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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이브리드 단말기가 EV-DO 시스템으로부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핸드 오프가 발생할 때,

EV-DO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핸드 오프를 위한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전송하여 아무런 신호 응답이 

없더라도 다시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핸드 오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EV-DO 시스템

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EV-DO 시스템과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 간에 트래픽 상태에서, 상기 EV-DO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TCA) 신호를 송출하여 응답 신호(L2Ack)가 없는 경우, 상기 EV-DO 

시스템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TCA) 신호를 재전송하고,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

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L2Ack)가 있어 상기 EV-DO 시스템이 상

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역방향 트래픽 채널(RTC)에 대한 승인 신호를 송출한 이후,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트래픽 채널 완료(Traffic Channel Completion) 신호가 전송되지 않으면, 상기 EV-DO 시

스템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재전송하여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EV-DO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단말기와 호접속이 유지된 가운데 핸드 오프를 재시도함으로써 하이

브리드 단말기가 EV-DO 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트래픽 상태에서 핸드 오프시에 호접속이 해제되는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호접속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된 가운데 핸드 오프를 재시도함으로써 핸드 오프의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단없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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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CDMA 2000 1X, 하이브리드 단말기, CDMA 2000 1x EV-DO, 핸드오프, 트래픽 채널, PDSN, IP 망, 패킷 데이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

의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블럭도,

도 2는 EV-DO 전송기에서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전송되는 순방향 링크의 채널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하이브리드 단말기에서 EV-DO 전송기로 전송되는 역방향 링크의 채널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신호 전송 흐

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0 : 하이브리드 단말기(HAT) 120 : 기지국 전송기

122 : 1X 전송기(BTS) 124 : EV-DO 전송기(ANTS)

130 : 기지국 제어기 132 : 1X 제어기(BSC)

134 : EV-DO 제어기(ANC) 140 : 이동통신 교환국(MSC)

142 : HLR 144 : VLR

146 : PSTN 148 : IP 망

150 : PDSN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하이브리드 

단말기가 EV-DO 시스템으로부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핸드 오프가 발생할 때, EV-DO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핸드 오프를 위한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전송하여 아무런 신호 응답이 없더라도 다시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핸드 오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

구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제1 세대 아날로그 AMPS(Advanced Mobile Phone Systems) 방식과, 제2 세대 셀룰러(Celluar)

/개인 휴대 통신(PCS :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방식을 거쳐 발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제3 세대 고속 



공개특허 10-2004-0061790

- 3 -

데이터 통신인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IMT-2000 시스템은 국제 표준화 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

rojects)2에서 동기 방식의 IMT-2000 시스템의 규격을 정의하였는데, 고속 패킷 전송을 위한 방식으로 퀄컴(Qualco

m)사의 HDR(High Data Rate)을 근간으로 하는 방식을 '1x EV(Evolution)'라고 명명하고 국제적 표준으로 확정하였

다. CDMA 2000 1x EV-D0(Data Optimized)는 CDMA 2000 1X에서 데이터만 전송하는 것으로서 CDMA 2000 1X

보다 진화한 방식이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CDMA 2000 1X 시스템을 '1X 시스템'으로, CDMA 2000 1x EV-DO 시스템'을 'EV-DO 

시스템'으로 약칭하여 설명한다.

1X 시스템은 써킷(Circuit)망과 패킷(Packet)망이 혼용되는 형태로 최대 307.2 Kbps의 전송 속도를 갖는 단방향 고

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EV-D0 시스템은 패킷 데이터 전용으로 최대 2.4 Mbps의 전송 속도를 갖는 쌍

방향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EV-DO 시스템은 기존의 1X 시스템과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하나의 무선 기지국이

나 기지국 제어기에 EV-DO 시스템과 1X 시스템이 하드웨어적으로 혼용되어 구성되고 동작은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

