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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호출 승인 및 호출 정체 제어와 같은) 전기 통신 네트워크 결정 실행은 입력으로서 호출이 설정되는 셀
의 정보 뿐만 아니라 호출이 설정되는 셀에 인접한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도 이용한다. 인접 셀로부터
의 셀 상태 정보는 인접 셀이 다른 교환국 예컨대, 다른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에 의해 제어되는 상
황에서도 얻어진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결정 실행에 의해 이용되는 셀 상태 정보는 셀의 적어도 다중 접
속부를 통해 취해지는 측정 데이터를 포함하고, 그 하나의 예는 무선 간섭 정보이다. 네트워크 결정 실행 
시에 이용되는 셀 상태 정보는 공통 채널 신호를 사용하여 교환국 사이(예컨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 사이)에서 송신된다.

대표도

도2

색인어

이동 전화 교환국,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RNC 제어 유닛,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유닛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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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이 특허 출원은 동일자로 출원된 Wallentin의 「Telecommunications Inter-Exchange Congestion Control
」이란 명칭의 미국 특허 출원 SN 08/  ,  (대리인 참조 번호: 2380-45) 및 동일자로 출원된 「System 
and Method used in a Mobile Telecommunications Network for Load Balancing Ongoing Calls between 
Different Base Station」이란 명칭의 미국 특허 출원 SN 08/  ,  (대리인 참조 번호: 346480-404 USPT)
에 관련되고, 이들은 모두 참고로 본 명세서에 통합되어 있다.

본 발명은 셀룰러 전기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 전기 통신 시스템의 교환국 사이의 측정 정보의 
전송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 전기 통신에서, 이동 전화와 같은 이동국(MS)은 무선 채널을 통해 기지국과 통신한다. 각 기지국은 
일반적으로 셀로서 공지되어 있는 특정 지리적 영역에 대해 선택된 무선 채널을 통해 신호를 송신 및 수
신한다. 셀은 종종 여러 개의 섹터로 세분화된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기지국이 교환국 또는 무선 네트워
크 제어기 노드(RNC)로서 또한 공지되어 있는 기지국 제어기 노드에 접속된다. 하나 이상의 RNC는 차례로 
이동 전화 교환국(MSC)에 접속되거나 포함된다. 이동 전화 교환국은 일반적으로 예컨대, 관문(gateway)을 
통해 공중 교환 전화망과 같은 다른 전기 통신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과 같은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
속된다.

도 1은 이동 전화 교환국(MSC)(241, 242)에 각각 접속되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1, 222)를 포함하

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20)를  도시한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1 )는 기지국(BS)(261,1 , 

261,2 , 261,3 )에 접속되고,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 )는 기지국(BS)(262,1 , 262,2 , 262,3 )에 접속된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는 RNC간 전송 링크(32)에 의해 접속된다.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이동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 및 특정 이동국 사이에 송신되는 정보는 
동일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이동국에 대한 정보와 구별하기 위해 수학적인 코드(확산 코드
와 같은)에 의해 변조된다. 따라서, CDMA에서, 개별 무선 링크는 코드에 기초하여 판별된다. CDMA의 여러 
양태는 Garg, Vijay K. 등의 문서(Applications of CDMA in Wireless/Personal Communications, Prentice 
Hall(1997))에서 나타내고 있다.

또한, CDMA 이동 통신에서, 일반적으로 적절한 확산을 갖는 동일한 기저 대역 신호가 통화 가능 구역을 
중첩하고 있는 여러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된다. 그러므로, 이동 단말기는 동시에 여러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 및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무선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이동국은 동시에 여러 기
지국에 대해 무선 채널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컨대, 이동국이 최상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필
요한 경우, 무선 간섭을 낮게 및 용량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 향하는 신
호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CDMA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동국에 의한 다중 기지국으로/으로부
터의 이러한 무선 채널의 이용은 「소프트 핸드오버(soft handover)」 또는 「매크로 다이버시티(macro 
diversity)」라고 칭해진다.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순간에,  상기  요약된  이유로,  이동국(MS)은  2개의  기지국  특히, 기지국(261,2 , 

261,3)과 무선 통신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라인(281,2, 281,3)은 각각 통신 경로를 나타낸다. 특히, 라

인(281,2)은 이동국(MS)으로부터 기지국(BS)(261,2)으로의 무선 채널 및 기지국(BS)(261,2)으로부터 무선 네

트워크 제어기(RNC)(221)로의 육상 라인 링크 채널을 모두 도시하고, 라인(281,3)은 이동국(MS)으로부터 기

지국(BS)(261,3)으로의 무선 채널 및 기지국(BS)(261,2)으로부터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1)로의 육상 

라인 링크 채널을 모두 도시한다. 양 라인(281,2, 281,3)의 경우에, 육상 라인 링크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

기(RNC)(221)의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유닛(DHU)(301)에 접속된다.

따라서,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동국(MS)과의 이동 접속은 잠재적으로 여러 레그(leg)를 이
용하고, 각 레그는 도 1의 이동국(MS)의 경우에 라인(281,2, 281,3)에 의해 표시된다. 이동국(MS) 및 임의

의 다른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인 접속이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유닛(DHU)(301)은 

이동국에 의해 이용되는 상이한 레그를 결합 및 분할하는데 모두 작용한다. 분할은 이동국을 향해 지향되
는 정보가 복수의 병렬 레그를 따라서 상이한 기지국으로 지향되는 의미로 발생한다. 기지국으로부터 수
신되는 정보는 실제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유닛(DHU)(301)이 결합 기능을 서비스하는 의미로 여러 레그를 

통해 (예컨대, 여러 기지국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유닛에 의해 시행되는 동작은 
예컨대,  참고로 본 명세서에 통합되어 있는 1997년 11월 26에 출원되어 공동 계류 중인 「MULTISTAGE 
DIVERSITY HANDLING FOR CDMA MOBILE TELECOMMUNICATIONS」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출원 제08/979,866호를 
참조하면 이해된다.

