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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단동기채널을 구비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핸드오프 수행장치및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이 통신하고 있는 비동기 기지국의 셀로부터 상기 이동국이 동기 기지국의 셀로 이동할때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소정 시간동안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상기 동기 기지국에 특정한 PN오프셋 값을 나타내는 PN오프셋신호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
이 상기 수신된 PN오프셋값을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에 대한 시스템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시스템정보에 의해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핸드오
프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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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hand-off, short sync channel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단동기채널을 구비한 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종래의 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비동기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통신중인 이동국이 동기 이동통신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상기 도 1에서 순방향 단동기채널발생기의 상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상기 순방향 단동기채널발생기에 입력되는 단동기 데이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순방향 단동기채널에서 PN 단부호 1주기안에 단동기프레임의 반복전송을 설명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비동기 기지국의 핸드오프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의 핸드오프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동기 기지국의 핸드오프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비동기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기지국 파일롯신호 검출 파라미터들을 설명하는 도면.

도 11은 종래기술에 따른 이동국이 비동기 기지국에서 동기 기지국으로 이동시 송수신되는 메시지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동기이동통신시스템에서 단동기채널을 구비할 경우, 이동국이 비동기 기지국에서 동기 기지국
으로 이동시 송수신되는 메시지들을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국이 비동기이동통신시스템에서 동기
이동통신시스템으로 이동시 발생하는 핸드오프를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비동기이동통신시스템은 예로서, 유럽 표준 방식으로 채택되어 있는 UMTS가 될 수 있고, 상기 동기이동통신시스
템은 미국 표준 방식으로 채택되어 있는 IMT2000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상기 두 시스템이 화합(harmonization)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상기 두 시스템을 호환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 하나가 두 시
스템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핸드오프에 관한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핸드오프는 이동국이 이동통신 시스템의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통화의 단절없이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상기 핸드오프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통신중에 핸드오프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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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지국으로부터 채널을 할당받아 현재 서비스 중인 기지국으로부터 받은 채널과 더불어 복수의 채널을 이용하여 통
신을 하다가 채널 품질이 어느 기준값 이하로 떨어지는 채널을 끊는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 off)이고, 두번째는 통
신중에 먼저 현재 서비스 받는 기지국으로부터 받은 채널을 끊고 인접 기지국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하드 핸드오프(ha
rd hand off)이다.
    

현재까지는 상기 핸드오프의 기술이 동기이동통신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비동기이동통신시스템이 등장
하면서 비동기이동통신시스템과 비동기이동통신시스템사이의 핸드오프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비동기이동통신시스
템의 구현의 가능해짐에 따라 비동기이동통신시스템과 동기이동통신시스템사이에도 핸드오프의 구현이 필요하게 되었
다.

    
일반적으로 소정 셀에서 통신중인 이동국은 인접 셀로부터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의크기가 일정값 이상이거나 기지국의 
요청이 있으면 주변의 셀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여 기지국에 보고한다. 상기 보고된 정보는 이동국이 통신중에 다른 셀
로 이동할 경우 발생되는 핸드오프에 대한 정보로 이용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에 대한 정보는 페이징채널(paging 
channel, 동기이동통시스템인 경우) 혹은 브로드케스팅 채널(broadcasing channel, 비동기이동통시스템인 경우)을 
통하여 이동국에 송신된다. 일반적으로, 비동기이동통신시스템에서 동기이동통신시스템으로 이동국이 이동하는 경우에
는 하드핸드오프가 발생한다. 상기 하드핸드오프를 수행할경우, 이동국이 주변 셀들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고 있는 시간 
동안은 비동기이동통신시스템과의 통신이 중단된다.
    

    
한편, 종래의 동기이동통신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한다. 이동국은 동
기이동통신시스템의 동기채널에서 전송되는 동기신호프레임안에 수록되어 있는 동기신호메세지를 해석한다. 여기서, 
상기 동기신호프레임의 80ms프레임당 전송비트는 96비트이고, 이동국이 동기이동통신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정
보를 포함한 동기신호메시지의 길이는 221비트이다. 따라서, 이동국은 메세지의 해석시간으로 최소 240ms(80ms×3)
가 필요하다. 상기의 내용은 동기이동통신시스템을 규정해 놓은 표준안 중에서 TIA/EIA-IS-2000.5에 규정되어 있
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하 설명에서 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을 동기 기지국이라 칭하고,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을 비동기 
기지국이라 칭한다.도 3은 비동기 기지국과 통신중인 이동국이 주위에 있는 동기 기지국에 대한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이동국은 301단계에서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주변 동기 기지국들에 대
한 정보 탐색 메세지를 수신한다. 그러면, 상기 이동국은 303단계에서 상기 비동기 기지국 주변에 있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정보 탐색을 시작하고, 305단계에서 상기 동기 기지국들로부터의 파일롯신호 검출 작업을 수행한다. 그
리고, 상기 이동국은 307단계에서 최대크기(peak)를 가지는 파일롯신호가 검출되는지 검사한다. 이때 상기 최대크기
를 가지는 파일롯신호 검출시 이동국은 309단계로 진행하고, 상기 최대크기를 가지는 파일롯신호를 검출하지 못할시 
상기 305단계로 되돌아가 상기 파일롯신호 검출작업을 다시 수행한다. 상기 최대크기를 가지는 파일롯신호를 검출하면, 
이동국은 309단계에서 상기 최대크기에 해당하는 파일롯신호가 검출된 동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순방향 동기채널을 통
해 전송되는 동기프레임을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동기프레임을 최소 3개 이상 수신해야 한다. 상기 도 
2와 같은 채널구조를 갖는 동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동기프레임을 수신할경우, 최소 수신시간은 240ms가 소요되며, 이 
시간 동안 이동국은 비동기 기지국과의 통신이 중단된다. 여기서, 상기 도 3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
우 비동기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통신 데이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종래 동기 기지국의 순방향채널구조는 첨부된 도면 도 2와 같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파일럿 신호를 발생하는 순방
향 파일럿 채널203과, 동기 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동기채널204와, 전용채널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
제어채널202와, 음성 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기본채널207과, 패킷 데이터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 부가채널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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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상기 각각의 채널의 상세 구성 및 동작은 본원출원인의 출원한 선출원특허 P1998-11381에 상세히 개시
되어 있다.
    

