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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서빙 기지국이 이동국의 핸드오버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으로부터 통화 품질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 품질 정보가 미리 설정한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과정

과, 상기 설정 조건 만족시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

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각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보고받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초

과하는 해당 기지국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해당 기지국으로 상기 이동국의 핸드오버 수행을 결정하는 과정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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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이동국의 핸드오버 수행과 관련한 이동 통신 시스템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수행하는 핸드오버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이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이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서빙 기지국이 이동국의 핸드오버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서빙 기지국이 이동국의 핸드오버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동국(mobile station)이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셀룰라 구조를 가지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base station)은 하나의 셀(cell)을 관할하며, 상기 셀에

위치한 이동국들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셀은 다수의 섹터(sector)들로 구분할 수도 있다. 상기 이동국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셀 또는 섹터에서 인접한 다른 셀 또는 섹터로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이동국은 현재 셀

의 기지국, 즉 서빙(serving) 기지국에서 다른 셀의 기지국, 즉 타겟(target) 기지국과 호(call)를 설정하는 핸드오버를 수

행한다.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핸드오버는 상기 이동국의 통화 품질 유지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도 1을 참조하여 종래의 이동국의 핸드오버와 관련한 이동 통신 시스템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종래의 이동국의 핸드오버 수행과 관련한 이동 통신 시스템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셀로 이루어진 다중 셀 구조를 가진다. 즉, 셀(100)과

셀(150)을 가지며, 상기 셀(100)을 관장하는 기지국(110)과, 상기 셀(150)을 관장하는 기지국(140)이 존재한다. 상기 기

지국들(110, 140)은 다수의 이동국들(111, 113, 130, 151, 153)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기지국과 이동국들간의 신호

송수신은 코드 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 또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또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이동국들(111, 113, 130, 151, 153) 중 이동국(130)은 상기 셀(100)과 셀(150)의 경계 지역, 즉 핸드오버 영

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상기 이동국(130)은 미리 결정된 핸드오버 조건을 만족함에 따라 어느 하나의 셀로 핸드오버를 수

행할 수 있다.

그러면, 도 2를 참조하여 종래의 이동국이 수행하는 핸드오버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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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수행하는 핸드오버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202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로부터 파일럿(pilot) 신호들을 수

신하고 204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204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로부터 수신한 파일럿

신호들의 세기를 측정하고 206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206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측정한 각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

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 중 미리 설정된 기준값 이상을 가지는 파일럿 신호 세기가 존재하는지 비교하고 208단계로 진

행하고, 기준값 미만을 가지는 파일럿 신호 세기들만 존재하는 경우 202단계 이후를 다시 수행한다.

상기 208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측정한 파일럿 신호 세기와, 해당 기지국의 구별을 위한 의사 잡음 오프셋(Pseudo

Noise Offset)을 포함한 메시지를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이후,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고, 소

정의 핸드오버 조건을 만족하는 타겟 기지국을 결정하여 상기 이동국에 핸드오버 요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핸드오버 과정은, 이동국은 인접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 세기를 측정하고, 미리

설정된 기준값 이상을 가지는 인접 기지국 정보와, 상기 인접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메시지에 포함하여 서빙 기지

국으로 송신한다.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참조하여 상기 이동국이 핸드오버할 타겟 기

지국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통보함으로써 상기 이동국의 핸드오버를 요구한다.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의 핸드오버 요구에 따라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따라서, 종래의 이동국이 핸드오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서빙 기지국과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를 수신

하고, 수신된 파일럿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야만 한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상기 이동국은 상기 파일럿 신호 세기를 계속적

으로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연산량이 부하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이동국이 핸드오버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상기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하는 것은 오버헤드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위해 창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연산량 부하

를 감소시킨 핸드오버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통화 품질 정보에 따라 이동국에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을 요구함

으로써 잦은 핸드오버에 따른 오버헤드를 감소시킨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방법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서빙 기지국이 이동국의 핸드오버

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통화 품질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 품질 정보가 미리 설정한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 조건 만족시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각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보고받는 과정과, 상

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초과하는 해당 기지국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해당 기지국으로 상기

이동국의 핸드오버 수행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방법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방

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의 서빙 기지국으로 통화 품질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 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들을 측정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 수행을 요구받으면, 상기 서빙 기지국이 결정한 해당 기지국으로 핸

