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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전용제어채널의 핸드오프방법

요약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기본채널이외에 전용제어채널을 위한 핸드오프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본 발명

은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를 수신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 기지국의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를 수신하여 핸드오프가 필요함을 판정하는 제1과정과, 서비스 기지국과 상기 이동

국이 연결된 채널중에 전용제어채널이 있으면 핸드오프될 새로운 기지국에서 사용할 전용제어채널의 구분용 코드를 할당

하는 제2과정과, 상기 전용제어채널 구분용 코드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제3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

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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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이동국간 및 기지국과 이동국 내부에서 수행되는 핸드

오프를 위한 채널 할당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수행하는 핸드오프 절차를 흐름도로 도시하는 도면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수행하는 핸드오프 절차를 흐름도로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시 전용제어채널 및 기본채널 동시에 핸드오프시키기

위한 메시지 포맷을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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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용제어 채널을 핸드오프 방법에 관한 관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함) 통신시스템은 용량 증대를 위한 방

법 중에 한 가지로써, 직교부호(Orthogonal Code)에 채널 구분(Channel Separation)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상기

직교부호는 월시코드(Walsh Code)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CDMA 통신시스템에서 상기와 같이 직교부호에 의한 채널 구

분을 실행하는 예는 IS-95의 순방향 링크(Forward Link)를 들 수 있다.

상기 IS-95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에서 직교부호에 의한 채널 구분은 공통채널(파일럿채널, 페이징채널, 싱크채

널)은 미리 정해진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확산하여 채널을 구분하고 각 사용자 마다 할당하는 트래픽채널은 사용중이 아닌

직교부호를 할당받아 순방향 직교확산에 이용하고 이동국에 상기 할당한 직교부호 인덱스를 통보하므로써 이동국이 상기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디스프레딩 하므로 직교부호들에 의해 채널이 구분되어 통신이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IS-95 순방향

링크는 각 채널들이 콘벌루션 코드(Convolutional Code)를 사용하며, 변조기는 BPSK 변조(Bi-Phase Shift Keying

Modulation)를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상기 IS-95통신시스템의 대역폭은 1.2288MHz이고, 데이터 전송율이

9.6Kbps이므로, 1.2288M/(9.6K*2)=64가 된다. 따라서 상기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IS-95/IS-95A의 순방향 링크는 직

교부호를 이용하여 64개의 채널 구분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임의의 변조 방법이 결정되고 최소 데이터 전송율이

결정되면, 가용한 직교부호의 숫자가 정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IS-95방식에서 이동국이 핸드오프할 경우 소프트 핸드오프 방식, 즉이동국이 기존 셀영역을 벗어나서 새로

운 셀로 진입하는 경우 기존 기지국에 접속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지국과의 링크를 새로 형성하는 소프트 핸드오프 방식을

사용하여 트래픽 채널에 대해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그러나 차세대 CDMA 통신시스템에서는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 및 전용제어채널(Dedicated Control Channel)

등으로 이루어지는 전용채널(Dedicated Channel)들과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 제어채널(Control Channel), 호출채

널(Paging Channel)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용채널(Common Channel) 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채널의 전송 용량을 증대하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트래픽 채널은 음성 등을 서비스하기 위한 기본채널(Fundamental Channel)과 패

킷 데이터 등을 서비스하기 위한 부가채널(Supplemental Channel)들로 구성한다.