도 11은 종래기술에 따른, 이동국이 비동기 기지국에서 상기 도 2와 같은 동기 기지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핸드오프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1101단계에서 이동국은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주변 기지국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메세지를 브로드
캐스트 채널(비동기 시스템인 경우) 혹은 페이징 채널(동기 시스템인 경우)을 통해 수신한다. 1102단계에서 이동국은 
주변 기지국들에 대한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를 포함하는 메세지를 역
방향 전용채널을 통해 비동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상기 역방향 전용채널을 통해 수신
되는 메세지를 분석하여 이동국이 핸드오프할 다른 비동기 기지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핸드오프할 다른 비동기 
기지국이 있으면 핸드오프를 결정하고, 핸드오프할 다른 비동기 기지국이 없으면 주변 동기 기지국들의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를 검출하기 위한 파라미터들(T, T0, N)을 설정한다. 여기서 상기 T0는 동기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를 검출하
는 시간이고, T는 동기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를 검출하는 시간 주기이며, N은 동기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 검출을 몇회 
반복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파라미터이다. 그리고, 1103단계에서 이동국은 주변 비동기 및 동기 기지국의 파일로신호의 
수신세기를 측정하라는 명령과 상기 설정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메세지를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수신한다. 그리
고, 상기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메세지를 수신한 이동국은 주변에 있는 동기 기지국과 비동기 기지국의 파일롯신호의 수
신세기를 상기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측정한다.그리고, 1106단계에서 이동국은 동기 기지국이 송신한 파일롯신호를 검
출한다. 여기서, 상기 파일롯신호는 이동국이 채널을 추정(Channel estimate)할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다중경로에 대
한 빠른 초기동기를 할수 있도록 한다. 상기 파일롯신호를 검출함과 동시에 1107단계에서 이동국은 동기기지국로부터 
순방향 동기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동기메세지를 분석하여 동기기지국을 인식하고, 상기 동기기지국의 시스템정보를 획
득한다. 상기 동기메세지는 시스템 인식번호, 네트워크 인식번호, PN_OFFSET값, 320ms 이후의 롱코드스테이트(lo
ngcode state)에 대한 정보, 페이징 채널 데이터 레이트(data rate) 등과 같은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한다. 일예로, IS-95에서 사용되는 동기채널의 프레임은 80ms이고, 단부호주기의 길이를 
가지는 3개의 서브프레임으로 구성된며, 프레임당 96비트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시스템정보를 포함하는 동기메세
지는 메시지길이필드(message length field)와 CRC(Cyclic Redundancy Check)를 포함하여 200비트가 넘는다. 한
편, 80ms 동기프레임은 데이터 길이가 96비트가 안되어도 여분의 비트를 삽입하여 반드시 96비트를 전송한다. 따라서 
이동국이 상기 시스템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동기메세지를 모두 수신하려면, 적어도 3개의 80ms 동기프레임을 수신해
야 한다. 따라서, 상기 동기메세지의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동국이 동기기지국을 인식하고 상기 동기기지국의 정
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최소 240ms의 시간이 필요한다. 한편, 1104단계에서 이동국은 주변기지국 파일롯신호의 수
신세기 측정결과 및 상기 동기메세지의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역방향 전용채널을 통해 비동기지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비동기지국은 상기 역방향 전용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메시지를 분석하여 파일롯신호 수신세기 측정결과를 상위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위 네트워크는 상기 측정결과로부터 이동국이 핸드오프할 동기기지국이 있음을 확인하
고, 핸드오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명령메세지를 비동기지국으로 전송한다. 1105단계에서 이동국은 비
동기기지국으로부터 동기기지국과의 통화를 위한 통화채널정보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andoff indicatio
n Message)를 순방향 전용채널을 통해 수신한다. 상기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국은 상기 메시지에 포함
되어 있는 통화채널정보를 참고하여 동기기지국의 트래픽데이터를 수신할 준비를 하고, 1108단계에서 동기기지국으로
부터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널트래픽(Null Traffic) 데이터 혹은 다른데이터를 수신하여 채널의 안정성 등
을 확인한다. 1109단계에서 이동국은 동기기지국의 셀로 이동하면서 동기기지국으로부터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트
래픽메세지를 수신한다. 이로서, 비동기기지국과 연결되어 있던 호가 동기기지국으로 연결된다. 이후, 1110단계에서 
이동국은 정상적으로 송신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프리앰블을 송신하고, 1111단계에서 역방
향 기본채널을 통해 핸드오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핸드오프완료(handoff Completion)메세지를 동기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동기이동통신시스템의 순방향 채널 구조에서는 이동국이 시스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기 
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동기채널로 전송되는 동기프레임을 최소 3개 이상 수신해야 한다. 상기 도 2와 같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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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구조를 갖는 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을 예로 들 경우, 최소 수신시간은 240ms가 소요된다. 따라서 이동국이 비동기 기
지국에서 동기 기지국으로 이동하면서, 동기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한 시스템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40ms가 
소요된다. 이 시간 동안 이동국은 비동기 기지국과의 통신이 중단된다. 즉, 상기 도3에 도시되어 있는 과정을 수행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비동기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 통신 데이터의 손실을 초래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PN_OFFSET(pseudo-noise offset)신호를 구비하는 순방향 단동기채널을 사용하는 동기이
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동기시스템에서 PN_OFFSET(pseudo-noise offset)신호를 발생하는 채널송신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동기이동통신시스템에서 PN_OFFSET(pseudo-noise offset)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단동
기채널을 이용하여 이동국이 비동기이동통신시스템에서 동기이동통신시스템으로 핸드오프하는 절차 및 장치를 제공함
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동기이동통신시스템에서 PN_OFFSET(pseudo-noise offset)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단동
기채널을 이용하여 비동기이동통신시스템에서 통신중인 이동국이 동기이동통신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을 줄이
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이동국이 통신하고 있는 비동기 기지국의 셀로부터 상기 이동국이 동기 기지국의 셀로 
이동할때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하는 방법이, 상기 이동국이 소정 시간동안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상기 동기 기지국에 특정한 PN오프셋 값을 나타내는 PN오프셋신호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수신된 PN오프셋값을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
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에 대한 시스템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시스템정보에 의해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중 동일
한 구성들은 가능한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 각 채널들에 전송되는 프레임들의 길이, 부호화율, 그리고 각 채널들의 블록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및 심
볼들의 수 등과 같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 없
이 또한 이들의 변형에 의해서도 본 발명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게 자명할 것이다.

