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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DMA 기지국은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나오는 신호들을 인코딩하여, 가변 이득 증폭기(142)에 공급하는 컨벌루션 인
코더(141)를 포함한다. 상술한 신호들은 이동국에 할당된 트래픽 채널에서 이용자 신호와 함께 다중화된 제 1 또는 제 
2 제어 메시지를 포함한다. 제 1 제어 메시지는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제 2 제어 메시
지는 소프트 핸드 오프 동작이 완료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어 메시지 검출기(143)는 제 1 제어 메시지가 컨벌
루션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될 때, 제 1 제어 메시지의 이득이 이용자 신호의 이득보다 높아지도록 가변 이득 증폭기(1
42)를 제어하는데 이용된다. 전송기(150)는 이동국으로의 전송을 위해 가변 이득 증폭기(142)의 출력으로부터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발생한다. 결과로서, 제 1 제어 메시지는 이동 단위에 도달하는데 충분한 전력 레벨로 전송되며, 그렇
지 않는다면 전계 세기에서의 급격한 감소를 직면하게 될 때 이동국은 이 메시지를 수신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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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색인어
셀, 기지국, 이동국, 메시지, 핸드오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소프트 핸드오프 동안에 종래의 CDMA 기지국의 동작으로 도시한 시퀀스도.

도2는 이동국이 전계 강도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핸드 오프 동안에 인접한 셀들의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파일럿 신호들의 세기들을 도시한 그래픽.

도3은 본 발명에 따르는 이동국의 동작의 CDMA 기지국 흐름도를 도시한 블록도.

도4A, 4B는 이동국이 인접한 셀들의 기지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건물 구조물과 같은 장애물을 지나 이동하는 것을 도
시한 도면.

도5는 소프트 핸드오프 동안에 본 발명의 CDMA 망의 동작을 도시한 시퀀스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140 : 코덱

142 : 가변 이득 증폭기

143 : 제어 메시지 검출기

160 : 전력 증폭기

170 :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셀룰러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보다 상세하게는 전계 강도 프로파일들의 급격한 변화
들을 직면하는 이동국을 위한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할 때에,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셀룰러 이동 
통신 망의 기지국에 관한 것이다.

    
IS-95 표준에 의해 표준화되고, TIA(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와 EIA(Electronics Industrie
s Association)에 의해 채택된 종래의 CDMA 셀룰러 망들에서는, 이동국들과 기지국들에 의해 동일 주파수를 공유하
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부가(add)"와 "드롭(drop)" 임계치 라고 각각 불리우는 2 개의 미리 정해진 높고 그리고 
낮은 임계치들은 이동국들에 설정된다. 이동국이 기지국 A와 통신하면서 인접한 기지국 B의 커버리지 영역내에 들어가
는 이동을 하는 경우, 이동국은 주변의 기지국들로부터 나오는 파일럿 신호들을 항상 감시하여, 주변의 기지국 파일럿 
신호의 세기가 "부가" 임계치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파일럿 세기 측정 보고 메시지(pilot strength measu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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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report message)"라고 불리우는 보고 메시지를 기지국 A로 전송한다.
    

    
이러한 보고 메시지는 이동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들이 "부가" 임계치보다 큰 모든 기지국들의 식별정보(identificatio
n)와 현재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의 식별정보를 포함한다. 보고 메시지는 기지국 A를 통해 기지국 제어기로 전송된다. 
기지국 제어기는 PSM 보고 메시지(도1 참조)내에 기재되어 있는 "트래픽 채널 개시(TCS, traffic channel startup) 
메시지"라고 불리우는 메시지로 응답한다. "트래픽 채널 개시 ACK(TCSA, traffic channel startup acknowledgem
ent) 메시지"라고 불리우는 ACK 신호가 기지국 B로부터 수신될 때에, 기지국 제어기는 도 1의 단계 1 내지 4에 도시
된 바와같이, 기지국 A가 핸드오프 지시(direction) 메시지를 이동국으로 전송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만약 이동국
이 제 1과 제 2 기지국들의 전계 강도 프로파일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직면하게 되면, 제 1 기지국으로부터의 핸
드 오프 지시 메시지는 이동국에 도달할 수 없고, 그 호출은 드롭된다.
    