그러나 종래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는 기본채널의 핸드오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뿐 차세대 부호분할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용제어채널 등에 대해서는 핸드오프를 수행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차세대 CDMA 통신시

스템에서 새로운 채널들이 생김에 따라 핸드오프 시 새로 생긴 채널들에 대한 핸드오프 관련 기술들이 표준화 기구에 제안

이 요구된다. 특히 전용제어채널은 본원 출원이 출원한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1998-4498에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CDMA2000시스템의 순방향 및 역방향 채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원 출원인이 출원한 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1998-

11381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과정에서 다른 기지국이 추가될 때 발생하는 채널할당

과정에서 기본채널이외에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추가된 전용제어채널을 추가로 할당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상황에서 이동국이 트래픽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핸드

오프지시메시지를 분석한 후 채널 구분자에 따라 상기 송신 채널에 대응되는 수신채널을 할당할 수 있는 채널 할당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상황에서 기지국이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핸드오프지

시메시지 구성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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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은 쿼시직교부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조기

ASIC과 쿼시직교부호의 사용여부를 결정해주는 자원제어기의 논리회로와 이를 이용해서 구성되는 기지국과 이를 해석하

기 위한 단말기의 복조기 ASIC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본 발명의 주된 내용을 구체화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본 발명의 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상기 쿼시직교부호와 직교부호를 구분하기 위하여, 상기 IS-95 방식의 통신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는 월시

직교부호라 칭하기로 한다. 상기 쿼시직교부호의 생성방법은 본원출원인에 의해 선출원된 대한민국 특허출원 1997-

46406호 및 1998-29576호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이하 첨부되는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DMA 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절차 및 차세대 부호분할 다중

화 방식에서 적용된 전용제어채널의 핸드오프 절차에 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 송신장치는 기지국의 순방향링크 송신기가

되고 수신장치는 이동국의 순방향 링크 수신기가 된다.

먼저 도 1은 핸드오프과정에서 현재 서비스 기지국이 핸드오프에 새로이 참여하는 기지국이 사용할 새로운 전용 트래픽

채널을 이동국에 할당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 전용 트래픽 채널에는 기본채널이외에 전용제어채널 할당을 포함

하고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여 이동국의 구성을 살펴보면, 호 제어(call control) 블록 110은 기지국에서 호설정과 해제에 관련된

모든 제어를 수행한다. 자원제어기(RC: Resource Controller) 120은 이동국의 호설정에 관련된 모든 물리적, 논리적 자

원을 저장하고 제어하는 장치를 합해서 나타내고 있다. 물리채널(PHY: Physical Channel block) 130은 이동국에서 실제

전송되는 데이타를 채널 복호화, 역확산 및 복조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기지국의 구성을 살펴보면, 도1의 BS부분은 다수의 기지국 송신기(PHY A, PHY B) 및 기지국 제어기(RC 150,

CALL CONTROL 160)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할수 있으며. 또다른 이해의 방법으로 현재 서비스 기지국이 물리채널

140, 자원제어기150및 호제어블록160을 가지고 핸드오프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지국이 물리채널 141 및 도시되지 않은

자원제어기 및 호제어블럭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할수 있다.

핸드오프가 수행되기 전에 각 기지국의 물리채널(PHY A, PHY A)는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고 있다.

상기 물리채널 140은 핸드오프가 일어나기 전에 송신을 담당하는 기지국의 송신장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물리채널 141은

핸드오프 시에 추가시키고자 하는 기지국의 물리장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장치들은 데이터를 변조, 확산 및 부호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제어기 150은 기지국에서 호와 관련된 모든 물리적, 논리적 자원을 저장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블록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호제어블록 160은 이동국에서 이동국의 호제어블록 110에 대응하는 블록으로 호설정 제어하

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은 송신기로 가정하고 이동국은 수신기로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각각 역방향 링크의 채널 정보들

을 송수신하기 위하여 상기 기지국 및 이동국은 각각 대응되는 수신기 및 송신기들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여 핸드오프 시 채널할당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과정 170에서 이동국은 항상 여러 기지국에서 전송

하는 파일럿채널의 강도를 조사하고 후보집합(candidate set)에 들어갈 후보를 정하는 임계치를 넘어가는 파일럿이 발생

하면 파일럿세기 측정메시지(Pilot Strength Measurement Message)를 기록해서 물리 채널 블록 130을 통해 기지국으

로 알린다. 이를 메시지를 물리 채널 블록 140을 통해 수신한 기지국은 상기 메시지를 해석하고, 해석결과가 핸드오프 상

황이면 과정 180을 통해 기지국제어장치 내의 자원제어기 150으로 핸드오프 요구 메시지를 송신한다. 그러면 자원제어기

150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파일럿 채널을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하고 있는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