고 있다. 다시 말해, 기지국 전송기에는 EV-DO 시스템을 담당하는 채널 카드(Channel Card)와 1X 시스템을 담당하

는 채널 카드가 각각 구비되어 있다. 또한, 기지국 제어기에도 EV-DO 시스템에서 송수신되는 패킷 데이터를 처리하

는 데이터 처리 보드와 1X 시스템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보드가 각각 구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선 기지국이나 기지국 제어기 등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전송

될 때는 EV-DO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음성이나 데이터일 경우 1X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EV-DO 시스템으로부터 이동 통신 단말기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이동중일 경우, 기

지국내 다른 섹터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그 기지국이 관할하는 서비스 영역을 벗어나 다른 기지국이 관할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이동 통신 단말기는 핸드 오프(Hand-off)를 수행하게 된다.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핸드 오프는 이동 단말기가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지국 또는 섹터의 서비

스 영역을 벗어나도 계속적으로 통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통화로를 절체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그런데, EV-DO 시스템에서 이동 통신 단말기에 대해 핸드 오프를 수행할 때, EV-DO 시스템이 핸드 오프를 위한 트

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이동 통신 단말기로 전송하여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 신호를 받아서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데, 

EV-DO 시스템이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에 대한 응답 메시지 신호를 수신하지 못할 경

우에는 이동 통신 단말기와의 호접속을 해제(Call Drop)하게 된다. 따라서, EV-DO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던 멀티미

디어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용자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조작하여 EV-DO 시스템으로 재접속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하이브리드 단말기가 EV-DO 시스템으로부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중에 핸드 오프가 발생할 때, EV-DO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핸드 오프를 위한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

를 전송하여 아무런 신호 응답이 없더라도 다시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핸드 오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으로서, 상기 EV-

DO 시스템과 음성 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1X 시스템을 지원하고, 상기 EV-DO 시스템으로부터 멀티미디어 서비

스를 받고 있는 중에 상기 EV-DO 시스템으로 경로 갱신(Route Update)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EV-DO 시스템으로

부터 핸드 오프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EV-DO 시스템으로 핸드 오프 응답 신호를 전송하여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하

이브리드 단말기(HAT: Hybrid Access Terminal); 음성 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1X 전송기(BTS); 상기 1X 전송

기의 전송 서비스를 제어하는 1X 제어기(BSC);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의 통신 호에 대해 상기 1X 시스템으

로 통신 접속 경로를 스위칭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 교환국(MSC);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와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EV-DO 전송기; 상기 EV-DO 전송기의 상기 패킷 데이터의 전송 서비스를 제어하고, 상기 EV-DO 전송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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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중,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경로 갱신(Rout_U

pdate) 신호를 수신하고 이에 대해 트래픽 채널 할당(Traffic_Channel_Assignment) 신호를 전송한 후, 상기 하이브

리드 단말기로부터 아무런 응답 신호가 없을 경우,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재전송하여 핸드 오프의 수행을 제

어하는 EV-DO 제어기(ANC); 상기 EV-DO 시스템과 상기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상기 EV-DO 제어기와 

연결되는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에 의하면,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으

로서, (a) 하이브리드 단말기와 상기 EV-DO 시스템 간에 트래픽 상태로서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핸드 오프를 위한 경로 갱신(Route Update) 신호를 전송하는 단

계; (c) 상기 EV-DO 시스템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핸드 오프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하이브리드 단

말기로부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상기 핸드 오프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e) 상기 핸

드 오프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가 없는 경우, 상기 EV-DO 시스템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재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

의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블럭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100) 은 EV-DO 시스템과 1X 시스템이 혼용

되는 구성을 갖는다. 즉, 음성 및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하이브리드 단말기(110), 1X 전송기(122), 1X 제어기(132), 

이동통신 교환국(MSC: Mobile Switching Center)(140) 등을 포함하는 1X 시스템, 데이터만의 전송을 위해 하이브

리드 단말기(110), EV-DO(액세스망) 전송기(ANTS: Access Network Transceiver Subsystem)(124)와 EV-DO(

