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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장치가, 소정 탐색창의 범위 내의 모든 PN 위상들에 대해 에너지를 계
산하여 검출된 PN위상을 제어기로 보고하는 탐색기와, 상기 검출된 PN위상과 이전 검출된 PN위상을 가지고 이동국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이동국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에 따라 핸드오프 수행에 사용되는 파일
롯 수신세기의 임계치를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제어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cdma, hand-off, PN위상, 이동속도, 진행방향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동통신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처리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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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이동국의 기준시간을 중심으로 인접 기지국의 탐색구간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 수신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탐색하고자 하는 PN 위상을 포함하는 탐색창을 중심을 기준으로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이 이동속도를 고려한 핸드오프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국의 이동속도를 고려한 핸드오프 수행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동통신시스템은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선망을 셀이라는 작은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동국은 자신이 속한 셀의 기지국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한편, 이동국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하게되면 상기 이동국에 대해 핸드오프(hand off)를 수행하여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수행되는 핸드오프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국이 셀간을 이동하는 경우 통신을 유
지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며, 그 형태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그 첫 번째 방안이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
d off)이며, 그 두 번째 방안이 하드 핸드오프(hard hand off)이다. 상기 소프트 핸드오프는 핸드오프 대상 인접 기지
국으로부터 할당받은 채널과 서비스 기지국에 의해 할당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수행하고, 상기 서비스 기지국의 채널 
품질이 소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상기 서비스 기지국의 채널을 끊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이에 반하여, 상기 하드 핸
드오프는 통신 중에 서비스 기지국과의 채널 품질이 소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상기 서비스 기지국과의 채널을 끊은 
후 인접 기지국으로부터 채널을 할당받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도 1은 이동통신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한 셀내에 속한 이동단말기(MS
; Mobile Station)들(111-11n)은 해당 기지국(BS; Base Station)과 통신을 한다. 이때, 소정 개수의 기지국들(12
1-12n)은 하나의 제어국(BSC; Base Station Controller)131에 의해 제어를 받게되며, 상기 제어국들(131-13n)은 
하나의 이동교환기(MSC)141에 의해 제어를 받게된다. 만일 이동단말기111이 무선망(BS,BSC,MSC)를 통해 공중망
(PSTN)151에 있는 유선가입자161과 통신을 시도하게 되면 상기 이동교환기141은 상기 이동단말기111을 공중망(P
STN)을 통해 유선가입자와 연결하여 통화채널을 설정한다.
    