에 트래픽채널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때 기지국은 월시직교부호의 가용여부와 물리채널의 가용여부를

조사한다. 자원제어기 150은 상기 조사결과를 호제어 블록 160으로 전송한다. 이때 호제어 블록 160은 상기 조사에서 트

래픽채널 할당과 월시직교부호 가용여부 및 물리채널의 가용여부가 확인되면 과정 190에서 물리 채널 블록 141을 통해

핸드오프에 추가된 기지국쪽으로 물리채널을 할당하라는 자원할당 명령을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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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비스 기지국과 핸드오프에 참여하는 새로이 추가된 기지국은 기지국간 네트웍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을수 있다. 하

나의 기지국 제어장치(BSC OR MSC)가 다수의 기지국 장치(BTX)를 관할 하는 경우에 하나의 호제어 블록 및 자원제어기

를 가지고 있어 기지국(PHY A)와 기지국(PHY B)는 기지국 제어장치(BSC OR MSC)와 유선 네트웍으로 연결되어 있어

현재 이동국에 서비스 하고 있는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프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지국으로 핸드오프가 필요할 때 상기 호

제어블럭160에서 핸드오프 요구하면 상기 새로운 기지국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무선자원을 핸드오프 응답으로 호제어

블럭160에 통보하여 상기 새로운 기지국에 자원할당하고 새로운 기지국은 자원할당에 대한 응답을 한다.

상기 자원할당 응답을 전달받은 호제어기 160은 과정 200에서 핸드오프가 가능해진 상황과 새롭게 추가된 기지국의 물리

채널에 대한 논리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물리 채널 블록 140을 통해 핸드오프지시 메시지(Handoff Direction Message:

HDM)를 이동국으로 송신한다. 본 발명에 따라 이동국이 전용제어채널을 사용하고 있었으면 상기 핸드오프지시 메시지에

는 전용제어채널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동국의 호제어 블록 110은 상기 핸드오프지시메시지를 물리채널 블록 130을 통해 전달받고, 과정 210에서 상기 핸드오

프지시 메시지를 분석하여 자원제어기 120에서 상기 채널복조를 위해 필요한 월시직교부호 정보와 물리채널 등을 할당하

여 물리 채널 블록 130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물리채널 블록 130은 순방향 링크의 채널 할당과 동일한 자원으로 순방

향 링크에 대한 채널 수신기를 할당한다. 상기 채널 수신기가 할당되면 이동국은 새로이 추가되는 기지국의 채널을 복조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생성하고, 과정 220에서 물리채널 블록 130을 통해 현재 접속

되어 있는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상기 도 1의 핸드오프과정을 나타내는 과정 180,과정 190과, 과정 210은 각각 도 2a 및 도 2b와 같은 절차로 수행된다.

여기서 상기 도 2a 및 도 2b의 설명에 앞서,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도 5와 같은 구조를 갖

는 핸드오프지시메시지의 메시지 필드에 대한 설명을 한다.

상기 도 5에서 도 5a는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채널 할당 제어 메시지 중 전용제어채

널이나 기본채널을 할당할 때 사용하는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5b는 도 5a에서 전용제어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메시

지일 때 추가되는 메시지 필드를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5c는 도 5a에서 기본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메시지일 때 추가되

는 메시지 필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5a , 도 5b 및 도 5c와 같은 구조를 갖는 메시지는 도 1의 과정 200에서 이

용하는 메시지이다.

