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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선 통신 네트워크는 이동국 섹터 선택 프로세싱에 영향을 미치는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는 기지국 시스템을 포함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네트워크에 의해 지지되는 적어도 몇몇 이동국은 이동국이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섹터 전송을 수

신하는 것을 원하는 네트워크 섹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곳에서, 예시적인 기지국이 섹터 당 하나의 기초에 따라 혼잡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섹터 선택 프로세싱에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에 의한 전송이 상보적이면, 예시적인 이동국은 섹터

혼잡 정보의 고려사항을 이동국의 자율적인 섹터 선택 프로세싱 논리로 통합한다.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다수의 이동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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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의 후보자 세트에서 "최상"의 섹터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네트워크는 섹터 혼잡 레벨을 공지함으로써 적재 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어서, 이동국은 적어도 혼잡 정보의 일부에 기초하여 주어진 섹터를 선택할 수 있다(또는 선택을 피할 수 있

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네트워크, 이동국, 혼잡 정보, 순방향 링크/역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이하 미국 가출원으로부터 35 U.S.C.§119(e)하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2003년 9월 30일자로 출원된 출원

번호 제60/507,417, 2003년 12월 8일자로 출원된 출원번호 제60/527,846, 2003년 12월 17일자로 출원된 출원 번호 제

60/530,859를 참조한다. 이들 출원은 본원에 전적으로 참조되어 명백히 통합된다.

배경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것인데, 특히 이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이동국이 자율적인 섹터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IS-2000 패밀리의 표준에 기초하여 무선 통신 네트워크는 고속으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다수의 이동국으

로 제공하기 위한 공유된 패킷 데이터 채널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각 섹터에 전송된 패킷 데이터 채널은 상기 섹터에 의

해 서비스되는 각 이동국용 데이터를 반송하고, 각 이동국을 서비스하도록 사용되는 데이터 속도는 통상 공유 패킷 데이터

채널 및 이동국의 특정 무선 조건에 할당 가능한 예비 전력에 대한 함수이다.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는 IS-856 표준을 나타

내는 시스템에 기초하여 1xEV-DO에 대해 한정된 고속 데이터 통신(HDR) 채널 및 광대역 CDMA(W-CDMA) 표준에 의

해 한정된 고속 하향 접속(HSPDA)과 같은, 고속 서비스를 지지하는 유사한 공유 채널을 제공한다.

이런 종류의 공유 채널 상의 고속 서비스의 한가지 특징은 각 이동국이 이동국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 네트워

크 섹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율적인 서비스 섹터를 선택함으로써, 각 이동국은 공유 채널 상에 이동국을 서

비스하기 위한 후보자인 사용 가능한 섹터 중 "최상"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동국은 전형적으로 이동국을 서비스하기

위한 후보자인 섹터의 세트, 예컨대, 네트워크 섹터의 "활성 세트" 내의 각 섹터로부터 수신된 파일롯 신호(pilot singnal)

의 신호 강도를 비교함으로써 최상의 서비스 섹터를 가려내는데, 이것은 네트워크에 의해 지정되거나 제어될 수 있다. 후

보 섹터의 세트에서 최상의 수신 신호 강도를 제공하는 섹터를 선택함으로써, 이동국은 표면상으로 가능한 가장 높은 속도

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치시킨다.

이동국의 수신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서 세트 내의 다른 섹터의 이동국 선택을 시그널링 함으로써

다른 섹터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동작에 대한 메카니즘이 네트워크 유형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는 반면에, IS-2000 네

트워크는 개별적인 이동국에 서비스 섹터 선택을 위한 예시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IS-2000 방법에 따르면, 공유 채널 상에 서비스되는 각 이동국은 이동국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 속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채널 품질 피드백을 네트워크에 제공한다. 전형적으로, 공유 패킷 데이터 채널 상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관여

된 이동국은 이와 같은 피드백을 1.25ms(800Hz)마다 전송된 채널 품질 표시기(CQI)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이동국은

이런 CQI 리포트를 현재 서비스 섹터에 대응하는 (왈시) 코딩으로 "덮어씌운다". 이동국이 새로운 섹터로 변경을 원할 때,

대안으로 이동국의 CQI 리포트를 이동국의 현재 서비스 섹터에 대응하는 (왈시) 코딩으로 덮어씌우기 시작된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동국은 현재 새로운 서비스 섹터인 지정 섹터의 공유 패킷 데이터 채널로 바꾸고, 네트워크는 공유 패킷 데이

터 채널 상의 이동국용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한다.

상기 방법으로 이동국이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도록(및 재선택하도록) 하면 각각의 이동국 중에 하나가 이동국에 최상의 신

호 품질을 제공하는 섹터를 가려내도록 한다. 그러나, 이동국에서 최상의 수신 신호 품질에 대응하는 섹터를 간단히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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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 주어진 섹터의 공유 채널 상에 서비스되는 곳에서의 이동국의 속도가 섹터의 혼잡 레벨과 같은 다수의 팩터에 달려있

기 때문에 이동국이 최상의 가능한 공유 채널 서비스를 얻는 것이 반드시 보증되지는 않는다. 즉, 섹터가 이동국에 더 강한

수신 신호를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매우 혼잡한 섹터가 덜 혼잡한 섹터만큼 높은 속도로 이동국을 서비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공유 채널 사용자(이동국)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섹터 선택을 변경하기 때문에, 종래의 네트워크는 혼잡한 섹터로

부터 공유 채널 사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갖지 않거나 부가적인 공유 채널 사용자가 이미 많은 사용자가 수용

된 섹터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의의 메커니즘을 갖는다. 그 결과, 종래의 네트워크는 "부하조절"을 수행하기 위한 임

의의 직접적인 성능이 없게 되어, 공유 채널 사용자는 더 혼잡한 네트워크 섹터로부터 떨어져서 덜 혼잡한 섹터를 향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네트워크에 의해 서비스되는 이동국의 자율적인 섹터 선택 동작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가

능하게 하는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한다. 더 특별하게는, 네트워크는 섹터 혼잡 정보를 이동국의 섹터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도록 전송한다. 섹터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함께, 이동국은 그들의 섹터 선택 결정 논리 내에 상기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국은 매우 혼잡한 섹터를 선택하는 것을 피할 수도 있고, 또는 이동국의 새로운 서비스 섹터

로서 덜 혼잡한 섹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동국에 사용되는 선택 프로세싱은 매우 복잡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예컨

대, 섹터 신호 품질 및 후보 섹터 사이의 섹터 혼잡 레벨 값의 결합을 비교하는 것에 기초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

안으로, 더 양호한 섹터로 변경하는 확률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한정된 확률 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확률 정보는 예컨대 섹터 재선택 확률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확률 테이블의 형태로 이동국에 전송될 수 있다.

