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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단말기의 호 수신율 향상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제1기지국에서 제2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가 패킷영역 재접속을 동반하는 핸드오프인 경우에는 유휴 핸드오프

발생조건을 어렵게 함으로써 유휴 핸드오프의 발생을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상기 제1,제2기지국간의 핸드오프가 결정되

면 이동 단말이 일정 시간동안 계속하여 제2기지국에 머무를 경우에만 제2기지국으로 패킷영역 재접속을 수행함으로써

음성호 수신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음성호 수신율 향상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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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데이터 서비스의 도먼트 상태에서, 패킷영역의 변경에 따라 제1기지국에서 제2기지국으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이동 단말에 있어서,

제1기지국에서 제2기지국으로의 유휴 핸드오프가 패킷영역 재접속을 동반하는 핸드오프인지 체크하는 단계와;

상기 유휴 핸드오프가 패킷영역 재접속을 동반하는 핸드오프인 경우에는 유휴 핸드오프 발생조건을 조정하여 패킷영역 재

접속을 위한 호 발신을 줄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호 수신율 향상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휴 핸드오프가 패킷영역 재접속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유휴 핸드오프 발생조건에 따라 제

1,제2기지국의 신호세기가 임계값 및 delta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에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호 수신율 향상 방법.

제1기지국의 신호세기 + 임계값 + delta < 제2기지국의 신호세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식은

이동 단말이 제2기지국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호 수신율 향상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휴 핸드오프가 패킷영역 재접속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유휴 핸드오프 발생조건에 따

라 제1,제2기지국의 신호세기가 임계값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에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호 수

신율 향상 방법.

제1기지국의 신호세기 + 임계값 < 제2기지국의 신호세기

청구항 5.

제1,제2기지국사이에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이동 단말에 있어서,

제1,제2기지국의 신호세기를 비교하여 유휴 핸드오프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핸드오프가 결정되면 제1,제2기지국의 패킷영역 ID를 비교하여 패킷영역 재접속이 필요한지 체크하는 단계와;

상기 패킷 영역 재접속이 필요한 경우 이동 단말이 일정 시간동안 계속하여 제2기지국에 머무를 경우에만 패킷영역 재접

속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호 수신율 향상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프가 패킷영역 재접속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유휴 핸드오프 발생조건에 따라 제1,제2

기지국의 신호세기가 임계값 및 delta만큼 차이가 나는지 체크하여 유휴 핸드오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호

수신율 향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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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지국의 신호세기 + 임계값 + delta < 제2기지국의 신호세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식은

이동 단말이 제2기지국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호 수신율 향상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프가 패킷영역 재접속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유휴 핸드오프 발생조건에 따라 제1,제2기지국의 신

호세기가 임계값만큼 차이가 나는지 체크하여 유휴 핸드오프의 수행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호 수신율 향상

방법.

제1기지국의 신호세기 + 임계값 < 제2기지국의 신호세기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은

1X데이터 서비스의 도먼트 상태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호 수신율 향상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CDMA무선전화 시스템에 관 한 것으로서, 특히 패킷 영역 변경시 이동 단말의 음성 호 수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DMA 무선전화시스템에서 1X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말이 도먼트(dormant) 상태일 때 패킷 영역

(Packet Zone) 또는 시스템 ID(SID)(또는 네트워크 ID : NID)가 변경될 수 있다. 패킷 영역이 변경되면 단말은 새로운 기

지국으로 유휴 핸드오프(idle handoff)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 단말은 IS-707 스펙에 따라 새로운 패킷 영역에서 데이터

서비스 경로를 확립하기 위해 패킷 영역 재접속(Packet zone reconnection)을 위한 호 발신을 수행한다.

도 1은 종래 유휴 핸드오프 및 패킷 영역 재접속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패킷영역이 바뀌는 지역에 위치하면, 단말은 neighbor set(NS)인 기지국(BS1)의 파일럿신호

세기(P_BS1)를 측정한 다음(S10), 현재 active set(AS)인 기지국(BS2)의 파일럿 신호세기(P_BS2)와 비교하여(S11), 다

음 식(1)에 따라 유휴 핸드오프 여부를 결정한다.