5a도의 FCCH_INCLUDED 또는 DCCH_INCLUDED필드가 "1"이면 도 5B 또는 도5C의 QOF_MASK_ID_DCCH필드

QOF_MASK_ID_FCH가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활성화 되고, CODE_CHA_DCCH와 CODE_CHAN_FCH필드

가 활성화 된다.

활성집합내의 각 기지국이 채널을 할당하고자 할 때 쿼시직교부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QOF_MASK_ID 필드에 사용하

게될 쿼시직교부호의 마스크를 표기해준다.

다음의 필드는 단말이 가지고 있는 활성집합의 요소를 구분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활성집합내의 각 기지국이 채널

을 할당하고자 할 때 쿼시직교부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QOF_MASK_ID_DCCH 필드에 사용될 쿼시직교부호의 마스크

를 표기해준다. PILOT_PN_DCCH 는 해당 기지국의 파일럿 피엔 시퀀스의 인덱스(Pilot PN sequence offset index)를

알려주는 필드로써 64개의 피엔 64칩(chip)의 단위로 값이 변한다. PWR_COMB_IND_DCCH 는 이전에 받은 메시지에서

의 파일럿채널의 것과 같은 폐루프 전력제어 부채널(closed-loop power control subchannel)을 전송하게 되면 '1'로 세

트해서 전달한다. CODE_CHAN_DCCH는 상기에서 기록된 파일럿을 이용하는 기지국이 사용할 부호의 인덱스를 나타내

는 필드이다.

상기 도 5a와 도 5b에 도시된 메시지는 전용제어채널의 할당하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용제어채널은 차세대

CDMA 통신시스템에서 새로이 정의된 채널이다. 전용제어채널은 IS-95시스템부터 정의된 기본채널과는 물리적으로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용제어채널은 전송할 데이터가 있을 때만 전송하는 불연속 전송 모드(Discrete Transmission

Mode)를 지원한다.

도 3은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해서 순방향 링크를 구별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쿼시직교부호의 발생이 가능

한 기지국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4는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해서 순방향 링크를 구별하는 부호분할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쿼시직교부호의 복조가 가능한 이동국 수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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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3 및 도 4는 상기 도 1의 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제어 메시지의 필드를 생성시키는 과정 190과, 이동국에서 채널의

식별자를 해석하고 채널 식별자를 생성하는 과정 210과 관련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월시직교부호 및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는 대역확산기를 구비하는 이동 통신시스

템의 송신기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월시직교부호와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채널 신호를 확산하는

기지국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메시지 발생기 310은 호설정 시 제어기320의 제어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상기 메시지는

도시하지 않은 호출채널 송신기 또는 전용제어채널 송신기를 통해 송신된다. 여기서 상기 호출채널 송신기는 전용채널이

없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데이터를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전용제어채널 송신기는 전용 트래

픽 채널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나 데이터를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기 320은 기지국 송신장치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호 설정 시

채널 구분을 위하여 월시직교부호 또는 쿼시직교부호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며,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할 시 쿼시직교부호의

정보을 선택하여 채널 할당 및 제어 메시지의 생성 등을 제어하는 모듈이다. 자원형상 데이터베이스 330은 현재 통신중이

거나 통신 대기중인 이동국과의 통신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논리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상기 자원형상 데이터베이스 330

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월시직교부호 또는 쿼시직교부호를 할당하기 위하여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번호 및 월시직교

부호 인덱스 등을 구비하며, 또한 상기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및 월시직교부호 인덱스의 사용 여부 상태를 저장하고 있다.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발생기 321은 상기 제어기 320에서 출력되는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번호에 대응되는 쿼시직교부호

마스크를 발생한다. 월시직교부호 발생기 322는 월시직교부호 인덱스 값에 대응되는 월시직교부호를 발생한다. 혼합기

323은 상기 쿼시직교부호 발생기321에서 출력되는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및 월시직교부호 발생기322에서 출력되는 월시

직교부호를 가산하여 쿼시직교부호를 생성한다.