하기의 설명에서 "PN_OFFSET값"이라는 용어는 상기 동기 기지국의 단동기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를 의미하며, 
상기 단동기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세지는 동기 이동통신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의사잡음부호(Pseudo Noise Code)의 
옵셋값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중의 하나인 CDMA(code division multile access, 부호분할다
중접속)통신시스템에서 단말기와 기지국에 구성되는 각 채널들 및 이들 각각의 채널 송수신장치 구성 예를 도시하고 있
다. 상기 도 1에서 각 채널 구성은 송신기를 중심으로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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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지국의 채널 구성을 살펴보면, 제어기101은 기지국의 각 채널 발생기들의 동작을 제어(enable, disable)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기지국에서 송수신되는 물리 계층(physical layer)의 메시지를 처리하며, 상위 계층과 메시지를 통
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파일럿채널 발생기103, 동기채널 발생기104, 단동기채널 발생기105,페이징채널 발생기106
은 한 셀 또는 다수의 셀에 있는 사용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채널 정보를 발생시키는 장치이고,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2, 기본채널 발생기107, 부가채널 발생기108은 사용자마다 다르게 할당되는 가입자 전용 채널 정보를 발생시
키는 장치이다.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2는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Dedicated Control Channel: DCCH)을 통해 전송되는 각종 
제어 메시지들을 처리하여 단말기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들
은 RLP(Radio Link Protocol)프레임 또는 상기 IS-95B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제어 메시지(L3 signaling message
s)와, 부가채널을 할당하고 부가채널을 해제하는 등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어와 관련된 제어메시지인 MAC(Medium 
Access Control) 메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기본채널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상
기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기 제어메시지에는 상기 전력제어 신호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순
방향 전용제어채널에서 기지국과 부가채널에 사용될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를 협상하며, 상기 부가채널에 직교부호
가 사용될 경우 직교부호를 변경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에는 파일럿채널 
발생기103, 동기채널 발생기104, 단동기채널 발생기105, 페이징채널 발생기106에 할당되지 않은 직교부호 중 사용하
지 않은 직교부호를 하나 할당하여 확산한다. 상기 RLP프레임은 8진수열(octet stream)을 잘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RLP는 트랜스페어런트 RLP(Transparent RLP)와 넌트랜스페어런트 RLP (Non-transpatent RLP)로 
나눌 수 있다. 트랜스페어런트 RLP는 잘못 전송된 프레임을 재전송하지는 않지만 잘못 전송된 프레임의 시간과 위치를 
상위계층에 알리며 넌트랜스페어런트 RLP(Non-transparent RLP)는 오류정정 기법을 제공한다.
    

    
파일럿채널 발생기103은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기 단말기
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은 항상 논리신호 0 또는 1 (all 0`s or all 1`s)을 전송
한다. 여기서는 상기 파일럿 채널에 0 논리신호를 출력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파일럿채널의 신호는 단말기가 새로운 다
중 경로에 대한 빠른 초기동기를(acquisition) 할 수 있게 하고, 채널을 추정(channel estimation)할 수 있게 한다. 파
일럿 채널에는 미리 결정된 특정한 직교부호 하나를 할당하여 상기 파일럿 채널신호를 확산한다.
    

동기채널 발생기104는 순방향 링크의 동기 채널(sync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기 단말기에 송
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동기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은 한 셀 내의 단말기들이 초기의 시간 동기(time sy
nchronization)와 프레임 동기(frame synchronization)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정보들이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동기
채널에는 미리 결정된 특정한 월시코드 하나를 할당하여 상기 동기채널의 정보를 확산한다.

단동기채널 발생기105는 순방향 링크의 단동기채널(short Sync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기 
단말기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단동기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정보를 빠
른 시간 안에 탐색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는 K비트의 값이고, 상기 값이 표현하는 정보는 동기이동통신 기지국의 PN_
OFFSET 값과 제로 패이딩 비트(Zero Pading bit)가 될수 있다. 상기 단말기가 빠른 시간안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PN 단부호 주기안에 소정횟수(N2 ) 전송된다. 상기의 K와 N 2 의 예는, 각각 도 5와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정보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단말기가 PN 단부호 주기안에 수신하여 비동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전송
된 상기 정보는 비동기 기지국이 기지국 주변의 셀들에 대한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상기 정보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는 단말기가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으로 이동할 시에 발생하는 핸드오프에 사용된
다. 상기 정보외에 동기채널로 전송되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정보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
서 페이징 채널이나 브로드케스팅 채널을 이용하여 단말기로 전송해준다. 상기 단동기기채널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
한 단말기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동기 기지국의 시스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동기과정 없이 동기 기지국과 통신을 할 수 있다. 상기 단동기 채널에서 전송되는 정보는 모든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사
용하는 미리 결정된 특정한 월시코드(walsh code)를 하나 할당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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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징채널 발생기106은 상기 순방향 링크의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기 
단말기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페이징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은 통신 채널이 성립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
보들이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페이징채널에는 미리 결정된 직교부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확산한다.

    
기본채널 발생기107은 상기 순방향 링크의 기본 채널(fundamental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
기 단말기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음성신호가 
된다. 또한 상기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는 상기 음성신호 이외에 IS-95B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제어메시지(L3 signaling)및 전력제어 신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상기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
해 전송되는 신호에는 RLP 프레임, MAC 메시지등도 포함될 수 있다. 상기 기본채널은 데이터 레이트(data rate)가 
9.6kbps나 14.4kbps를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 레이트(data rate)의 1/2의 레이트를 갖는 4.8kbps나 
7.2kbps를 사용할 수도 있고, 1/4의 레이트를 갖는 2.4kbps나 3.6kbps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1/8 레이트를 갖는 1.
2kbps나 1.8kbps를 사용할 수도 있는 가변 레이트(variable rate)를 사용한다. 이렇게 변형된 데이터 레이트(data r
ate)는 수신측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 발생기107은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103, 동
기채널 발생기104, 단동기채널 발생기105,페이징채널 발생기106에 할당되지 않은 직교부호 중 사용하지 않는 직교부
호 하나가 할당되어 기본채널의 신호를 확산 출력한다.
    

    
부가채널 발생기108은 상기 순방향 링크의 부가 채널(supplemental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
기 단말기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은 RLP 프레임 , 패킷데
이터 등이다.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108은 9.6kbps 이상의 데이터 레이트를 가진다.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108은 약속
된 데이터 레이트(scheduled rate)를 가진다. 상기와 같이 약속된 레이트(scheduled rate)는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
해서 기지국과 단말기가 협상하여 기지국이 정한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를 가지고 통신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 순방
향 링크의 부가채널 발생기108은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103, 동기채널 발생기104,단동기채널 발생기105, 페이징채
널 발생기106에 할당되지 않은 직교부호 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직교부호 하나가 할당되어 부가채널의 신호를 확산 출
력한다. 여기서 상기 기본채널 및 부가채널은 통신 채널(traffic channel)이 된다.
    

    
가산기109는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2, 기본채널 발생기107 및 부가채널 발생기108에서 출력되는 순방향 링크
의 I채널 송신신호들과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103, 동기채널 발생기104, 단동기채널 발생기105 및 페이징채널 발생
기106에서 출력되는 송신신호를 가산하여 출력한다. 가산기110은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2, 기본채널 발생기10
7 및 부가채널 발생기108에서 출력되는 Q채널 송신신호들을 가산하여 출력한다. 확산변조기119는 상기 가산기109 및 
가산기110에서 출력되는 송신신호를 확산시퀀스와 곱하여 확산한 후 송신신호의 주파수로 상승 변환하여 송신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수신기121은 역방향 링크로 수신되는 단말기의 각 채널신호들을 수신하여 기저 대역으로 주파수를 변
환한 후, 이를 확산시퀀스와 곱하여 역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도 1에서는 상기 기지국에 구비되는 역방향 링
크의 채널 수신기들의 구성은 생략되어 있다.
    

