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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무선통신시스템의 이동국 셀 이탈 알림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전력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프
레임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과, 상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력 제어 파라미터와 상기 프레임 품질에 대한 정보
를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비교결과 상기 이동국의 전력 세기가 미리 설정된 기준 전력 세기 이하일 경우 상기 이동국이 
상기 사설 무선통신 서비스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사설 무선 통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셀 이탈 알림 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이동국이 상기 사설 무선 통신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셀 이탈 알림 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지 않는 과정을 가진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셀 이탈, 알림, 경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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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사설용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망 구성의 일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의 이동국 셀 이탈 알림 동작의 흐름도

도 3 본 발명이 적용되는 순방향 통화 채널 상의 메시지 상태를 각 기능에 따라 종류별로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가입자가 기지국으로부터 벗어날 경우에 가입자 단말기(이동국)로 이를 알려주는 
경보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은 단말기가 기지국으
로부터 전송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그리고 단말기 사용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전파의 수신 감도를 알 수 있
도록 수신전계강도(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LCD(Liquid Crystal Display) 표시부를 통해 
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송신 전력은 상기 측정한 수신전계강도에 의해 그 세기에 반비례하게 송신전력을 제어하고 있
다.

    
수신전계강도의 세기는 이동국 단말기의 LCD 표시부에 예를 들어, 세로의 막대표시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가
입자가 이러한 막대표시를 확인함으로 가시적으로 수신전계강도의 세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통화중인 경우
에는 수신전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상기한 바와 같은 막대표시 등을 사용자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신전력의 세
기가 약해져서 통화 감도가 저하되거나, 통화중 끊어짐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가입자가 미리 대응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통화중 끊어짐 등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력제어 또는 핸드오프 기능을 이용하여 가입자 단말기가 현재 통화중인 셀을 벗어날 경우 
가입자이게 이를 알려주어서 주의를 주기 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이동국 셀 이탈 알림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공중용 및 사설용 무선 통신시스템의 공유셀 영역내에 위치한 이동국이 상기 
공유셀을 이탈할 경우 셀 이탈 알림 방법에 있어서,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전력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프레임 품질에 대
한 정보를 얻는 과정과,상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력 제어 파라미터와 상기 프레임 품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는 과
정과,상기 비교결과 상기 이동국의 전력 세기가 미리 설정된 기준 전력 세기 이하일 경우 상기 이동국이 상기 사설 무선
통신 서비스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상기 이동국이 상기 사설 무선 통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셀 
이탈 알림 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이동국이 상기 사설 무선 통신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셀 
이탈 알림 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지 않는 과정을 가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소
자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변형이나 혹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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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사설 무선교환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통상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을 커버하게 셀 맵핑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특정 셀에 있는 이동국이 해당 셀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접근하는 
셀로 핸드오프(handoff) 동작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설 무선교환 시스템에서는 통상적으로 해당 사설무선 기지국이 
셀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통화가 끊기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 이에 본 발명의 이동국 셀 이탈시 알림 방법이 적
용됨이 바람직하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사설용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망 구성의 일 예시도이다. 도 1에서
는 공중용 및 사설용 공유 무선통신시스템에 개시된다. 도 1을 참조하면, 무선통신시스템은 공중용 및 사설용 공유 통
신서비스 영역인 공중/사설 공유 셀(14)을 가지고 있으며, 공중/사설 통신 서비스 장치(12)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공
중/사설 공유 셀(14)은 특정 집단의 통신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데 유익하도록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특
정 회사가 하나의 빌딩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빌딩이 속한 영역(area)을 공중/사설 공유 셀(14)로 정할 수 있다. 공중
/사설 공유 셀(14)을 정하는 것은 사전에 공중용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공중/사설 공유 셀 (14)에 있는 사설 기지국(private BTS: 8-k)이 공중용 이동통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중 기지국처럼 인식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원 출원 명세서에서는 공중용 이동통신시스템에 속해있는 기지국(B
TS)들 즉, 도 1에 일 예로 도시된 BTS들(6-1,,,6-k, 8-1)과 공중/사설 공유 셀(14)에 있는 사설 기지국(8-k)을 
구별하기 위해서 상기 사설 기지국(8-k)을 "pBTS(private BTS)로 칭한다. pBTS(8-k)는 공중/사설 공유 셀(14)에 
속해 있는 이동국(MS: Mobile Station)(24)과 함께 무선통신로를 구성하고 무선자원을 관리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며, 
공중/사설 통신 서비스 장치(12)를 통해 공중용 이동통신 시스템의 BSC 예컨대, 도 1의 도시된 BSC(4-m)와 연결된
다. 공중/사설 통신서비스 장치(12)는 공중용 이동통신시스템의 BSC(4-m), PSTN/ISDN(16), IP망(Internet Pro
tocol Network)(18)과 접속된다. 상기 공중/사설 통신 서비스 장치(12)는 공중용 이동통신서비스 및 사설용 이동통
신서비스가 공중/사설 공유 셀(14)에 있는 MS들에게 예컨대, 도 1의 MS(24)에게 선택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동
통신서비스를 수행한다. 만약 MS(24)가 사설용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중/사설 통신 서비스 장치(12)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MS(24)는 공중용 이동통신서비스는 물론이고 사설용 이동통신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기 MS(24)에 대한 사설용 이동통신서비스 등록이 상기 공중/사설 통신 서비스장치(12)에 되어 있지 않다면 MS(2
4)는 공중용 이동통신서비스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중/사설 통신 서비스 장치(12)는 PSTN/ISDN(16) 및 IP
망(18)과의 유선 통신 서비스도 수행한다.
    