한편 채널부호화기 340은 통신 채널상에서의 오류를 복구 및 검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채널부호화기이다. 인터리버 350은

연집오류를 랜덤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롱코드 발생기 360은 마스크를 이용하여 롱코드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가산기

370은 상기 인터리버 720의 출력과 상기 롱코드 발생기 360의 출력을 곱해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동일

한 롱코드 마스크를 사용하는 수신기만이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곱셈기380은 상기 혼합기 323에서 출력되는 쿼

시직교부호 또는 월시직교부호 발생기 322에서 출력되는 월시직교부호를 가산기 370의 출력과 곱하여 출력한다. 상기 곱

셈기 380은 채널구분용 월시직교부호 또는 쿼시직교부호와 해당 채널의 송신데이타를 곱하여 채널을 구분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RF변조기 390에는 기지국을 구별하는 PN시퀀스와 상기 곱셈기 380에서 출력되는 채널 송신신호를 곱하여 확산

하는 대역확산기를 구비하며, 상기 채널 송신신호를 확산 및 변조하여 RF신호를 발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형상데이타베이스 330으로부터 현재 저장하고 있는 자원에 관한 제어정보를 받아서 사용 가능한 월시직교부호의 수

가 임계치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여 월시직교부호 또는 쿼시직교부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어를 수행한다. 즉, 상기 사용가

능한 월시직교부호의 수가 임계치 보다 크면(즉, 사용 가능한 월시직교부호가 존재하면), 상기 제어기320은 상기 자원형

상 데이터베이스330에 사용 가능한 월시직교부호 인덱스들 중에 임의의 월시직교부호 인덱스를 선택하여 월시직교부호

발생기322에 통보하고, 해당 월시직교부호 인덱스를 사용 상태로 갱신시킨다. 그러면 상기 월시직교부호 발생기322는 대

응되는 인덱스에 따른 월시직교부호를 발생하여 곱셈기380에 송신하며, 혼합기323 측으로는 전달하지 않는다. 또한 이때

상기 쿼시직교부호 발생기321은 입력하는 정보가 없으므로, 쿼시직교부호 마스크를 생성하기 않으며, 따라서 혼합기323

은 쿼시직교부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또한 상기 사용가능한 월시직교부호의 수가 임계치 보다 작으면(즉, 사용 가능한 월시직교부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제어기320은 상기 자원형상 데이터베이스330에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번호와 이에 대응되는 월시직교부호 인덱스들의 사

용 상태를 검사하여 사용 가능한 쿼시직교부호 마스크번호 및 월시직교부호 인덱스를 선택한 후, 각각 쿼시직교부호 마스

크 발생기321 및 월시직교부호 발생기322에 통보하고, 해당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번호에 대응되는 월시직교부호 인덱스

를 사용 상태로 갱신시킨다. 그러면 상기 쿼시직교부호 마스크발생기321은 상기 쿼시직교부호 마스크번호에 대응되는 쿼

시직교부호 마스크를 생성하여 혼합기323에 출력한다. 또한 상기 월시직교부호 발생기322는 수신된 월시직교부호 인덱

스에 따른 월시직교부호를 발생하여 혼합기323에 송신하며, 곱셈기380 측으로는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기 혼합기

323은 상기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및 월시직교부호를 혼합하여 쿼시직교부호를 생성하며, 이를 곱셈기380에 인가한다. 따

라서 곱셈기380은 상기 쿼시직교부호를 이용하여 채널을 구분한다.

따라서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여 채널을 구분할 시, 상기 제어기320은 상기 자원형상 데이터베이스320에 현재 남겨진 쿼

시직교부호 마스크와 월시직교부호를 확인하고, 이중사용 가능한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번호 및 이와 함께 사용할 월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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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호 인덱스를 선택하여 각 발생기321 및 322에 통보한 후, 그 사용한 결과를 다시 자원형상 데이터 베이스330에 통보

하여 사용 상태를 변경시킨다. 그러면 상기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발생기 321와 월시직교부호발생기 322는 각기 마스크와

부호를 발생시켜서 혼합기 323으로 전달한다. 그런데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쿼시직교부호 마스

크는 사용하지 않고 월시직교부호만을 이용해 채널 식별자를 발생시킨다.