네트워크의 관점으로부터, 이동국에 섹터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예시적인 방법은 이동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순

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각의 하나 이상의 섹터 대한 섹터 혼잡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각각의 하나 이

상의 섹터로부터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관여된 이동국에 의해 섹터 선택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각의 섹터에 대해서, 네트워크는 적어도

하나의 순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 및 역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을 추정한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혼잡"은 임의의 하나 이

상의 이런 항목 :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전체의 또는 할당된) 순방향 링크 전력 및/또는 확산 코드 리소스, 음성 및/또

는 패킷 데이터 사용자의 수, 역방향 링크 로딩(예컨대, 온도 증가(rise-over-thermal)), (순방향 링크 및/또는 역방향 링

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평균 섹터 작업 처리량, 서비스 품질(QoS) 제약에 기초할 수도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현재 섹터 혼잡 레벨 값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 상태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혼잡 정보를 주기적인 기초로 하여

이동국으로 전송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전송은 섹터의 혼잡 레벨이 한정된 혼잡 임계점 이하일 경우, 혼잡 정보가 주어

진 섹터에 전송되지 않은 곳에서 불연속적일 수도 있다. 예시적인 IS-2000 실시예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중요성은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F-PDCH)에 의해 제공되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내의 각각의 많은 무선 기지국 섹터에 전송된다.

혼잡 정보-예컨대, 섹터 혼잡 레벨 값(들)-는 순방향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을 사용하여 각 섹터에 전송될 수

있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각 섹터에 전송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는 섹터 로딩 정보 메시지(섹터 적

재 정보 메시지(SLIM))의 형태로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수정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섹터 혼잡 레벨이

주어진 임계점 상에 있을 때, 주기적인 기초로 하여 전송될 수도 있다.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는 순방향 링크 및 역

방향 링크 혼잡 레벨의 하나 또는 양쪽 다에 대한 양자화된 혼잡 레벨 값을 반송할 수도 있다. 다른 배열은 사용 가능한 채

널 한정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타입-예컨대, W-CDMA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예시적인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

널(F-PDCCH) 수정은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의 전송에 대한 사용 가능한(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미디엄 액

세스 제어 식별 값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국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예시적인 방법은

이동국에 대한 서비스 섹터 후보자인 섹터의 세트에서 하나 이상의 섹터에 대한 섹터 혼잡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적어

도 섹터 혼잡 정보의 일부에 기초하여 서비스 섹터로서 세트에서 섹터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섹터 혼잡 정보를 수

신하는 단계는 섹터 혼잡 정보를 반송하는 각각의 하나 이상의 섹터로부터 제어 채널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각 섹터는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국에 의해 선택 가능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

에 관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을 전송할 수도 있고, 상기 이동국은 대응적인 섹터 혼잡 정보에 대한 채널 선

택 결정 프로세싱에서 고려되는 하나 이상의 섹터 내의 제어 채널을 모니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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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섹터 혼잡 정보의 일부에 기초하여 서비스 섹터로서 세트에서 섹터를 선택하는 단계는 서비스

섹터를 섹터 신호 품질 측정 및 섹터 혼잡 레벨 값에 기초하여 세트 내의 섹터들 중에서 선택하는 단계 또는 재선택하는 단

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더 특별하게는, 이동국이 현재 서비스 섹터로부터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섹터 신호 품질 및 섹터

혼잡의 더 양호한 결합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단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상기 결정은 대응적인 섹터 혼잡 레벨 값에 의해

현재 및 새로운 서비스 섹터에 대한 신호 품질 측정을 가늠하고,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을 비교하는 것에 기초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이동국은 현재 및 새로운 서비스 섹터의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 사이의 차가 한정된 임계점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서비스 섹터 외에 다른 섹터가 "더 양호한" 서비스 섹터 후보자인 곳에서, 다른 섹터가 적어도 임계점으로

한정된 마진(margin)에 의해 더 양호하지 않으면 이동국이 스위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임계점이

섹터 사이에서 이동국이 "핑-퐁(ping-pong)"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관계에서 "더 양호하다는 것"

은 이동국에서 실행되는 특정 평가 방법에 달려있고,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서 지정된 섹터에 대해 계산된 메트릭(metric)

이 현재 서비스 섹터에 대해 계산된 동일한 메트릭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시적인 메트릭은 섹터 혼잡 레

벨 값에 의해 구분된 섹터 신호 품질 측정을 포함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크 혼잡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동국은 하나 이상

의 섹터에 대한 순방향 링크 혼잡 레벨을 수신하는 것 외에 하나 이상의 섹터에 대한 역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을 수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동국에 의해 계산된 선택 메트릭은 순방향 링크이거나 역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 또는 두 개의 몇

몇 결합에 기초할 수도 있다. 또한, 상이한 메트릭은 고려 하에 섹터에 대한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크가 계산될 수도 있

고 비교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동국의 섹터 선택 결정은 순방향 링크 혼잡, 역방향 링크 혼잡 또는 두 개의 몇몇 결합에

기초할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이동국은 이동국의 선택 결정을 순방향 링크 또는 역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에 기초하

여, 이동국의 현재 서비스가 순방향 링크 또는 역방향 링크 성능 제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이

동국의 섹터 선택 결정은 더 낮은 역방향 링크 혼잡을 갖는 새로운 서비스 섹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선택 결정 알고리즘이 원해지거나 필요로 되는 것으로서 적응될 수도 있고, 본 발명이 상기 특징 및 장점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당업자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읽자마자, 그리고 첨부된 도면을

관찰하자마자, 부가적인 특징 및 장점을 인식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는 예시적인 무선 통신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도 2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는 예시적인 기지국 시스템에 대한 무선 기지국 및 기지국 제어 회로의 상세

한 설명의 다이어그램.

도 3은 섹터 혼잡 정보의 섹터에 의한 전송을 실행하기 위한 예시적인 네트워크 프로세싱 논리의 다이어그램.

도 4는 혼잡에 기초하여 섹터 설정을 실행하기 위한 예시적인 이동국 프로세싱 논리의 다이어그램.

도 5는 혼잡 정보의 예시적인 섹터에 의한 전송의 다이어그램.

도 6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는 예시적인 이동국에 대한 이동국 회로의 상세한 설명의 다이어그램.

도 7은 이동국에 기초하여 섹터 선택 프로세싱에 대한 예시적인 프로세싱 논리 회로의 상세한 설명의 다이어그램.

실시예

본 발명은 이동국 섹터 선택 동작이 적어도 섹터 혼잡 레벨에 관한 정보의 일부에 기초하여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예시

적인 무선 통신 네트워크(10)는 도 1에 부분적으로 도시된다. 네트워크(10)는 예컨대, IS-2000 표준에 기초하거나 W-

CDMA 표준에 기초하여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10)는 무선 기지국(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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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RBS))(14), 기지국 제어기(BSC)(16) 및 패킷 교환 코어 네트워크(PSCN)(18)를 포함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RAN)인데, 이것은 네트워크(10)를 하나 이상의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PDN)(20)-예컨대, 인터넷과 통신적으로 연결한

다. 당업자는 네트워크(10)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가적인 권리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것이다.