    
예를 들면, 만약 건물이 기지국 A, B 간의 경계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면, 기지국 A로부터의 전송은 건물의 
반대편에 높고 그리고 낮은 전계 강도 영역들을 생성하고, 기지국 B로부터의 전송은 기지국 A의 프로파일들과 반대인 
높고 그리고 낮은 전계 강도 프로파일들을 생성한다. 만약 이동국이 기지국 A와 통신하면서, 건물의 한 쪽에서 다른 쪽
으로 그것의 위치를 변화시킨다면, 이동국은 기지국 A로부터 나오는 파일럿 신호의 전계 강도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과, 
기지국 B로부터 나오는 파일럿 신호의 전계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직면하게 된다. 만약 기지국 B로부터 나오는 
파일럿 신호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가" 임계치를 초과하면, 이동국은 기지국 A, B의 식별정보를 기지국 A를 
통해 기지국 제어기에 보고한다. 트래픽 채널 개시 메시지와 트래픽 채널 개시 ACK 메시지를 기지국 B와 교환한 후에, 
기지국 제어기는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기지국 A를 통해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만약 이동국이 건물을 지나쳐 이동했
다면, 기지국 A로부터 나온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는 건물에 의해 방해될 것이며, 이동국에 의해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동국이 전계 강도 프로파일들의 급격한 변화를 직면하게 되더라도, 성공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핸드오프 
동작을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일본 공개 특허 HO9-191276호는 CDMA 기지국 트랜시버를 개시하고 있다. 종래의 CDMA 트랜시버에서는, 제어 데
이터의 전송 전력이 음성 신호의 전송 전력보다 더 높도록, 기지국은 이동국의 전송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 제어 채
널을 구비한다 .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가 이러한 제어 채널상에서 전송되지 않으므로, 종래의 기술은 핸드오프 동작을 
위해 유용하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국이 인접한 기지국들의 셀 경계에서 급격한 전계 강도의 변화를 직면하게 될 때에, 발생될 수 있
는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을 수행하는 CDMA 셀 사이트(site) 기지국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 따라, CDMA 셀룰러 이동 통신망용 기지국이 제공되어 있다. 기지국은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나
오는 신호들을 인코딩하는 인코더를 구비한다. 상술한 신호들은 이동국에 할당된 트래픽 채널에서 이용자 신호와 함께 
다중화된 제 1 또는 제 2 제어 메시지를 포함한다. 제 1 제어 메시지는 소프트 핸드

    
오프 동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제 2 제어 메시지는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변 이득 증폭기(142)는 인코더에 연결되어 있고, 전송기는 가변 이득 증폭기의 출력에 연결되어, 확산 스펙트럼 신
호를 이동국에 전송하게 된다. 제 1 제어 메시지가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되는 때를 검출하고, 인코딩된 제 1 제어 메시
지가 트래픽 채널의 인코딩된 이용자 신호가 증폭되어지는 이득보다 더 높은 이득으로 증폭되도록 가변 이득 증폭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메시지 검출기가 제공된다. 결과적으로, 제 1 제어 메시지는 이동국에 도달되는데 충분한 전력 레
벨로 전송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동국은 전계 강도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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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본 발명의 제 2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CDMA 셀룰러 이동 통신망에서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
하고 있다. 상술한 방법은 제 1 기지국과 통신하는 이동국에서 제 1 및 제 2 기지국으로부터 각각 전송된 제 1 및 제 2 
파일럿 신호들을 감시하는 단계와, 제 2 파일럿 신호의 세기가 미리 정해진 레벨보다 더 높다면, 제 2 기지국의 식별을 
나타내는 보고 메시지를 이동국으로부터 전송하는 단계와, 제 1 기지국을 통해 기지국 제어기에서 보고 메시지를 수신
하고, 기지국 제어기와 제 2 기지국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와, 트래픽 채널에서 이용자 신호와 소프트 핸드오프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다중화하고, 트래픽 채널을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제 1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재전송된 메시지가 이용자 신호가 전송되는 전력 레벨보다 더 높은 레벨을 가지도록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와 이용자 신호를 제 1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 재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에 응답하
여,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는 제 1과 제 2 기지국들 중 하나의 기지국 또는 양쪽의 기지국을 통해 이동국으로부터 기지
국 제어기로 전송된다. 본 발명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3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CDMA 기지국이 도시되어 있다. 기지국은 지상 라인들을 통해 도시되지 않은 기지국 제어
기들에 접속된 동일한 구조의 복수의 채널 코덱(코더들/디코더들) 140-1 내지 140-n을 포함한다.

