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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에 있어서, 특히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중 통화 채널을 
사용하는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임의의 이동국이 서빙 셀에서 목적 셀로 이
동함에 따라, 목적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파일럿 신호 세기를 근거로 하여 상기 이동국과 상기 목적 기지국간에 제2 
기본 채널을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과 서빙 기지국간에 미리 할당되어 있던 제1 기본 채널과 상기에서 할당된 
제2 기본 채널에 대해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기본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가 완료됨에 따라, 복수개의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개시 시점부터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고속 데이터 서비스, 기본 채널(FCH), 보조 채널(SCH), 핸드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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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일반적인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의 일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구성도.

도 2 는 MAHO 핸드 오프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도 3 및 도 4는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의 전송을 관
장하는 파일럿 추가 임계값(T_ADD), 파일럿 드롭 임계값(T_DROP) 및 비교 임계값(T_COMP)을 설명하기 위한 도
면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절차를 나타낸 플로우챠트.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이동국(MS)

20 : 서빙 기지국(Serving Base station)

30 : 목적 기지국(Target Base station)

40 : 제어국(BSC) 50 : 교환국(MSC)

60 :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Home Location Regist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중 통화 채
널을 사용하는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DMA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동국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서빙 기지국(serving b
ase station)의 서빙 셀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기지국의 셀 영역으로 진입할 경우, 이동국이 통화 경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핸드 오프 기능이 수행된다.

여기서 핸드 오프는 이동국의 이동성에 따른 독특한 현상으로서, 이동국은 현재 자신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서빙 기지국
(serving base station)의 신호 세기와 주변 기지국들의 신호 세기를 계속 탐색하고, 탐색된 기지국들의 신호 세기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통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목적 기지국(target base station)으로 호를 전환한다.

결국 이동국은 핸드 오프 기능에 따라 새롭게 확보된 통화 채널로 통화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통화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핸드 오프 유형은, 순간적인 통화 단절이 발생되는 하드 핸드 오프(Hard hand
-off)와, 통화 단절 없이 호가 지속되는 소프트 핸드 오프(Soft hand-off)로 크게 분류된다.

하드 핸드 오프는 소프트 핸드 오프를 위한 무선 링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교환국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핸드 오프이
며, 소프트 핸드 오프는 특정 이동국에 대해 동일 주파수와 동일한 프레임 옵셋을 갖는 이동국 주변의 다수 기지국간에 
이루어지는 핸드 오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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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동일 주파수와 동일한 프레임 옵셋을 갖는 기지국내에서 이동국이 섹터간에 이동할 때 발생되는 소프터 핸드 
오프(Softer hand-off)가 있다.

이들 각 핸드 오프 처리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먼저 소프터 핸드 오프에 대한 처리는 이동국과 기지국간 통화 
경로를 유지하면서 목적 섹터와 새로운 통화 경로를 설정한 후 이동국이 목적 섹터로 충분히 이동하여 기존 통화 경로
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기존 통화 경로를 회수한다.

또한 소프트 핸드 오프 처리는 이동국과 기지국간 통화 경로를 일정 시간 유지하면서 목적 기지국과 새로운 통화 경로
를 설정한 후 이동국이 목적 기지국으로 충분히 이동하여 기존 통화 경로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기존 통화 경로를 회
수한다.

마지막으로 하드 핸드 오프 처리는, 앞서 기술한 소프터 핸드 오프 처리나 소프트 핸드 오프 처리와 달리 기존의 통화 
경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오직 새로운 통화 경로를 설정하여 통화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는 하드 핸드 오프가 기지국
간 서로 다른 프레임 옵셋을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에 각각 발생하는 핸드 오프이기 때문이다.

도 1 은 일반적인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의 일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다.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동국이 제공하는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ilot Strength Measurement Messag
e ; 이하, PSMM이라 약칭함)와 인접 기지국들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ADD 핸드 오프 또는 DROP 핸드 오프 여부를 판
단한다.