네트워크(10)는 무선 커버리지(radio coverage)의 세 개의 섹터(S1,S2 및 S3)를 제공하는 각각의 셀을 갖는 다수의 무선

셀(12-1,12-2 및 12-3)로 구성된 무선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 명세서는 무선 커버리지의 기본 영

역으로서 "섹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당업자는 동일한 개념이 셀에 의한 레벨 등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만 한다는 것이 주의되어야만 한다.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영영 내에서 작동하는 이동국(22)은 일반적으로 신호를 하나 이

상의 섹터로부터 수신할 수 있고, 이동국의 회신 무선 신호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섹터에서 네트워크(10)에 의해 수신

될 수 있다.

도 2는 섹터화된 전송 및 상기 네트워크 실행을 지지하는 수신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예시적인 무선 기지국(무선 이동국

(RBS))(14)을 도시한다. 도시된 무선 기지국(무선 이동국(RBS))(14)은 통합 전송기 회로(pooled transmitter circuits)

(30), 통합 수신기 회로(pooled receiver circuits)(32)(즉, 송수신기 회로 리소스), 혼잡 추정 회로(36,38)를 포함하는 순

방향/역방향 링크 프로세싱 회로(34)를 각각 포함하며 기지국 제어기(BSC) 인터페이스 회로(40)를 포함한다. 도시된 순방

향/역방향 링크 신호 프로세싱 회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것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시적인 실시

예에서, 적어도 몇몇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섹터 혼잡 추정 및 전송 프로세싱은 무선 기지국(무선 이동국(RBS))(14)에 실행

되는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다른 논리 프로세싱 회로에 의한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명령어로서 실행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무선 기지국(무선 이동국(RBS))(14)은 각각의 무선 섹터의 혼잡 레벨을 추정하기 위해 진행중인 섹터-

당 혼잡 프로세싱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될 수도 있고, 섹터-당 기초에 따라 이와 같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더 구성

된다. 그러나 몇몇 또는 모든 이와 같은 프로세싱은 무선 기지국(BSC)-레벨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도 2는 본

발명을 지지하는 회로 요소를 포함하는 예시적인 기지국 제어기(BSC)를 더 도시한다. 더 특별하게는, 기지국 제어기

(BSC)(16)는 프로세싱 및 제어 회로(42)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각각 채널 프로세싱 및 혼잡 추정 회로(44,46)를 포함한다.

혼잡 추정 회로(46)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것의 몇몇 결합에 실행될 수도 있고, 섹터-당 혼잡 레벨을 추정하기 위

해서 그리고 기지국 제어기(무선 이동국(RBS))(14)에 의해 상기 정보의 전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구성될 수도 있다. 혼잡

추정 프로세싱이 무선 이동국(무선 이동국(RBS)) 레벨에서 실행되는 방법에 따라 이런 회로 요소가 수정되거나 생략될 수

도 있다.

도 2의 무선 이동국(무선 이동국(RBS)) 세부사항으로 돌아가서, 무선 이동국(무선 이동국(RBS))(14)이 고속 패킷 데이터

를 하나의 섹터-즉, 현재 서비스 섹터-로부터 순방향 링크로 이동국(22)에 전송하지만 다중 섹터에서 이동국(22)으로부터

역방향 링크 전송을 수신한다는 것이 보여진다. IS-2000에 기반된 실행에서, 무선 이동국(무선 이동국(RBS))(14)은 순방

향 링크 패킷 데이터를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F-PDCH)의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동시에 하나의 "서비스" 섹터로부

터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에 관련된 제어 정보를 전송하고, 이동국의 역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

널(R-PDCH)의 역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및 다중 섹터에서 이동국의 역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R-PDCCH)과 관련된

제어 시그널링을 수신한다.

본 발명이 일반적으로 이동국(22)이 이동국의 자율적인 프로세싱에 기초하여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F-PDCH) 서

비스 섹터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반면에, 이동국(22)에 상기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섹터에 대한 혼잡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상기 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이동국(22)은 이동국 섹터의 현재 지정된 "활성" 세

트 중 임의의 하나의 섹터로부터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F-PDCH)에 서비스된다. 네트워크(10)에 의해 수행되는

바와 같은 활성 세트 지정이 네트워크(10)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표준에 의존하여 변할 수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활성 세

트는 일반적으로 한정된 신호 강도에서 또는 강도 이상으로 이동국(22)으로 전송할 수 있는 무선 이동국(무선 이동국

(RBS)) 섹터를 식별하는 것에 기초하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이동국(22)이 이동국(22)을 서비스하기 위한 후보자인 섹터의 세트 중 하나의 섹터에 의해 서

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만 한다. 도 3은 개략적으로 본 발명에 관한 예시적인 네트워크 프로세싱을 도시한다. 도시

된 프로세싱 논리에 따르면, 네트워크(10)는 섹터 당 혼잡 정보(순방향 링크 및/또는 역방향 링크 혼잡 추정)를 결정하고

(단계 100),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의 섹터 내의 이와 같은 정보를 이와 같은 섹터 내에서 동작하고/거나 서비스 섹터 선택

에 대한 가능한 후보자로서 하나 이상의 이와 같은 섹터를 고려하는 이동국(22)에 의해 사용하기 위해서 전송한다(단계

102).

도 4는 개략적인 보완적이고 예시적인 이동국 프로세싱을 도시하는데, 여기서 이동국(22)은 하나 이상의 이동국(22)을 서

비스하기 위한 후보자인 네트워크 섹터에 대한 섹터 혼잡 정보를 수신한다(단계 104). 이동국(22)은 모든 후보자 섹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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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이동국의 활성 세트 내의 또는 이와 같은 모든 섹터들보다는 더 적은 섹터로부터 모든 후보자 섹터에 대한 정보를 수

신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동국(22)은 적어도 섹터 혼잡 정보의 일부에서 이동국의 섹터 선택 결정을 기초로 함으로써 이

동국의 섹터 선택 프로세싱 내로 섹터 혼잡 정보를 통합한다(단계 106). 제한적이지 않은 예시 방법에 의해, 이동국(22)은

이동국의 현재 서비스 섹터가 혼잡하거나 지정 섹터가 혼잡한 경우 또는 적어도 현재 서비스 섹터보다 더 혼잡한 경우의

새로운 서비스 섹터의 선택을 피할 수도 있다는 지시를 수신하는 것에 반응하여 새로운 서비스 섹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도 5는 적재(혼잡) 정보를 이동국(22)으로 통신하기 위한 예시적인 기지국을 도시한다. IS-2000 실시예에서, 각 섹터의

무선 기지국(무선 이동국(RBS))(14)들은 독립적으로 상기 섹터로 전송되어온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

PDCCH)을 통해서 자신의 적재 정보를 전송한다. 적재 정보는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 내의 지정

된 슬롯에 반복되는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로서 반송될 수도 있어서, 섹터 적재 정보 메시

