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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부터 휴대전화는 널리 보급되어 있고, 휴대전화의 액세스(access)방식으로서는 TDMA(시분할다원접속), FDMA
(주파수분할다원접속) 등이 채용되어 있지만, 근년 주파수 이용효율이 좋고 전송속도를 변경하기 용이하며 도청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점을 갖는 CDMA(부호분할다원접속)이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CDMA는 주로 음성의 전송을 목적으로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세스방식은 데이터통신에는 적합
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근년의 멀티미디어화에서는 전송해야 할 데이터는 음성에 한정되지 
않고 컴퓨터 등에서 취급하는 각종 데이터가 있다. 이 때문에, 차세대의 통신방식에서는 이동국(mobile station)과 망
(network) 사이의 통신액세스는 각종 데이터의 전송에 적합한 것이 요망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에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멀티미디어화에 대응하여 각종 데이터의 전송에 알맞은 이동통신
방법 및 이동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은, 각 이동국에 개인 식별자를 각각 미리 할당하고서 복수의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는 이동통신방
법에 있어서, 상기 망과 통신할 수 있는 상기 이동국에 각각 일시적인 식별자를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망이 상기 개인
식별자와 상기 일시적 식별자를 각각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이 상기 개인식별자와 상기 일시적 식별자를 각각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망이, 자체에 저장된 상기 일시적 식별자의 하나가 상기 대응하는 이동국에 저장된 상기 일시적 
식별자와 다른 것임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망이, 자체에 저장된 상기 임시 식별자가 상기 대응하는 이동국에 저장된 
것과 다른 것임이 검출되는 경우에 상기 이동국에 다른 임시 식별자를 재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발명에 의하면, 멀티미디어화에 대응한 각종 데이터의 전송에 적합한 CDMA 방식의 무선통신방법 및 무선통신시
스템을 제공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복수의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
는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으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이동국에 송신해야 할 송신정보에 대하여 암호처리
를 행하여 암호송신정보를 생성하는 암호처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복수의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에 의하여 이전에 암호처리된 암호송신정보에 재전송제어정보를 부가하
는 재전송제어정보부가수단과, 상기 재전송제어정보가 부가된 상기 암호송신정보를 상기 무선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전
송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 및 제2항에 따른 기지국 제어장치를 
통해 통신을 행하는 교환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송신해야 할 송신정보를 암호처리를 행하여 암호송신정보를 생성
하는 암호처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측에서 상기 이동국측으
로 송신되어야 하는 정보를, 기지국 제어장치에 송신하기 전에, 상기 기지국 제어장치가 상기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측에서 상기 이동국측으
로 송신되어야 하는 정보를, 상기 무선 기지국에 분배하기 전에, 상기 교환국이 암호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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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OSI 참조 모델의 층2 이상인 1이상
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층2 암호처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OSI 참조 모델의 층3 이상인 1이상
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층3암호처리수단과, 상기 OSI 참조 모델의 층2에 대응하는 다른 장
치의 층들과의 사이에서 암호정보의 전송개시에 대하여 통지를 촉진하는 층2상호통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OSI 참조 모델의 층3 이상인 1이상
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층3암호처리수단과, 상기 OSI 참조 모델의 층2에 대응하는 층에서 
상기 층3암호처리수단에 의해 이전에 암호처리된 정보에 재전송제어정보를 부가하는 재전송제어정보부가수단과, 상기 
재전송제어정보가 부가된 상기 암호송신정보를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복수의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으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이동국에 송신해야 할 송신정보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기지국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복수의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에 의하여 이전에 암호처리된 암호송신정보에 재전송제어정
보를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재전송제어정보가 부가된 상기 암호송신정보를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
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 및 기지국 제어장치를 통해 통신을 
행하는 교환국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송신해야 할 송신정보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정보를 생성하는 단
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국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측에서 상기 
이동국측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정보를, 상기 기지국 제어장치에서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에 분배하기 전에 암호처리
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측에서 상기 
이동국측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정보를, 상기 교환국에서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으로 분배하기 전에, 암호처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OSI 참조 모델의 층2 
이상인 1이상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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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
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OSI 참조 모델의 층3 이
상인 1이상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OSl 참조 모델의 층2에 대응하는 다른 장
치의 층들과의 사이에서 암호정보의 전송 개시에 대하여 통지를 촉진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
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OSI 참조 모델의 층3 이상인 
1이상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OSI 참조 모델의 층2에 대응하는 층에 있어서 
상기 암호처리단계에 의해 이전에 암호처리된 정보에 재전송제어정보를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재전송제어정보가 부가
된 상기 암호송신정보를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각 발명에 의하면, 암호송신신호 및 비암호(non-enciphered)송신신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는 이동국이라도 