핸드 오프는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중인 이동국(MS)(10)과 기지국(20,30)간에 통화 링크를 항상 유지하게 
되며, 현재 통화가 진행 중인 서빙 기지국(Serving Base-station)(20)과 통화중 저촉 받음이 없이 진입한 목적 기지
국(Target Base-station)(30)과 통화를 시작하게 된다.

    
도 2 는 이동국 지원 방식인 마호(Mobile Assisted Hand-off ; 이하, MAHO 라 약칭함) 방식의 핸드 오프 절차를 나
타낸 메시지 흐름도이고, 도 3 및 도 4는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의 전송을 관장하는 파일럿 추가 임계값(T
_ADD), 파일럿 드롭 임계값(T_DROP) 및 비교 임계값(T_COMP)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이다.이와 같은 T_ADD, 
T_DROP 및 T_COMP를 첨부된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우선 설명하면, 도 3은 통화중 이동국이 모니터링한 임의의 
기지국의 파일럿 세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이벤트(event)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여, 임의의 한 기지국과 이
동국간의 새로운 통화로 설정과 해제 절차를 설명한다.먼저, 도 3의 a1지점을 참조하면, 현재 측정된 파일럿의 세기가 
T_ADD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동국은 시스템으로 PSMM을 송신하고 해당 파일럿을 인접 기지국(Neighbor Set)에서 
후보 기지국(Candidate Set)으로 이동시킨다.이어, 파일롯 신호가 후보 기지국(Candidate Set)에 있는 상태에서, 도 
3의 a2점에서는 측정된 파일롯 신호가 T_ADD를 완전히 초과했기 때문에 시스템은 이동국으로 해당 기지국과의 통화
로를 설정하라는 내용의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andoff Direction Message)를 송신한다. 이어, 이동국은 해당 기지
국 파일럿 신호를 후보 기지국에서 활성 기지국으로 옮긴 후, 즉 해당 기지국과의 통화로를 설정한 후 시스템으로 핸드
오프 완료 메시지(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송신한다 (Soft/Softer Add).그러나, 도3의 a4 지점에서 파일
롯 신호를 측정해 본 결과 파일럿 세기가 T_DROP이하로 작아지면, 이동국은 핸드오프 종료 타이머(Handoff Drop T
imer)의 값을 T_TDROP으로 설정한 후 상기 타이머를 구동시킨다. 이어, 도 3의 a5 지점에서와 같이 상기 타이머가 
종료되면, 이동국은 시스템으로 PSMM을 송신한다.그러면, 도 3의 a6 지점에서와 같이 시스템은 이동국으로 해당 기
지국과의 통화로를 해제하라는 내용의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andoff Direction Message)를 송신한다.이어, 이동국
은 도 3의 a7 지점에서와 같이 해당 기지국 파일럿을 활성 기지국에서 인접 기지국으로 옮긴 후, 즉 해당 기지국과의 
통화로를 해제한 후 시스템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송신(Soft/Softer Drop)한
다.이와 같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핸드오프는 이동국에 의해 시작된다. 도 4는 통화로 추가를 위한 PSMM 송신 후 
시스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또는 해당 기지국과 통화로를 설정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 즉 인접 기지
국에서 후보 기지국으로 옮겨진 파일럿이 활성 기지국으로 옮겨가지 못한 경우, 이후 그 파일럿에 대한 PSMM생성 조
건에 대해 나타낸 도면이다.도 4에서 파일롯 P0은 이러한 파일럿 신호의 세기이고, 파일롯 P1과 파일롯P2는 현재 이미 
활성 기지국에 있는, 즉 이동국과 현재 통화로가 설정되어 있는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의 세기이다.도 4의 t0 지점은 
파일롯 0의 세기가 T_ADD를 넘어섰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PSMM 송신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t1 지점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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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롯 P0의 세기가 파일롯 1의 세기보다 T_COMP x 0.5dB만큼 더 크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PSMM 송신하는 것을 나타
내며, t2 지점은 파일롯 0의 세기가 파일롯 2의 세기보다 T_COMP x 0.5dB만큼 더 크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PSMM 
송신하는 것을 각각 나타낸다.즉, T_COMP란 활성 기지국대 후보 기지국의 비교 임계치로써 후보 기지국의 파일럿 세
기가 활성 기지국의 파일럿 세기보다 T_COMP x 0.5dB만큼 큰 경우에 시스템으로 PSMM을 전송하기 위한 기준이 된
다.
    