지(SLIM)는 섹터 내의 모든 사용자에게 널리 퍼진다. (여기서, "사용자"라는 단어는 섹터의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에 서비스되거나 이런 서비스를 고려하는 이동국(22)을 나타낸다.)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는 순방향 링크(FL)뿐만 아니라 역방향 링크(RL) 적재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구성될 수

있고, 동일 시간 슬롯으로 전송될 수 있다. 상이한 섹터로부터 전송된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는 레이어 3(L3) 시그

널링을 거쳐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한 하고, 동일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 슬롯이 교차

섹터에 사용될 수 있거나 스태거(stagger) 슬롯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만 한다. 스태거(stagger) 메시지 타

이밍 교차 섹터(message timing across sector)의 사용은 주어진 이동국이 하나의 섹터의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상에서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간을 감소할 수도 있고, 그 후에

다른 섹터의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에 대응하는 동일한 혼잡 측정 인터벌에 대한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무선 이동국(RBS)(14)은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 슬롯/사이클 타이밍을 사용

하여 각 무선 이동국(RBS) 섹터에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 상에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

를 전송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동일하거나 상이한 슬롯/사이클 타이밍은 교차 섹터에 사용될 수도 있다. 게다가, 상기 섹터

내의 혼잡 레벨이 하나 이상의 한정된 혼잡 임계점이나 그 이상 되지 않으면, 무선 이동국(RBS)(14)은 주어진 섹터의 순방

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에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를 시간 전송 하지 않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섹터 혼잡이 하나 이상의 측정 기준치보다 높지 않은 한 무선 이동국(RBS)(14)은 혼잡 정보를 보내지 않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보면, 주어진 섹터의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 상의 섹터 적재 정보 메

시지(SLIM)의 부재는 암시적으로 섹터 내의 낮은 혼잡 레벨을 나타낸다.

더 상세하게는, 하나의 실시예의 이런 관계에서, 이동국(22)은 그것의 활성 세트 내의 섹터의 신호 품질 측정 및 이와 같은

섹터에 대해 수신된 적재 정보에 기초하여 서비스 섹터를 스위치하도록 한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이동국(22)이 현재 서비

스 섹터 및 적어도 다음의 "최상"의 섹터에 대한 혼잡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최상의 신호 품질(예컨

대, 이동국(22)에서 최고 반송파-대-간섭신호(C/I) 비율) 측정을 갖는 서비스 섹터가 아닌 후보자 섹터로서 식별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혼잡 정보를 다중 섹터로부터 획득하기 위해서, 이동국은 하나 이상의 무선 주파수(RF) 수신기 체인을 실

행할 수도 있다.-예컨대, 두 개 이상의 섹터의 각각의 하나로부터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 신호에

대한 수신을 실행할 수도 있다. 도 5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와 같은 정보는 모든 섹터가 동시에 혼잡 정보를 전송한다면

동시에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 물론, 동일한 RF 수신 체인은 혼잡 정보를 하나의 섹터의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

터 제어 채널(F-PDCCH)로부터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그 후에 계속 차례로 하나씩 하나 이상의 부가적인 섹터

의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를 디코드하도록 재구성된다.

무선 이동국(RBS)(14)이 각 섹터 내의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의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를

항상 전송하도록 구성된다면, 개별 섹터가 단지 가볍게 적재되는 경우라도, 이동국(22)은 활성 세트 내의 각 섹터에 대한

측정된 신호 품질 및 수신된 혼잡 정보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정보를 계속적인 근거로 하여 기지국 상의 섹터 선택을 실행

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 혼잡에 기초하여 섹터 선택을 수행하는 이동국(22)의 중첩 효과는 네트워크의 관점으로부터 이동

국의 "적재 밸런싱(load balancing)"이다. 즉, 이동국(22)의 선택 프로세싱 논리 내에 통합된 상대적 레벨 섹터 혼잡으로

인하여, 총체적 효과는 이동국의 선택 결정을 행할 때, 이동국(22)이 더 혼잡한 섹터에 비해 덜 혼잡한 섹터를 더 선호한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10)는 간접적으로 네트워크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의 자율적인 섹터 선택 동작을 방

해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덜 혼잡한 섹터를 향해 네트워크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의 사용자를 밀어낸다.

그러나, 상기 알려진 바와 같이, 주어진 섹터 내로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를 항상 전송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섹터에

서 프로세싱 논리 제어 전송은 섹터가 혼잡되어왔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기초하여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

(F-PDCCH)의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를 전송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무선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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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S)(14)가 구성될 수도 있다. 섹터가 혼잡하다면,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는 상기 섹터의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

터 제어 채널(F-PDCCH) 상에 전송되는 반면 그렇지 않다면 전송하지 않고 그리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어에 유용한

모든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 시간이 방치된다. 그러므로, 관련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

널(F-PDCCH)의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를 전송하지 않는 섹터의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F-PDCH)에 현재

서비스되는 이동국(22)은 섹터가 최상의 신호 품질을 제공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그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섹터가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를 전송하기 시작하면, 이동국(22)은 이동국이 새로운 서비스 섹터를 선택할지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서 혼잡 정보를 하나 이상의 다른 후보자 섹터로부터 획득할 것이다. 이동국(22)이 현재 적재 정보를 수

신하지 않는 임의의 섹터에 대한 이동국의 섹터 선택 결정 프로세싱에서 디폴트 혼잡 레벨 값(또는 디폴트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만 한다.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에 수신되던지 디폴트 값으로부터 획득되던지, 이와 같은 적재 정보는 다

양한 형태에 따라 섹터 혼잡 레벨의 레벨을 나타낼 수 있고, 임의 수의 혼잡에 관련된 변수 또는 결합 변수에 기초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 상의 예시적인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 전송은 특징

적인 MAC ID 값 또는 몇몇 다른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 식별자에 기초하여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으로서 식

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 메시지가 '00000001'과 같은 MAC_ID를 포함한

다면, 이것은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PDCCH) 메시지가 특정 이동국에 대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

할당보다는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를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메시지에 남겨진 비트는 섹터 내의 순방향

링크 및/또는 역방향 링크 적재 레벨에 대응하는 비트맵을 포함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수신하는 모든 이동국은 다음의

섹터 스위칭 결정에 대한 비트맵을 저장할 수 있다. 각각의 기지국은 이동국에 순방향 링크 및/또는 역방향 링크에 대한 현

재 섹터 적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는 순방향 링크 및/또는 역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을 반송할 수도 있고, 이

런 값은 멀티-비트 혼잡 레벨(또는 크기(magnitude)) 지시자로서 구성될 수도 있다. 제한적이지 않은 예시 방법에 의해,

각각의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에서 순방향 링크 섹터 혼잡 레벨 값은 n-비트 값(예컨대, 8비트)으로 표현되고, 역방

향 링크 혼잡은 m-비트 값(예컨대, 5비트)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 더 낮거나 더 높은 수의 비트는 섹터 혼잡 레벨을 전달하

기 위한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순방향 링크 또는 역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에 대해 할당된 비트 내