액세스망) 제어기(ANC: Access Network Controller)(134),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 Packet Data Serving 

Node, 이하 'PDSN'이라 칭함)(150) 및 IP(Internet Protocol)망(160)을 포함하는 EV-DO 시스템이 혼용된 구성을 

갖는다.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1X 시스템을 통해 음성 서비스 및 저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EV-DO 시스템을

통해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으로 분리된 구성을 갖는다.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통신을 대기하는 대기 상태에서는 1X 시스템을 통해 통신을 하도록 1X 모드로 스위칭 설정되어 있으며, EV-DO 시

스템으로 데이터가 착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 간격으로 EV-DO 모드로 스위칭 전환했다가 다시 1X 

모드로 복귀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1X 시스템과 EV-DO 시스템 간의 스위칭 기능은 하이브리드 단말기(110)에 내장되어 있는 베이스밴드 모뎀(

Baseband Modem)의 일종인 MSM(Mobile Station Modem) 칩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핸들링되고, 하드웨어

적으로는 MSM 칩과 연결된 써처(Searcher)라는 부품에 의해 각 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추적(Tracking)함으로써

수행된다. 즉,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EV-DO 시 스템에서 1X 시스템으로 스위칭할 때는 MSM 칩의 제어에 의해

써처 모듈이 1X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추적하여 스위칭하고, 1X 시스템에서 EV-DO 시스템으로 스위칭할 

때는 EV-DO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추적하여 스위칭한다.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EV-DO 모드에서 EV-DO 시스템으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할 경우, EV-DO 시

스템의 액세스망(AN)으로부터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전송하는 순방향 링크(Foward Link) 경우에는 TDMA(Ti

m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간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이용하여 대량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하이

브리드 단말기(110)로부터 EV-DO 시스템의 액세스망(AN)으로 전송하는 역방향 링크(Reverse Link)의 경우에는 

다수의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해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또한,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EV-DO 모드 상태에서 EV-DO 시스템으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중

에, 1X 망으로 음성 신호의 착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 간격마다 1X 모드로 스위칭 전환했다가 다시 E

V-DO 모드로 복귀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EV-DO 전송기(124)로부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에 핸드 오프에 관

련된 신호, 예컨대, 인접 기지국의 시퀀스 번호가 포함된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수신하면 그에 대한 수신 응답 신호

를 전송하고, 역방향 트래픽 채널 신호를 수신하면 EV-DO 전송기(124)로 트래픽 채널 종료 신호를 송출하여 핸드 

오프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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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 전송기(122) 및 EV-DO 전송기(124)는 기지국 전송기(BTS: Base station Transceiver Subsystem)(120)로서, 

에어 인터페이스(Air Interface)를 통해 하이브리드 단말기(110)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1X 전송기(12

2)를 통해 음성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EV-DO 전송기(124)를 통해 데이터만을 제공한다.

1X 제어기(132) 및 EV-DO 제어기(134)는 기지국 제어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130)로서 기지국 전송기(

120)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음성 또는 데이터의 전송 제어를 위한 1X 제어기(132)는 다수

의 1X 전송기를 이동통신 교환국(130)으로 연결하고, EV-DO 제어기(134)는 데이터만의 전송 제어를 위해 다수의 E

V-DO 전송기를 패킷 데이터망인 PDSN(150)으로 연결한다.

특히, EV-DO 제어기(134)는 EV-DO 전송기(124)를 통해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서비스

하는 중,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부터 경로 갱신 신호(Rout_Update Message)를 수신하고 이에 대해 트래픽 채널 

할당(Traffic_Channel_Assignment, 이하 'TCA'라 칭함) 신호를 전송한 후,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부터 아무런 

응답 신호가 없을 경우, TCA 신호를 재전송하여 핸드 오프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어하게 된다.