도 1은 라인(281,2, 281,3)으로 표시된 접속의 상이한 레그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1)에 모두 접속

되는 기지국(BS)용인 간단한 예를 도시한다. 그러나, 이동국(MS)이 다른 기지국으로부터 예컨대, 기지국
(BS)(262,1 )과 같은 다른 기지국에 의해 조종되는 셀로 또는 그 가까이로의 신호를 픽업하기에 충분하게 

이동할지라도, 예를 들어, 더욱 복잡한 상황이 도 1a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발생한다.

도 1a에 도시되어 있는 상황은 상이한 RNC에 의해 차례로 제어되는 기지국에 의해 제어되는 셀의 그룹 사
이에 경계(border)(31)의 개념을 도입한다. 도 1a에서, 이동국(MS)은 라인(281,3)으로 표시된 레그를 통해

서 뿐만 아니라 라인(282,1)으로 표시된 레그에 의해서도 통신한다. 라인(282,1)으로 표시된 레그는 이동국

(MS) 및 기지국(BS)(262,1) 사이에 무선 링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RNC간 전송 링크(32)를 통해 이동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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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관한 정보가 반송된다.

따라서, 도 1a에 도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동국(MS)을 포함하는 이동 접속은 상이한 무선 네트워크 제
어기(RNC)에 속하는 기지국을 이용한다. 그러한 상황은 상이한 유형의 핸드오버, 즉 RNC간 소프트 핸드오
버를 수반한다. RNC간 소프트 핸드오버는 2개 또는 여러 개의 RNC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도 1a에 도시되
어 있는 특수 상황에서, RNC간 소프트 핸드오버는 소스 RNC로 또한 공지되어 있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221) 및 목표 RNC로 또한 공지되어 있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무

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1)는 이동 무선 접속을 현재 제어하고 있으므로, 소스 RNC이다. 목표 RNC는 이

동 무선 접속에 의해 이용되는 기지국을 갖도록 결정하거나 결정된 소스 RNC와 다른 RNC이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1, 222)를 접속하는 RNC간 전송 링크(32)는 예컨대, RNC간 소프트 핸드오버

를 용이하게 한다. RNC간 전송 링크(32)는 소스 RNC(221) 및 목표 RNC(222) 사이에서 제어 및 데이터 신호

의 전송을 위해 이용되고, 예컨대, 국제 출원 번호 PCT/US94/12419호(국제 공개 번호 제95/15665호)에 기
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논리 링크 또는 직접 링크 중 하나일 수 있다.

국제 출원 번호 PCT/FI94/00038호(국제 공개 번호 WO95/20865호)는 2개의 RNC에 접속되는 경계 기지국을 
포함한다. 이동국이 적어도 하나의 경계 기지국에 접속되지만, 소스 RNC에 의해 소유되는 기지국이 아닐 
때, RNC간 핸드오버가 발생할 수 있다.

GSM 권고안 09.02 GSM용 「이동 통신 운용부(MAP)」; AMPS/D-AMPS/IS-95용 IS41; 또는 PDC용 INHAP와 같
은 특정된 교환국간 핸드오버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IS-41 명세에는, 예를 들어, 교환국간 전송이 특정 
채널 상의 호출 관련 신호 품질 측정에 대해 특정되어 있다. 신호 품질 측정은 제2 교환국으로부터 제어
되는 기지국에 이루어져, 이동국에 대한 호출이 제어되는 제1 교환국으로 전송된다. 이러한 측정은 특정 
이동국에 대해서만 실행되고, 제2 교환국으로부터 특정 이동국에 대한 가능한 핸드오버 셀 후보의 리스트
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국제 출원 번호 PCT/US94/12419호(국제 공개 번호 WO95/15665
호)를 참조하라.

일부 전기 통신 네트워크에서, RAN은 자원의 현재 사용량을 또한 모니터한다. 그러한 모니터링과 관련하
여, RAN은 접속을 재구성할 수 있다(예컨대, 접속에 의해 자원의 허용된 사용량을 변화, 접속을 큐우, 접
속을 종결, 또는 접속을 이동시킬 수 있다).

소프트 핸드오버, RNC간 핸드오버 및 접속 구성은 기존의 접속(예컨대, 기존의 호출)에 관련한다. 더욱 
기본적인 문제점은 호출이 이동국으로 또는 이동국으로부터 설정될 때 발생한다.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점
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가 호출을 승인 또는 거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호출의 거부 원인은 호
출을 서비스하는 시스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승인/거부 결정을 행하는 RAN내의 기능
은 통상적으로 승인 제어라고 칭해진다. 승인 제어는 다양한 베어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 통신 시스템
의 발생시에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접속 재구성은 승인 제어의 기본적인 문제점에 어드레스하지 않는다. 오히려, 접속 재구성은 잘
못된 승인 제어 결정에 대해 또는 예측될 수 없는 다른 인자(예컨대, 이동국에 의한 오동작, 네트워크내
의 고장, 또는 다른 외란과 같은)에 대해 계속적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접속 재구성은 또한 정체 제어라
고 칭해진다.