    
각 채널 코덱(140)은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나오는 다운 링크 신호들을 인코딩하기 위한 컨벌루션 인코더(141)와 컨벌
루션 인코더(141)의 출력에 접속된 가변 이득 증폭기(142)를 구비한다. 제어 메시지 검출기(143)는 소프트 핸드오프
가 개시될 때에,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전송되는 제 1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검출하기 위해 제공된다. 제어 메시지 검
출기(143)는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료되었을 때에,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전송되는 제 2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에 응답하
지 않도록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의 내용을 검사한다.
    

순방향 트래픽 채널내에 포함된 신호가 이용자 신호라면, 제어 메시지 검출기(143)는 가변 이득 증폭기(142)의 이득
을 적절한 레벨로 조정한다. 제 1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가 컨버루션 인코더(141)에 의해 인코딩된 것으로 제어 메시지 
검출기(143)가 결정할 때에, 인코딩된 메시지가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이용자 신호가 증폭되는 이득보다 더 높은 이득
으로 증폭되도록 제어 메시지 검출기는 가변 이득 증폭기(142)의 이득을 제어한다. 일반적으로, 가변 이득 증폭기(14
2)의 출력에서의 제 1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의 진폭은 가변 이득 증폭기(142)의 동일한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이용자 
신호의 진폭보다 21/2 배만큼 높다.

각 채널 코덱(140)의 가변 이득 증폭기(142) 출력은 확산 스펙트럼 전송기(150)에 공급된다. 이 전송기에서는 공급
된 출력이 확산 코드에 의해 확산되며, 다른 채널 코덱으로부터 나온 다른 확산 신호들과 결합된다. 결합된 확산 신호는 
반송파를 변조하는데 이용되고, 변조된 반송파는 전력 증폭기(160)에 의해 증폭되고, 안테나(110)로부터 순방향 채널 
확산 스펙트럼 신호로서 전송된다.

    
이동국들로부터의 역방향 채널 확산 스펙트럼 신호들은 안테나(110)에 의해 검출되고, 듀플렉서(120)를 통해 저잡음 
증폭기(130)에 결합되고, 스펙트럼 수신기(170)에 인가된다. 스펙트럼 수신기에서는 수신된 신호들이 복조되고, 역확
산 코드로 역확산되어 개별적인 이용자 신호들을 검출한다. 이용자 신호들의 각각은 채널 코덱들(140)중 대응하는 코
덱의 비터비(Viterbi) 디코더(144)에 공급된다. 각각의 코덱의 비터비 디코더(144)의 출력은 지상 라인을 통해 기지
국 제어기에 결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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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의 동작은 도 2,4,5를 참조하여 다음에 기술될 것이며, 이 때에는, 기지국 A와 통신
하는 이동국(200)이 인접한 기지국 B로 향하여 이동하고 있고, 이동국이 인접한 기지국 B로 접근해 갈 때에, 기지국 
B로부터 이동국(200)에 이르는 신호들의 전송 경로를 방해하는 방해물 또는 건물(300)을 만나게 되며, 또한 그 건물
은 이동국이 건물로부터 멀어질 때에, 기지국 A로부터 이동국으로의 신호들의 전송 경로들도 방해한다고 가정한다. 이
동국(200)이 기지국 A를 통해 호출을 성립할 때에, 이동국은 기지국 A를 포함하는 주변의 기지국들로부터 나오는 파
일럿 신호들을 항상 감시하고, "부가" 임계치(도2 참조)와 파일롯 신호들의 전계 강도들을 비교한다.
    