두 번째로 단말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어기113은 기지국의 각 채널 발생기들의 동작을 제어(enable, disable)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단말기에서 송수신되는 물리 계층(physical layer)의 메시지를 처리하며, 상위 계층과 메시지를 통
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14는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각종 제어메세지들을 처리하여 기지국에 송
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들은 RLP(Radio Link Protocol)프레임 
또는 상기 IS-95B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제어 메시지(L3 signaling)와,부가채널을 할당하고 부가채널을 해제에 대한 
응답에 관한 내용 등이 있는 MAC(Medium Access Control) 메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
채널의 경우 전력제어 신호를 파일럿 채널에 삽입하여 전송하므로 전력제어신호를 전송하지는 않는다. 또한 역방향 전

 - 7 -



등록특허 10-0350466

 
용제어채널에서 기지국과 부가채널에 사용될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를 협상한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14는 미리 결정되어 각 채널에 할당된 직교부호로 확산하여 각 채널들을 구분하고 사용자마다 다르게 할당된 
PN코드로 확산하여 사용자를 구분한다. 여기서 직교부호는 채널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용제어채널 , 
파일럿 채널, 접근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에 미리 결정된 각각 다른 직교부호를 사용하고 각 채널에 사용된 각각의 직
교부호는 모든 사용자가 동일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전용제어채널에 사용되는 직교부호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직교
부호를 사용해서 전용제어채널을 구분하는 것이다.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에서는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를 9.6kbps로 고정해서 전송한다. 데이터 레이트를 9.6
kbps로 고정시킴으로서 데이터 레이트 결정으로 인한 성능저하나 데이터 레이트 결정 회로를 요하지 않음으로써 수신
기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음성신호의 기본 데이터 레이트인 9.6kbps와 동일한 데이터 레이트를 가짐으로써 
기본 음성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일럿채널 발생기115는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 신호는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 신호와 같이 새로운 다중경로에 대한 
빠른 초기동기(acquisition)를 할 수 있게 하고 채널을 추정(channel estimation)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상
기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면서 일정 시점에 전력제어 신호를 부가하여 역방향 전력제어정보를 전송한다.

접근채널 발생기116은 역방향 링크의 접근 채널(access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접근채널 신호의 메시지는 통신 채널이 성립되기 전에 상기 기지국이 필요한 단말기의 
모든 정보와 제어메시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채널 발생기117은 상기 역방향 링크의 기본 채널(fundamental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
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음성신호가 
된다. 또한 상기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는 상기 음성신호 이외에 IS-95B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제어메시지(L3 signaling)들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상기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
에는 RLP 프레임, MAC 메시지등도 포함될 수 있다. 역방향 링크의 경우 전력제어 신호를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전송
하므로 기본채널을 통해서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하지는 않는다. 상기 기본채널은 데이터 레이트(data rate)가 9.6kbp
s나 14.4kbps를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 레이트(data rate)의 1/2의 레이트를 갖는 4.8kbps나 7.2kbp
s를 사용할 수도 있고, 1/4의 레이트를 갖는 2.4kbps나 3.6kbps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1/8 레이트를 갖는 1.2kbps나 
1.8kbps를 사용할 수도 있는 가변 레이트(variable rate)를 사용한다. 이렇게 변형된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는 수
신측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널 발생기117은 미리 결정되어 각 채널에 할당된 직교부호
로 확산하여 각 채널들을 구분하고 사용자마다 다르게 할당된 PN코드로 사용자를 구분한다. 여기서 직교부호는 채널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파일럿 채널, 접근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에 미리 결정된 각각 다른 직교부호를 사
용하고 각 채널에 사용된 각각의 직교부호는 모든 사용자가 동일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기본채널에 사용되는 직교부
호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직교부호를 사용해서 기본채널을 구분하는 것이다.
    

    
부가채널 발생기118은 상기 역방향 링크의 부가 채널(supplemental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
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은 RLP 프레임 , 패킷데
이터 등이다.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118은 9.6kbps 이상의 데이터 레이트를 가진다.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118은 약속
된 데이터 레이트(scheduled rate)를 가진다. 상기와 같이 약속된 레이트(scheduled rate)는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
해서 기지국과 단말기가 협상하여 기지국이 정한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를 가지고 통신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 역방
향 링크의 부가채널 발생기118은 미리 결정되어 각 채널에 할당된 직교부호로 확산하여 각 채널들을 구분하고 사용자
마다 다르게 할당된 PN코드로 사용자를 구분한다. 여기서 상기 기본채널 및 부가채널은 통신 채널(traffic channel)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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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기119는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14 및 파일럿채널 발생기115에서 출력되는 역방향 링크의 송신신호들을 가산
하여 출력한다. 가산기120은 접근채널 발생기116, 기본채널 발생기117 및 부가채널 발생기118에서 출력되는 역방향 
링크의 송신신호들을 가산하여 출력한다. 확산변조기121은 상기 가산기119 및 가산기120에서 출력되는 역방향 링크
의 송신신호들을 확산시퀀스와 곱하여 확산한 후 송신신호의 주파수로 상승 변환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신
기122는 역방향 링크로 수신되는 기지국의 각 채널신호들을 수신하여 기저 대역으로 주파수를 변환한 후, 이를 확산시
퀀스와 곱하여 역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도 1에서 상기 단말기에 구비되는 순방향 링크의 채널 수신기들의 구
성은 생략되어 있다.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DMA 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은 모든 채널들을 제어하는 제어
기101과, 각각의 채널로 전송되는 신호를 처리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2, 파일럿채널 발생기103, 동기채널 발생기
104, 단동기채널 발생기105, 페이징채널 발생기106, 기본채널 발생기107, 부가채널 발생기108 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단말기는 제어기113,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14, 파일럿채널 발생기115, 접근채널 발생기116, 기본채널 발
생기117, 부가채널 발생기118 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각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 형태를 보면, 기지국의 전용제
어채널 발생기102, 기본채널 발생기107, 부가채널 발생기108에서 송신되는 신호들은 I채널(In-phase channel) 성
분과 Q채널 (Quadrature-phase channel) 성분의 두 개 채널신호로 발생되지만, 파일럿채널 발생기103, 동기채널 발
생기104, 단동기채널 발생기105,페이징채널 발생기106은 한 개 채널의 성분만 발생된다. 여기서는 상기와 같이 한 개
의 채널 만으로 발생되는 성분들은 I채널(Inphase channel) 성분만으로 출력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기의 각 채널들은 기지국의 채널들과는 다르게 한가지 채널 성분만을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단말기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14와 파일럿 채널 발생기115의 출력을 가산하여 확산 변조기121의 I채널(In-phase channel) 
입력으로 하고, 나머지 채널 116, 117 및 118의 출력들을 가산하여 확산 변조기121의 Q채널(Quadrature-phase c
hannel) 입력으로 한다. 상기 접근채널 발생기116은 통신 채널이 생성되기 이전에 출력을 발생하므로, 상기 접근채널
을 사용할 때는 파일럿 채널 발생기115의 출력을 I채널 입력으로 하고 접근채널 발생기116의 출력을 Q채널 입력으로 
한다.
    