확실하게 다이버시티 수신을 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은,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에 있어서,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를 개시하는 
해독처리개시 시간을, 상기 이동국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고 상기 망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
처리개시 시간에 의존하여 설정하는 해독처리개시 시간설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망으로부터 상기 공중을 통해 수신한 암호수신신호를 해독처리하는 해독처리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해독처리개시 시간설정수단은, 상기 망으로부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하였는지를 판별하는 암호개시요구
판별수단과, 상기 판별에 따라서 상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한 시간에 근거하여 상기 해독처리수단에 해독처리
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해독처리명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에 있어서,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는 암호처리의 
개시시간을,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여 설정하는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망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송신암호처리 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송신암호처리 개시요구수단과, 
상기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암호처리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수단
은 상기 송신암호처리 개시요구가 송신된 시간에 따라서 상기 암호처리수단에게 암호처리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암호
처리명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망 제어장치에 있어서,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를 
개시하는 해독처리개시시간을, 상기 제어장치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고 상기 이동국에 있어서
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에 의존하여 설정하는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
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공중을 통해 수신한 암호수신신호를 해독처리하는 해독처리수단을 더 구비
하고, 상기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수단은, 상기 망으로부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가 수신되는지를 판별하는 암호처리개
시 요구판별수단과, 상기 판별에 따라서 상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가 수신된 시간에 근거하여 상기 해독처리수단에 해
독처리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해독처리명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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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동국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망 제어장치에 있어서, 송신신호의 암호처리하는 암호처리
의 개시시간을,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여 설정하는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이동국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수단
과, 상기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암호처리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
수단은 상기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가 송신된 시간에 따라서 상기 암호처리수단에 암호처리를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암
호처리명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망은, 상기 이동국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암호처리개시요구수단과,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의 송신 후에, 
상기 망에서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제1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제1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제1암호송신
신호생성수단과, 상기 제1암호송신신호를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제1암호송신신호송신수단과, 상기 암호처리개시
요구가 접수될 수 있음을 지시하는 상기 이동국에 의한 암호처리개시응답이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응답판별수
단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를 접수하는 경우에 상기 응답판별수단의 판별에 따라서 상기 이동국로부터 
송신된 제2암호송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하는 제1해독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이동국은,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가 수
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요구판별수단과,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가 접수되는 경우에 상기 요구판별수단의 판별에 
따라서 상기 암호처리개시응답을 송신하는 암호처리개시응답수단과,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가 접수되는 경우에 상기 
망으로부터 송신된 상기 제1암호송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하는 제2해독처리수단과, 상기 암호처리개시응답의 송신 후에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망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제2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제2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제2암호
송신신호생성수단과, 상기 제2암호송신신호를 상기 망으로 송신하는 제2암호송신신호송신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를 
개시하는 해독처리개시시간을, 이동국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고 상기 망에서의 송신신호의 암
호처리개시시간에 의존하여 설정하는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망으로부터 상기 공중을 통해 수신한 암호수신신호를 해독처리하는 해독처리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는 상기 망으로부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암호처리
요구판별단계와, 상기 판별에 따라서 상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한 시간에 근거하 여 상기 해독처리단계에서 해
독처리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해독처리명령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는 
암호처리의 개시시간을,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여 설정하는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를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망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단계와, 
상기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암호처리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
는 상기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한 시간에 따라서 상기 암호처리단계에서 암호처리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암호
처리명령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를 개시하는 해독처리개시시간을, 상기 제어장치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고 상기 이동