도 2는 이동단말기가 서비스 기지국 BS1의 서비스영역 CELL1과 인접 기지국 BS2의 서비스영역 CELL2가 겹쳐지는 
오버랜드(OL; OverLand) 영역 내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함에 있어 상기 BS1과 BS2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세기의 변화를 개념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종래의 소프트 핸드오프 처리 동작을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며, 이때, 서비스 기지국(Base Station) BS1을 통해 
서비스를 받던 단말기(Mobile Station)가 인접 기지국 BS2의 셀 영역 CELL2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소프트 핸드오프는 이동단말기가 BS1의 서비스영역 CELL1과 BS2의 서비스영역(CELL2)이 겹쳐지는 오버랜드
(OL; OverLand)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제어국(BSC; 도시하지 않음)의 제어 하에 일어나게 된다. 즉, BS1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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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던 이동단말기는 상기 BS2로의 이동 중에 핸드오프 요구를 위해 미리 설정된 값(T_add)에 대응하는 수신
세기를 상기 BS2로부터 감지하게 되며, 이를 제어국(BSC)에 통보한다. 상기 제어국(BSC)은 이에 응답하여 BS2가 사
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될 시 BS2와 이동단말기간의 채널을 할당한다. 상기 BS2의 
채널 할당이 이루어지면 BS1과 BS2는 각각 할당된 채널들을 통해 이동단말기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동단말기
는 BS2쪽으로 계속 이동함에 따라 BS1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세기가 핸드오프를 위해 미리 설정된 값(T_drop) 이하로 
떨어짐을 감지한다. 이 경우 상기 이동단말기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BS1을 드롭(drop)시키고, BS2로부터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때, BS1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세기가 상기 T_drop 이하로 떨어지자마자 상기 BS1을 드롭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의 가드타임(T_Tdrop)을 가진다. 즉, 신호 세기가 상기 T_drop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상기 가드타임 동안 유지되는 경우에만 BS1을 드롭 시킴으로서 순간적으로 신호 세기가 떨어진 경우에 대해 핸드오프
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방법은 이동국의 이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고속 및 저속으로 이동하는 이동국의 구분없이 핸
드오프가 수행된다. 이럴 경우, 고속으로 이동하는 이동국은 너무 빨리 핸드오프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통화가 단절되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저속으로 이동하는 이동국은 불필요하게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이 특정 파일롯의 PN위상 변화를 측정하여 자신이 이동방향과 이
동속도를 예측할수 있는 핸드오프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이 핸드오프할 상대측 기지국으로 느리게 진입하는 경우, 늦은 시점
에서 핸드오프를 수행할수 있는 핸드오프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이 핸드오프할 상대측 기지국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경우, 빠른 시
점에서 핸드오프를 수행할수 있는 핸드오프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 임계치를 적응적
으로 조정하는 핸드오프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장치가, 소정 탐색창의 범위 내의 모든 PN 위상들에 대
해 에너지를 계산하여 검출된 PN위상을 제어기로 보고하는 탐색기와, 상기 검출된 PN위상과 이전 검출된 PN위상을 
가지고 이동국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이동국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에 따라 핸드오프 수행
에 사용되는 파일롯 수신세기의 임계치를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제어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부
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동일 부호를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
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국이 소정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상기 기지국의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가 소정 기준값 미만으로 감
지될때, 상기 이동국은 이를 상위 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는데, 상기 기준값을 '핸드오프 종료 임계치'라 한다. 예를들
어, 상기 기지국은 서비스 기지국이 될수 있다.

한편, 이동국이 소정 기지국으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의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가 소정 기준값 이상으로 감지될때, 상
기 이동국은 이를 상위 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는데, 상기 기준값을 '핸드오프 시작 임계치'라 한다. 예를들어, 상기 기
지국은 인접 기지국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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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이동국에 있어서 기지국과의 동기를 획득하고, 인접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역할은 탐색기
(searcher)에서 수행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탐색기를 이용하여 이동국의 이동방향과 이동속도를 예측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속도에 따라 적응적으로 파일롯신호(인접기지국)의 수신세기 임계치를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이동국은 인접 
기지국들의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를 측정하여 설정 임계치를 초과할때(혹은 낮아질 때) 이를 기지국에 보고하여 기지
국에서 핸드오프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동국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경우, 이동국이 미쳐 보고하기 전에 핸드
오프 영역을 벗어남으로서 정상적인 핸드오프가 수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동국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경우 상기한 임계치를 감소시켜 보다 빠른 시점에서 보고가 되도록 하여 적절하게 핸드오프가 수행되도
록 한다. 한편, 이동국이 느리게 이동하고 있을 경우, 상기한 임계치를 증가시켜 너무 빈번하게 핸드오프가 일어나는 것
을 방지하여 적절한 시점에서 핸드오프가 수행되도록 한다.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탐색기의 주요 역할은 이동국이 위치한 셀 내의 기지국으로부터 발생하는 PN 코드 획득과 핸드오
프를 위해 인접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PN 코드의 탐색이다. 본 발명에서 이동국의 이동속도는 인접 기지국의 탐색을 통
한 PN위상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에 의해 산출된다.