이때 상기 혼합기 323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해야 경우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발생기 321과 월시직교

부호 발생기 322의 출력을 모두 받아서 쿼시직교부호를 발생시키고,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월시직교부호 발

생기322의 출력만을 이용해서 확산부호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사용하게 된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혹은 월시직교부호 인덱

스를 메시지 발생기로 알리고 채널할당 제어 메시지내의 QOF_MASK_ID_DCCH나 CODE_CHAN_DCCH 필드에 반영하

고 이 결과가 반영된 핸드오프지시 메시지를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 수신장치의 간략화된 구성도이며,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는 생략한다. 그리

고 상기 도 4는 상기 도 3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모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먼저 이동국의 수신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제어 메시지는 도시하지 않은 호출채널 수신기(또는 전용제어채널 수신기)를

통해 메시지 해석기410에 인가된다. 그러면 상기 메시지 해석기410은 기지국에서 전송한 채널 할당 제어 메시지를 받아

서 채널식별자에 관한 내용을 QOF_MASK_ID 와 CODE_CHAN_DCCH 필드를 통해서 확인한 후, 이를 제어기 320으로

통보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기320은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발생기 321이나 월시직교부호 발생기 322로 채널 식별자에 관

한 정보를 전달하고, 자원형상데이타베이스 430의 내용도 갱신하도록 한다. 이때 상기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쿼

시직교부호 마스크 발생기321과 월시직교부호 발생기322는 각각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및 월시직교부호를 발생하며, 혼

합기 323은 상기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및 월시직교부호를 연산하여 쿼시직교부호를 생성한다. 이때 상기 월시직교부호발

생기322에서 발생되는 월시직교부호는 곱셈기480에 인가되지 않는다. 또한 월시직교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월시직

교부호 발생기480의 출력이 곱셈기480에 전달되며, 가산기323에서 출력되는 쿼시직교부호는 상기한 바와 같이 생성되지

않는다. 여기서 상기 이동국의 자원형상 데이터베이스 430은 주로 기지국이 할당한 자원을 기억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메

시지 해석결과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시직교부호만을 사용해 채널식별자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상기 순방향 채널로 데이터나 메시지가 전송되면 수신된 신호는 RF복조기490을 통과하여 혼합기 480으로 입력된

다. RF복조기490는 피엔시퀀스 발생기를 구비하며, 수신되는 신호와 상기 PN시퀀스를 곱하여 역확산하므로써 해당 기지

국의 신호들을 검출한다. 곱셈기480은 상기 RF복조기490의 출력과 상기 쿼시직교부호 또는 월시직교부호를 곱하여 해당

채널의 신호를 검출하여 출력한다. 가산기470은 롱코드와 상기 곱셈기480의 출력을 곱함으로써 역암호화를 수행한다. 여

기서 롱코드 발생기 460은 선택된 마스크를 이용하여 암호화시키는 코드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가산기470의 출력은 디

인터리버 450에서 디인터리빙된다. 채널복호화기 440은 디인터리빙된 신호를 이용하여 채널복호화를 수행한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순방향 링크를 구별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수행하는 핸드오프 절차를

흐름도로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순방향 링크를 구별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

이 수행하는 핸드오프 절차를 흐름도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에서의 핸드오프 절차를 설명하면, 우선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가 발생하면

현재 이동국과 접속되어 있는 기지국의 제어기 320은 과정 210에서 상기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의 파일럿 중에 새롭게

추가된 파일럿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동국이 사용하는 모든 채널들, 즉 전용제어채널을 포함하는 모든 채널들에 대해 핸