국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에 의존하여 설정하는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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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공중을 통해 수신한 암호수신신호를 해독처리하는 해독처리단계를 더 구비
하고, 상기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는, 상기 망으로부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암
호 요구판별단계와, 상기 판별에 따라서 상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한 시간에 근거하여 상기 해독처리단계에서 
해독처리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해독처리명령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송신신호를 암호
처리하는 암호처리의 개시시간을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 개시시간과는 독립하여 설정하는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단
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이동국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단계
와, 상기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암호처리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단
계는 상기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한 시간에 따라서 상기 암호처리단계에서 암호처리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암
호처리명령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
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상기 망에서 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암호처리개시요구단계와, 상기 암호처리개시요
구의 송신 후에 상기 망에서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제1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제1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
는 제1암호송신신호생성단계와, 상기 제1암호송신신호를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제1암호송신신호송신단계와,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가 접수될 수 있음을 지시하는 상기 이동국에 의한 암호처리개시응답이 수신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
는 응답판별단계와, 상기 이동국이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를 접수하는 경우에 상기 응답판별단계에서의 판별에 따라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 제2암호송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하는 제1해독처리단계와,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가 수신
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요구판별단계와, 상기 암호개시요구를 접수하는 경우에 상기 요구판별단계에서의 판별에 따
라서 상기 암호처리개시응답을 송신하는 암호처리개시응답단계와,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를 접수하는 경우에 상기 망
에 의해 송신된 상기 제1암호송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하는 제2해독처리단계와, 상기 암호개시응답의 송신 후에 상기 이
동국으로부터 상기 망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제2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제2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제2암호송신신
호생성단계와, 상기 제2암호송신신호를 상기 망으로 송신하는 제2암호송신신호송신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각 발명에 의하면, 시스템의 간략화를 위해 암호신호 및 비암호신호의 쌍방을 동시에 해독하는 기능을 망에서 갖
게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암호개시 타이밍이 기지국과 망에서 정합되어, 확실하고 원활하게 이동국과 망에
서 통신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의 실시가능한 1이상의 암
호처리를 특정하는 암호처리특정정보를 상기 망에 통지하는 암호처리통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암호처리통지수단이 이동국의 처리가능한 1이상의 암 호 키의 생성처리를 특정하기 위한 암호키
생성처리특정정보를 상기 망측에 통지하는 암호키 생성처리통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망에서 통지되는 암호처리요구에 
대응하는 암호처리를 행하여 상기 망과 통신을 행하는 암호통신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암호통신수단은, 상기 망에 의하여 통지되는 암호 키생성처리를 특정하는 암호키생성처리특정정
보에 대응하는 암호 키를 생성하는 암호키생성수단과, 상기 암호키생성수단에 의하여 생성한 상기 암호 키를 이용하여 
상기 암호처리를 행하는 암호처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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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망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의하여 통지된, 
해당 이동국에서 실시가능한 1이상의 암호처리를 특정하는 암호처리특정정보에 근거하여, 통신을 위한 암호처리를 선
택하는 암호처리선택수단과, 상기 암호처리선택수단에 의하여 선택된 암호처리를 이용하여 암호처리를 실시하도록 요
구하는 암호처리요구를 상기 이동국에 통지하는 암호처리요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를 제공하
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이동국에 의하여 통지된, 해당 이동국에서 처리가능한 1이상의 암호키처리를 특정하는 암호키생
성처리특정정보에 근거하여, 암호키생성처 리를 선택하는 암호키생성처리선택수단과, 상기 암호키생성처리선택수단에 
의해 선택한 암호키생성처리를 상기 기지국으로 통지하는 암호키통지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
치을 특징으로 하는 망측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각 발명에 의하면, 이동국측(이동국 또는 사용자)이 요구하는 시큐어리티(security)의 정도에 따른 암호처리를 
선택하여 암호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이동국 또는 망에서 통신 서비스가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음성, 
동영상)에 의거한 암호처리를 선택하여 암호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장래 이동통신시스템의 확장시에 새로
운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암호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도 새로운 암호처리의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더욱이, 복수의 망사이에서 하나 이상의 공통의 암호처리를 위한 능력을 구축해 놓으면, 로밍(roaming)시에 모
든 암호처리를 공통화하지 않더라도 암호를 실시한 통신을 하는 것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공통화한 암호처리 이외에 각 
망내에서는 독자의 암호처리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은,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액세스 링크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동국으로의 호 시도 또는 그 이동국으로부터의 호 시도가 있는 때에, 하나의 메인 브란치와, 상기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
란치를 포함하는 복수의 브란치를 상기 망과 상기 이동국 사이에서 확립하여, 상기 이동국이 상기 복수의 브란치를 사
용하여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링크 제어방 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망과의 사이에서 액세스 링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때에 망으로부터 복수의 브란치의 확립요구를 포