의 서브-비트 그룹핑은 하나 이상의 혼잡 파라미터를 전달하기 위해 한정될 수도 있다.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에 나타내지는 혼잡 파라미터(또는 파라미터들)는 섹터 내의 공유 패킷 데이터 채널 사용자

수 및/또는 음성의 수 또는 섹터 내의 전용 채널 사용자, 공유 채널을 위한 섹터 내의 유용한 순방향 링크 전송 전력의 양,

유용한 전부 또는 공유된 채널에 대한 확산 코드 리소스의 수, 순방향 링크 및/또는 역방향 링크에 대한 평균 총합 섹터 작

업 처리량, 섹터에 서비스의 품질 제한 존재, 섹터의 역방향 링크 수신기의 열 증가(잡음) 추정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물론 섹터의 적재 상황을 전달하는 임의의 방법으로 임의의 부가적이거나 대안적인 측정, 추정 등이 사용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에 의해 전달되는 적재 정보는 섹터에 대한 관련된 신호 품질 측정에 관하여 그

것의 현재 선택된 서비스 섹터로서 주어진 섹터가 동일하거나 더 양호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토대를 이동국(22)에 제공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전송되는 섹터 혼잡 정보의 발생을 위한 무선 이동국

(RBS)(14)(또는 기지국 제어기(BSC)(16)에서) 임의의 특정 혼잡 파라미터 추정 또는 측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

식되어야만 한다.

섹터 혼잡 정보의 전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선 이동국(RBS)(14)에 의해서 이동국(22)으로 통신되기 위한 예시적인 파

라미터의 세트는 : (1)적재_리포트_모드-섹터 레벨 적재 정보를 이동국으로 리포트하는 것의 BS 동작 모드를 설명하고

(A)아무것도 없는, (B) 혼잡에 기초하여, (C) 항상_온(always_on) 값을 포함하고; (2) 슬림_슬롯_길이는- 항목(1)의 모드

((B),(C))에서 작동할 때 설명되고, 20 msecs의 유닛 내의 길이를 제공하고(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이 설명된 인터

벌에서 최초 1.25 msecs 슬롯에 전송되는 것을 주의해야만 한다); (3) 슬림_사이클_길이- 8-비트 필드가 항목(1)의 모드

((B),(C))에서 작동될 때 설명되고, 그것이 N의 몇몇 정수 값에 대해 섹터 적재 정보 메시지(SLIM) 슬롯 길이*섹터 적재 정

보 메시지(SLIM) 슬롯 길이*N=1.28초를 만족하며; (4) CDM 혼잡 파라미터들- (A) C/I_스케줄링_임계점- CDM 모드에

서 작동할 때 설명되며, 이동국이 가능한 스케줄링에 대한 현재 서비스 섹터에 유지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C/I값을 이동국

에 제공하고, (B) C/I_리포트_간격- 4-비트 필드는 슬릇으로부터 1.25 msecs 슬롯 단위의 거리를 설명하고, 이동국이 C/

I 리포트를 슬롯으로 전송하는데, 슬롯은 비교하기 위해서 기지국 및 이동국에 의해 사용된다. 모든 상기 파라미터가 IS-

2000 표준으로서 한정된 바와 같은 시스템 파라미터 메시지/광대한 채널 승인 메시지를 사용하여 이동국(22)에 전송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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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이거나 대안적인 메시지는 범용 핸드오프 방향 메시지(UHDM), 서비스 연결

메시지(SCM) 및 트래픽 시스템 파라미터 메시지(ITSPM)를 포함한다. 다른 네트워크 표준은 이와 같은 정보를 이동국에

전달하기 위한 유사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동국에서 전송된 정보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을 상술하기 전에, 도 6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

르는 예시적인 이동국(22)을 도시한다. 도시된 이동국은 안테나 어셈블리(30), 섹터 선택 프로세싱 회로(38) 및 신호 품질

추정 회로(40)를 포함하는 RF 수신기 및 전송기 회로(32,34), 기저대역 프로세싱 회로(36)를 각각 포함하는 시스템 제어

기(42)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44)를 포함한다. 당업자는 이동국(22)이 셀룰러 무선전화, 무선 호출기, 개인 휴대 단말기

(PDA), 무선 통신 성능을 갖는 랩톱/팜톱 컴퓨터 또는 본래 임의의 다른 유형의 휴대성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들의 회로 특정 배열 및 특징은 그것의 특정 사용 또는 목적에 의존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게다가, 당업자는 도시된 회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것의 임의의 결합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선택 프로세싱 회로(38)는 분리된 하드웨어 회로일 수도 있거나 다른 프로세싱 하드웨어의 일부로서 포

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유리하게는, 선택 프로세싱 회로가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DSP) 또는 이동국(22)에 포함된 다른 디지털 프로세싱 회로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 저장된 프로그램 명령어를 통해 적어

도 부분적으로 실행된다.

어쨌든, 도 7은 이동국(22)에서 섹터 선택 프로세싱에 대한 하나의 실시예가 도시되는데, 여기서 프로세싱은 이동국(22)이

섹터의 세트 내의 하나 이상의 섹터에 대한 신호 품질 측정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상기 섹터는 순방향 링크 패킷 데

이터 채널(F-PDCH)(또는 몇몇 다른 고속 데이터 채널) 상의 이동국을 서비스하기 위한 후보자이다(단계 110).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이런 동작은 하나 이상의 무선 이동국(RBS)(14)에 섹터화된 무선 이동국(RBS) 전송기에 의해 전송되는 활성

세트 파일롯에 대한 C/I 비율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측정은 필요된 바와 같이 한정된 스케줄에 따르거나

몇몇 다른 알고리즘에 따르는 기반하에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용 가능한 갱신된 신호 품질 측정으로, 이동국(22)은 그 후에 측정된 신호 품질을 비교하고(단계 112), 세트 내

의 임의의 섹터가 서비스 섹터와 같은 이동국에 의해 현재 선택된 섹터보다 더 양호한 신호 품질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단계 114). 만약 그렇다면, 이동국(22)은 현재 서비스 섹터 및 지정 서비스 섹터-즉, 더 높은 신호 품질을 갖는 다른 섹

터를 두 개의 섹터의 신호 품질 및 섹터 혼잡 레벨에 기초하여 평가한다(단계 116). 상기 지정 섹터가 더 나은 서비스 섹터

라고 평가된다면(단계 118), 그 후에 이동국(22)은 그것의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서 지정 섹터를 선택하고 한정된 재선택

순서에 따라 섹터를 변경한다(단계120). IS-2000은 본원에서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이동국(22)에 대한 메커니즘을 부호

화된 CQI 리포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10)에 대한 섹터 변경을 시그널링 하기 위해 제공한다.