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3방법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과 서빙 기지국간에 핸드오

버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통화 품질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

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통화 품질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통화 품질 정보가 미리 설정한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 조건 만족시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

럿 신호 세기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 요구에 따라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들을 측정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각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보고받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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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세기를 초과하는 해당 기지국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해당 기지국의 존재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해당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은 상기 해당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

어서, 이동국 및 서빙 기지국이 존재하며,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통화 품질 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 요구시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들을 측정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보고

하며,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특정 기지국으로 핸드오버 수행 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특정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

하는 상기 이동국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통화 품질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통화 품질 정보가 미리 설정한 설정 조건을 만

족하는지 판단하며, 상기 설정 조건 만족시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

을 요구하고,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각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보고받고,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초과하는 특정 기지국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상기 특정 기지국의 존재시 상기 이동국이 상기 특정 기지국으로 핸드오버

수행을 요구하는 서빙 기지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동작을 이해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하며 그 이외의 배경 기술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한다.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Mobile Station)은 상향링크(Uplink) 및 하향링크(Downlink)에서 통화 품질

(traffic quality) 정보를 서빙 기지국(Serving Base Station)으로 송신한다.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통화 품질 정보를 고

려하여 상기 이동국에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 요구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이동국의 연산량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하향링크에서는 이동국이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주기적으로 측정한 채널 품질 정보

(Channel Quality Information, 이하 'CQI'라 칭하기로 한다)가 되며, 상향링크에서는 이동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전력에

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헤드룸(headroom) 정보 또는 서빙 기지국이 추천한(recommended) 변조 및 코딩

방식(Modulation and Coding Scheme, 이하 'MCS'라 칭하기로 한다) 레벨 집합 중 이동국이 선정한 MCS 레벨이 될 수

있다.

상기 MCS 레벨은 변조 방식들과 코딩 방식들의 조합들을 의미하며, 상기 MCS들의 수에 따라 레벨(level) 1에서 레벨

(level) N까지 복수개의 MCS들을 정의할 수 있다. 즉, 상기 MCS 레벨은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의 채널 상태에 따라 적응

적으로 결정된. 상기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의 채널 상태가 양호한 경우 64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및

코드 레이트(code rate)와 같은 고차 MCS 레벨을 사용할 수 있고, 채널 상태가 불량한 경우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및 코드 레이트와 같은 저차 MCS 레벨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MCS 레벨은 서빙 기지국이 결정한 것을 이동국이 사용할 수도 있으며, 서빙 기지국이 추천한 MCS 레벨들 중

이동국이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MCS 레벨을 상기 서빙 기지국이 결정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은 상기 기

지국으로 MCS 레벨을 통화 품질 정보로 송신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이다. 또한, 상기 MCS 레벨을 상기 이동국이 상기 서

빙 기지국에서 추천한 MCS 레벨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선택한 MCS 레벨 정보를 상기 서빙 기지

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는 상기 이동국이 CQI 및 헤드룸 정보를 포함한 통화 품질 정보를 서빙 기지국으로 송신하고, 상

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CQI 및 헤드룸 정보를 고려하여 상기 이동국에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는 상기 이동국이 CQI, 헤드룸 및 MCS 레벨을 포함한 통화 품질 정보를 서빙 기지국으로 송신

하고,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CQI, 헤드룸 및 MCS 레벨 정보를 고려하여 상기 이동국에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이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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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302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서빙 기지국으로 CQI 및 헤드룸 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하고

304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304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

럿 신호 세기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수신하면 306단계로 진행하고, 수신하지 못하면 상기 302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306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 요구 수신에 따라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측정하고 308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308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각 기지국

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값을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보고하고 310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파일럿 신호 세기는

캐리어 대 간섭 잡음 비(Carrier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가 될 수 있다. 상기 310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서빙 기지국과는 상이한 다른 주변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하라는 요구를 수신하는지 판단

한다. 핸드오버 요구 수신시 상기 이동국은 31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이 결정한 해당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핸드오버 요구 비수신 상기 이동국은 302단계 이후를 다시 수행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이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402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서빙 기지국으로 CQI, 헤드룸 및 MCS 레벨 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하고 404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이 추천한 MCS 레벨들 중 하나의 MCS 레벨을 선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이동국은 일예로 현재 채널 상태 또는 송신할 데이터 량을 고려하여 상기 MCS 레벨을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404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수신하면 406단계로 진행하고, 수신하지 못하면 상기 402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 요구 수신에 따라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측정하고 408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408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각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값을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보고하고 41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410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서빙 기지국과는 상이한 다른 주변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하라는 요구를 수신하는지 판단한다. 핸드오버 요구 수신