    
한편 공중용 이동통신망은 통상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이라 칭해지며, 그 공중용 이동통신시스템의 
일 예 구성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개의 이동 교환국들(MSC: Mobile Switching Center)(2-1,..,2-n), 복
수개의 기지국 제어국들(BSC: Base Station Controller)(4-1,..,4-m), 복수개의 기지국들(BTS: Base station Tr
ansceiver Subsystem)(6-1,..,6-k, 8-1,..,8-k), 이동단말들(MS: Mobile Station)(20,22), 및 HLR/VLR(Hom
e Location Register / Visitor Location Register)(10)을 포함한다. 복수개의 MSC들(2-1,..,2-n) 각각에는 복수
개의 BSC들(4-1,..,4-m)이 연결되며, 복수개의 BSC들(4-1,..,4-m) 각각에는 복수개의 BTS들(6-1,..,6-k, 8-
1,..,8-k)이 연결된다. 특히 pBTS(8-k)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공중용 이동통신 시스템의 BSC(4-m)에 연결
된 복수개의 BTS들(8-1,..,8-k)중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 복수개의 MSC들(2-1,..,2-n) 각각은 자신에 연결된 
복수개의 BSC들(예컨대, 4-1,..,4-m)을 PSTN/ISDN(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 / Integrated Service
s Digital Network)이나 공중용 이동통신망내 타 MSC과의 접속 제어를 수행한다. 복수개의 BSC들(4-1,..,4-m) 각
각은 무선링크 제어, 핸드오프 기능들을 수행하고, 복수개의 BTS들(6-1,..,6-k, 8-1,..,8-k)은 자신의 통신 서비스
영역 즉, 자신의 셀 영역에 속해 있는 MS(20,22,24)와 함께 무선통신로를 구성하고 무선자원을 관리하는 기능들을 수
행한다. HLR/VLR(10)에서, HLR은 가입자 위치등록 기능 및 가입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수행하
고, VLR은 복수개의 MSC들(2-1,..,2-n)중 대응 MSC가 담당하는 셀에 존재하는 MS의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만약 MS가 다른 MSC가 관리하는 셀로 이동하게 되면 해당 VLR에 저장된 정보는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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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시스템에서 상기 공중/사설 통신 서비스 장치(12)에 등록되어 해당 기지국인 pBTS(8-k)의 공중/사설 공
유 셀(14)에 있는 이동국(24), 즉 무선 사설망에 등록된 이동국들 간에는 무선통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공중/사설 공유 셀(14) 내의 사설 망 등록 이동국들 간의 통화시에 있어서, 해당 이동국이 상기 공유 셀(
14)을 이탈할 경우에는 통화가 끊어지게 되거나, 또는 다른 기지국을 이용하게 되므로 통화료가 부가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본 발명에 따른 셀 이탈 알림 동작이 적용됨이 바람직하다.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시
스템의 이동국 셀 이탈 알림 동작의 흐름도이다. CDMA 시스템은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각 이동국 단말기의 신호
가 기지국에 최소한의 신호대 잡음비로 수신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매우 정교한 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전력 제어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

    
각 이동국은 새로운 채널 할당 요구 등을 위해 RF(Radio Frequency)신호를 전송하는데, 상기 RF 신호에는 각 이동국
에서 검출한 전력레벨을 가리키는 데이터가 포함된다. 각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전력레벨을 주기적으로 샘플
링한 후 다시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기지국은 각 이동국에서의 샘플링하여 전송한 전력레벨을 수신하여 해당 이동국의 
전력레벨 변화를 파악한다. 이러한 동작은 각 이동국의 전력 제어 및 각 이동국의 핸드오프를 위하여 수행된다. 본 발명
에서는 이러한 이동국으로부터 보내진 전력레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20단계에서 기지국은 제어국으로부터 이동국의 전력 파라미터(power control parameter)를 
제공받는다. 이후 22단계에서 이동국으로부터 수신 전력 레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각 이동국의 단말은 해당 기
지국으로부터의 수신 전력을 측정하여 이 정보를 "power measurement report message"나 또는 일정한 시간마다 매 
프레임에 "erasure indicator bit"를 통하여 기지국에 알린다. 이에 따라 상기 22단계에서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수
신전력 레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이후 24단계에서는 제공받은 정보로부터 프레임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다. 
즉, 기지국은 상기 "power measurement report message"를 수신하면 이 메시지 필드 중에 "error detected"와 "p
ower measure frame"으로부터 순방향(forward) FER(Frame Error Rate)을 계산한다.
    