    
도 3은 PN 발생기의 PN 주기동안의 위상을 나타낸 것이다. 탐색기는 PN 코드 획득을 통해 서비스 기지국과의 동기를 
맞춘 후 그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싱크 채널 메시지를 통해 시스템 시간 정보를 획득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상기 시
스템 시간 정보를 통해 페이징과 트래픽 채널 메시지가 시작되는 80ms 동기신호(SYNC Signal)에 이동국 시간을 맞춘
다. 이렇게 맞춘 동기는 이동국의 기준 시간(reference time)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이동국은 서비스 기지국 및 인접 
기지국에 대한 탐색시 각 기지국에 할당된 파일롯 오프셋 만큼의 마스크를 PN 발생기에 씌어줌으로써 원하는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를 탐색할 수 있다. 여기서 이동국은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들의 PN오프셋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인접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 수신되는 파일롯 신호를 이용하여 이동국과 현재 서비스 기지국 및 이동국과 
인접 기지국 간의 상대적 거리를 알수 있다. 상기 인접 기지국으로부터의 파일롯 신호는 상기 인접 기지국을 탐색하기 
위해 설정된 탐색창을 통해 보여진다. 또한, 상기 이동국이 상기 인접 기지국의 신호를 탐색할 때, 상기 탐색창의 중심
은 상기 서비스 기지국 탐색을 통해 얻어진 상기 서비스 기지국의 신호 도달 시간과 일치한다. 만약 인접 기지국과 이동
국의 거리가 현재 서비스 기지국과의 거리와 거의 같아지면 이동국이 인접 기지국을 탐색하기 위해 열어 놓은 탐색창의 
중심에 인접 기지국의 PN위상이 검출될 것이다. 하지만, 상기 PN위상이 기준이 되는 탐색창의 중심을 경과하여 검출
되면 이동국을 기준으로 인접 기지국과의 거리가 서비스 기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 것이며, 상기 PN위상이 탐색창 
중심을 경과하기 전에 검출되면 인접 기지국의 거리가 서비스 기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 수신장치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RF(radio frequency)부(411)는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래디오 신호를 중간주파수(IF)로 다운
시키고, 이를 다시 기저대역(Baseband )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증폭기(412)는 자동이득조정기(414)의 제어하
에 상기 RF수신부(411)의 출력신호를 A/D변환기(413)의 다이나믹 레인지(Dynamic range)에 맞도록 증폭하여 출
력한다. 상기 A/D변환기(413)는 상기 증폭기(412)의 출력신호를 샘플링(sampling) 및 양자화(Quantization) 등을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자동이득조정기(414)는 상기한 증폭기(412)의 출력신호 레인지가 일정
한 레벨을 유지하도록 상기 증폭기(412)의 이득을 조절한다. 핑거들(415-435)는 해당하는 위상에 관계된 신호를 수
신하여 역확산(despreading)하여 출력한다. 탐색기(416)은 탐색구간에서 위상을 변화시키면서 수신신호를 탐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기 핑거들(415-435)로 측정된 위상값을 전달한다. 특히, 상기 탐색기(416)는 제어기(419)의 제어
하에 인접 기지국(혹은 서비스 기지국)을 탐색하고, 검출된 PN위상을 상기 제어기(419)로 보고한다. 결합기(417)은 
상기 핑거들(415-435)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결합하여 출력한다. 메시지처리부(Demodulator,418)는 상기 결합기
(417)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복호(decoding) 과정 등을 통해 원 데이터로 복원하여 출력한다. 이때 제어메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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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는 제어기(419)로 제공된다. 상기 제어기(419)은 상기 메시지처리부로부터 복원된 메시지 데이터를 입력하
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처리를 담당한다. 특히, 상기 제어기(419)는 상기 탐색기(416)의 보고로부터 PN위상 변화가 
있을 시 변화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이동국의 이동속도를 산출하여 핸드오프 시작(혹은 핸드오프 종료) 임계치를 
조정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상기 조정된 임계치에 따라 인접 기지국들의 파일롯 수신세기를 기지국으로 보고한다. 여기
서 PN위상의 변화량에 대한 이동거리를 알수 있고, 또한 PN위상이 변화는데 걸린 시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동속도
를 산출할수 있다.
    