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 망과 이동국의 사이에 해당 복수의 브란치를 확립하고 상기 복수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동국으로 호 시도 또는 그 이동국으로
부터 호 시도가 발생한 때, 하나의 메인 브란치와, 상기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를 포함하는 복수의 브란치를 망 및 해당 이동국 사이에 설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 기지국이 복수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하는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의하여 통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동국으로 호 시도 또는 그 이동국으로부터 호 시도가 발생한 때, 하나의 메인 브란치와, 상기 
이동국이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보
조 브란치를 포함하는 복수의 브란치의 확립을 위한 요구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국의 양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 8 -



등록특허 10-0366286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이 복수의 기지국과 통신하는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의하여 통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동국으로 호 시도 또는 그 이동국으 로부터 호 시도가 발생한 때, 상기 이동국과 대응하는 기지국사이에서 복수 브란
치의 확립을 위한 요구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복수의 기지국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
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 기지국이 복수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하는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의하여 통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동국으로 호 시도 또는 그 이동국으로부터 호 시도가 발생한 때, 하나의 메인 브란치와, 상기 
이동국이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보
조 브란치를 포함하는 복수의 브란치를, 기지국 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국 사이에서 확립하
여, 상기 이동국이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각 발명에 의하면, 이동국으로의 호 시도 또는 그 이동국으로부터의 호 시도가 발생한 때, 해당 이동국이 1개의 
기지국을 사용한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의한 통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메인 브란치의 확립과 서브 브
란치의 추가가 1개의 일련의 수속으로 진행되므로, 쓸데없는 신호의 송수신이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
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을 행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무선 액세스 링크에의 간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브란치전환이 수행되면 상기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에 의한 통신을 개시할 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망과 상기 이동국사이의 적어도 하나의 현행 브란치를, 다이버시
티 핸드오버에 의한 통신에 필요한 복수의 브란치로 전환하여, 상기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전환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브란치전환이 수행되면 상기 이동국이 다이버시시티 핸
드오버 브란치를 사용한 통신을 개시할 수가 있는 경우에, 망과 상기 이동국의 사이의 적어도 하나의 현행 브란치를, 다
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수의 브란치로 전환하여,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브란치 전환이 수행되면 상기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
오버를 사용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망과 상기 이동국 사이의 적어도 하나의 현행 브란치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하기 위한 복수의 브란치로 전환하여,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브란치 전환이 수행되면 상기 이동국과 기지국이 복수
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하며 상기 이동국이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의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 기지국 및 해당 이동국에, 브란치 전환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및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는 
통신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브란치를 추가하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브란치 전환이 수행되면 상기 이동국이 셀간 다이버시
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하여 필요한 브란치
를 설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복수의 기지국에 송신하고, 브란치 전환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를 추가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당 이동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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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기지국이 브란치 전환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하기 위해서 추
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를 추가하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기지국 제어장치로부터 
수신하면, 상기 메시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를 전환하고 상기 이동국을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를 추가하여,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각 발명에 의하면, 이동국에 브란치 전환의 계기가 있고, 브란치 전환 후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이 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재의 브란치로부터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의한 통신에 대응한 브란치로 직접 전환되어, 
쓸데없는 신호의 송수신이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을 행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무선 액세스 링크에의 간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동시에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에 대한 브란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
하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기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이 서
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기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브란치 구성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상기 기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통신 주파수 대역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동시에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에 대한 브란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신규호에는 기존 호와 동일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동시에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신