호출 승인 및 정체 제어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호출이 설정될 기지국에 의해 실행되는 총 전력(예컨대, 
간섭) 결정에 기초한다. 총 전력 결정은 기지국이 현재 통신하고 있는 모든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전
력의  합산을  포함한다.  수신된  전력이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호출은  승인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호출은 거부된다.

종래 기술의 승인 제어 절차는 교환국 경계를 가로질러 위치되는 셀에서 수신되는 전력의 측정치를 고려
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CDMA와 같은 일부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누구나 누군가를 방해한다. 예를 들어, 
주파수가 대부분의 셀에서 재사용되는 CDMA에서, 호출은 이동국이 현재 위치되어 있는 셀에서 뿐만 아니
라 인접 셀에서의 무선 간섭을 야기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 및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간섭을 더욱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호출 승인 기술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호출 승인 및 호출 정체 제어와 같은) 전기 통신 네트워크 결정 실행은 입력으로서 호출이 설정되는 셀
내의 정보 뿐만 아니라 호출이 설정되는 셀에 인접한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를 이용한다. 인접 셀로부
터의 셀 상태 정보는 인접 셀이 다른 교환국 예컨대, 다른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에 의해 제어되는 
상황에서도 얻어진다.

셀 상태 정보는 셀에서 예컨대, 셀 전체에서 발생하는 다중 접속 현상에 관한 값 또는 다른 표시이고, 임
의의 하나의 접속에 특정되지 않는다. 예시되어 있는 실시예에서, 결정 실행에 의해 이용되는 셀 상태 정
보는 측정된 데이터이고, 하나의 예는 무선 간섭 정보이다. 이 예에서, 결정 실행 프로세스는 호출이 설
정되는 셀내의 무선 간섭 정보 뿐만 아니라 (인접 셀이 다른 교환국에 의해 제어되는 상황에서도) 호출이 
설정되는 셀에 인접하는 셀내의 무선 간섭 정보도 고려하지 않는다.

네트워크 결정을 행할 때 이용되는 셀 상태 정보는 공통 채널 신호를 사용하여 교환국(예컨대, 무선 네트
워크 제어기[RNC]) 사이에 송신된다.

본 발명의 전술한 및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여러 도면을 통해 동일한 부분에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붙
인 첨부하는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의 이하의 더욱 특정하는 설명으로부터 명
백해질 것이다. 도면은 일정한 비율로 확대, 강조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
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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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1a는 소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및 목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에 관련된 이동 접속의 종래 
기술의 관리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호출 승인 기술을 나타내는 예시적인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모드에 따라서 동작하는 예시적인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작하는 예시적인 기지국(BS)의 개략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RNC간 측정치 메시지의 준비, 송신 및 이용에 포함되는 기본 단계를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RNC 간섭 메시지에 대한 예시적인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호출 승인 기술의 하나의 모드에 포함되는 기본 단계를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도 8은 본 발명의 정체 제어 기술의 하나의 모드에 포함되는 기본 단계를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셀 간섭 테이블에 대한 예시적인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이하의 설명에서는,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
해, 특정 구조, 인터페이스, 기술 등과 같은 특정 상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들 특정 
상세에서 벗어나는 다른 실시예에서 실시될 수 있음이 당업자에게는 명백하다. 다른 예에서는, 잘 공지되
어 있는 장치, 회로 및 방법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설명을 불필요한 상세에 의해 불명료하게 되지 
않도록 생략된다.

본 발명은 입력으로서 호출이 설정되는 셀내의 정보 뿐만 아니라 호출이 설정되는 셀에 인접한 셀로부터
의 셀 상태 정보를 또한 이용하는 효율적인 전기 통신 네트워크 결정 실행을 제공한다. 인접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는 인접 셀이 다른 교환국 예컨대, 다른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에 의해 제어되는 상황에
서도 얻어진다.

셀 상태 정보는 셀에서 예컨대, 셀 전체에서 발생하는 다중 접속 현상에 관한 값 또는 다른 표시이고, 임
의의 하나의 접속에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셀 상태 정보는 예컨대, 특정 접속을 위해 무선 자원을 요
구하는 소프트 핸드오버를 위해 이용되는 채널 또는 접속 특정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되는 네트워크 결정 실행의 예는 호출 승인 및 정체 제어를 포함한다. 예시되어 있는 
실시예에서, 결정 실행에 의해 이용되는 셀 상태 정보는 측정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하나의 예는 무선 간
섭 정보이다. 이 예에서, 결정을 행하는 프로세스는 호출이 설정되는 셀내의 무선 간섭 정보 뿐만 아니라 
(인접 셀이 다른 교환국에 의해 제어되는 상황에서도) 호출이 설정되는 셀에 인접하는 셀내의 무선 간섭 
정보도 고려하지 않는다. 본 예의 결정 실행 및 기술은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예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하
여 논급된다.

도  2는  이동  전화 교환국(MSC)(2241 , 2242 )에  각각  접속되는  교환국  또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2221 , 2222 )를  포함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220)를  도시한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2221 )는 링크(2251,1 , 2251,2 , 2251,3 )를 통해 기지국(BS)(2261,1 , 2261,2 , 2261,3 )에 접속된다. 기지국

(BS)(2261,1 , 2261,2 , 2261,3 )은  각각의 셀(2271,1 , 2271,2 , 2271,3 )에  서비스한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2222)는 유사하게 링크(2252,1, 2252,2, 2252,3)를 통해 기지국(BS)(2262,1, 2262,2, 2262,3)에 접속된다. 