상기 도 1에서 상기 단동기채널송신기를 제외한 모든 채널송신기들의 상세구성 및 동작은 본건출원인이 출원한 대한민
국 특허출원 98-1138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하 설명에서는 먼저 상기 단동기채널송신기의 상세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비동기 이동통시스템에서 동기 이
동통신시스템으로의 핸드오프 수행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단동기채널송신기105의 상세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부호기 401은 입력되는 단동기채널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단동기 채널 데이터는 
PN_OFFSET 값이 될수 있다. 상기 부호기401은 길쌈부호기 혹은 터보부호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도4에서는 
상기 부호기 401이 부호화율이 1/2이며 구속장이 9인 길쌈부호화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반복기402는 상기 부호기 
401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설정횟수만큼 N회 반복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 403은 버스트 에러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반복기 402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상기 인터리버는 블럭인터리버, 터보인터리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신호변환기404는 상기 인터리버403에서 출력되는 단 동기채널 신호의 레벨을 변환한다. 곱셈기 
405는 상기 신호변환기404에서 출력되는 동기채널신호와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한다. 상기 곱셈기 405에서 사
용되는 직교부호는 월쉬코드중의 하나를 사전에 약속해서 사용한다. 상기 곱셈기 405에서 사용하는 월쉬코드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 하나의 특정한 월쉬코드여야 한다. 상기 곱셈기 405에서 사용하는 월쉬코
드의 길이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규정한 길이를 사용한다. 실례로 IMT2000 SR1 환경에서는 길이 128, I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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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SR3환경에서는 길이 256의 월쉬코드가 사용된다. 상기 부호기401, 반복기402 및 인터리버 403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 선택적이며 부호기401, 반복기402, 인터리버403의 종류 또한 선택적이다. 단동기채널발생기105로 입력되는 정
보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일예로서, 상기 PN_OFFSET값만 전송하는 방식, CRC를 PN_OFFSET값의 뒤에 붙
이는 방식, PN_OFFSET을 별도의 부호화방식으로 부호화해서 전송하는 방식등이 있을수 있다.
    

    
도 5는 상기 단동기채널발생기105로 입력되는 정보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단동기채널발생기105로 입력되는 정보501은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PN_OFFSET값이다. 상기 PN_OFFS
ET값은 K비트로 표현되는데, 상기 도 5에서는 PN_OFFSET값과 Zero Pading Bit를 K비트로 하고, 전송시 CRC(Cy
clic Redundancy Check)502를 붙인 예를 보여준다. 현재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PN_OFFSET=9인 것을 사용
한다. 상기 단동기채널발생기105로 입력되는 정보 프레임의 데이터 전송율 및 CRC의 길이는 월시코드 길이 및 반복 
횟수, 부호기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도 6은 PN단부호 1주기(26.6ms) 내에서 단동기채널 프레임이 전송되는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단동기채널 프레임은 PN 단부호 1주기안에 N 2 ( N2 ≥1)번 전송된다. 즉 PN단부호 1주기안에 
한번의 PN_OFFSET값 전송이 아닌 여러 번의 전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말기가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정
보를 빠른 시간 안에 획득할 수 있다.

하기 < 수학식 1은 단동기채널 프레임의 전송회수 N2 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수학식 1

상기 &lt; 수학식 1에 사용된 변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N_chip= PN단부호 1주기안의 chip수 (SR1이면 32768, SR3이면 98304)

K = data bit (PN_OFFSET값 + zero padding bit의 길이)

CRC = 단동기채널에서 사용하는 CRC 비트

R = 단동기채널발생기에서 사용하는 부호기의 부호율

N1 = 심볼 반복 횟수

Wl= 월쉬코드의 길이

N2 = PN 단부호 1주기동안 PN_OFFSET FRAME전송횟수

일예를 들어, 현재 동기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중인 PN_OFFSET값 9비트와 N_chip = 32768, R = 2, N 1 =2,Wl

=128로 가정하면, 64 = (K+CRC)×N 2 가 되고, 단동기채널의 비트레이트는 2400bps가 된다. 단동기채널의 프레임
을 두 번 반복시키기 위해서는 K+CRC가 32비트가 되야 한다. 여기서 CRC비트를 20을 사용하면 K는 PN_OFFSET값 
9비트와 제로 페이딩 1비트를 포함하며 10비트로 설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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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로서, 현재 동기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중인 PN_OFFSET값 9비트와 N_chip = 32768, R = 2, N 1 =2,Wl

=128으로 설정하면, 64 = (K+CRC)×N 2 가 되고, 단동기 채널의 비트레이트는 2400bps가 된다. 단동기 채널의 프
레임을 4번 반복시키기 위해서는 K+CRC가 16비트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CRC 비트를 4비트를 사용한다면 K는 PN
_OFFSET값 9비트와 제로 페이딩 3비트를 포함하여 12비트로 설정하면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비동기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동기 이동통신시스템으로의 핸드오프 수행절차를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 상기 비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은 비동기 기지국라 하고, 상기 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은 
동기 기지국라 칭한다. 하기 도7,8,9의 설명에서 비동기기지국과 비동기기지국 사이에는 소프트핸드오프를 수행한다. 
또한, 동기 기지국은 상기한 도 1의 채널구조를 갖는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비동기 기지국의 핸드오프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701단계에서 이동국으로부터 주변 비동기기지국들의 파일롯신호 측정결
과를 수신한다. 상기 이동국이 핸드오프될 비동기기지국을 찾는 과정은 상기 비동기지국에게 별도의 보고없이 상기 비
동기기지국 주변의 비동기기지국들의 파일롯 신호세기를 측정하여 일정값 이상의 파일롯신호를 가진 비동기기지국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702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이
동국이 핸드오프될 비동기지기국이 있는지 판단한다. 이때 상기 이동국이 핸드오프될 비동기기지국이 있다고 판단하면,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70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이동국로 핸드오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핸드오프 지시 메
세지(handoff direction message)를 전송한다. 반면, 상기 이동국이 핸드오프될 비동기기지국이 없다고 판단하면, 상
기 비동기 기지국은 상기 704단계로 진행하여 주변 동기기지국에 대한 상기 파일롯신호 검출 파라미터(T,T 0 ,N)를 설
정한다. 여기서 상기 동기 기지국에 대한 파일럿 신호 검출 파라미터는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T 0