    
도 5는 탐색하고자 하는 PN 위상을 포함하는 탐색창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들어, 인접 기지국에 대한 탐색창이
라 할 때, 상기 탐색창 구간 내의 각 PN위상에 대응하여 고유한 탐색창 인덱스(srch_index[i])가 부여되고, 상기 탐색
창의 중심(window center)은 상기 인접 기지국의 PN 위상 오프셋을 내포한 탐색창 인덱스(srch_index[Center])가 
부여된다. 만약 인접 기지국과 이동국의 거리가 현재 서비스 기지국과의 거리와 거의 같아지면 이동국이 인접 기지국을 
탐색하기 위해 열어 놓은 탐색창의 중심에 인접 기지국의 PN위상이 검출될 것이다. 하지만, 상기 PN위상이 상기 탐색
창의 중심을 경과하여 검출되면 이동국을 기준으로 인접 기지국과의 거리가 서비스 기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 것이
며, 상기 PN위상이 탐색창 중심을 경과하기 전에 검출되면 인접 기지국의 거리가 서비스 기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 검출된 PN위상이 이전 검출된 PN위상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이동국이 해당 
기지국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상기 이전 검출된 PN위상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상기 이동국이 해당 기
지국으로부터 멀리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발명은 인접 기지국의 탐색을 수행하면서, PN위상 변화가 있을 시 변
화시간으로부터 이동국의 이동속도를 산출하고, 상기 이동속도에 따라 핸드오프 시작 임계치를 적응적으로 조정하여 핸
드오프가 적절한 시간에 수행되도록 한다. 여기서, 이동국이 해당 기지국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핸드오프 시
작 임계치를 조정하고, 해당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핸드오프 종료 임계치를 조정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이 이동속도를 고려한 핸드오프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이동국은 611단계에서 특정 기지국의 PN 중심으로 하는 탐색창의 각 PN위상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가 수신되는지 검출한다.

    
만일, 특정 PN위상에서 상기 기지국의 신호가 검출되면, 상기 이동국은 613단계에서 검출된 신호에 대하여 에너지 값
을 계산하고, 615단계에서 탐색창의 모든 PN 위상에 대해 탐색이 이루어졌는지를 검사한다. 즉, 탐색창의 마지막 PN 
위상에 대한 신호 검출이 완료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모든 PN 위상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을 시 상기 이동국은 6
17단계로 진행하며, 탐색할 PN 위상이 남아 있을 시 상기 이동국은 다음 PN 위상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해 상기 611
단계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이동국은 617단계에서 검출된 PN위상을 저장하고, 619단계에서 이전 검출된 PN위상으로
부터 PN위상 변화가 있는지 검사한다. 이때 상기 PN위상 변화가 있을 시 상기 이동국은 621단계에서 이전 검출 시간
과 현재시간을 차를 구해 PN위상 변화에 소요된 시간(이하 변화시간이라 칭함)을 저장한다. 이과정에서, 현재 검출된 
PN위상과 상기 검출시간(현재시간)을 저장하게 된다.
    

이후 상기 이동국은 623단계에서 상기 검출된 PN위상이 이전 검출된 PN위상보다 큰지를 검사한다. 즉, 상기 도 5와 
같은 탐색창에서 이전 검출된 PN위상을 기준으로 현재 검출된 PN위상이 오른쪽에 있는지 검사한다. 이때 상기 검출된 
PN위상이 이전 검출된 PN위상보다 클 경우 상기 이동국은 625단계로 진행하고, 작을 경우 63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이동국은 상기 625단계에서 상기 변화시간이 설정값 이상인지 검사한다. 이때 상기 변화시간이 상기 설정값 이상
일 경우 상기 이동국은 62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탐색창에 해당하는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상기 이동국이 느리게 이동
하고 있음을 세팅하고, 629단계에서 핸드오프 종료 임계치를 감소시킨후 종료한다. 상기와 같이 핸드오프 종료 임계치
가 감소될 경우 핸드오프는 보다 느린 시점에서 수행된다.