MAHO 핸드 오프 절차에서 핸드 오프 발생 시점은 시스템측(기지국 및 제어국)이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PSMM을 근
거로 한다.

즉, 이동국이 인접한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계속 측정한 후 측정된 파일럿 신호 세기를 사전에 정해져 있
던 여러 임계값(T_ADD, T_DROP, T_COMP 등)과 비교한 결과에 따른 PSMM을 시스템측(기지국 및 제어국)으로 송
신하여 핸드 오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 에서와 같이 MAHO 핸드 오프 절차에서는, PSMM, 일반 핸드 오프 지시 메시지(General Hand-off Direction 
Message ; 이하, GHDM 이라 약칭함) 및 핸드 오프 완료 메시지(Hand-off Completion Message ; 이하, HCM 이
라 약칭함)를 이용하여 제어 절차를 수행한다.

항상 이동국(10)은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계속 감시하여 측정한다.

이동국(10)은 측정된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사전에 정해진 임계값들과 비교한 후 만약 측정된 주변 기
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핸드 오프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이 파일럿 신호 세기가 포함된 PSMM을 서빙 기지국
(20)에 송신한다.

서빙 기지국(20)을 통하여 PSMM을 수신한 제어국(40)은 PSMM을 분석하여,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이동국(10)에 대
해 또다른 통화 경로를 설정하는 ADD 절차 또는 사전에 설정되어 있던 통화 경로를 회수하는 DROP 절차 중 어느 절
차를 수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후 제어국(40)은 서빙 기지국(20)을 통한 GHDM을 이동국(10)으로 송신하여 핸드 오프를 지시한다.

GHDM을 수신한 이동국(10)은 지시에 상응하는 ADD 절차 또는 DROP 절차를 수행한 후 그 수행 결과 메시지인 HC
M를 목적 기지국(30)을 통해 제어국(40)으로 송신한다.

가장 일반적인 핸드 오프 절차는 목적 기지국(30)으로의 ADD 절차가 먼저 진행되며 이후 서빙 기지국(20)으로의 D
ROP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종래의 핸드 오프 절차에서는, 하나의 음성 호 또는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절차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여러 기지국 통화 채널(최대 6개 채널)을 점유하여도 시스템 운용상 전체 시스템 용량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는 기존의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음성 호 또는 데이터 호가 처리될 때 한 개의 통화 채널만 점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이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 호가 처리될 때 여러 개의 
통화 채널을 필요로 한다.