기지국(BS)(2262,1 , 2262,2 , 2262,3 )은 각각의 셀(2272,1 , 2272,2 , 2272,3 )에 서비스한다. 교환국 경계(231)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 )에  의해  제어되는  기지국에  의해  서비스되는  제1  그룹의  셀(즉, 셀

(2271,1, 2271,2, 2271,3)) 및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에 의해 제어되는 기지국에 의해 서비스되는 

제2 그룹의 셀(즉, 셀(2272,1 , 2272,2 , 2272,3 ))을 분리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2221 및 2222)는 RNC간 전송 링크(232)에 의해 접속된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 및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는 다수의 기지국에 대한 무선 네트

워크 제어 기능을 호스트하는 임의의 유형의 교환국일 수 있다. 따라서, 부가적인 RNC간 전송 링크(232)
가 도시되어 있다. RNC간 전송 링크(232)는 직접 링크 또는고정 전화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갖는 MSC와 같
은 다른 교환국을 통해 진행하는 링크일 수 있다.

예시적인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는 스위치(240)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RNC 
제어 유닛(242)에 의해 제어되는 스위치(240)는 일부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유닛(DHU)(230)에 접속되고 
나머지가 여러 인터페이스에 접속되는 복수의 포트를 갖는다.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유닛(DHU)(230)은 타
이밍 유닛(241)에 접속된다. RNC 제어 유닛(242)은 RNC(222)의 각 구성 요소에 접속된다. RNC(222)는 신
호 인터페이스(243)를 통해 신호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신호 인터페이스(243)는 RNC 제어 유닛(242)에 접
속된다. 스위치(240)의 포트에 접속되는 인터페이스는 MSC 인터페이스 유닛(244), RNC 인터페이스 유닛
(246) 및 기지국 인터페이스 유닛(248)을 포함한다. MSC 인터페이스 유닛(244)은 적절한 이동 전화 교환
국(224)에 접속된다. RNC 인터페이스 유닛(246)은 RNC간 전송 링크(232)에 접속된다. 기지국 인터페이스 
유닛(248)은 RNC(222)에 의해 서비스되는 기지국(BS)의 세트에 접속된다.

예시적인 기지국(BS)(226)은 스위치(260)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기지국 제어 유닛
(262)에 의해 제어되는 스위치(260)는 복수의 포트를 갖는다. 스위치(260)의 적어도 하나 및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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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포트는 각각의 송수신기(Tx/Rx)  보드(264)에 접속된다. 송수신기(Tx/Rx)  보드(264)는 기지국
(BS)(226)에 의해 서비스되는 셀내에 위치되는 안테나에 접속된다. 제어 유닛(262)은 또한 단말기 보드
(266)인 스위치(260)의 포트에 그대로 접속된다. 단말기 보드(266)를 통해 기지국(BS)(226)은 자신의 무
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와, 즉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의 적절한 기지국 인터페이스 유닛
(248)(도 3 참조) 및 단말기 보드(266) 사이에 접속되는 링크(255)와 통신한다.

도 4의 예에서, 4개의 송수신기 보드(Tx/Rx)(2641 내지 2644)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들 보드는 각각의 안

테나(2741 내지 2744)와 각각 결합된다. 안테나(2741 내지 2744)는 각각 셀(290)의 섹터(2841 내지 2844)에 

서비스한다. 섹터의 수 및 송수신기 보드(Tx/Rx)(264)의 수는 본 발명에 임계적이지 않으며, 또한 셀의 
부채꼴 분할(sectorization)이 필수적이지도 않다. 일반적으로, 기지국은 3∼6개의 섹터 및 1∼3개의 주
파수(기지국에 의해 서비스되는 호출 용량에 의존하는)를 갖지만, 본 발명은 셀 부채꼴 분할 또는 다중 
주파수의 사용에 제한되지 않는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의 특정 실시예가 도 3에 도시되어 있고,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기지국
(BS)(224)은 ATM 기준 노드이다. 이에 관해서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의 스위치(240) 및 기지
국(BS)(224)의 스위치(260)가 모두 예시된 실시예에서, ATM 셀이 자신를 통해 지향되는 ATM 스위치이다. 
본 발명은 예시적인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 및 도시되어 있는 기지국(BS)(224)의 특정 구조로 
제한되지 않으며, 또한 ATM의 사용에도 제한되지 않지만, 다른 구조 및 데이터 전송 기술이 본 발명의 범
위 및 사상 내에서 이용될 수 있다.

호출이 설정되는 셀에 인접한 셀내의 무선 간섭을 고려하는 본 발명의 포괄적인 호출 승인 기술은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기본 단계를 갖는다. 도 5의 플로우차트는 도 2의 네트워크 토폴로지(topology)에 관하여 
설명된 예시적인 시나리오에 관한 것이다.