드오프시키기 위한 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과정 210의 판단과정에서 PSMM 메시지 중에 새롭게 추가된 파일럿이 있으면

제어기 320은 과정 220에서 자원형상 데이터베이스 330을 검색하여 기지국에 가용한 물리자원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

기 월시직교코드의 가용 여부는 남아 있는 월시직교부호의 수가 한계치보다 작은가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상기 과정

220에서 자원형상 데이터베이스 330을 검색한 결과 가용한 물리자원이 없으면 과정 221로 진행하여 핸드오프 수행 불능

상태가 되므로 이때 호가 끊기게 된다. 그러나 가용한 물리자원이 있으면 제어기 320은 과정 230단계로 진행하여 이동국

이 점유하고 있는 채널, 즉 핸드오프될 채널이 기본채널인지를 판단한다. 이때의 판단은 상기 PSMM 메시지의 정보에 의

해 결정할 수 있다. 상기 과정 230단계의 판단결과 기본채널이면 제어기 320은 과정 240에서 자원형상 데이터베이스 330

에 월시직교부호 인덱스들의 사용 상태를 검사하여 가용한 월시직교부호가 남아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가용한 월시직

교부호가 남아 있으면 제어기 320은 과정 250에서 가용한 월시직교부호를 지정하고, 과정 260에서 도 5b의 핸드오프지

시 메시지에서 채널 식별자 필드인 CODE_CHAN_DCCH를 생성한다.

상기 과정 230에서 핸드오프될 채널이 기본채널이 아니면 제어기 320은 과정 241로 진행하여 자원형상 데이터베이스

330의 월시직교부호 인덱스들의 사용 상태를 검사하여 가용한 월시직교부호가 남아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월시직교부

호 인덱스중 가용한 인덱스가 있으면 과정 250으로 진행하여 해당 월시직교부호 인덱스를 지정하고 월시직교부호 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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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를 통해 해당 월시직교부호를 생성한다. 그러나 가용한 직교부호가 남아 있지 않으면 제어기 320은 과정 251로 진행

하여 자원형상 데이터베이스 330의 쿼시직교부호 마스크 번호를 검사하여 가용한 쿼시직교부호 마스크를 지정 및 생성하

고, 과정 261에서 핸드오프지시 메시지의 채널 식별자 필드인 CODE_CHAN_DCCH를 생성한다. 이때 핸드오프될 채널이

기본채널과 전용제어채널이면 제어기 320은 상기 핸드오프지시 메시지의 식별자 필드에 CODE_CHAN_FCH와 CODE_

CHAN_DCCH 둘다 생성한다.

상기 과정에서와 같이 월시직교부호 및 쿼시직교부호가 생성되면 제어기 320은 과정 270에서 메시지 발생기 310을 통해

핸드오프지시 메시지에 상기 월시직교부호 인덱스 및 의사직교부호 마스크 필드를 지정하여 생성하고, 과정 280에서 핸드

오프지시 메시지를 이동국으로 송신한다. 상기 핸드오프지시 메시지를 이동국으로 송신하기 전에 제어기 320은 도1의 과

정 190에서 상기 결정된 월시직교부호 및 쿼시직교부호에 대한 정보를 PSMM의 파일럿 중 새롭게 추가된 파일럿을 송신

한 기지국 즉 물리채널 141에 유선 네트웍으로 전송 한다.

도2b는 상기 도2a에서 전송되는 핸드오프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는 이동국이 이를 이용해서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어 흐

름도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2를 참조하면, 이동국은 과정 212에서 기지국으로부터 채널 식별자를 포함하는 핸드오프지시 메시지가 수신되는

지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제어메시지를 수신시 상기 이동국은 과정 222로 진행하며, 상기 제어메시지가 수신 되지 않을

시 과정 292로 진행해서 상기 이동국은 계속 제어 메시지의 수신을 대기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지시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상기 이동국은 과정 222에서 수신된 핸드오프지시 메시지를 분석하고, 상