예로써, 64Kbps급 고속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한 호가 5개의 통화 채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64Kbps급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존과 같은 핸드 오프 절차 중 ADD 절차가 진행된다면, 한 개의 
호 당 최대 6개 기지국의 통화 채널을 점유하므로 최대 30개의 통화 채널을 점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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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 기존 방식의 핸드 오프 제어가 진행되면, 전체 시스템 
용량이 부족해 질 뿐만 아니라 채널 자원 이용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IS-95B 규격에 따른 핸드 오프 
절차를 고속 데이터 서비스에 적용할 때, 전체 시스템 용량 및 채널 자원에 대해 보다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고속 데이
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의 특징은,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호 처리에 사용되는 복수개의 통화 채널 중 신호 처리와 전력 제
어를 위해 할당되는 기본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절차와, 상기 기본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절차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핸드 오프가 상기 기본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절차가 수행되고, 일정 시간 후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
드 오프 절차가 수행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의 또다른 특징은, 임의
의 이동국이 서빙 셀에서 목적 셀로 이동함에 따라, 목적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파일럿 신호 세기를 근거로 하여 상기 
이동국과 상기 목적 기지국간에 제2 기본 채널을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과 서빙 기지국간에 미리 할당되어 있던 
제1 기본 채널과 상기에서 할당된 제2 기본 채널에 대해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기본 채널에 대한 핸드 오
프가 완료됨에 따라, 복수개의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개시 시점부터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가, 상기 서빙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에 주기적인 파일럿 신호 세기 메시
지(PSMM)을 송신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서빙 기지국에서 상기 요청에 따라 수신된 파일럿 신호 세기 메시지를 분
석하는 단계와, 상기 분석된 결과 및 상기 서빙 기지국의 셀 환경의 양호도에 따라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수
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이후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서빙 기지국의 셀 환경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는, 사전에 설정되어 
있던 제1 임계값(T_ADD)을 기준으로 상기 목적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
보다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 수행되며, 반면에 상기 서빙 기지국의 셀 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상기 보조 채널
에 대한 핸드 오프는, 상기 목적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던 제1 임계값(T_ADD) 및 상기 제
1 임계값(T_ADD)에 양(+)의 값으로 추가되는 제2 임계값(T_COMP)을 모두 초과할 경우에 수행된다.
    

그러나, 상기 서빙 기지국에서 상기 수신된 파일럿 신호 세기 메시지(PSMM)를 분석한 결과가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에 파일럿 신호 세기의 주기적 송신 요청을 계
속하고 동시에 미리 할당되어 있던 기본 채널을 통해 상기 이동국과의 통신을 유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가 완료된 이후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던 제3 임계값(T_DROP)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기 서빙 기지국과 상기 이동국
간에 할당되어 있던 기본 채널 및 보조 채널을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를 첨부
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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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기존 이동 통신 시스템의 이동국에 대해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DMA 표준 규격인 IS-95B에 만족
하며, 또한 상기 도 2에 도시된 MAHO 핸드 오프 절차를 기본으로 한다.

덧붙여 본 발명에 따른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은 앞으로 전개될 차세대 이동 통신(IMT-2000)이
나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DCS), 개인 휴대 통신 시스템(PCS) 및 무선 로컬 루프 시스템(WLL)에 모두 적용된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절차를 나타낸 플로우챠트이다.본 발명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 1 및 도 2를 추가로 참조한다.

또한 본 발명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정의한다.

PSMM의 전송을 관장하는 파라미터들을 정의하면, 파일럿 추가 임계값(이하, T_ADD 라 약칭함), 파일럿 드롭 임계값
(이하, T_DROP 이라 약칭함), 비교 임계값(이하, T_COMP 라 약칭함)들이 있다. 이들 파라미터들은 기지국 호출 메
시지의 시스템 파라미터에 포함되어 전달되며, 이동국이 이들을 저장하고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도 3 및 도 4에서 
설명하였다.

도 1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는, 사용자 이동 단말인 이동국(MS)(10), 이동국(10)과의 무
선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기지국(20,30), 기지국(20,30)을 제어하고 음성 패킷의 보코딩을 처리하는 제어국(BSC)
(40), 가입자 번호를 번역하여 스위칭을 처리하는 교환국(MSC)(50), 그리고 이동국(10) 호출을 위한 이동국 위치 정
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HLR)(60)가 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이 구성된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이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최대 8개의 통화 
채널(64Kbps급 데이터 서비스인 경우에는 5개 통화 채널)을 사용하는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절차를 위한 것이
다.

본 발명에서는 신호 처리 및 전력 제어를 위한 기본 채널(Fundamental Channel ; 이하, FCH 라 약칭함)과, FCH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 채널(Supplemental Channel ; 이하, SCH 라 약칭함)로 분리하여 핸드 오프 제어를 수행한다.