단계 5-1은 송수신기 보드(Tx/Rx)(264)가 무선 통신하고 있는 여러 이동국으로부터 (모든 접속을 통해) 
수신되는 총 전력을 (각 주파수에 대하여) 측정하는 기지국(BS)(2262,1 )의 송수신기 보드(Tx/Rx)(264)를 

도시한다. 각 주파수에 대하여, 각 송수신기 보드(Tx/Rx)(264)는 도 5에서 화살표 5-2로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전력 수신 메시지를 자신의 BS 제어 유닛(262)으로 송출한다. 화살표 5-2로 표시
되어 있는 전력 수신 메시지는 무선 주파수에 대하여 수신된 전력의 측정치의 표시 및 보고되는 무선 주
파수의 식별을 포함한다. 단계 5-3에서, BS 제어 유닛(262)은 정규 간격에서 이 간격동안 수신된 전력(예
컨대, 간섭)의 평균값의 계산을 실행한다. 수신된 간섭은 기지국(BS)(2262,1)에 의해 검출될 충분히 강한 

송신에 의해 모든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된 전력 예컨대, 기지국(BS)(2262,1)에서 수신된 전력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셀 전체에 대해 평균 총 수신 전력은 BS 제어 유닛(262)에 의해 계산된 것과 같다. 평균 총 수
신 전력은 셀 상태 정보의 하나의 예이다. 셀 상태 정보의 다른 예는 셀 상태(업/다운) 및 주파수당 기지
국으로부터 송신된 전력을 포함할 수 있다.

각 간격의 종료시에, 단계 5-3에서 얻어진 평균 간섭값의 측정치가 기지국(BS)(2262,1 )의 BS  제어 유닛

(262)으로부터 링크(2252,1)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로 송출된다. 도 2 및 도 5의 화살표 

5-4는 기지국(BS)(2262,1)으로부터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로 송출되는 BS 평균 간섭 메시지의 송

신을  도시한다.  BS  평균  간섭  메시지는  예컨대,  각  섹터에  대한  총  수신  전력  및  주파수의  값을 
포함한다. BS 평균 간섭 메시지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를 통해 자신의 RNC 제어 유닛(242)로 

경로 설정된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의 RNC 제어 유닛(242)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에 의해 제어

되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여러 개의 기지국(BS)으로부터 BS 평균 간섭 메시지를 수신한다. 전술한 바와 같
이, 기지국(2262,1)은 단계 5-4로 도시되어 있는 BS 평균 간섭 메시지를 송출한다. 도 2에 관련하여,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는 기지국(2262,3)으로부터 단계 5-4'로 도시되어 있는 다른 BS 평

균 간섭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기지국(2262,3)으로부터의 BS 평균 간섭 메시지(단계 5-4')는 결합되는 

접속에 대하여 기지국(2262,3)에 의해 행해지는 유사한 유형의 측정치를 물론 포함한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가 잠재적인 복수의 기지국으로부터 BS 평균 간섭 메시지(예컨대, 단계 5-4 및 단계 
5-4')를  수신할  때,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 )의  RNC  제어  유닛(242)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2222)에 의해 제어되는 셀에 인접한 셀을 갖는 다른 RNC의 각각에 송신하기 위한 특이 RNC 간섭 메

시지를 준비한다.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는 자신의 셀(2272,1, 2272,3)이 무선 네트워

크 제어기(RNC)(2221)에 속하는 셀과의 경계(231)를 따라서 위치하는 것을 안다. 따라서, 도 5의 단계 5-5

로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에 송

신하기 위한 RNC 간섭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러한 RNC 간섭 메시지는 기지국(2262,1)(셀(2272,1)내에 위치

되는) 및 기지국(2262,3)(셀(2272,3)내에 위치되는)으로부터의 간섭값을 포함한다. 유사한 RNC 간섭 메시지

가 다른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로 송신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에 의해 준비

되며, 셀에 서비스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측정치를 갖는 그러한 유사한 메시지는 그러한 다른 무선 네트
워크 제어기(RNC)(222)에 의해 서비스되는 셀과의 경계를 따라서 위치한다.

RNC 간섭 메시지의 예시적인 포맷은 도 6의 메시지(600)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될 수 있다. RNC 간
섭 메시지(600)는 N*2+2 옥텟(octet)의 데이터를 갖는다. 제1 옥텟은 메시지 유형의 표시를 갖는다, 즉 
이러한 메시지는 RNC간 링크(232)를 통해 송신되는 다른 유형의 메시지와 다른 RNC 간섭 메시지이다. 제2 
옥텟의 RNC 간섭 메시지(600)는 간섭값이 이 RNC 간섭 메시지(600)에서 보고되는 송출 RNC(예컨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내의 인접 셀의 수를 나타내는 값 N을 포함한다. 이러한 값 N은 전술한 관계

에 따라서 RNC 간섭 메시지(600)의 길이를 결정한다. RNC 간섭 메시지(600)내의 나머지 옥텟은 셀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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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각 쌍의 제1 옥텟 및 각각의 셀에 대한 간섭값을 제공하는 각 쌍의 제2 옥텟을 갖는 쌍으로 
이루어진다. 도 2 및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시나리오(여기에서 호출 설정 요구가 셀(2271,3)로부터 이루어

진다)에서, 예를 들어, RNC 간섭 메시지(600)의 제3 옥텟은 셀(2272,1)에 대한 식별자를 갖고, 제4 옥텟은 

셀(2272,1)에 대한 간섭값을 가지며, 제5 옥텟은 셀(2272,3)에 대한 식별자를 갖고, 제6 옥텟은 셀(2272,1)

에 대한 간섭값을 갖는다. 보고 RNC로부터의 RNC 간섭 메시지는 보고 RNC가 소유하고 각각의 RNC에 의해 
제어되는 영역 사이의 경계(231)에 인접한 N개의 셀의 각각에 대해 한 쌍의 옥텟을 갖는다.