이동국이 도 4A에 도시한 바와같이, 건물(200)에 접근할 때에, 기지국 B로부터 나오는 파일럿 신호의 세기는 증가하
고, 시간 t1 (도 2)에서 "부가" 임계치를 초과한다. 이것이 발생했을 때에, 이동국(200)은 세기들이 "부가" 임계치보다 
더 큰 파일럿 신호들을 식별하고, PSM(pilot strength measurement) 보고 메세지를 기지국 A로 전송하고, 기지국 
A는 이러한 보고 메시지를 기지국 제어기에 재전송한다(도5의 단계 1). 보고 메시지는 시간 t 1 에서 기지국 B의 파일럿 
신호의 세기는 "부가" 임계치보다 더 높기 때문에 기지국 A, B의 후보 목록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기지국 B는 이동
전화의 통신이 핸드 오버(hand over)되어지는 가능한 기지국 후보로서 "부가" 된다.

이에 응답하여, 기지국 제어기는 기지국 B에 트래픽 채널 개시 메시지를 전송하고(단계 2), 교대로 기지국 B는 트래픽 
채널 개시 ACK 메시지로 응답한다. (단계 3)

단계 4에서는, 기지국 제어기는 순방향 트래픽 채널을 통해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기지국 A로 전송한다. 이러한 핸드
오프 메시지는 기지국 B와 통신하기 위해서 이동국(200)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확산 코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핸
드오프 지시 메시지는 또한 소프트 핸드오프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기지국 A에서, 제어 
메시지 검출기(143)는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가변 이득 증폭기(142)의 이득을 동일한 
순방향 트래픽 채널상에서 다중화된 이용자 신호의 증폭을 위해 조정된 레벨보다 21/2 배 만큼 크게 설정한다. 그러므로, 
컨벌루션하게 인코딩된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의 확산 스펙트럼 신호는 이용자 신호의 전력 레벨보다 두 배만큼 높은 레
벨로 안테나(110)로부터 전송된다.

    
높은 전송 전력으로 인해, 이동국(200)은 기지국 A로부터 제 1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검출하고, 그 내용들을 검사할 
수 있다. 확산 코드는 수신된 메시지내에 포함되므로, 이동국(200)은 수신된 확산 코드를 동작 매개 변수들에 설정하
며,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방송한다.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는 기지국 A 또는 기지국 B 어느 하나 또는 양쪽 기지국을 
통해 기지국 제어기에 의해 수신된다. 기지국 제어기는 더 높은 레벨을 가지는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들 중 하나를 선택
한다. (단계 5)
    

기지국 제어기에 의해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은 소프트 핸드오프 절차중 "부가"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지국 제어기와 이동국은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서 기지국 A, B를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
다(단계 6).