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이동국은 망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신규 호에 대하여 상기 기존 호와 동일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동시에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기지국 제어장치는 상기 기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브란
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이 서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기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브란치 구성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상기 기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통신 주파수 대역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
국 제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동시에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기지국 제어장치는 상기 신규 호에는 기존 호와 동일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각 발명에 의하면, 기존 호 및 신규 호를 포함하는 복수의 호에 관해서 동일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
을 할당할 수 있으므로 각 호에 대응한 통신을 위한 제어부담을 경감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은,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브란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신규 호에는 상기 기존 호과 동일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
파수 대역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 상기 기존 호와 신규 호의 양자가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브란치 구성 또는 다른 통
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상기 기존 호 및 신규 호의 양자에 할당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에 있어서,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신규 호에는 상기 기존 호과 동일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 
망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기존 호와 신규 호의 양자가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브란치 구성 또는 다른 통신 주파수 대역을 
상기 기존 호 및 신규 호의 양자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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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신규 호에는 상기 기존 호과 동일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
파수 대역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 상기 기지국 제어장치는 상기 기존 호와 신규 호의 양자가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브
란치 구성 또는 다른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상기 기존 호 및 
신규 호의 양자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각 발명에 의하면, 기존 호 및 신규 호를 포함하는 복수 호에 관해서 동일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수 있으므로, 각 호에 대응한 통신을 위한 제어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브란치 제어방법에 있어서, 복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상기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
기가 발생한 경우, 모든 호를 계속할 수가 있는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모든 호에 대하여 공통
으로 상기 선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은,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에 있어서, 복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상기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 망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이동국은 모든 호에 대한 기존의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모든 호에 대하여 공통인 새로운 브란치 구성 또는 새로운 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되는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복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상기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 모든 호를 계속할 수가 있는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모든 호에 대하여 공
통으로 상기 선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각 발명에 의하면, 핸드오버를 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통신중의 복수 호에 관해서 동일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호에 대응한 통신을 위한 제어부담을 경감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은,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브란치 제어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호를 처리하는 상기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기
가 발생한 경우,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든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브란치 구성이 없거나 또는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
든 호를 계속 할 수 있는 통신 주파수 대역이 없는 경우에, 상기 복수의 호중 상위 우선 순위에 있는 복수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브란치 구성 또는 다른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상기 우선 순위의 호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복수의 호를 처리하는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든 호를 계속
할 수 있는 브란치 구성이 없거나 또는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든 호를 계속 할 수 있는 통신 주파수 대역이 없는 경우 
에, 망으로부터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복수의 호중 하위 우선 순위에 있는 1이상의 호를 해방하고 상기 
망에 의하여 선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우선 순위에 있는 복수의 호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호를 처리하는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기
가 발생한 경우,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든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브란치 구성이 없거나 또는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
든 호를 계속 할 수 있는 통신 주파수 대역이 없는 경우에, 상기 기지국 제어장치는 상기 복수의 호중 상위 우선 순위에 
있는 복수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브란치 구성 또는 다른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 브란치 구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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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주파수 대역을 상기 우선 순위의 호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각 발명에 의하면, 핸드오버의 계기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 통신중의 모든 호를 유지할 수 있는 브란치 구성 또