상기 프로세싱에서, 이동국(22)은 또 다른 하나의 사용 가능한 후보자 섹터가 현재 선택된 서비스 섹터보다 더 양호한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섹터 신호 품질 측정 및 혼잡 레벨 값에 의한 몇몇 결합을 사용하는 평가 방법

을 실행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서비스 섹터가 가장 높은 신호 품질을 갖는다면, 그것은 가볍게 더 낮은 신호 품질을

갖는 다른 후보자 섹터만큼 양호한 데이터 속도를 여전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지만 덜 혼잡하다. 그러므로, 신호 품질을 대

략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관련된 혼잡 레벨은 어떤 섹터가 실질적으로 이동국의 서비스 섹터보다 더 나은 선택인지를 결

정할 수도 있다.

특히, 섹터 선택의 예시적인 접근에서, 이동국(22)은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을 구성하는데, 즉 섹터의 혼잡 정보에 따라 현

재 서비스 섹터의 신호 품질 측정을 가늠하고 지정 섹터의 혼잡 정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서 선택을 위한 후보자

인 적어도 하나의 지정 섹터를 위한 신호 품질 측정을 가늠한다. 이동국(22)은 그 후에 가늠된 측정을 비교함으로써 섹터

를 변경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교는 단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양호한" 테스트가 사용된다. 즉, 지정

섹터의 가늠된 측정이 현재 서비스 섹터의 가늠된 측정을 초과한다면, 이동국(22)은 지정 섹터를 변경할 것이다-즉, 이동

국은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서 지정 섹터를 선택하는 것을 네트워크(10)에 신호화한다.

그러나, 선택 프로세스는 더 정교하게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10)에 의한 효과적인 적재 밸런싱은 덜 혼잡한

섹터로 이동하는 고속 데이터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관여된 적어도 몇몇 이동국에는 용이하게 되지만, 충분히 이용되지 않

은 섹터가 남겨지기 때문에, 주어진 섹터에서 이와 같은 모든 이동국(22)은 반드시 혼잡한 섹터에 반응하여 새로운 서비스

섹터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동국(22)은 한정된 확률 값에 따라 섹터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

에 따라, 이동국(22)은 더 양호한 섹터가 관련된 혼잡 레벨에 의해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결정할 것이지만 한정된 확률

값에 따라 상기 섹터를 변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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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을 실행하여, 네트워크(10)는 하나 이상의 확률 값을 섹터 선택 프로세싱에 사용하기 위한 이동국으로 전송할 수

도 있고, 상이한 확률 값은 평가된 섹터의 신호 품질 및 혼잡 레벨 사이의 관련된 차에 의존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

로, 다른 섹터가 현재 서비스 섹터보다 매우 더 낫다면, 이동국(22)은 다른 섹터가 오직 약간만 양호한 경우보다는 더 높은

확률로 섹터를 변경할 것이다.

이동국(22)이 확률에 기초하여 변경을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섹터 선택 프로세싱은 단순한 임계점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메트릭을 통해서라도, 이동국(22)은 섹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예컨대, 상술된 가늠된

신호 품질-이것은 이동국의 현재 서비스 섹터 및 지정 섹터의 메트릭 사이의 차를 계산할 수 있고, 한정된 임계점과 상기

차를 비교한다. 차가 임계점을 초과했다면, 이동국(22)은 그것의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서 지정 섹터를 선택할 것이다. 명

백하게, 적극적으로 이동국(22)이 섹터 재선택을 실행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임계점을 조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절한

다.

더 상세하게는, α0이 이동국(22)의 현재 서비스 섹터 상의 순방향 링크(FL) 적재를 나타내고, αψ가 이동국의 활성 세트에

서 모든 다른 기지국 섹터에 대한 FL 로딩을 나타낸다고 하자. αψ가 특정 기지국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동국(22)은 몇몇 디폴트 값을 가정하는데, 이것과 함께 구성될 수도 있거나 이것은 네트워크(10)로부터 수신될 수

도 있다. Г0이 서비스 섹터에 대한 FL의 C/I를 나타내고, Гψ가 이동국의 활성 세트에서 다른 기지국 섹터의 FL에 대한 C/I

를 나타낸다고 하자. 게다가 역방향 링크(RL) 적재 정보가 제공된다고 가정하면, β0이 이동국(22)의 서비스 섹터 상의 RL

적재를 나타내고, βψ가 이동국의 활성 세트에서 모든 다른 기지국에 대한 RL 적재를 나타낸다고 하자. βψ가 특정 기지국

에 대한 리포트를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동국(22)은 몇몇 디폴트 값을 예상한다.

서비스 섹터 선택에 대한 이동국의 기지국으로써, 이동국(22)은 비율(Гψ/αψ)이 최소이고 Гψ/βψ의 허용할 수 있는 값에 영

향을 받기 쉬운 기지국 섹터를 결정한다. (상기 후자의 자격은 매우 과도하게 적재된 곳에서나 RL 및 RL 사이의 상이점이

매우 높은 곳에서 섹터를 피한다.) Гψ/αψ가 적어도 몇몇 설명된 품질(εFL)에 의해 Г0/α0보다 더 크고, Гψ/βψ가 적어도 몇몇

설명된 품질(εRL)에 의해서 Г0/β0보다 더 크다면, 그 후에 C/I-대-FL 혼잡 및 C/I-대-RL 혼잡의 비율은 다른 섹터에 더

바람직하고, 이동국(22)은 상기 다른 섹터로 스위치한다. 일반적으로, εFL은 양의 값을 가질 것이고, εRL은 양의 값 또는 음

의 값을 취할 수 있다. 역방향 링크에 대해 혀용하는 음의 값의 의미는 이동국이 섹터를 이동국의 현재 서비스 섹터인 더

양호하지 않은 C/I-대-RL 혼잡 레벨 값으로 스위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스위치는 현재 서비

스 섹터보다 더 양호한 C/I-대-FL 혼잡 레벨 값의 섹터를 발견하는 쪽으로 바이어스된다.

물론,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논리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여, 음의 값이 순방향 링크에 대해 허용되는데, 즉, εFL이 음이 될

수 있다. 실로, 이동국(22)은 순방향 링크 또는 역방향 링크 성능이 더 중요한 주어진 이동국의 현재 데이터 서비스 요건인

지 여부에 따라 이동국의 평가 알고리즘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몇몇 타입의 데이터 서비스는 FL 보다

RL 상의 또는 그 역으로 더 염격한 QoS 제한을 가한다. 제 1 예에서, 이동국(22)은 후보자 섹터의 세트 사이의 최상의 RL

상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동국의 섹터 선택을 바이어스할 수 있고, 제 2 예에서, 이동국(22)은 최상의 FL 상태를 발견하

기 위한 이동국의 섹터 선택 프로세싱을 바이어스 할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에 맞는 증가된 선택 프로세싱 유연성 및 성능 오버헤드 사이의 바람직한 밸런스에 맞추어 많은 경우가 유용

하다. 예를 들어, 이동국의 현재 서비스 섹터의 C/I 비율이 한정된 임계점 상에 있다면 이동국(22)은 혼잡에 기초하여 선택

프로세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동국(22)은 이동국의 혼잡 정보를 C/I 비율에 의한 현재 선택된 서비스 섹터 및