이동국(200)이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더 이동하여 건물(300)을 지나치게 될 때에, 기지국 A로부터 나오는 파일
럿 신호의 전계 강도는 시간 t2 에서 "드롭(drop)" 임계치 이하로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동국(2
00)은 이동국의 전계 강도가 "드롭" 임계치보다 더 낮은 기지국의 식별 정보를 나타내는 파일럿 세기 측정 보고 메시지
를 방송한다. 기지국 제어기는 기지국 A 또는 B 어느 하나 또는 양쪽 기기국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한다(단계 7). 
수신된 세기 보고 메시지들 중 좀 더 강한 신호를 선택함으로써, 기지국 제어기는 기지국 A가 후보들의 목록에서 드롭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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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는 기지국 A가 드롭되었고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통보하기 위해 기지
국 제어기로부터 기지국들 A, B로 전송된다(단계8). 이러한 기지국들의 각각에서는, 제어 메시지 검출기(143)가 제 
2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시지는 이용자 신호와 같이 동일한 레벨로 증폭되고, 
양쪽의 기지국 A, B로부터 이동국(200)으로 전송된다. 기지국 A로부터 이동국(200)에 이르는 신호들의 전송 경로는 
시간 t2 에서 건물(300)에 의해 대부분 방해를 받으므로, 이동국은 기지국 B로부터의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만을 검출
하게 된다. [br/]이동국(200)에서는, 기지국 A의 식별 정보는 변수 설정에서 삭제되고,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방송
한다(단계 9). 기지국 제어기는 기지국 B를 통해 이러한 방송 메시지를 수신한다. [br/]이에 응답하여, 기지국 제어기
는 트래픽 채널 단절 메시지를 기지국 A에 전송하여, 이동국(200)과의 통신을 완료하게 된다(단계 10). [br/]단계 1
1에서는, 기지국 A는 이동국(200)에 대한 접속을 해제하여 트래픽 채널 단절 메시지에 응답하고, 트래픽 채널 단절 A
CK 메시지를 기지국 제어기에 전송한다. 이것은 소프트 핸드오프 절차중 "드롭" 단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기지국 B만을 통한 이동국(200)과 기지국 제어기간의 통신이 성립된다(단계 12).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해, 이동국이 인접한 기지국들의 셀 경계에서 급격한 전계 강도의 변화를 직면하게 될 때에, 발생될 수 있
는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을 수행하는 CDMA 셀 사이트(site) 기지국과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의 장점은 도 4 및 도 5와 관련하여,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가 사용자 신호와 동일한 신호 레벨로 증폭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증폭은 소망하는 이동국에 의해 수신되는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간섭을 일
으키는 다른 이동국들에 의해 수신되는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정)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셀룰러 이동 통신망을 위한 기지국에 있어서,

기지국 제어기로부터의 신호들을 인코딩하기 위한 인코더로서, 상기 신호들은 이동국에 할당된 트래픽 채널에서 이용자 
신호와 다중화된 제 1 또는 제 2 제어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제어 메시지는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이 개시되었
다는 것을 나타내고, 상기 제 2 제어 메시지는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이 완료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기 인코더와,

상기 인코더에 결합된 가변 이득 증폭기와,

상기 이동국에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증폭기의 출력에 결합된 전송기와,

상기 제 1 제어 메시지가 상기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되는 때를 검출하고, 상기 인코딩된 제 1 제어 메시지가 상기 트래
픽 채널의 상기 인코딩된 이용자 신호가 증폭되는 이득보다 더 높은 이득으로 증폭되도록 상기 증폭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메시지 검출기를 포함하는 기지국.

청구항 2.

(정정)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제어 메시지들의 각각은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인, 기지국.

청구항 3.

(정정)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메시지 검출기는 상기 제 2 제어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기지국.

청구항 4.

(정정)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더는 컨벌루션 인코더인,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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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정정)CDMA 셀룰러 이동 통신망에서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a) 제 1 기지국과 통신하는 이동국에서, 상기 제 1 기지국과 제 2 기지국으로부터 각각 전송된 제 1과 제 2 파일럿 신
호들을 감시하는 단계와,

b) 상기 제 2 파일럿 신호의 세기가 미리 정해진 레벨보다 높다면, 상기 제 2 기지국의 식별을 나타내는 보고 메시지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전송하는 단계와,

c) 상기 제 1 기지국을 통해 기지국 제어기에서 상기 보고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기지국 제어기와 상기 제 2 기지국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와,

d) 트래픽 채널에서 이용자 신호와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다중화하고, 소프트 핸드오프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는 트래픽 채널을 상기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상기 제 1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e) 재전송된 메시지가 상기 이용자 신호가 전송되는 전력 레벨보다 높은 전력 레벨을 가지도록, 상기 제 1 기지국으로
부터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와 상기 이용자 신호를 재전송하는 단계와,

f) 상기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 1과 제 2 기지국들 중 하나 또는 양쪽을 통해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
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 제어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CDMA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6.

(정정)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e)는,

상기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와 상기 사용자 신호의 상기 재전송 전에 상기 제 1 기지국에서 상기 채널의 상기 이용자 신
호와 상기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컨벌루션 인코딩(convolutionally encod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CDMA 핸드오
프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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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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