    
이후 26단계에서는 프레임 품질과 제어국으로부터 수신한 파라미터를 비교하여 이동국의 셀 이탈을 감지하게 하게 된
다. 즉 시스템은 계산된 FER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파워 제어 파라미터값과 비교하여 이동국 단말기의 전력세기를 
예측한다. 이러한 이동국 단말기의 전력세기가 미리 설정된 기준 전력세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시스템은 해당 단말기
가 셀을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때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기 기준 전력세기는 기지국과의 완전한 절
체에 해당하는 파일롯(pilot) 세기보다 조금 큰 값을 설정하여 잘못된 정보로 경보 정보가 송출되는 것을 막는다. 이후 
28단계에서는 셀 이탈 예상시 셀 이탈 경보 정보를 이동국으로 전송하게 된다. 즉 시스템은 이동국이 셀 이탈하는 것으
로 간주하게 되면, 보코더(vocoder)에게 현재 순방향 통화 채널(forward traffic channel)에 경보 신호를 에어-인터
페이스(air-interface) 상으로 송출한다. 순방향 트래픽 채널로 전송된 신호를 해당 이동국의 단말기로 송출되어 통화
중인 가입자에게 현재의 상태, 즉 셀 이탈 중임을 알리게 된다. 이러한 경보는 순방향 통화 채널의 "flash with inform
ation message"나 또는 "alert with information message"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단말기로 전송하며 이를 
수신한 단말기가 경보음을 출력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다(29단계). 이에 따라 가입자는 적절한 예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이 IS-95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경우, 상기 셀 이탈 알림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순방
향 통화 채널 상의 메시지 상태를 각 기능에 따라 종류별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순방향 통화 채널 중 "flash with information message" 또는 "alert with information message"에 적절한 파
라미터를 설정하여 경보를 정보를 전송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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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과정이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사설 무선 이동통신시스템에 적용될 경우에 해당 
사설 무선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은 먼저 해당 이동국이 해당 사설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었는
가와, 등록된 가입자들끼리 내선 통화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등록된 가입자
들끼리의 내선 통화인 경우에는 상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셀 이탈 경보 동작을 수행하며, 등록된 가입자들끼리의 
내선 통화가 아닌 경우에 셀 이탈이 감지될 경우에는 주위 다른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통화중인 가입자의 단말이 지정 셀을 이탈한 경우에 단말기로 경
보 신호를 송출한다. 이는 가입자가 서비스 지역(특정 기지국, 특정 셀)을 벗어난 경우에 통화가 끊어지기 전에 미리 알
려 주어서, 통화중인 단말이 갑자기 끊어짐에 따른 가입자의 불쾌감을 줄이게 한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인 CDMA 시
스템보다는 구내 내에서 제한적인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에 적용됨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상기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경보 신호를 타임 스위치의 이중 톤 다중 주파수(이하 "디티엠에프(DTMF)라 칭함- 
dual tone multi frequency) 센더(sender)라고 하는 자원을 사용하여 전송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디티엠
에프(DTMF)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말기가 계속 점유할 경우에 다른 단말기는 디티엠에프(DTMF)서비스
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단말기에서 수신된 파워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후 이를 분석
하여 직접 순방향 통화 채널로 톤 제어 메시지를 보내어 시스템의 공유 자원(DTMF 등등)을 아끼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의 이동국 셀 이탈 알림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
기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에서는 본 발명이 구내 사설 교환기지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 
외에도 일반적인 CDMA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즉 전력의 세기가 약해져서 통화가 불가능해지면 주위 다른 기지국
이 없거나 또는 다른 기지국이 있더라도 가용한 채널이 없을 경우에 가입자에 경보 신호를 주어 가입자가 호 해제를 위
한 준비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 및 변형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청구범위와 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가입자 단말기가 현재 통화중인 셀을 벗어날

경우 가입자이게 이를 알려주어서 주의를 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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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

공중용 및 사설용 무선통신시스템의 공유셀 영역내에 위치한 이동국이 상기 공유셀을 이탈할 경우 셀 이탈 알림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전력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프레임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과,

상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력 제어 파라미터와 상기 프레임 품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비교결과 상기 이동국의 전력 세기가 미리 설정된 기준 전력 세기 이하일 경우 상기 이동국이 상기 사설 무선통신 
서비스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사설 무선 통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셀 이탈 알림 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이동국이 상기 사설 무선 통신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셀 이탈 알림 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지 않는 
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셀 이탈 알림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셀 이탈 알림 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은, 순방향 통화 채널로 미리 설정된 톤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셀 이탈 알림 방법.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셀 이탈 알림 정보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상기 과정은 타임 스위치의 디티엠에프(DTMF) 
센터를 사용하여 공유셀 이탈 알림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셀 이탈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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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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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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