이동통신 교환국(140)은 다수의 1X 제어기(132)를 다른 이동통신 교환국 또는 일반 교환 전화망(PSTN: Public Swi

tched Telephone Network, 이하 'PSTN'이라 칭함)(146)과 물리적으로 연결하며,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부터의

통신 호에 대해 1X 시스템의 통신 접속 경로를 스위칭하여 제공한다.

또한, 이동통신 교환국(140)은 자신에게 등록된 이동 단말기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홈 위치 등록기

(Home Location Register, 이하 'HLR'이 라 칭함)(132)와, 자신의 서비스 영역 내에 있는 이동 단말기의 정보를 저

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방문자 위치 등록기(Visitor Location Register, 이하 'VLR'이라 칭함)(134)로부터 이동

단말기의 정보를 얻어 가입자의 호를 처리한다.

데이터만의 전송을 위한 패킷 데이터 시스템인 EV-DO 시스템은 TCP/IP를 기반으로 PDSN(150)에 결합되어, IP 패

킷(Internet Protocol Packet)을 통해 IP 망(160)과 각종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 그리고, IP 망(160)으로부터 하

이브리드 단말기(110) 측으로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를 수신한 후, 이를 근거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예컨대, 

MPEG 패킷 등을 생성하고, 생성된 패킷 데이터를 TDM 방식으로 분할된 타임 슬롯에 실어 하이브리드 단말기(110)

로 송출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부터 수신되는 CDMA 변조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근거로 IP 패

킷을 생성한 후 해당 IP 패킷을 PDSN(150)으로 송출하게 된다.

상기 EV-DO 시스템은 섹터당 처리량을 최대화하고 각 사용자에게 채널 상황에 따라 가능한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할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섹터가 한 순간에 하나의 사용자만을 최대의 전력으로 서비스한다. 상기 EV-DO 시

스템에서 순방향 링크의 경우, 기지국에서는 전력 제어(Power Control)를 사용하지 않고 신호를 송출할 수 있는 최

대의 전력으로 송출하며 하드 핸드오프(Hard Handoff)만 가능하다. 역방향 링크의 경우에는 각 단말기별로 전력 제

어를 수행하며 소프터(Softer) 또는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가 가능하다.

도 2a는 EV-DO 전송기(124)에서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전송되는 순방향 링크의 채널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방향 링크는 파일럿(Pilot) 채널, MAC(Medium Access Control) 채널, 제어 채널, 트래

픽(Traffic) 채널로 구성된다. 파일럿 채널은 EV-DO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를 추적하기 위한 파일럿 신

호를 송출하는 채널로서,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파일럿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하나 이상의 파일럿 신호를 수신하

고, 수신된 파일럿 신호 중 가장 세기가 큰 파일럿 신호를 전송한 무선 기지국에 접속한다. 또한, 파일럿 채널은 하이

브리드 단말기(110)가 EV-DO 시스템의 무선 기지국의 간섭 검출(Coherent Detection)을 위해 참조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MAC 채널은 주로 역방향 링크의 제어에 사용되는 채널로서, RA(Reverse Activity) 채널과 RPC(Reverse Power C

ontrol) 채널로 구성된다. 여기서, RA 채널은 역방향 링크의 전송 속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채널로서, 역방향 링

크의 채널들이 포화 상태로 되었을 때, 하이브리드 단말기(110)에게 전송 속도를 낮추도록 요구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 또한, RPC 채널은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역방향 링크를 통한 신호나 데이터 전송의 경우에 송신 전력을 제어하

는 데 사용되는 채널이다.

제어 채널은 EV-DO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방송 메시지(Broadcast Message)나 특정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를 직접 제어하기 위한 직접 메시지(Direct Message)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채널이고, 트래픽 채널은 

EV-DO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순수한 패킷 데이터만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채널이다.