는 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는 시간이고, T는 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는 시간 주기이고, N은 
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몇회 검출할것인지를 정의하는 파라미터이다. 그리고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705단계에서 
이동국에게 상기 설정된 파라미터 및 비동기 기지국 주위의 동기 기지국들과 비동기 기지국에 대한 파일롯신호 세기를 
측정하라는 메세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이동국은 상기 결정된 파라미터 T0 동안에 동기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고, (T-T0 )시간동안에는 비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검출 및 비동기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한다. 이후,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706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파일럿신호 측정결과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비
동기기지국에게 전송하는 파일롯신호 측정결과는 4종류로 구분된다. 즉, 핸드오프할 다른 비동기기지국을 찾은 정보, 
핸드오프할 동기기지국을 찾은 정보, 핸드오프할 동기기지국과 다른 비동기기지국을 찾은 정보, 핸드오프할 기지국을 
찾지못한 정보이다. 상기 정보들중에서 동기기지국을 찾은 경우는 동기기지국에 대한 시스템정보도 함께 전송된다. 여
기서 상기 동기기지국의 시스템정보는 두종류로서, 하나는 상기 도 1과 같은 단동기채널을 구비한 동기 기지국을 찾아
냈을 경우에는 동기기지국의 PN_OFFSET값이고, 상기 도 2와 같은 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을 찾아냈을 시에는 동기채널
을 통해 수신한 동기기지국의 동기메세지이다.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파일롯신호 측정결과를 수신한 상기 비동기지국은 
707단계에서 핸드오프할 목표셀이 있는지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할 목표셀이 없다고 판단시 상기 비동기지국은 
상기 701단계로 되돌아가 이하 과정을 재수행한다. 반면, 상기 핸드호프할 목표셀을 발견하면,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708단계에서 상기 목표셀이 비동기 기지국인지 동기기지국인지를 판단한다. 즉,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상기 704단계
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비동기 기지국과 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모두 측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상기 708단계
에서 찾아낸 목표셀이 동기기지국인지 비동기기지국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동기기지국과 비동기기지국을 동시에 
찾아냈다면 어느 기지국으로 핸드호프할 것인지는 비동기기지국의 시스템설정파라미터로서, 어느 기지국을 우선할 것
인지는 비동기 기지국의 시스템에서 설정하면 된다. 상기 708단계에서 핸드오프할 목표셀이 비동기 기지국으로 판단시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70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
하는 해드오프 지시 메세지(Handoff Direction message)을 송신한다. 한편, 상기 핸드호프할 셀이 동기 기지국으로 
판단시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상기 706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동기기지국 파일럿 신호세기 및 전송받은 
동기기지국의 PN_OFFSET값 혹은 시스템정보를 상위네트워크에 보고한다. 이후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710단계에서 
상기 상위네트워크로 부터 상기 이동국을 동기기지국으로 핸드오프하라는 요구를 수신한다. 만일, 여기서 상기 도 1의 
동기시스템으로 핸드오프되는 경우이면 시스템정보를 같이 수신한다. 상기 710단계 수행중에, 상위 네트워크는 상기 
핸드오프할 동기 기지국으로 상기 이동국이 핸드오프될 것이라하는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정보의 수신대상은 동기기지
국이 될 수 있고, 동기 기지국의 상위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다. 상기 상위 네트워크로 부터 핸드오프를 요구를 수신한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에게 결정된 동기 기지국 셀로의 핸드오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지시 
메세지(Handoff Direction message)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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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로서, 비동기 기지국A가 상기 도 7의 과정중에서 704단계를 생략하고, 이동국B가 상기 비동기기지국A의 
셀로 이동해 오는 순간부터 직접 707단계를 수행할수 있다. 상기 다른 실시 예는, 비동기 기지국A가 이동국B를 핸드오
프 시키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비동기 기지국과 통신중인 이동국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절차를 도시하
고 있다. 상기 이동국은 비동기기지국 및 동기기지국과 통신이 모두 가능한 듀얼모드가 동작하는 이동국이다.

    
상기 도 8a 및 도 8b를 참조하면, 이동국은 801단계에서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를 측정해서 측정치를 비동기 기지국으
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이동국은 핸드오프될 다른 비동기 기지국을 발견했다면 핸드오프될 비동기지국을 발견했음
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하지 못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상기 이동국은 
802단계에서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비동기 기지국의 주변 기지국들에 대한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라는 요구
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만일, 상기 이동국이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파일롯 신호 측정요구가 아닌 비동기 
기지국 목표셀로의 핸드오프 메시지(상기 도 7의 703단계에서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하면 803단계로 진행하여 비동
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804단계에서 상기 목표셀인 비동기기지국으로 역방향 송신
신호(preamble)를 송신한다. 이후, 805단계에서 상기 목표셀인 비동기기지국으로 핸드오프 완료(handoff complete) 
메시지를 전송하여 핸드오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린다.
    