RNC 간섭 메시지의 송신은 여러 기술 중의 어느 하나에 의해 트리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의 화살
표 5-6a로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RNC 간섭 메시지의 송신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에 의해 

유지되는  타이머에  의해  주기적으로  트리거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2222)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로부터의 요구(화살표 5-6a로 표시됨)에 응답하여 RNC 간

섭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일단 트리거되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로부터 무선 네트워크 제

어기(RNC)(2221)로의 RNC 간섭 메시지의 송신은 도 5의 화살표 5-7로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발생한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의 예시적인 구조에서, 무선 네
트워크 제어기(RNC)(2222)의 RNC 제어 유닛(242)으로부터의 RNC 간섭 메시지는 RNC간 전송 링크(232)에 인

가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의 RNC 인터페이스(246)에 스위치(240)를 통해 경로 설정된

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에서, RNC 간섭 메시지는 자신의 RNC 인터페이스(246)에서 수신되고, 

자신의 스위치(240)를 통해 자신의 RNC 제어 유닛(242)으로 경로 설정된다.

도 5의 단계 5-8로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로부터 얻어진 RNC 간섭 메시지에서 수신된 측정치를 사용하여 자신이 유

지하는 셀 간섭 테이블(900)을 갱신한다. 셀 간섭 테이블(900)은 한 쌍의 엔트리를 각각 갖는 M개의 기록
을 갖는다. 각 기록의 제1 엔트리는 셀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각 기록의 제2 엔트리는 동일
한 기록의 제1 엔트리에서 식별된 관련 셀에 대한 간섭값을 저장한다. 셀 간섭 테이블(900)은 (1) RNC에 
의해 제어되는 기지국을 갖는 각 셀 뿐만 아니라 (2) RNC에 의해 제어되는 기지국을 갖는 셀에 인접하는 
셀에 대한 기록을 갖는다. 그러므로, 도 2의 예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에 저장되는 셀 간

섭 테이블(900)은 각각의 셀(2271,1 내지 2271,3) 뿐만 아니라 셀(2272,1, 2272,3)에 대한 기록을 갖는다.

그러므로, 단계 5-8에서, RNC 간섭 메시지가 단계 5-7에서와 같이 다른 RNC로부터 수신될 때, RNC 간섭 
메시지를 수신하는 RNC는 수신된 RNC 간섭 메시지에 저장된 간섭값 및 셀 식별자를 사용하여 수신 RNC에 
유지되는 셀 간섭 테이블(900)을 갱신한다.

종종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결정 프로세스(단계 5-9로 도시됨)을 실행

해야 한다. 단계 5-9의 결정 프로세스는 예컨대, 호출 승인 결정 또는 호출 정체 결정일 수 있다.

호출 승인 결정에 포함되는 기본 단계는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예로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

1)의 RNC 제어 유닛(242)은 셀(2271,3)내의 이동국에 의해 요구되는 호출 설정에 관한 호출 승인 결정에 포

함되는 것을 다시 가정하고, 이 경우에 인접 셀(2272,1, 2272,3)로부터의 간섭 측정치는 적절하게 된다.

도 7의 호출 승인 기술의 단계 7-1은 접속 설정 요구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에 의해 수신된 

것을 나타낸다. 논급된 예에서는, 접속 설정 요구가 셀(2271,3)내에 위치되는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고 있

다.

단계 7-2에서, 호출을 제어하는 RNC, 즉 도 2의 시나리오에서의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는 임계

치(임계치 1)을 계산한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임계치 1은 셀에 대한 최대 허용 가능 업링크 간섭에서 
(예컨대, 자신의 비트율 및 비트 에러율에 기초하는) 특정 접속에 의해 야기되는 예측 업링크 전력을 감
산한 것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단계 7-3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요구하는 셀(예컨대, 본 예에서

는 셀(2271,3))에 대한 업링크 간섭을 결정하도록 유지하는 셀 간섭 테이블(900)을 참고한다. 이어서, 단

계 7-4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요구하는 셀의 간섭이 임계치 1보

다 적은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요구하는 셀의 간섭이 임계치 1 이상인 경우, 호출 설정 요구가 단계 7-
5로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거부된다. 그러므로, 호출 설정 요구는 호출이 이미 발신된 셀이 초과하는 
간섭을 가지는 경우 거부된다.

간섭이 호출이 발신된 셀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

(242)은 인접 셀(예컨대, 호출이 발신된 셀에 인접한 셀)의 간섭에 관한 간섭 결정을 더 행한다. 이에 대
해서는, 단계 7-6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이 호출이 발신된 셀에 인

접하거나 경계에 있는 셀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도 2를 참조하여 설명된 본 예에 관해서는, 단계 7-6에서 
셀(2271,1 , 2272,1,2272,3 )을 포함하는 리스트가 이러한 셀이 모두 셀(2271,3 )에 인접하기 때문에, 컴파일된

다. 그러한 리스트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에 의한 

지식을 고려하여 쉽게 구성된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단계 7-6에서 리스트된 각각의 셀에 대해 단계 

7-7 내지 7-9를 포함하는 루프를 실행한다. 도 7의 루프는 각 인접 셀에 대해 분리하여 행해진다. 단계 
7-7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다른 임계값 특히, 인접 셀에 대한 임