는 통신 주파수 대역이 없는 경우라도, 우선도가 높은 호에 있어서는 통신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선자원의 간격
이 좁은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선도가 높은 통신에 대해서는 호를 유지할 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이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을 사용하여 복수의 호를 처리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채널
의 확립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의하여 복수의 호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하나에 의
하여 제어채널이 형성되도록, 망과 상이 이동국 사이에서 제어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단일 채널을 확립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제어채널의 확립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통신에 대응하여 복수의 제어채널의 모두를 설정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제어정보의 송수신에 
관계하는 하드웨어를 삭감할 수 있고, 또한 제어정보의 송출순서를 복수의 제어채널사이에서 조정하는 복잡한 제어를 
생략할 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이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복수의 호를 처리하고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한 개
에 의하여 형성된 단일의 제어채널을 통해 망으로부터 제어정보를 수신하거나 또는 망으로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동안, 
상기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한 개에 의하여 형성된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제1호를 해방해야 하고 제2호를 계속해
야 하는 경우, 상기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하나에 의하여 형성되고 해방되어야 하는 상기 제어채널을, 상기 무선 
통신자원중 다른 조에 의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제어채널로 전환하여, 상기 제2호를 계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
채널의 전환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이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복수의 호를 처리하고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한 개
에 의하여 형성된 제어채널을 통해 망으로부터 제어정보를 수신하거나 또는 망으로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동안, 상기 복
수 조의 무선자원중 한 개에 의하여 형성된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제1호를 해방해야 하고 제2호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상기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하나에 의하여 형성되고 해방되어야 하는 상기 제어채널을, 상기 무선 통신자원중 다
른 조에 의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제어채널로 전환하여, 상기 제2호를 계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상의 각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통신에 관해서 공통의 제어채널을 사용하여 제어정보의 수수를 행하고 있을 때에. 제
어채널의 설정된 무선자원을 이용한 최후의 통신이 해방되고, 또한 그 시점에서 다른 무선자원의 조에 의해 유지되어야 
되는 통신이 남아 있는 경우에, 제어채널의 전환이 행하여진다. 따라서, 그 전환시점 이후는 새로운 제어채널을 이용하
여 통신을 위한 제어정보의 수수를 계속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은, 각 기지국은 대응하는 퍼치채널을 통해 퍼치채널 전송전력 레벨 및 업링크 간섭 레벨을 포함하는 보고정보
를 송신하고, 이동국은, 주변의 각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보고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주변 기지국에 대한 퍼치채널의 수
신레벨을 검지하며, 상기 각 수신레벨 및 상기 보고정보내의 퍼치채널 전송전력 레벨에 근거하여, 상기 이동국과 각 주
변 기지국 사이의 전송손실을 산출하며, 상기 산출한 각 전송손실, 상기 보고정보내의 각 업링크 간섭 레벨 및, 상기 주
변 기지국에 의한 수신시에 포함된 소요 수신 SIR(Signal-to-Interference Ratio)에 근거하여, 상기 이동국과 각 주
변 기지국 사이의 각 소요 업링크 전송전력 레벨을 산출하고, 상기 각 소요 업링크 전송전력 레벨이 최대인 무선 존을 
선택하며, 상기 선택된 무선 존의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과의 통신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거나 또는 핸드오버 후에 상기 
이동국과의 통신을 개시할 수 있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존 및 업링크 전송전력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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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퍼치채널을 통해 퍼치채널 전송전력 레벨 및 업링크 간섭 레벨을 포함하는 보고정보를 송신하는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 주변의 각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각 퍼치채널을 통해 퍼치채널 전송전력 레벨 및 업링크 간섭 레
벨을 지시하는 각 보고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주변 기지국에 대한 퍼치채널의 각 수신레벨을 검지하며, 상기 각 수신레
벨 및 상기 보고정보내의 각 퍼치채널 전송전력 레벨에 근거하여, 상기 이동국과 각 주변 기지국 사이의 전송손실을 각
각 산출하며, 상기 산출한 각 전파손실, 상기 보고정보내의 각 업링크 간섭 레벨 및, 상기 각 주변 기지국에 의한 수신시
에 포함된 각 소요 수신 SIR에 근거하여, 상기 이동국과 각 주변 기지국 사이의 각 소요 업링크 전송전력 레벨을 산출
하고, 상기 각 소요 업링크 전송전력 레벨이 최대인 무선 존을 선택하며, 상기 선택된 무선 존의 소요 업링크 전송전력 
레벨에 근거하여 상기 선택된 무선 존에서의 업링크 전송전력을 제어하며, 상기 선택된 무선존의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
과의 통신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거나 또는 핸드오버 후에 상기 이동국과의 통신을 개시할 수 있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각 발명에 의하면, 퍼치채널 전송전력이 각 기지국사이에서 다른 경우라도 이동국에 있어서의 업링크 전송전력
을 최적화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은, 이동국 및 망 사이에서 핸드오버 브란치를 추가 설정하기 위한 핸드오버 제어방법에 있어서, 모든 브란치에 
대한 동기확립의 확인을 기다리는 일 없이, 해당 이동국이 통신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의 이행에 의하여 브란치 추가 
확립의 수속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브란치 추가 확립을 위한 수속은 이동국을 위하여 확립된 브란치중에서 하나의 브란치에 대한 동
기확립의 확인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새로운 추가 브란치를 확립하도록 하는 요구가 상기 망으로부터 수신되는 경우
에, 이동국은 새로운 브란치를 확립하고, 그후 상기 새로운 브란치를 통해서 신호를 수신할 때에 다이버시티 수신을 개
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추가 브란치를 확립하
도록 하는 요구가 기지국 제어장치로부터 수신되는 경우에, 상기 기지국은 새로운 브란치를 추가 확립하고, 그후 상기 
새로운 브란치를 통해서 신호를 수신할 때에 셀내 다이버시티 수신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추가 브란치를 확립하
도록 하는 요구가 기지국 제어장치로부터 수신되는 경우에, 상기 기지국은 새로운 브란치를 확립하고, 그후 상기 새로
운 브란치를 통해서 신호를 수신할 때에 셀간 다이버시티 수신을 실행하는 상기 기지국 제어장치로 상기 수신된 신호의 