P_BS1 + th1 < P_BS2------------------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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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식(1)이 충족되면, 단말은 BS2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게 되고(S12), BS2는 유휴상태에서의 AS가 된다. 반면에,

상기 식(1)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말은 계속 BS1에 머물게 된다(S13). 그런데, 상기 식(1)에서 임계값(th1)이 작을 경우에

는 BS1에서 BS2로의 유휴 핸드오프가 불필요하게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형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계값(th1)을

크게 설정하면, 유휴 핸드오프의 빈번한 발생은 줄일 수 있지만 유휴 핸드오프를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임계

값(th1)의 선정이 필요하다.

상기 식(1)이 충족되어 BS2로 유휴 핸드오프하는 경우, 단말은 자신이 현재 1X 데이터 서비스의 도먼트(dormant) 상태인

지 확인한다(S14). 만약, 현재 도먼트 상태이면 단말은 IS-707스펙에 따라 패킷영역 ID 또는 SID(또는 NID)가 바뀌에 따

라 패킷영역 재접속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즉, 상기 BS2가 패킷영역 재접속을 수행해야 할 기지국인지 확인한다(S15). 이

러한 확인은 BS1과 BS2의 패킷영역 ID를 비교하여 수행한다. 만약, 상기 단계(S14)에서 도먼트 상태가 아니거나 단계

(S15)에서 패킷영역 재접속이 필요 없는 경우에 단말은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한다(S16).

상기 단계(S15)에서 재접속이 필요하면, 단말은 서비스 옵션(SO = 33)으로 1X 데이터 호를 발신하여, 트래픽 상태에서

BS2와 새로운 패킷 영역에서의 데이터 경로 설정에 대한 협상을 다시 수행한 후 BS2을 유휴상태의 AS으로 이용하면서

유휴상태를 유지한다(S17, S18).

그리고, 상기 단계(S16)에서 등록이 필요하면 단말은 억세스 채널(access channel)로 등록을 한 후 BS2을 유휴상태의

AS으로 유지하고, 등록이 불필요하면 그대로 BS2을 유휴상태의 AS으로 유지한다(S19).

그런데, 종래에는 유휴 핸드오프에 따라 단말이 패킷 영역 재접속을 위한 호 발신을 수행하는 동안, 수신한 착신 음성 호는

자동으로 음성 메일(voice mail)로 가거나 수신하지 못하게 되어 단말의 호 수신률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었다. 일 예로 패

킷영역 재접속을 위한 단말의 동작에 의해 음성호 수신률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단말이 발신하는 동안은 페이징(paging)을 못 받는다.

2) 기지국이 단말의 발신(Origination)에 대해 승낙(ack order)만 주고 이후 채널할당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단말은 타이

머 시간(12초) 동안 페이징 메시지를 받아도 무시하기 때문에 상기 페이징 메시지가 음성 메일로 간다.

3) 기지국이 ack order를 보낸 후 해제(release) order를 보내면 단말이 초기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기지국 신호를 찾는

동안 페이징 오류(paging miss)가 발생할 수 있다.

4) 단말이 패킷영역 재접속을 하는 동안은 트래픽 상태이기 때문에 착신신호가 음성 메일로 간다.

5) 재접속을 위한 억세스(access)를 기지국에서 받지 않으면 단말은 재발신 시도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페이징을 못 받을

가능성 크다.

일반적으로 패킷영역이 바뀌는 셀(기지국) 경계에서는 신호의 세기가 약할 뿐만 아니라 무선 페이딩의 영향으로 신호 세기

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단말이 두 기지국사이를 교번적으로 핸드오프하는 유휴 핸드오프 핑퐁(idle handoff ping pong)

현상이 발생되기 쉽다. 더욱이, 종래에는 빈번한 패킷 영역 재접속을 제약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단말은 패킷 영역 재접

속이 발생할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재접속을 위한 호 발신을 수행한다.

따라서, 셀(기지국) 경계에서 유휴 핸드오프가 교번적으로 나타나는 대로 단말의 재접속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음성호의

수신률은 더욱 나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단말의 빈번한 재접속은 기지국측면에서는 역방향 접속채널

(reverse access channel)과 트래픽 채널의 자원을 소모하게 되며, 단말 측면에서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기지국은 빈번한 통화채널 할당으로 인한 시스템 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다른 사용자들에서 통화채널을 할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패킷영역 변경시 음성호의 수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유휴 핸드오프 발생조건을 어렵게 하여 패킷 영역 재접속을 위한 호 발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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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패킷 영역 재접속 발생에 시간적 제약을 주어 패킷 영역 재접속을 위한 호 발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1기지국에서 제2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가 패킷영역 재접속을 동반하