상기 변화시간이 상기 설정값 미만일 경우 상기 이동국은 63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탐색창에 해당하는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상기 이동국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세팅하고, 633단계에서 핸드오프 종료 임계치를 증가시킨후 종료한다. 상
기와 같이 핸드오프 종료 임계치가 증가될 경우 핸드오프는 보다 빠른 시점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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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변화된 PN위상이 이전보다 작을 경우 상기 이동국은 상기 635단계에서 상기 변화시간이 설정값 이상인지 
검사한다. 이때 상기 변화시간이 상기 설정값 이상일 경우 상기 이동국은 64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탐색창에 해당하는 
기지국을 향해 상기 이동국이 느리게 이동하고 있음을 세팅하고, 643단계에서 핸드오프 시작 임계치를 증가시킨후 종
료한다. 상기와 같이 핸드오프 시작 임계치가 증가될 경우 핸드오프는 보다 느린 시점에서 수행된다.

한편 상기 변화시간이 상기 설정값 미만일 경우 상기 이동국은 63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탐색창에 해당하는 기지국을 
향해 상기 이동국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세팅하고, 639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시작 임계치를 감소시킨후 종료한
다. 상기와 같이 핸드오프 시작 임계치가 감소될 경우 핸드오프는 보다 빠른 시점에서 수행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핸드오프 종료 임계치와 상기 핸드오프 시작 임계치는 핸드오프 수행시점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 예를 들어, 이동국이 서비스 기지국의 파일롯신호를 감시하고, 상기 핸드오프 종료 임계치가 감소되면 이동
국은 보다 느린 시점에서 상기 서비스 기지국으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한편, 상기 핸드오프 종료 임계치가 증가되면 
이동국은 보다 빠른 시점에서 상기 서비스 기지국으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만일, 이동국이 인접 기지국의 파일롯신호
를 감시하고, 상기 핸드오프 시작 임계치가 감소되면 이동국은 보다 빠른 시점에서 서비스 기지국으로 핸드오프를 요구
한다. 한편, 상기 핸드오프 시작 임계치가 증가되면 이동국은 보다 느린 시점에서 서비스 기지국으로 핸드오프를 요구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동국의 이동방향 및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핸드오프 시점을 적응적으로 제어한다.
    

한편, 이동국이 셀 경계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 인접 두 기지국들의 파일롯 PN위상은 아주 느리게 증가된다. 즉, 서비
스 기지국의 파일롯에 대한 핸드오프 종료 임계치는 낮아지고, 인접 기지국의 파일롯에 대한 핸드오프 시작 임계치는 
증가되므로 핸드오프는 수행되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수행시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 뿐만 아니라, 이동국의 이동
방향 및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핸드오프를 수행함으로 보다 적절한 시점에서 핸드오프를 수행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빠르게 이동하는 이동국에 대해서는 빠른 핸드오프를 수행하고, 느리거나 셀 주위에 움직이는 이동국에 대해서는 늦은 
시점에서 핸드오프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않게 하여 불필요한 핸드오프를 줄이고, 그로인한 단말기의 성능향상 
및 시스템의 부하 감소를 기대할수 있다. 특히, CDMA 시스템의 하드 핸드오프(hard handoff) 지역에 적용하여 하드 
핸드오프로 인한 성능저하를 극복하는데 이용될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 탐색창의 범위 내의 모든 PN 위상들에 대해 에너지를 계산하여 검출된 PN위상을 제어기로 보고하는 탐색기와,

상기 검출된 PN위상과 이전 검출된 PN위상을 가지고 이동국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이동국
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에 따라 핸드오프 결정에 사용되는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의 임계치를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제어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탐색창은,