즉 고속 데이터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운용 중인 시스템 용량 부족을 감안하여 FCH와 SCH에 대한 ADD 절차 시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는 것인데, FCH에 대해서는 목적 기지국(30)으로 정상적인 ADD 절차를 수행하지만 SCH에 대해서
는 ADD 절차 수행 시기를 일정 기간 늦춘다는 것이다.

도 3에 나타낸 본 발명에 따른 핸드 오프 제어 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이하 설명한다.

우선 다중 통화 채널을 사용하는 고속 데이터 호가 설정되어 통화 중인 상태(TRAFFIC_ST)에 있다(S10).

이 때 이동국(10)이 현재 통신하고 있는 서빙 기지국(20)의 서비스 영역을 서빙 셀(S_Cell : Serving Cell)로, 이동
국(10)이 이동하여 새로운 통화 경로를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 기지국(30)의 서비스 영역을 목적 셀(T_Cell : Targe
t Cell)로 지정한다.

이후 이동국(10)은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를 감시하고 있다가 주변 기지국들 중 목적 기지국(30)으로부터 수신
된 파일럿 신호 세기가 T_ADD에 도달하면 목적 기지국(30)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포함된 PSMM을 서빙 기지국(20)
으로 송신한다(S101).

이 때 이동국(10)이 목적 기지국(30)으로부터 수신한 파일럿 신호 세기가 T_ADD를 초과하는가를 판단한다(S102).

판단결과(S102) 수신한 파일럿 신호 세기가 T_ADD을 초과하면, 이동국(10)에게 하나의 새로운 FCH을 할당하고 도 
2 에 도시된 이동국(10)과 기지국(20,30)간 핸드 오프 절차에 따라 FCH에 대해 핸드 오프 ADD 절차를 수행한다(S
103). 이 때는 GHDM 및 HCM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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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H에 대해 핸드 오프 ADD 절차가 완료되면, SCH에 대한 핸드 오프 ADD 절차를 수행할 시점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서빙 기지국(20)은 PSMM 요청 메시지(이하, PSMM_REQ 라 약칭함)를 사용하여 이동국(10)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PSMM을 송신하도록 요청한다(S104).

이후 서빙 기지국(20)은 FCH에 대한 핸드 오프 ADD 절차가 완료된 상태(FCH_ADD_ST)에서 자신의 파일럿 신호 세
기 및 목적 기지국(30)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포함된 PSMM을 기다린다(S105).

서빙 기지국(20)은 이동국(10)으로부터 수신한 PSMM을 분석하여 SCH에 대한 핸드 오프 ADD 절차의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S106)

여기서, SCH에 대한 핸드 오프 ADD 절차의 수행 여부는 서빙 셀의 양호도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먼저 현재 서빙 셀(S_Cell) 환경이 나쁜 경우에는 각 기지국(20,30)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T_ADD와 비교하여, 서빙 
기지국(20)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T_ADD 이하이고 동시에 목적 기지국(30)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T_ADD을 초과하
면, 이동국(10)에게 새로운 SCH을 할당하고 SCH에 대해 핸드 오프 ADD 절차를 수행한다(S107).

반면에 만약 현재 서빙 셀(S_Cell) 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목적 기지국(30)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T_ADD을 초과하며 
또한 이에 추가되는 T_COMP를 초과할 때 (목적 기지국 파일럿 신호 세기 〉T_ADD + T_COMP), 새로운 SCH을 할
당하고 SCH에 대해 핸드 오프 ADD 절차를 수행한다.

여기서, SCH을 할당할 때는 다중 통화 채널을 사용하는 고속 데이터 서비스에서 호 설정시에 사용하는 SCH 할당 메시
지(SCAM : SCH Assignment Message)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동국(10)으로부터 수신한 PSMM의 분석 결과가 상기 SCH에 대한 핸드 ADD 절차를 수행할 조건에 만족되
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파일럿 신호 세기 및 목적 기지국(30)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포함된 PSMM의 수신을 기다리
면서 이동국(10)과의 통신을 계속 한다.