기 핸드오프지시 메시지의 정보 중 쿼시 직교 부호 마스크를 사용 여부를 먼저 알아낸다. 상기 핸드오프지시 메시지의 분

석 결과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제어기420은 과정 232로 진행해서 상기 제어메시지에서 지정된 쿼시직교부

호 마스크 번호와 월시직교부호 인덱스를 읽어온다. 이후 상기 제어기420은 과정 242에서 상기 쿼시직교부호 마스크번호

및 월시직교부호 인덱스에 각각 대응되는 쿼시직교부호 마스크와 월시직교부호를 생성하고, 과정 252에서 상기 생성된 쿼

시직교부호 마스크와 월시직교부호를 혼합하여 쿼시직교부호를 생성한다.

그러나 상기 과정 222에서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기 제어기420은 과정 233으로 진행하여 월시

직교부호의 인덱스만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과정 243에서는 상기 지정된 월시직교부호 인덱스에 따른 월시직교부호를 생

성한다. 이후 상기 제어기420은 과정 262에서 지정된 순방향 링크에 대한 복조기를 할당하고, 272단계에서 기지국측에

핸드오프 완료메시지를 전송하여 순방향링크 채널의 수신준비가 끝났음을 기지국에 알린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 완료메세

지가 전송되는 채널은 역방향 링크의 채널 송신기로써, 억세스채널 송신기 또는 전용제어채널 송신기가 될 수 있다. 이동

국은 상기 핸드오프 완료메시지를 송신한 다음 상기 기지국과 링크를 해제하고 파일럿이 새로 추가된 기지국으로 핸드오

프하여 상기 설정된 채널로 링크를 형성한다.

또한 상기 도 2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면서 기지국이 순방향 링크의 채널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이때 채널할당 시 우선순위

가 높은 채널이면 쿼시직교부호를 사용하는 조건에서도 월시직교부호를 사용하여 채널을 할당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전달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높은 QoS(Quality of

Service) 값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쿼시직교부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간의 등급을 나누고 높은 등

급의 사용자는 역시 일반 월시직교부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채널간의 특성에서 일반적으로 에러가 적게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제어정보가 전달되는 기본채널이나 제어채널 등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상

기의 채널우선순위 결정방안은 구현에 따라 적절히 조절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핸드오프절차에서는 기본채널만을 핸드오프하도록 되어 있어 차세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

스템에 추가된 전용제어채널은 핸드오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용제어채널은 핸드오프가 불가능했으나 전용제

어채널과 관련된 핸드오프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전용제어채널의 핸드오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원활한 채널운용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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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를 수신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 기지국의 핸드오프 방법에 있

어서,

상기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를 수신하여 핸드오프가 필요함을 판정하는 제1과정과,

서비스 기지국과 상기 이동국이 연결된 채널중에 전용제어채널이 있으면 핸드오프될 새로운 기지국에서 사용할 전용제어

채널의 구분용 코드를 할당하는 제2과정과,

상기 전용제어채널 구분용 코드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제3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

속 통신시스템 기지국의 전용제어채널의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2.

이동국이 기지국 파일럿 세기를 측정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 이동국의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파일럿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서비스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제1과정과,

상기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프될 새로운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전용제어채널 구분용 코드정보를 수신하는 제2과정

과,

상기 전용제어채널 구분용 코드정보를 이용하여 전용제어채널 수신기에 이용되는 코드를 발생하는 제3과정으로 이루어지

는 이동국의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3.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를 수신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국이 수신하고 있는 전용제어 채널을 핸드오프될 새로운 기지국에서

전용제어채널로 사용할 채널 구분용 코드를 할당하고, 상기 채널 구분용코드에 대한 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제

1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상기 채널 구분용 코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과 링크를 형성하고 상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완료메시지를 송신하는 제2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전용제어채널의 핸드오프 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547838

- 9 -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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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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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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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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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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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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