한편, 상기 804단계에서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도 7의 705단계에서 전송된 메시지(파일롯신호 측정요구 메세지)라면, 
상기 이동국은 806단계에서 상기 비동기기지국의 주변에 있는 비동기기지국과 동기기지국의 파일럿신호검출 파라미터
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파라미터는 도 10에 정의되어 있는 값들이다. 상기 806단계에서 수신한 파라미터의 설정에
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기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찾는 T0 의 시간이 너무 길다면 비동기 기지국과의 통신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T의 간격이 너무 길다면 동기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N이 크다면 핸
드오프할 기지국(동기 기지국 혹은 비동기 기지국)을 찾는 시간이 길어져 상기 이동국을 핸드오프하는 시점을 놓치게 
되어 통화의 단절이 발생할수도 있다. 따라서 핸드오프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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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807단계에서 813단계는 상기 이동국이 N번동안 T의 시간주기로 T 0 시간동안은 동기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
를 검출하고, (T-T0 )시간동안은 비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는 동시에 비동기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상기 도 8에서 이동국은 T0 의 시간동안 808단계를, (T-T 0 )동안 810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808단계는 동기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이다. 상기 808단계에서 동기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T0 의 시간동안에 동기신호를 직접 검출하는 방법과, 비동기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통화의 안정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T0 를 작은 값으로 설정하여 동기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이동국의 버퍼에 저장한 후에 (T
-T0 )시간동안 버퍼에 저장된 신호를 가지고 오프라인방식으로 동기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상기 
808단계에서 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한다면 상기 이동국은 809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이동국은 상기 809단
계에서 동기기지국의 동기채널이나 단동기채널로부터 시스템정보를 해석한다. 만일, 상기 809단계에서 T0 시간동안에 
동기신호를 직접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상기 이동국은 동기기지국의 파일럿 신호가 검출된 그 시점에서 동기기
지국의 시스템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시간 동안 동기기지국과의 채널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동기기지국과의 채널
로 복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809단계에서 버퍼에 저장한 신호를 가지고 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저장한 T0 의 다음 T0 에서 동기 기지국의 시스템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시간 동안 동기 기지국과의 채널을 유지한다. 한편, 단동기채널을 구비하지 않은 동기 기지국이면 상기 이동국
은 상기 809단계에서 동기기지국의 동기채널로 전송되는 동기메세지를 최소 240ms동안 수신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와 같이 단동기채널을 구비하지 않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핸드오프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이동국과 비동기 기지국
간의 통화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도 1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이라면 이동국B는 
상기 809단계에서 26.6ms안에 단동기채널로 전송되는 동기기지국의 PN_OFFSET값을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
B는 810단계에서 (T-T0 )시간에는 비동기 기지국 주변의 비동기 기지국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을 하는 동시에 비동
기기지국과 통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811단계에서 상기 810단계에서 측정한 비동기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핸
드오프에 요구되는 값인지 판단한다. 이때, 핸드오프에 요구되는 파일롯세기 검출시 상기 이동국은 813단계로 진행하
고, 그렇지 않을시 812단계로 진행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상기 808단계와 상기 810단계에서 핸드오프할만한 동
기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나 비동기기지국의 파일럿신호를 검출하지 못했을 경우, 상기 812단계에서 수행횟수를 카운트
하여 N번의 시행회수를 초과하였는지 판단한다. 상기 812단계에서 N번의 횟수가 초과되지 않았고, 동기기지국의 파일
럿신호나 비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지 못했을 경우 상기 이동국은 807단계으로 되돌아가 상기 808단계 
및 810단계를 반복수행한다. 한편, 상기 812단계에서 N번의 횟수가 초과되면 상기 813단계에서 그 시점까지의 측정
결과를 비동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상기 N회의 시행횟수안에 상기 808단계에서 신호가 검출되고, 상기 809단계가 
수행된다면 상기 이동국은 813단계를 바로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N회의 시행횟수안에 810단계에서 신호가 검출되고, 
811단계에서 적정 파일롯 신호세기를 가진 비동기기지국이라고 판단되면 이동국은 813단계를 바로 수행한다. 상기 8
13단계에서 파일롯신호 측정결과를 전송한후 상기 이동국은 814단계에서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프 지시 
메세지의 수신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 지시 메세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상기 802단계로 되돌아가 이하 단
계를 반복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면, 81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핸드오프 지시 메세지가 동기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 지시 메세지인지 비동기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 지시 메세지인지 
판단한다. 이때 상기 814단계에서 수신한 메세지가 비동기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 지시 메세지라면 이동국은 819단계,
820단계,821단계를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819,820,821단계는 도 8의 803단계,804단계,805단계와 동일하다. 한편, 
상기 815단계에서 핸드오프 지시 메세지가 동기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 메세지임이 확인되면, 상기 이동국은 816단계
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상기 816단계에서 상기 814단계에서 수신한 핸드오프 지시 메세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동기 기지국의 시스템정보를 사용하여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즉, 상기 이동국은 상기 817단계에서 목표셀로 이동한후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순방향 기본채널로 트래픽데이터를 정상 수신한후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상기 동기기지국
으로 역방향 신호(Preamble)을 송신하고, 818단계에서 상기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핸드오프 완료(Handoff comp
lete)메세지를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기 기지국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동기 기지국은 상기 
도 1과 같은 채널구조를 갖는 기지국이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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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동기 기지국은 901단계에서 파일럿채널로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고, 단동기채널로 상기 동기기
지국의 PN_OFFSET값을 전송한다. 상기 단동기 채널로 전송되는 상기 동기 기지국의 PN_OFFSET값은 상기 도 5와 
같은 예로 전송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도 가능하다. 상기 단동기채널 발생기는 도 4와 같이 구성될 수 있으
며, 도 4에서 사용된 부호기, 인터리버,반복기등은 선택적이다. 또한, 상기 단동기채널의 정보는 26.6ms마다 N 2 번 전
송된다. 상기 동기 기지국C는 902단계에서 상위 네트워크으로부터 이동국의 상기 동기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를 통보
받는다. 상기 902단계에서 이동국의 상기 동기기지국로의 핸드오프 메세지를 수신한후, 상기 동기기지국은 903단계에
서 순방향 기본채널로 상기 이동국에게 널트래픽(null traffic)이나 혹은 다른 데이터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903단
계는 선택적이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이 동기 기지국의 셀로 이동한 순간부터 동기기지국은 904단계에서 순방향 기본
채널을 사용하여 상기 이동국에게 통화채널을 정상적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상기 동기 기지국은 905단계에서 상기 이
동국으로부터 핸드오프 종료 메세지(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수신하여 핸드오프를 정상 종료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비동기 기지국에서 동기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도 12을 참
조하면, 1201단계에서 이동국은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주변 기지국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채
널 혹은 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한다. 1202단계에서 이동국은 주변 기지국들에 대한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를 측정하
고, 상기 측정된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역방향전용채널을 통해 비동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그
러면, 비동기 기지국은 상기 역방향전용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메시지를 분석하여 이동국이 핸드오프할 다른 비동기 기
지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핸드오프할 다른 비동기 기지국이 있으면 핸드오프를 결정하고, 핸드오프할 다른 비
동기 기지국이 없으면 주변 동기 기지국들의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를 검출하기 위한 파라미터들(T,T0,N)을 설정한
다. 그리고, 1203단계에서 이동국은 주변 비동기 및 동기 기지국의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를 측정하라는 명령과 상기 
설정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수신한다. 여기서, T0는 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
호를 검출하는 시간이고, T는 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하는 시간 주기이고, N은 동기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를 몇회 동안 찾을 것인지를 정의하는 파라미터이다. 그리고, 상기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국은 주
변에 있는 동기기지국과 비동기기지국의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를 상기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1206
단계에서 이동국은 최대크기(peak)를 가지는 동기기지국의 파일롯신호를 검출한다. 여기서, 상기 파일롯신호는 이동국
이 채널을 추정(Channel estimate)할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다중경로에 대한 빠른 초기동기를 할수 있도록 한다. 상
기 파일롯신호를 검출함과 동시에 1207단계에서 이동국은 동기기지국로부터 순방향 단동기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단동
기프레임을 분석하여 상기 동기기지국의 PN_OFFSET값을 획득한다. 상기 최대크기를 갖는 동기 기지국의 PN_OFFS
ET값을 획득한후, 1204단계에서 이동국은 상기 획득한 PN_OFFSET값과 주변기지국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 측정결
과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역방향 전용채널을 통해 비동기지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비동기지국은 상기 역방향 전용채
널을 통해 수신되는 메시지를 상위 네트워크로 보고한다. 그리고, 상위 네트워크는 상기 보고로부터 이동국이 핸드오프
할 동기기지국을 확인하고, 핸드오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명령 메시지(handoff indication message)
를 비동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핸드오프 명령 메시지(handoff indication message)는 상기 동기기지국의 
시스템정보 및 동기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한 통화채널정보 등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이동국은 단순히 단동기채널을 통
해 동기기지국의 PN_OFFSET값만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기 핸드오프 지시 메세지를 수신한 비동기 기지국은 
이동국으로 핸드오프에 필요한 정보를 가진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andoff direction message)를 전송한다. 따라서, 
이동국은 비동기기지국으로부터 동기기지국과의 통화를 위한 통화채널정보 및 동기기지국의 시스템정보를 포함하는 핸
드오프 지시 메시지(Handoff Direction Message)를 순방향 전용채널을 통해 수신한다. 상기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국은 상기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통화채널정보 및 시스템정보를 참고하여 동기기지국의 트래픽데이터를 
수신할 준비를 하고, 1208단계에서 동기기지국으로부터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널트래픽(Null Traffic) 데
이터 혹은 다른데이터를 수신하여 채널의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1209단계에서 이동국은 동기기지국의 셀로 
이동하면서 동기기지국으로부터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트래픽메세지를 수신한다. 이로서, 비동
기기지국과 연결되어 있던 호가 동기기지국으로 연결된다. 이후, 1210단계에서 이동국은 정상적으로 송신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프리앰블을 송신하고, 1211단계에서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핸드오프가 완료되
었음을 알려주는 핸드오프완료(handoff Completion)메세지를 동기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상기 도 11과 같이 수행되는 종래기술과 도 12와 같이 수행되는 본 발명과의 차이점은 이동국이 동기 기지국의 시스템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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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방식은 이동국이 시스템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동기 기지국의 동기 신호 프레임을 최소 240ms동안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동기 신호 프레임안에 수록되어 있는 동기 신호 메세지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동국이 동기기지국
의 단동기채널로 전송되는 PN_OFFSET값만을 획득하여 비동기 기지국으로 보고하고, 이를 수신한 비동기 기지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상위 네트워크으로 부터 전달받은 시스템정보를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즉, 이러한 방식
은 이동국이 동기 기지국의 시스템 동기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어 비동기 기지국과의 통
화의 안정성을 꾀할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비동기시스템 및 동기시스템이 공존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동기시스템 기지국이 
단동기채널을 통해 PN_OFFSET값을 전송하므로서 짧은 시간내에 주변 셀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수 있다. 또한, 비동
기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이동국이 단동기채널을 통하여 획득한 PN_OFFSET값을 이용하여 동기 통신 시스
템으로의 핸드오프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즉,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통신하고 있는 이동국이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변 셀들에 대한 정보를 짧은 시간내에 획득할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이동국간
의 통화단절시간을 줄임으로서 통화의 안정성을 꾀할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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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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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파일롯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파일롯 채널발생기와,