는 핸드오프인 경우에는 유휴 핸드오프 발생조건을 어렵게 함으로써 유휴 핸드오프의 발생을 선택적으로 제한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이동 단말은 1X데이터 서비스의 도먼트 상태에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이동 단말은 제2기지국의 정보를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제2기지국은 패킷 영역 재접속을 해야

할 기지국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1,제2기지국간의 핸드오프가 결정되면 이동 단말이 일정 시간동안 계

속하여 제2기지국에 머무를 경우에만 제2기지국으로 패킷영역 재접속을 수행하여, 재접속을 위한 발신호를 줄여 음성호

수신성능을 개선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CDMA 무선전화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른 표준에 따라 동작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도 적

용되어 질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CDMA 무선전화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의 상태가 도먼트(dormant)일 때, 패킷영역(Packet zone) ID의 변

경에 의해 발생하는 패킷영역 재접속으로 인하여 이동단말이 음성호를 잘 수신하지 못하는 현상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호 수신율 향상방법은, 패킷영역이 바뀌는 지역(셀 경계)에서 신호세기가 변할 때 발생하는

유휴 핸드오프(idle handoff)의 핑퐁(ping pong) 발생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패킷영역 재접속(packet zone

reconnection)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휴 핸드오프의 경우 유휴 핸드오프 의 발생조건을 어렵게 함으로써(유휴 핸드

오프 발생조건을 조정함으로써) 패킷영역 재접속을 위한 호 발신을 줄인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본 발명은 잦은 재접속

을 감소시켜 음성호의 수신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호 수신율 향상방법은, 타이머(T42 타이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유휴 핸드오프를

한 후에 발생할 재접속 요구를 큐 (Queue)에 저장한(예약한) 후 단말이 일정 시간동안(타이머 설정시간) 계속 새로운 기지

국 영역에 머무를 경우에만 재접속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만약, 일정 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단말이 다시 원래의 기지국으

로 유휴 핸드오프하면 단말은 예약된 재접속 요구를 취소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 발명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유

휴 핸드오프에 따른 패킷영역 재접속 발생에 시간적 제약을 줌으로써 수신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후 본 발명의 제1,제2실시예에 따른 호 수신율 향상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호 수신율 향상방법의 순서도이다.

일반적으로 단말은 방문했던 기지국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다. 본 발명은 단말이 기지국(BS2)의 오버헤드

(overhead) 정보를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 일 예로 본 발명은 단말이 이전에 BS2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셀 경계에서 단말의 유휴 핸드오프가 두 기지국 (BS1,BS2)사이에서 왔다갔다(ping pong)하는 경우는

더욱 효과적이다. 만약, 단말이 BS2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단말은 BS2의 페이징 채널에서 오버헤드 메시지를 읽지 않고

도 즉,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지 않고도, 저장된 BS2의 시스템 정보를 이용하여 BS2가 유휴 핸드오프 후에 패킷영역 재

접속이 필요한 기지국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같이, 셀 경계에서 단말은 NS들의 파일럿신호를 측정하여 BS1의 신호크기(P_BS1)를 측정하고, 내부

메모리에 BS2의 오버헤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S100,S101). 확인결과 BS2의 오버헤드 정보가 있으면, 단말은 현재

1X 데이터 서비스의 도먼트 상태인 경우(S102), BS2가 패킷영역 재접속을 해야 할 기지국인지 즉, 패킷영역 재접속이 필

요한지 확인한다(S103). 상기 단계(S103)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BS2의 패킷영역 ID(PACKET_ZONE_ID)를 현재의 AS

인 BS1의 패킷영역 ID 와 비교하여 결정하며, 시스템 ID(SID) 또는 네트워크 ID(NID)가 바뀐 경우에도 패킷영역 재접속

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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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S103)에서 BS2로 패킷영역 재접속이 필요한 경우, 단말은 측정된 BS1의 신호크기(P_BS1)와 기저장된 BS2의 신호

크기 (P_BS2)를 비교하여, 다음 식(2)에 따라 유휴 핸드오프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S104).

P_BS1 + th1 + delta < P_BS2----------------------식(2)

만약, 식(1)이 충족되면, 단말은 BS2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고(S106), 상기 BS2는 유휴상태에서의 AS가 된다. 반면

에, 상기 식(1)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말은 계속 BS1에 머물게 된다(S107). 그리고, 단계(S106)이후의 동작은 종래와 동일

하다.