지금까지 설명된 통화 채널인 FCH 및 SCH에 대한 핸드 오프 ADD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ALL_ADD_ST)에서 이
동국(10)은 목적 기지국(30)과 서빙 기지국(20)과의 두 통화 경로로 통신한다(S108).

이후 핸드 오프 DROP 절차를 수행하는데, 이 절차는 기존의 일반 음성 호 내지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DROP 절
차와 동일한 처리를 행한다.

즉, 이동국(10)으로부터 송신된 PSMM을 분석한 결과가 서빙 기지국(20)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T_DROP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GHDM 및 HCM을 사용하여 서빙 기지국(20)이 이동국(10)에게 할당했던 FCH 및 SCH을 해제하고 
목적 기지국(30)과의 통화 채널만을 유지토록 한다(S109).

이상의 본 발명에 따른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절차는 기지국 및 제어국에서 모두 처리되며, 이동국과 
기지국간에 프로토콜은 CDMA 표준 규격인 IS-95B을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에 따르면, 다중 통화 채널을 사용하
는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절차에서 SCH의 사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므로, 핸드 오프 수행에 의한 전체 
시스템 용량 부족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CDMA 표준 규격인 IS-95B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이나 앞으로 전개
될 여러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며, IS-95B을 채택한 모든 종류의 사용자 이동 단말과 호환성을 유
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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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성공률이 기존의 일반적인 음성 또는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성공률
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호 처리에 사용되는 복수개의 통화 채널 중 신호 처리와 전력 제어를 위해 할당되는 기본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절차와, 상기 기본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절차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 오프는,

상기 기본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절차가 수행되고, 일정 시간 후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절차가 수행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

청구항 3.

임의의 이동국이 서빙 셀에서 목적 셀로 이동함에 따라, 목적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파일럿 신호 세기를 근거로 하여 
상기 이동국과 상기 목적 기지국간에 제2 기본 채널을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과 서빙 기지국간에 미리 할당되어 있던 제1 기본 채널과 상기에서 할당된 제2 기본 채널에 대해 핸드 오프
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기본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가 완료됨에 따라, 복수개의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단계와
;

상기 결정된 개시 시점부터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는,

상기 서빙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에 주기적인 파일럿 신호 세기 메시지(PSMM)을 송신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서빙 기지국에서 상기 요청에 따라 수신된 파일럿 신호 세기 메시지를 분석하는 단계와,

상기 분석된 결과 및 상기 서빙 기지국의 셀 환경의 양호도에 따라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 수행 여부를 결정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이후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
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빙 기지국의 셀 환경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는,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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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 기지국과 목적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상기 T_ADD와 비교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상기 T_ADD 이하이고 동시에 상기 목적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상기 T_ADD을 초과하면, 상기 이동국에게 새
로운 보조 채널을 할당하고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해 핸드 오프 ADD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
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빙 기지국의 셀 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 오프는, 상기 
목적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던 제1 임계값(T_ADD) 및 상기 제1 임계값(T_ADD)에 양(+)
의 값으로 추가되는 제2 임계값(T_COMP)을 모두 초과할 경우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빙 기지국에서 상기 수신된 파일럿 신호 세기 메시지(PSMM)를 분석한 결과가 상기 보조 채
널에 대한 핸드 오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에 파일럿 신호 세기의 주기적 송신 
요청을 계속하고 동시에 미리 할당되어 있던 기본 채널을 통해 상기 이동국과의 통신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한 핸드핸드 오프가 완료된 이후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던 제3 임계값(T_DROP)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기 서빙 기지국과 상
기 이동국간에 할당되어 있던 기본 채널 및 보조 채널을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
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호에 대한 핸드 오프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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