계치 2를 계산한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임계치 2는 인접 셀에 대한 최대 허용 가능 업링크 간섭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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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자신의 비트율, 비트 에러율 및 인접 셀까지의 거리에 기초하여) 특정 접속에 의해 야기되는 인접 
셀의 예측 업링크 파워를 감산한 것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단계 7-8에서, (각각의 셀에 대해 셀 간섭 테
이블(900)내의 기록의 제2 필드로부터 얻어진) 각각의 셀에 대한 간섭이 임계치 2 미만인지의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검사가 실행된다. 단계 7-8의 검사가 긍정인 경우, 루프의 실행은 단계 7-9에서 최종 인접 
셀(예컨대, 단계 7-6에서 형성된 리스트 상의 최종 셀)이 검사된 것으로 결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리스트 
상의 최종 셀이 검사될 때, 단계 7-10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호

출을 승인하도록, 즉 무선 접속의 설정을 허용하도록 진행한다. 반면에, 단계 7-8에서의 검사가 임의의 
인접 셀에 대해 부정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 단계 7-5에서 접속 설정 요구가 거부된다.

그러므로, 상기 시나리오에서는, 단계 7-8을 포함하는 루프에서, 단계 7-8은 접속이 연속적으로 설정되기 
전에 각 인접 셀에 대해 실행된다. 따라서, (설정 요구가 셀(2271,3)로부터 있는) 도 2의 예에서, 단계 7-

8은 각각의 셀(2271,1, 2272,1, 2272,3)에 대해 실행된다.

단계 5-9의 결정 프로세스에 의해 실행되는 결정의 유형의 다른 예는 정체 제어 결정이다. 정체 제어는 
시스템의 간섭 레벨을 저하시키려고 시도하며, 따라서 시스템을 다시 안정 상태로 되게 한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이동국에 대한 비트율을 저하시킴으로써, 또는 큐우 등으로 이동국에 접속함으로써 
및 시스템이 더 낮은 부하를 가질 때만 이동국이 시스템을 재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달성된다. 결국, 
비트율은 현재의 시스템 부하가 낮은 경우 증가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제1 RNC(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2)와 같은)는 제1 RNC에 의해 관리되는 셀내의 

정체를 제2 RNC(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와 같은)에 통지할 수 있다. 즉, 다른 무선 네트워크 제

어기(RNC)(222)로부터의 RNC 간섭 메시지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에 의해 얻어진 간섭 측정
값은 정체 제어 기능을 트리거하는데 또한 사용될 수 있다. RNC 제어 유닛(242)에 의해 또한 실행되는 정
체 제어 기능은 진행하는 호출의 지속성을 보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호출을 변경하여 간섭을 감
소시킨다. RNC 제어 유닛(242)에 의해 취해지는 동작은 예컨대, 이동국으로부터의 출력 전력을 감소하는 
것(또한 접속 품질을 감소), 가변 비트율 유형의 접속 상의 비트율을 허용 오차 지연만큼 감소하는 것; 
및 호출의 분리일 수 있다.

예시적인 정체 제어 기술에 포함되는 기본 단계는 도 8에 도시되어 있다. 단계 8-1은 인접 셀 k에 대한 
간섭 측정치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에서 수신되는 것을 도시한다. 도 8

의 예시에서, 인접 셀 k는 예컨대, 도 2의 셀(2272,3)일 수 있다. 인접 셀 k에 대한 간섭 측정치는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셀 상태 메시지와 같은 RNC 간섭 메시지에 포함된다. 인접 셀 k에 대한 간섭 측정치의 발
생 및 송신은 예컨대, 도 2 및 도 5와 관련된 전술한 논의를 참조하면 이해된다.

단계 8-2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단계 8-1에서 수신된) 셀 k에 

대해 측정된 간섭값을 임계치 k의 값과 비교한다. 임계치 k의 값은 동작이 인접 셀에서 취해질 때까지 셀 
k에 대한 최대 허용 가능 업링크 간섭에 기초한다. 이 점에서, 인접 셀 k에서의 내부 정체 제어가 셀내의 
접속에 의해 야기되는 업링크 전력을 감소시키도록 시도하였음에 주의하라. 임계치 k의 값은 동작이 취해
지기 전에 상당히 높게 될 가능성이 있다(또는 적어도 간섭이 장시간동안 임계치 k 이상일 것이다).

단계 8-2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셀 k에 대해 측정된 간섭값이 임계치 k의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
계 8-3에 의해 반영되는 바와 같이) 동작은 취해지지 않는다. 반대가 참인 경우(즉, 단계 8-2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셀 k에 대해 측정된 간섭값이 임계치 k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도 8의 나머지 단계가 실행된
다.

단계  8-4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 )의  RNC  제어  유닛(242)은  (단계  8-1에서  수신된  바와 

같은) 셀 k에 대해 측정된 값 및 임계치 k의 값 사이의 차(D)를 결정한다. 환언하면, D = 간섭 - 임계치 
k이다. 이어서, 단계 8-5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인접 셀로서 셀 

k를 갖는 셀내의 (소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에 의해 제어되는) 모든 접속의 리스트를 작성한

다. 도 2의 예시에서, 셀 k를 셀(2272,3 )으로 가정하면, 상기 리스트는 셀(2271,3 )내의 접속을 포함한다. 

단계 8-5의 리스트 작성 후에, 누산된 전력 감소값(APRV)가 단계 8-6에서 초기화된다.

단계 8-5의 리스트 작성 및 단계 8-6의 초기화 후에,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

(242)은 단계 8-7  내지 단계 8-10을 포함하는 루프를 실행한다.  단계 8-7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단계 8-5의 리스트에서) 최고 비트율을 갖는 접속을 선택한다. 이어

서, 단계 8-8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단계 8-7에서 선택된 접속에 

대한 비트율을 감소시킨다. 비트율 감소는 인자 R(예컨대, R=2)만큼이다.