시 상기 이동국은 41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이 결정한 해당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핸드오버 요구

비수신 상기 이동국은 402단계 이후를 다시 수행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서빙 기지국이 이동국의 핸드오버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502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CQI 및 헤드룸 정보가 포함된 통화 품질 정

보를 주기적으로 수신하고 504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04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미리 설정한 제1 설정 조건을 만족

하는지 판단한다. 여기서, 상기 제1 설정 조건이라 함은, 상기 서빙 기지국이 상기 수신한 CQI 값이 미리 설정한 제1 기준

값 미만인지 비교하고, 상기 수신한 헤드룸 정보의 값이 미리 설정한 제2 기준값 미만을 만족하는지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이 송신한 CQI 값이 상기 제1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헤드룸 값이 상기 제2 기준값

미만인 상기 제1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의 핸드오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기 506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508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08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서

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들을 수신하고 51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10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

은 상기 이동국이 보고한 파일럿 신호 세기들 중 자신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초과하는 주변 기지국이 존재하는지 판별한

다. 상기 판별 결과,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주변 기지국이 존재하면 512단계로 진행

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502단계 이후를 다시 수행한다. 상기 512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 해당 주변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하라고 요구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서빙 기지국이 이동국의 핸드오버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602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CQI, 헤드룸 및 MCS 레벨 정보가 포함된

통화 품질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신하고 604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04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미리 설정한 제2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한다. 여기서, 상기 제2 설정 조건이라 함은, 상기 서빙 기지국이 상기 수신한 CQI 값이 미리 설정

한 제1 기준값 미만인지 비교하고, 상기 수신한 헤드룸 정보의 값이 미리 설정한 제2 기준값 미만을 만족하는지 비교하고,

상기 MCS 레벨이 최저차 MCS 레벨과 동일한지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이 송신한

CQI 값이 상기 제1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헤드룸 값이 상기 제2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MCS 레벨이 최저차 MCS 레벨과

동일하여 상기 제2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의 핸드오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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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과 채널 상태가 양호한 경우라도 상기 이동국이 송신할 데이터 량이 적기 때문에 상

기 기지국이 추천한 MCS 레벨들 중 최저차 MCS 레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

으로 송신할 데이터 량이 많음으로 인해 고차 MCS 레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헤드룸 값이 상기 이동국의

통화 품질을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즉, 최저차 MCS 레벨을 사용하면서, 헤드룸 값이 클 경우에는 상기 이동국이 송신할 데

이터 량이 적어서 최저차 MCS 레벨을 사용하는 것이며, 채널 상태가 열악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이동국이

최저차 MCS 레벨을 사용하면서, 헤드룸 값이 작을 경우에는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핸드오버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606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측정하

여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608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08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서빙 기

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들을 수신하고 61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10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

기 이동국이 보고한 파일럿 신호 세기들 중 자신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초과하는 주변 기지국이 존재하는지 판별한다. 상

기 판별 결과,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주변 기지국이 존재하면 612단계로 진행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602단계 이후를 다시 수행한다. 상기 612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 해당 주변 기지

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은 서빙 기지국으로 상향링크 및 하향링크에서의 통화 품질 정

보, 즉 채널 품질 정보와 헤드룸 정보 또는 채널 품질 정보, 헤드룸 정보 및 MCS 레벨 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서빙 기지국

은 상기 통화 품질 정보를 고려하여 상기 이동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이

동국은 기지국의 요구시에만 파일럿 신호 세기를 측정함으로써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에 따른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상향링크 및 하향링크에서 통화 품질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상기 이동국이 잦은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서빙 기지국이 이동국의 핸드오버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통화 품질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 품질 정보가 미리 설정한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 조건 만족시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각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보고받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초과하는 해당 기지국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해당 기지국으로 상기 이동국의 핸드오버 수행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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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상기 이동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headroom)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상기 이동국이 선택한 변조 및 코딩 방식(MCS) 레벨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MCS 레벨 정보는 상기 서빙 기지국이 추천한 다수의 MCS 레벨들 중 상기 이동국에 의해 선택된 어느 하나의 MCS