한편, 도 2b를 참조하여 순방향 링크의 타임슬롯의 구조 및 데이터 구조에 대해 설명하면, 순방향 링크는 1 프레임(Fr

ame)당 16 타임슬롯(Time Slot)으로 구성되며, 1 프레임은 대략 26.67 ㎳의 시간 간격을 갖는다. 하나의 타임슬롯은

전반부 슬롯(First Half Slot) 1024 칩(Chips)과 후반부 슬롯(Second Half Slot) 1024 칩(Chips)으로 모두 2048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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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s)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타임슬롯 당 1.67 ㎳의 시간 간격을 갖는다.

각각의 전반부 슬롯 및 후반부 슬롯을 데이터 슬롯 400 칩(Chips)과, MAC 슬롯 64 칩(Chips), 파일럿 슬롯 96 칩(Ch

ips), 맥(MAC) 슬롯 64 칩(Chips), 데이터 슬롯 400 칩(Chips)으로 구성된다.

도 3은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부터 EV-DO 전송기(124)로 전송되는 역방향 링크의 채널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역방향 링크는 1X 시스템에서와 같이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이용하며, 크게 액세스(Access) 채

널과 트래픽 채널로 구성된다. 액세스 채널은 파일럿 채널과 데이터 채널로 구성되며, 트래픽 채널은 파일럿 채널, M

AC 채널, 응답(Ack) 채널, 데이터 채널로 구성된다. 여기서, MAC 채널은 다시 RRI(Reverse Rate Indicator) 채널과

DRC(Data Rate Control) 채널로 구성된다.

액세스 채널은 개시(Origination) 신호(Connection_Request Message)와 등록(Registration) 신호(Route_Update 

Message)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채널로, 무선 채널의 안전성(Stability)을 위해 9.6 kbps의 낮은 전송율을 갖는다.

파일럿 채널은 도 2a에서 설명한 순방향 링크에서의 파일럿 채널과 유사하게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EV-DO 시

스템의 무선 기지국의 간섭 검출(Coherent Detection)을 위해 참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데이터 채널은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EV-DO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채널이다.

트래픽 채널은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EV-DO 시스템으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채널로 무선 환

경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파일럿 채널은 액세스 채널에서 설명한 파일럿 채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MAC 채널은 트래픽 채널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채널로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EV-DO 시스템과 접속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형

성되는 채널이다. MAC 채널에서 RRI 채널은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전송하는 트래픽 채널의 데이터 전송률의 정

보가 알려주는 데 사용되는 채널로서, RRI의 값은 하이브리드 단말기(110)에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DRC 채널은 현재 순방향 링크의 채널 환경에 따라 복조 가능한 데이터율을 정하여 기지국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즉, EV-DO 전송기(124)에서는 순방향 채널의 타임슬롯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패킷 데이터의 전송 속도의 결정 기준이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송출하는 DRC Cover 값이다. 하이

브리드 단말기(110)는 DRC Cover 값을 결정하기 위해 EV-DO 전송기(124)로부터 수신하는 C/I(Carrier to Interfe

rence)값을 측정하여 최대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는 DCR Cover 값을 결정한다.

응답 채널은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타임슬롯 단위로 순방향으로 수신한 데이터에 대한 응답 신호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채널로서, 데이터의 길이가 작고 간섭(Interference)를 줄이기 위하여 기본 타임슬롯 길의의 1/2만 차지한

다.

데이터 채널은 액세스 채널의 데이터 채널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패킷 데이터만을 전송하는 데 사

용되는 채널이다.