서비스 기지국과 동기된 기준 시간에 인접 기지국의 PN 위상 오프셋만큼의 마스크를 씌운 탐색창 인덱스를 중심 인덱
스로 하여 형성된 탐색창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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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속도는 상기 PN위상 변화량으로부터 산출되어지는 이동거리와 상기 PN위상 변화에 소요된 변화시간으로부
터 산출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검출된 PN위상이 상기 이전 검출된 PN위상보다 크고, 상기 PN위상 변화에 소요된 시간이 설정값보다 작을 경우, 
이동국이 특정 기지국으로부터 느리게 이동중임을 판단하고, 핸드오프 종료에 사용되는 상기 특정 기지국의 파일롯 수
신세기 임계치를 감소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검출된 PN위상이 상기 이전 검출된 PN위상보다 크고, 상기 PN위상 변화에 소요된 시간이 설정값보다 클 경우, 
이동국이 특정 기지국으로부터 빠르게 이동중임을 판단하고, 핸드오프 종료에 사용되는 상기 특정 기지국의 파일롯 수
신세기 임계치를 증가시킴으로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검출된 PN위상이 상기 이전 검출된 PN위상보다 작고, 상기 PN위상 변화에 소요된 시간이 설정값보다 작을 경우, 
이동국이 특정 기지국을 향해 빠르게 이동중임을 판단하고, 핸드오프 시작에 사용되는 상기 특정 기지국의 파일롯 수신
세기 임계치를 감소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프 수행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검출된 PN위상이 이전 검출된 PN위상보다 작고, 상기 PN위상 변화에 소요된 시간이 설정값보다 클 경우, 이동국
이 특정 기지국을 항해 느리에 이동중임을 판단하고, 핸드오프 시작에 사용되는 상기 특정 기지국의 파일롯 수신세기 
임계치를 증가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장치.

청구항 8.

소정 탐색창의 범위 내의 모든 PN 위상들에 대해 에너지를 계산하여 PN위상을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검출된 PN위상과 이전 검출된 PN위상을 가지고 이동국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이동국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에 따라 핸드오프 결정에 사용되는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의 임계치를 적
응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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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탐색창은,

서비스 기지국과 동기된 기준 시간에 인접 기지국의 PN 위상 오프셋만큼의 마스크를 씌운 탐색창 인덱스를 중심 인덱
스로 하여 형성된 탐색창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속도는 상기 PN위상 변화량으로부터 산출되어지는 이동거리와 상기 PN위상 변화에 소요된 변화시간으로부
터 산출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과정은,

상기 검출된 PN위상이 상기 이전 검출된 PN위상보다 크고, 상기 PN위상 변화에 소요된 시간이 설정값보다 작을 경우, 
이동국이 특정 기지국으로부터 느리게 이동중임을 판단하고, 핸드오프 종료에 사용되는 상기 특정 기지국의 파일롯 수
신세기 임계치를 감소시키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과정은,

상기 검출된 PN위상이 상기 이전 검출된 PN위상보다 크고, 상기 PN위상 변화에 소요된 시간이 설정값보다 클 경우, 
이동국이 특정 기지국으로부터 빠르게 이동중임을 판단하고, 핸드오프 종료에 사용되는 상기 특정 기지국의 파일롯 수
신세기 임계치를 증가시키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과정은,

상기 검출된 PN위상이 상기 이전 검출된 PN위상보다 작고, 상기 PN위상 변화에 소요된 시간이 설정값보다 작을 경우, 
이동국이 특정 기지국을 향해 빠르게 이동중임을 판단하고, 핸드오프 시작에 사용되는 상기 특정 기지국의 파일롯 수신
세기 임계치를 감소시키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프 수행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결정과정은,

상기 검출된 PN위상이 이전 검출된 PN위상보다 작고, 상기 PN위상 변화에 소요된 시간이 설정값보다 클 경우, 이동국
이 특정 기지국을 항해 느리에 이동중임을 판단하고, 핸드오프 시작에 사용되는 상기 특정 기지국의 파일롯 수신세기 
임계치를 증가시키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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