반면에, 상기 단계(S101)에서 BS2의 정보가 단말에 저장되어 있지 않거나, 단계(102)에서 단말이 1X data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지 않거나, 단계(103)에서 BS2가 재접속을 할 필요가 없는 기지국일 경우, 단말은 단계(105)와 같이 식(1)에 의하

여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일반 루틴을 따른다. 이 후의 방식은 일반적인 과정과 동일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적용할 경우에는 유휴 핸드오프를 적게 하여 재접속을 위한 발신을 줄이며, 재접속이 줄어

들면 그 동안에 단말로 향하는 음성 착 신호를 놓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수신률이 향상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1x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도먼트상태일 때 적용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종래의 식(1)을 이용하여 핸드오프를

수행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만 유휴 핸드오프를 줄여 다른 side effect를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호 수신율 향상방법은 패킷영역 재접속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후 바로 단말이 서비스 옵션

(SO)= 33으로 호를 발신하여 재접속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 후에 SO33 콜을 발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킷영역이 바뀌는 셀 경계에서는 신호세기가 약하기 쉽고 무선 페이딩의 영향으로 신호세기의 변화가 심하

여, 유휴 핸드오프가 기지국1(AS)과 기지국2(NS) 사이에서 왔다갔다를 반복하는 유휴 핸드오프 핑퐁현상이 나타나기 쉽

다. 그런데, 종래의 방법과 같이 유휴 핸드오프 교번이 나타나는 대로 재접속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그 동안의 착신신호

가 음성메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단말의 수신률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는 유휴핸드오프의 교번을 제한하기 위하여, 유휴 핸드오프가 발생한 후 단말이 소정 시

간동안(timer1) 동안 계속해서 기지국 2에 머무를 경우에만 패킷 영역 재접속 과정을 시작하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호 수신율 향상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도 1의 단계(S10-S15)와 동일한 단계(S200~S205)를 수행한 결과 BS2로의 재접속이 필요하면, 단말은

재접속 요구를 설정(예약)한 다음 재접속을 위한 호 발생을 제한하기 위하여 타이머 1 을 가동시킨다(S207). 이후, 단계

(S209)에서 타이머 1이 만료되면 단말은 설정했던 재접속 요구와 타이머 1을 해제시키고(reset)(S210), 재접속을 위한 발

신을 진행한 다음 BS2를 유휴상태의 AS(Active Set)로 유지한다(S211,S212).

만약, 단계(S209)에서 타이머 1이 만료하지 않았으면 단말은 아직 BS2가 AS인지 확인한다(S213). 확인결과 BS2가 AS

가 아닌 경우 즉, 단말이 계속 BS2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기지국으로 가거나 no service상태로 바뀐 경우, 단말은 상기

설정된 재접속 요구와 타이머 1 을 해제한 후(S214) 단계(S200)로 진행하여 새로운 기지국(BS)으로의 유휴 핸드오프 과

정을 계속한다. 그리고, 단계(213)에서 아직 BS2가 AS인 경우 단말은 단계(S209)로 귀환한다.

그리고, 단계(S206,S208)의 동작은 도 1의 단계(S16,S19)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제1실시예와 같이 패킷영역 재접속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유휴 핸드오프를 일반적인

유휴 핸드오프의 경우보다 조금 더 발생되기 어렵게 하고, 패킷영역 재접속이 요구되는 경우 제2실시예와 같이 일정한 시

간적 여유를 가지고 재접속 시도를 보류하여 BS2(후보 시스템)가 Active Set으로 확고한지 모니터링한 후에 비로소 재접

속을 시작한다. 따라서, 상기 제1,제2실시예 모두 적절한 값의 델타(delta) 와 타이머를 선정하면 1X 데이터 콜의 성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음성호의 수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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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발명의 제1,제2실시예는 각각 독립적으로 단말에 적용되거나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CDMA 시

스템에 대해서 고려하였으나 다른 무선 이동 통신 시스템의 경우는 각각의 시스템에 특성에 맞게 본 고안의 주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유휴 핸드오프 및 패킷영역 재접속 결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호 수신율 향상방법의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호 수신율 향상방법의 순서도.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77452

- 7 -



도면2

등록특허 10-0677452

- 8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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