한편, 트래픽 채널의 기본 전송 단위인 패킷은 26.66 ms의 길이를 가지며, 패킷 사이즈별로 전송 비트율이 바뀌어 전

송된다. 역방향 링크에서 사용되는 파일럿 채널, 트래픽 채널, DRC 채널 및 응답 채널은 직교 방식인 왈시 코드(Wals

h Code)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도 4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신호 전송 흐름도이다.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사용자에 의해 전원이 온 되면, 1X 시스템의 1X 제어기(132) 및 1X 전송기(122)로부터 

파일롯 신호를 수신하여 1X 모드를 초기화(Initialization)하여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1X 모드 초기화시에 획득한 시

스템 파라미터 메시지와 EV-DO 제어기(134) 및 EV-DO 전송기(132)로부터 파일롯 신호를 이용하여 EV-DO 모드

를 초기화한 후,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1X 모드와 EV-DO 모드를 초기화한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1X 모드와 EV-DO 모드 간에 듀얼 모니터링을 수행

하는데, 1X 모드 상태에서 5.12 초의 주기로 모니터링한다.

한편,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대기 상태에서 1X 시스템과 EV-DO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도중 EV-DO 전송기(1

24)로부터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하이브리드 단말기(110)의 사용자가 키조작으로 EV-D

O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EV-DO 모드로 활성화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트래픽 상태로 진입하

는지를 판단한다.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트래픽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EV-DO 전송기(124)와 데이터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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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할 수 있도록 EV-DO 전송기(124)와 커넥션(Connection)과 세션(Session)을 형성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EV-DO 전송기(124)로 커넥션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대해 EV-DO 전송기(124)

에서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커넥션 응답 메시지를 전송해 줌으로써, 하이브리드 단말기(110)와 EV-DO 전송기(

124) 간에는 커넥션이 형성된다.

이후, 하이브리드 단말기(110)와 EV-DO 전송기(124) 간에는 세션 설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세션이 설

정되게 된다.

하이브리드 단말기(110)에서 패킷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EV-DO 전송기(124)에서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해 주게 되면,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EV-DO 모드의 트래픽 상태로 진입하게 되고 하이브

리드 단말기(110)는 EV-DO 전송기(124)와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S410).

이와 같이 EV-DO 전송기(124)와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EV-DO 전송기(124)가 관

할하는 영역내에 위치한 상태이더라도 하이브리드 단말기(110)의 사용자가 이동하게 되면, 인접하는 기지국이 관할

하는 영역과 상호간에 겹치는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인접하는 기지국들의 전력 세기 등을 알려주는 경로 갱신(RUP: Route Update) 신

호를 EV-DO 전송기(124)로 전송한다(S420).

상기 경로 갱신 신호에는 하이브리드 단말기(110)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접 기지국들의 참조번호와 이에 대

응된 전력 세기값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부터 경로 갱신 신호(RUP)를 수신한 EV-DO 전송기(124)는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경로 갱신 신호를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응답 신호(L2Ack: Layer2 Acknowledge)를 전송해 준다(S422).

EV-DO 전송기(124)는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현재 위치한 기지국과 인접 기지국 등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의 시

퀀스 번호(Sequence Number)가 포함된 트래픽 채널 할당(Traffic_Channel_Assignment, 이하 'TCA'라 칭함) 신호

를 전송한다(S430).

EV-DO 전송기(124)가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TCA 신호를 전송한 이후,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음영 지역

에 위치하거나 전파 간섭 등의 이유로 상기 TCA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상기 TCA 신호를 수신하더라도 그에 대

한 응답 신호를 EV-DO 전송기(124)로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EV-DO 전송기(124)는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TCA 신호를 전송한 후,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부터 응답 신

호(L2Ack)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S432),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상기 TCA 신호를 한번 더 송신한다(S440).

EV-DO 전송기(124)는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상기 TCA 신호를 재전송한 후에도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부

터 아무런 신호가 없다면, 3회까지 상기 TCA 신 호를 전송하는 동작을 반복하게 할 수 있다.

이어,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EV-DO 전송기(124)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트래픽 채널을 할당받아 무선 신호를 송

수신할 수 있는 채널 포착 상태(Mobile Acquisition)가 된다.