단계 8-9에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의 RNC 제어 유닛(242)은 단계 8-9의 감소(최고 비트율을 

갖는 접속에 대한 비트율 감소)로부터 야기되는 셀 k에서의 업링크 전력 감소(UPR)를 계산한다. 이 UPR값
은 단계 8-10에서 누산된 전력 감소값(APRV)에 가산된다. 누산된 전력 감소값(APRV)이 차(D) 이상인 경우
(단계 8-4 참조), 셀 k내의 정체가 허용 가능 레벨로 되는 시간동안 충분히 감소된다.

누산된 전력 감소값(APRV)이 단계 8-11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이 차(D) 이하로 유지하면, 단계 8-7 내지 
단계 8-10의 루프가 다시 실행되고, 이러한 루프의 후속 실행은 최고 비트율을 갖는 접속으로서 단계 8-7
에서 다른 접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도 8의 단계는, 인접 셀이 정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체의 제어 시에 소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2221)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소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에 의해 제어되지 않지만, 

소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221)에 의해 제어되는 셀에 인접한 각 셀에 대해 실행될 수 있다.

상기에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예시된 실시예에서, RNC 간섭 메시지는 인접 교환국 사이에서(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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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RNC 사이에서) RNC간 전송 링크(232)를 통해 송출된다. 바람직하게는, 그러한 메시지는 공통 채널 
신호를 사용하여 송출된다. 상기 간섭 측정치는 임의의 특정 진행 호출의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으므로, 
인접 교환국 사이에서 임의의 링크를 통해 송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교환국 경계 근처에서 설정되는 호출에 대한 개선된 호출 승인 제어를 가능하게 한
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호출 승인 프로세스는 입력으로서 호출이 설정되는 
셀내의 무선 간섭 정보 뿐만 아니라 호출이 설정되는 셀에 인접한 셀내의 무선 간섭 정보도 이용한다. 본 
발명은 인접 셀이 다른 교환국 예컨대, 다른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에 의해 제어되는 상황에서도, 인
접 셀로부터 무선 간섭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유형의 데이터가 본 발명의 RNC 측정 메시지에 제공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이들 다른 유형의 
데이터의 일부는 기지국에 의해 측정될 수 없지만, 대신에 RNC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RNC 측정 메시지
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RNC에 의해 얻어지는 데이터의 예는 (최대 부하와 예컨대, 백분율로 비교되어 
서비스되는 실제 부하와 같은) RNC 부하이다.

그러므로, 유리하게도, 본 발명은 개선된 호출 승인 제어를 제공한다. 더욱이, 본 발명은 불필요한 교환
국간 핸드오버 시도를 방지하기 쉽다. 교환국 사이의 부하는 교환국의 부하가 상이할 때 RNC간 핸드오버
를 개시함으로써 균일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정체된 셀을 제어하는 RNC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접속에 의해 야기되는 셀내의 정체를 
고려하는 유리한 정체 제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가장 실제적이고 바람직한 실시예로 현재 생각되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개
시된 실시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첨부된 청구의 범위의 사상 및 범위내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수정 
및 등가의 구조를 커버하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결정을 실행하는 교환국을 갖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결정은 입력으로서 다른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셀은  호출이  설정되는  셀에  인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셀은 다른 교환국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는 공통 채널 신호를 사용하여 교환국 사이에서 송신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셀 상태 정보는 측정된 데이터이고, 상기 다른 교환국은 다른 교환국에 의해 제어
되는 복수의 셀에 대한 측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
크.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교환국은 다른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를 갖는 메시지를 송출하고, 상기 메
시지의 송신은 다른 교환국의 선두에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교환국은 다른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를 갖는 메시지를 송출하고, 상기 메
시지의 송신은 네트워크 결정을 행하는 교환국으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셀 상태 정보는 다른 셀내의 무선 간섭에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셀 상태 정보는 다른 셀내의 무선 간섭에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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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결정은 호출 승인 결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결정은 정체 제어 결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결정은 다른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에 추가하여 호출이 설정되는 셀에 
관한 셀 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4 

네트워크 결정을 실행하는 교환국을 갖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결정은 입력으로서 다른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동작 방
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셀은 호출이 설정되는 셀에 인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
크 동작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셀은 다른 교환국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동작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는 공통 채널 신호를 사용하여 교환국 사이에서 송
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동작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셀 상태 정보는 측정된 데이터이고, 상기 다른 교환국은 다른 교환국에 의해 제어
되는 복수의 셀에 대한 측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
크 동작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교환국은 다른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를 갖는 메시지를 송출하고, 상기 메
시지의 송신은 다른 교환국의 선두에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동작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교환국은 다른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를 갖는 메시지를 송출하고, 상기 메
시지의 송신은 네트워크 결정을 행하는 교환국으로부터의 요구에 응답하여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동작 방법.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셀 상태 정보는 다른 셀내의 무선 간섭에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동작 방법.

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셀 상태 정보는 다른 셀내의 무선 간섭에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동작 방법.

청구항 2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동작 
방법.

청구항 24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결정은 호출 승인 결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동작 
방법.

청구항 2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결정은 정체 제어 결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동작 
방법.

청구항 2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결정은 다른 셀로부터의 셀 상태 정보에 추가하여 호출이 설정되는 셀에 
관한 셀 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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