다음의 최상 서비스 섹터 후보자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적인 선택 프로세싱 강화에 관계없이, 중요한 핵심은 네트워크(10)가 이동국(22)에 이동국의 섹터 선택 프로

세싱 논리 내에 통합된 섹터 혼잡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섹터 혼잡 레벨의 기능으로서 이동국(22)에 의한 섹

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에 따라 네트워크는 일시적인 시간의 주기 동안 주어진 섹터를 이동국

(22)의 선택 고려사항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국(22)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상기 섹터를 선택하는 가능

성을 피하기 위해서 주어진 섹터를 이동국의 활성 세트에서 제거시키는 것보다, 네트워크(10)는 하나 이상의 이동국의 활

성 세트 섹터가 일시적인 주기 동안 섹터 선택 프로세싱으로부터 제외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이동국으

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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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은 예컨대, 여기서 이동국(22)이 매우 혼잡한 섹터에서 새로운 섹터로 단지 이동되었다면, 네트워크는 일시적으

로 이전의 서비스 섹터를 고려사항으로부터 제거하기를, 즉, 이동국에 의한 임의의 스위치 백을 이전의 서비스 섹터로 지

연시키기를 원하는 방식에 유용하다. 더욱이, 네트워크(10)는 이동국(22)에 일시적인 "출입금지"로서 주어진 섹터를 지정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섹터 선택에 대한 예상된 후보자로서 그것이 고려되는 메커니즘이 제공된다. 메시지는 얼마나

오래 주어진 섹터가 선택시 고려사항으로부터 제외해야만 하는지 가리키는 지연 값을 이동국(22)에 전송할 수 있다. 유리

하게, 메세지는 제로 지연 값(또는 몇몇 다른 특성)은 이동국(22)이 선택시 고려사항에서 나타내지는 섹터를 일시적으로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한정되게 사용된다. 물론, 나타내지는 섹터는 적당한 L3 시그날링을 통해 나중에 이

동국의 활성 세트에 반환될 수 있다.

효율적으로는, 상기 방법이 구성된 타이머를 사용하는데, 주어진 섹터가 상기 타이머의 종료까지 이동국(22)의 사용 가능

한 섹터의 서비스 섹터 고려사항으로부터 제거된다. 대안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유사한 타이밍 메커니즘은 예컨대, 이동국

(22)이 새로운 서비스 섹터 선택 프로세싱을 다음 변경 섹터로 섹터 사이의 핑-퐁잉을 제한하기 위한 주파수를 제어하도

록 사용될 수 있다.

어쨌든, 상기 예시적인 실시예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원

하는 이동국이 관련된 섹터 신호 품질 및 혼잡 레벨에 관한 상기 서비스에 대한 최상의 섹터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써 연속적인 적재 밸런싱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한다. 섹터에 의한 혼잡 레벨의 기능으로서 이동국의 자율적인

섹터 선택 프로세싱에 영향을 주어서,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으면 증가할 수도 있는 국지적 혼잡 문제를 경감한다. 그래서,

본 발명은 상술된 논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하 청구항 및 그것의 적당한 합법적인 상응하는 값에 국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국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에 대한 서비스 섹터 후보자 섹터의 세트 내의 하나 이상의 섹터에 대한 섹터 혼잡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적어도 상기 섹터 혼잡 정보의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서비스 섹터로서 섹터를 상기 세트에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섹터의 세트 내의 하나 이상의 섹터에 대한 서비스 섹터 혼잡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섹터 혼잡 정보를 반송하는 하

나 이상의 섹터의 각각으로부터 제어 채널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

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세트 내의 각 섹터가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을 전송하는데, 상기 섹터 내의 상기 섹터 중에 주어진 하나

에 대한 수신 섹터 혼잡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을 통해 섹터 혼잡 정보를 수신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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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섹터 혼잡 정보의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서비스 섹터로서 섹터를 상기 섹터로부터 선택하는 단계는 서비스 섹

터를 섹터 신호 품질 측정에 기초하여 상기 섹터 내의 섹터 및 섹터 혼잡 정보를 포함하는 섹터 혼잡 레벨 값 사이에서부터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거나 재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

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섹터 혼잡 정보의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서비스 섹터로서 섹터를 상기 세트에서 선택하는 단계는 새로운 서비

스 섹터가 섹터 신호 품질 및 섹터 혼잡 레벨의 더 양호한 결합을 갖는다는 것이 결정되는 것에 기초하여 현재 서비스 섹터

에서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섹터 혼잡 정보의 일부에 기초하여 상기 서비스 섹터로서 섹터를 상기 섹터로부터 선택하는 단계는 섹터 혼잡

레벨 값에 대응하는 현재 및 새로운 서비스 섹터에 대한 신호 품질 측정을 가늠하고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의 비교에 기초

하여 현재 서비스 섹터에서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을 비교하는 단계는 상기 현재 및 새로운 서비스 섹터의 상기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 사이의 차

가 한정된 임계점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선 통신 네

트워크 내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차가 상기 한정된 임계점을 초과한다면 현재 서비스 섹터에서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단계가 상

기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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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차가 상기 임계점을 초과한다면 현재 서비스 섹터에서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단계가 하나 이상

의 한정된 확률 값에 따라 상기 새로운 섹터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한정된 확률 값을 결정하는 확률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11.

이동국에 있어서,

신호를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 보내고 신호를 상기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하도록 구성된 무선 주파수 송수신기 회

로; 및

상기 무선 주파수 송수신기 회로에 동작하게 연결되고, 네트워크 내의 섹터의 세트 중에서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기 위해

구성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회로를 포함하는데, 상기 섹터는 적어도 상기 세트 내의 하나 이상의 상기 섹터에 대한 수신

섹터 혼잡 정보의 일부에 기초하여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 상의 이동국을 서비스하기 위한 후보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섹터의 세트 내의 상기 섹터 중 지정된 하나를 선택시 고려사항에서 적어도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 상기 섹터는 상기 지정된 섹터를 식별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에 대응하는 이동국에 대한 서비스 섹터 후보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섹터가 상기 메시지에 수신된 값에 기초하여 선택시 고려사항으로부터 제거되는 시간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섹터 혼잡 정보 및 상기 세트 내의 두 개 이상의 섹터에 대한 섹터 신호 품질을 비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상

기 서비스 섹터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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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신호 품질 및 섹터 혼잡의 결합이 상기 현재 서비스 섹터보다 상기 새로운 서비스 섹터에서 더 바람직하다

고 결정하는 것에 반응하여 현재 서비스 섹터를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16.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신호 품질 및 섹터 혼잡의 결합이 현재 서비스 섹터보다 새로운 서비스 섹터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는

것에 대응하는 한정된 확률 값에 따라 상기 현재 서비스 섹터를 상기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한 확률 정보에 기초하여 한정된 확률 값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18.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새로운 서비스 섹터에 대한 신호 품질 및 섹터 혼잡에 기초하여 메트릭이 현재 서비스 섹터에 대해서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는 것에 대응하여 현재 서비스 섹터를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변경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19.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지정된 섹터를 식별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에 반응하여 선택시 고려사항으로부터 상기 이동국에 대한

서비스 섹터 후보자 세트 내의 상기 섹터 중 지정된 하나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한정된 섹터가 상기 메시지에 수신된 값에 기초하여 선택시 고려사항으로부터 제거되는 시간을 설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21.