레벨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통화 품질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은;

상기 이동국이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 또는 상기 이동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headroom) 정보 또는 상기 이동국이 선택한 MCS 레벨 정보 중 적어

도 두 개의 정보를 포함하여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조건은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의 값이 제1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이동

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 값이 제2 기준값 미만인지 판단하기 위해 설

정된 조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조건은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의 값이 제1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이동

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 값이 제2 기준값 미만인지 판단하기 위해 설

정된 조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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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조건은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의 값이 제1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이동

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 값이 제2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이동국이 선

택한 MCS 레벨이 최저차 MCS 레벨과 동일한지 판단하기 위해 설정된 조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의 서빙 기지국으로 통화 품질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 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

기들을 측정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 수행을 요구받으면, 상기 서빙 기지국이 결정한 해당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하

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상기 이동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headroom)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상기 이동국이 선택한 변조 및 코딩 방식(MCS) 레벨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MCS 레벨 정보는 상기 서빙 기지국이 추천한 다수의 MCS 레벨들 중 상기 이동국에 의해 선택된 어느 하나의 MCS

레벨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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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은;

상기 이동국이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 또는 상기 이동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headroom) 정보 또는 상기 이동국이 선택한 MCS 레벨 정보 중 적어

도 두 개의 정보를 포함하여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과 서빙 기지국간에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통화 품질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통화 품질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통화 품질 정보가 미리 설정한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 조건 만족시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 요구에 따라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들을 측정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각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보고받는 과정과,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초과하는 해당 기지국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해당 기지국의 존재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해당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을 요구하는 과정

과,

상기 이동국은 상기 해당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상기 이동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headroom)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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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상기 이동국이 선택한 변조 및 코딩 방식(MCS) 레벨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MCS 레벨 정보는 상기 서빙 기지국이 추천한 다수의 MCS 레벨들 중 상기 이동국에 의해 선택된 어느 하나의 MCS

레벨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통화 품질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은;

상기 이동국이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 또는 상기 이동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headroom) 정보 또는 상기 이동국이 선택한 MCS 레벨 정보 중 적어

도 두 개의 정보를 포함하여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조건은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의 값이 제1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이동

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 값이 제2 기준값 미만인지 판단하기 위해 설

정된 조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조건은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의 값이 제1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이동

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 값이 제2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이동국이 선

택한 MCS 레벨이 최저차 MCS 레벨과 동일한지 판단하기 위해 설정된 조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4.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이동국 및 서빙 기지국이 존재하며,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통화 품질 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 요구시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들을 측정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보고하며,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특정 기지국

으로 핸드오버 수행 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특정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상기 이동국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통화 품질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통화 품질 정보가 미리 설정한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며,

상기 설정 조건 만족시 상기 이동국으로 상기 서빙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 측정을 요구하고, 상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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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으로부터 각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보고받고,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초과하는 특정 기지국

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상기 특정 기지국의 존재시 상기 이동국이 상기 특정 기지국으로 핸드오버 수행을 요구하는 서빙

기지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

스템.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상기 이동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headroom)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품질 정보는 상기 이동국이 선택한 변조 및 코딩 방식(MCS) 레벨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MCS 레벨 정보는 상기 서빙 기지국이 추천한 다수의 MCS 레벨들 중 상기 이동국에 의해 선택된 어느 하나의 MCS

레벨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 또는 상기 이동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headroom) 정보 또는 상기 이동국이 선택한 MCS 레벨 정보 중 적어

도 두 개의 정보가 포함된 통화 품질 정보를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30.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조건은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의 값이 제1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이동

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 값이 제2 기준값 미만인지 판단하기 위해 설

정된 조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공개특허 10-2006-0117056

- 11 -



청구항 31.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 조건은 서빙 기지국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하여 결정한 채널 품질 정보의 값이 제1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이동

국이 송신 가능한 최대 송신 전력에서 현재 송신 전력의 차를 나타낸 헤드룸 값이 제2 기준값 미만이고, 상기 이동국이 선

택한 MCS 레벨이 최저차 MCS 레벨과 동일한지 판단하기 위해 설정된 조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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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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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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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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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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