동기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동기채널 발생기와,

기지국의 PN_OFFSET값을 포함하는 단동기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단동기채널 발생기와,

전용채널의 제어메세지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송제어채널 발생기와,

음성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 기본채널 발생기와,

패킷 데이타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 부가채널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송신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단동기채널 발생기는,

상기 PN_OFFSET값을 부호화하는 부호기와,

상기 부호기로부터의 심볼을 설정횟수 반복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기로부터의 출력을 인터리빙하는 인터리버와,

상기 인터리버로부터의 출력을 레벨변환하는 신호변환기와,

상기 신호변환기의 출력과 소정 직교부호를 곱해 직교확산하는 곱셈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송신장
치.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단동기채널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상기 단동기 신호는 PN단부호 주기동안 적어도 한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지국 송신장치.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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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호기는 PN_OFFSET값에 CRC를 붙인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송신장치.

청구항 27.

이동국이 통신하고 있는 비동기 기지국의 셀로부터 상기 이동국이 동기 기지국의 셀로 이동할 때 상기 이동국이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소정 시간동안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상기 동기 기지국에 특정된 PN오프셋 값을 나타내는 PN오
프셋신호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수신된 PN오프셋값을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에 대한 시스템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시스템정보에 의해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PN오프셋신호는 상기 동기 기지국의 순방향 단동기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PN오프셋신호는 PN단부호 주기동안 적어도 한번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이동국이 통신하고 있는 비동기 기지국의 셀로부터 상기 이동국이 동기 기지국의 셀로 이동할 때 상기 이동국이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으로 주변 동기 기지국들을 탐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에 특정된 PN오프셋값을 수신하고, 상기 PN오프셋값을 상위 네트워크로 보고하
는 과정과,

상기 상위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과정은

상기 이동국이 주변 동기기지국을 탐색하는 탐색구간, 상기 주변 동기 기지국들을 탐색하는 주기 및 상기 주변 동기 기
지국들의 탐색횟수에 관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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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정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이동국이 통신하고 있는 비동기 기지국의 셀로부터 동기 기지국의 셀로 이동할 때 상기 이동국이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
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소정 주기로 주변 동기 기지국들의 파일롯신호를 주어진 시간동안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주어진 시간에서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부터의 피크값을 가지는 파일롯신호 검출시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상기 동기 기지국에 특정된 PN오프셋값을 나타내는 단동기채널신호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PN오프셋값을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
과,

상기 수신된 시스템 정보에 의해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프 과정은,

상기 시스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래픽 채널 정보에 참조하고, 상기 트래픽 채널을 통해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부터 
널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널 트래픽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다고 판단시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프리앰블신
호를 송신한후 핸드오프 완료메세지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주어진 시간동안 주변 동기 기지국들로부터의 신호를 임시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신호를 가지고 
상기 주변 동기 기지국들의 파일롯신호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이동국이 통신하고 있는 비동기 기지국의 셀로부터 동기 기지국의 셀로 이동할 때 상기 이동국이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
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으로 주변 동기 기지국을 탐색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비동기 기지국의 요구에 의해, 상기 이동국이 소정주기로 주변 동기 기지국들을 소정시간동안 탐색하는 과정과,

상기 탐색중에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상기 동기 기지국에 특정된 PN오프셋값을 나타내는 단동기채널신호를 수
신하고, 상기 수신된 PN오프셋값을 상기 비동기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비동기 기지국은 상기 수신된 PN오프셋값을 상위 네트워크로 보고하고,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동기 기지국에 
대한 시스템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시스템정보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지시메세지를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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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국은 상기 수신된 시스템 정보에 의해 상기 동기 기지국으로 핸드오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메세지는, 상기 이동국이 주변 동기기지국을 탐색하는 탐색구간, 상기 주변 동기 기지국들을 탐색하는 주기 
및 상기 주변 동기 기지국들의 탐색횟수에 관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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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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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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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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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도면 9

 - 24 -



등록특허 10-0350466

 
도면 10

 - 25 -



등록특허 10-0350466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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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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