EV-DO 전송기(124)는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TCA 신호를 송신한 이후 이에 대한 응답 신호를 하이브리드 단말

기(110)로부터 수신하면, 역방향 트래픽 채널을 획득(Acquire)한 것을 알려주는 역방향 트래픽 채널(Reverse Traffi

c Channel, 이하 'RTC'라 칭함) 신호를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전송해 준다(S450).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는 EV-DO 전송기(124)로부터 RTC 신호를 수신하면, 트래픽 채널 설정을 완료하였음을 알

리는 트래픽 채널 완료(Traffic Channel Completion, 이하 'TCC'라 칭함) 신호를 송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단말기(110)가 EV-DO 전송기(124)로부터 상기 RTC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상기 RTC 신

호를 수신하더라도 음영 지역에 위치하거나 전파 간섭 등의 이유로 상기 TCC 신호를 EV-DO 전송기(124)로 전송하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부터 TCC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S460), EV-DO 전송기(124)는 상기 단계 S

440으로 복귀하여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TCA 신호를 재전송함으로써 핸드 오프에 대한 과정을 재시도하게 된

다(S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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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 S440 내지 상기 단계 S460의 과정을 통해 EV-DO 시스템이 하이브 리드 단말기(110)로부터 TCC 신호를

수신하여 핸드 오프가 이루어지면, EV-DO 전송기(124)는 하이브리드 단말기(110)로 인접 기지국 리스트(Neighbor

List)를 전송해 준다(S480).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하이브리드 단말기가 EV-DO 시스템으로부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핸드 

오프가 발생할 때, EV-DO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핸드 오프를 위한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전송하여 아

무런 신호 응답이 없더라도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재전송함으로써 핸드 오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E

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

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

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하이브리드 단말기가 EV-DO 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트래픽 상태에서 핸드 오프시에 

호접속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EV-DO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단말기와 호접속이 유지된 가운데 핸드 오프를 재시도함

으로써 상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호접속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된 가운데 핸드 오프를 재시도함으로써 핸드 오프의 성공률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중단없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으로서,

상기 EV-DO 시스템과 음성 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1X 시스템을 지원하고, 상기 EV-DO 시스템으로부터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에 상기 EV-DO 시스템으로 경로 갱신(Route Update)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EV-DO 

시스템으로부터 핸드 오프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EV-DO 시스템으로 핸드 오프 응답 신호를 전송하여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단말기(HAT: Hybrid Access Terminal);

음성 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1X 전송기(BTS);

상기 1X 전송기의 전송 서비스를 제어하는 1X 제어기(BSC);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의 통신 호에 대해 상기 1X 시스템으로 통신 접속 경로를 스위칭하여 제공하는 이동통

신 교환국(MSC);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와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EV-DO 전송기;

상기 EV-DO 전송기의 상기 패킷 데이터의 전송 서비스를 제어하고, 상기 EV-DO 전송기를 통해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중,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경로 갱신(Rout_Update) 신호를 수신

하고 이에 대해 트래픽 채널 할당(Traffic_Channel_Assignment) 신호를 전송한 후,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아무런 응답 신호가 없을 경우,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재전송하여 핸드 오프의 수행을 제어하는 EV-DO 제어

기(ANC);

상기 EV-DO 시스템과 상기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상기 EV-DO 제어기와 연결되는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

(PDSN)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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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V-DO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전송하는 상기 핸드 오프 신호는 인접 기지국의 시퀀스 번호

가 포함된 트래픽 채널 할당(TCA) 신호와, 역방향 트래픽 채널(Reverse_Traffic_Channel)에 대한 승인(Acknowled

ge) 신호를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V-DO 시스템과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 간에 트래픽 상태에서, 상기 EV-DO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하이브리

드 단말기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TCA) 신호를 송출하여 응답 신호(L2Ack)가 없는 경우, 상기 EV-DO 시스템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TCA) 신호를 재전송하고,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L2Ack)가 있