이동국에 의한 서비스 섹터 선택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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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국에서 서비스 섹터 후보자인 섹터의 세트 내의 현재 서비스 섹터로부터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신

하는 단계;

상기 세트 내의 하나 이상의 상기 섹터에 대한 섹터 혼잡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세터 내의 하나 이상의 상기 세트에 대한 신호 품질 측정을 평가하는 단계; 및

상기 신호 품질 측정 및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평가한 것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서비스 섹터를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변경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 의한 서비스 섹터 선택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품질 측정 및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평가한 것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서비스 섹터를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변경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다른 섹터는 실질적으로 현재 서비스 섹터보다 동일하거나 더 양호한 신호 품질

을 갖으며, 현재 서비스 섹터보다 덜 혼잡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 의한 서비

스 섹터 선택 방법.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품질 측정 및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평가한 것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서비스 섹터를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변경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다른 섹터는 상기 현재 서비스 섹터보다 더 양호한 신호 품질을 갖지만 상기 새

로운 서비스 섹터로서 선택되기에는 더 혼잡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 의한 서

비스 섹터 선택 방법.

청구항 24.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품질 측정 및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평가한 것에 기초하여 상기 현재 서비스 섹터를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 변경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상기 현재 서비스 섹터 및 적어도 상기 세트 내의 다른 섹터에 대한 신호 품질

측정을 대응하는 섹터 혼잡 레벨 값에 의해 가늠하는 단계,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을 비교한 것에 기초하여 상기 새로운 서

비스 섹터로서 상기 다른 섹터를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 의한 서비스 섹터 선

택 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을 비교한 것에 기초하여 상기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서 상기 다른 섹터로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단계는 상기 다른 섹터에 대한 상기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이 한정된 마진에 의해 상기 현재 서비스 섹터에 대한 상기 가늠

된 신호 품질 측정보다 더 양호하다면 상기 다른 섹터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 의한 서

비스 섹터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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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을 비교한 것에 기초하여 상기 새로운 서비스 섹터로서 상기 다른 섹터로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단계는 상기 다른 섹터에 대한 상기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이 상기 현재 서비스 섹터에 대한 상기 가늠된 신호 품질 측정보

다 더 양호하다면 한정된 확률 값에 따라 상기 다른 섹터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 의한

서비스 섹터 선택 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서 상기 한정된 확률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확률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 의한 서비스 섹터 선택 방법.

청구항 28.

이동국에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섹터에 대한 섹터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이동국에 의해 선택가능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섹터의 각각에 대한 섹터

혼잡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관여된 이동국에 의해 섹터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섹터의 각

각에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섹터 혼잡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이동국에 의해 선택가능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섹터의 각각에 대한 섹터

혼잡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가 각 섹터에, 순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 및 역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 중 적어도 하나를 추정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 혼잡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각 섹터에 대해서, 순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을 추정하는 단계가 상기 섹터에 상기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리소

스 사용 가능성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 혼잡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1.

제 29항에 있어서,

각 섹터에 대해서, 순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을 추정하는 단계가 상기 섹터 내의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현재

관여된 이동국의 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 혼잡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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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29항에 있어서,

각 섹터에 대해서, 순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을 추정하는 단계가 상기 섹터에 지지된 이동국의 수 중 적어도 하나, 상기 섹

터 내의 전송기 전력 또는 코딩 리소스의 사용 가능성, 상기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용 평균 순방향 링크 섹터 작

업 처리량 및 상기 섹터 내의 상기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현재 관여된 하나 이상의 상기 이동국에 관하여 서비

스 요건의 품질에 기초하여 순방향 링크 적재 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 혼잡 정보 제공 방

법.

청구항 33.

제 29항에 있어서,

각 섹터에 대해, 순방향 링크 혼잡 레벨 값을 추정하는 단계가 상기 섹터 내의 기지국 수신기에 대한 열 증가를 추정하는

것에 기초하여 역방향 링크 적재 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 혼잡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4.

제 28항에 있어서,

각 섹터에 대해,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가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지하여 전송된 제어 채널 신

호 상의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 혼잡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5.

제 28항에 있어서,

각 섹터에 대해,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섹터에 대한 현재 혼잡 상태가 한정된 혼잡 임계점을 초과했

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만약 초과했다면, 주기적으로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 혼잡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6.

제 28항에 있어서,

각 섹터가 공유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에 기초하여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여기서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공유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 신호에 관하여 전송

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 신호 상의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

터 혼잡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7.

제 2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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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국에 의해 서비스 섹터 선택에 대한 후보자로서 고려사항으로부터 설명된 섹터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제외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정 이동국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8.

섹터화된 기지국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의 각 섹터에 대한 적어도 순방향 링크 섹터 혼잡 정보를 포함하는 섹터 혼잡 정보를 추정하는 하나 이상의 혼

잡 추정 회로; 및

상기 기지국 시스템의 상기 대응하는 섹터에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전송기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화된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시스템이, 무선 기지국을 포함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혼잡 추정 회로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전송기 회로는 무

선 기지국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화된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40.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시스템이 기지국 제어기 및 무선 기지국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상기 하나 이상의 혼잡 추정 회로가 기지국 제

어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전송기 회로가 무선 기지국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화된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41.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시스템이 상기 기지국 시스템의 각 섹터 내의 공유된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 신호 및 관련된 순방향 링

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화된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시스템이 각 섹터에 주기적으로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화된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43.

제 4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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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 시스템이 각 섹터 내의 섹터 당 하나의 기초에 따라 상기 섹터 혼잡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구성되는데 여기

서 하나 이상의 혼잡 메트릭이 하나 이상의 한정된 임계점을 초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화된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44.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시스템이 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채널(F-PDCH))을 사용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대응하는 역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순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F-

PDCCH))를 통해서 섹터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화된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45.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시스템이 상기 이동국에 의해 서비스 섹터 선택에 대한 후보자로서 고려사항으로부터 설명된 섹터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제외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정 이동국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섹터화된 기지국

시스템.

청구항 46.

이동국에 의해 행해진 자율적인 서비스 섹터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의해 고려사항으로부터 적어도 일시적으로 제외되어야만 하는 서비스 섹터 선택에 대한 후보자로서 고려된

세트 내의 섹터 중 하나를 식별하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국에 의해 행해진 자율적인 서비스 섹터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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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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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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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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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공개특허 10-2006-0097720

- 22 -



도면6

공개특허 10-2006-0097720

- 23 -



도면7

공개특허 10-2006-0097720

- 2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2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4
청구의 범위 10
도면 18
 도면1 19
 도면2 20
 도면3 21
 도면4 21
 도면5 22
 도면6 23
 도면7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