어 상기 EV-DO 시스템이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역방향 트래픽 채널(RTC)에 대한 승인 신호를 송출한 이후, 상

기 하이브리 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트래픽 채널 완료(Traffic Channel Completion) 신호가 전송

되지 않으면, 상기 EV-DO 시스템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재전송하여 핸드 오

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는 상기 EV-DO 시스템으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중일 경우, 상기 1X 시스템

으로부터 음성 신호의 착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 간격마다 1X 모드로 스위칭 전환했다가 다시 EV-D

O 모드로 복귀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멀티미디어 이

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V-DO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전송하는 순방향 링크(Foward Link)시에는 시간 분할 다중

접속(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통해 대량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역방향 링크(Reverse Link)시에는 다수의 가입자

를 수용하기 위해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6.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으로서,

(a) 하이브리드 단말기와 상기 EV-DO 시스템 간에 트래픽 상태로서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핸드 오프를 위한 경로 갱신(Route Update) 신호를 전

송하는 단계;

(c) 상기 EV-DO 시스템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핸드 오프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상기 핸드 오프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가 있는지를 판단

하는 단계;

(e) 상기 핸드 오프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가 없는 경우, 상기 EV-DO 시스템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상기 트

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재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V-DO 시스템의 핸드 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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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는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가 상기 1X 시스템과의 통신을 위한 1X 모드 및 상기 EV-DO 시스템과의 통신을 위한 EV-

DO 모드를 순차적으로 초기화하여 대기 상태(Idle State)를 유지하는 과정;

상기 대기 상태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가 상기 1X 모드와 상기 EV-DO 모드에 대해 듀얼 모니터링(Dual Morni

toring)을 수행하는 과정; 및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가 상기 EV-DO 모드의 트래픽 상태로 진입하여 상기 EV-DO 시스템과 커넥션(Connection)

및 세션(Session)을 형성하여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상기 EV-DO 시스템이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상기 경로 갱신 신호에 대한 수신 응답 신호(L2Ack)를 송출한 이

후에 수행하며,

상기 핸드 오프 신호는 인접 기지국의 시퀀스 번호가 포함된 트래픽 채널 할당(TCA) 신호와, 역방향 트래픽 채널(Re

verse_Traffic_Channel)에 대한 승인(Acknowledge)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에서 상기 핸드 오프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는,

상기 EV-DO 시스템이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TCA)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로 수신하

는 응답 신호(L2Ack)와,

상기 EV-DO 시스템이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응답 신호(L2Ack)를 수신한 이후 역방향 트래픽 채널(R

TC) 승인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로 수신하는 트래픽 채널 완료(Traffic Channel Completion)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는

상기 EV-DO 시스템과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 간에 트래픽 상태에서, 상기 EV-DO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하이브리

드 단말기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TCA) 신호를 송출하여 응답 신호(L2Ack)가 없는 경우, 상기 EV-DO 시스템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TCA) 신호를 재전송하고,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L2Ack)가 있

어 상기 EV-DO 시스템이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역방향 트래픽 채널(RTC)에 대한 승인 신호를 송출한 이후, 상

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트래픽 채널 완료(Traffic Channel Completion) 신호가 전송

되지 않으면, 상기 EV-DO 시스템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신호를 재전송하여 핸드 오

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는 상기 EV-DO 시스템으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신하는 중,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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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 시스템으로부터 음성 신호의 착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 간격마다 1X 모드로 스위칭 전환했다가 

다시 EV-DO 모드로 복귀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

법.

청구항 12.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는

상기 EV-DO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 전송하는 순방향 링크(Foward Link)시에는 시간 분할 다중

접속(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통해 대량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하이브리드 단말기로부터 상기 EV-DO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역방향 링크(Reverse Link)시에는 다수의 가입자

를 수용하기 위해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EV-DO 시스템의 핸드오프 실패를 복구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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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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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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