송신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 망사이에서 새로운 브란치를 추가 확립하는 경우에, 상기 새로운 브란치의 추가 확립 요구를 
제공한 후에, 상기 이동국과 상기 망사이의 모든 브란치에 대한 동기확립의 확인을 기다리는 일없이, 새로운 브란치의 
추가 확립에 대한 수속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해서 필요한 상기 새로운 브란치의 확립을 위한 요구를 제공하고, 그후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하여 필요한 브란치를 통해서 신호가 수신될 때에 셀간 다이버시티 수신을 개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각 발명에 의하면, 이동국이 통신가능한 상태로 된 시점에서 브란치 추가 수속이 종료하기 때문에 브란치 추가 
수속을 신속히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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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복수의 채널을 확립할 수 있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대응하는 채널에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할당 가능한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복수의 채널중 하나에 
할당하기 위한 코드자원할당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일부는 상기 전송속도에 대응하는 소정의 대역폭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을 위하여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상기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의 일부가 할당된 상기 복수 채
널중 하나를, 상기 이동국에 할당하는 채널할당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복수의 채널을 확립할 수 있는 무선이동통신시
스템에 있어서, 각 코드자원이 소정 대역폭에 대응하며 다른 코드자원에 독립하는 복수의 할당가능한 코드자원과, 필요
로 되는 전송속도에 따라서 상기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중 미사용 코드자원을 상기 복수 채널중 하나에 할당할 때에 상기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적합한 대역폭에 대응하는 미사용 코드자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할당가능한 코드자
원의 일부가 이미 할당되어 있는 상기 복수 채널중 하나에 대하여, 상기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의 일부를 다시 할당하는 
재할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따라서 미사용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을 상기 복수채널중 하나에 할당할 
때에 상기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적합한 코드자원 길이를 갖는 미사용 코드자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미
사용 코드자원판별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미리 설정한 대역폭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코드자원이 미리 선택되어 있고, 적어도 하나의 미
사용 기준 코드자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설정한 소정 시간마다 판별하는 할당가부판별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재할당수단은 상기 할당가부판별수단의 판별결과가 부정인 경우, 상기 다른 할당가능 코드자원의 일부가 이미 할당되어 
있는 상기 복수 채널중 하나에, 미사용 코드자원이 확보될 때까지, 상기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중 일부를 다시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복수의 채널을 확립할 수 있는 무선 기지국에 있
어서, 대응하는 채널에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할당 가능한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복수의 채널중 하나에 
할당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코드자원할당가부판별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일부는 상기 전송속도에 대응하는 소정
의 대역폭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을 위하여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상기 할당가능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가 할당된 상기 채
널을 상기 이동국에 할당하는 채널할당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복수의 채널을 확립할 수 있는 무선이동통신시
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대응하는 채널에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할당 가능한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복
수의 채널중 하나에 할당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일부는 상기 전송속도에 대응하는 소정의 대역폭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각 코드자원이 소정 대역폭에 대응하며 다른 코드자원에 독립하는 복수의 할당가능한 코드자원과, 코
드분할 다중 액세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확립될 수 있는 복수의 채널을 포함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의 제
어방법에 있어서,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따라서 상기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중 미사용 코드자원을 상기 복수 채널중 하
나에 할당하기 위하여, 상기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따른 코드자원 길이를 갖는 미사용 코드자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를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판별결과에 의하여 상기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적합한 대역폭을 갖는 미사용 코드자원이 
없는 것이 지시되는 경우, 상기 다른 할당가능 코드자원의 일부가 이미 할당되어 있는 상기 복수 채널중 하나에,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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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가능한 코드자원중 일부를 다시 할당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복수의 채널을 확립할 수 있는 무선 기지국의 제
어방법에 있어서, 대응하는 채널에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할당 가능한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복수의 채널
중 하나에 할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코드자원할당가부판별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일부는 상기 전송속도에 
대응하는 소정의 대역폭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의 전송속도에 따라서 할당가능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가 할당된 채널을 상기 이동국에 할당하
는 채널할당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의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각 발명에 의하면, 코드자원의 채널에 대하는 재할당(재배치)의 빈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또한 호의 발생시
에는 코드자원의 재배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접속지연을 억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1실시형태의 W-CDMA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2는 본 시스템에 있어서의 액세스 인터페이스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3은 기능 엔티티(functional entity)가 통신 제어 플레인(communication control plane; CC-Plane) 및 무선자원 
제어 플레인에 배열되어 있는 본 시스템의 기능망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4는 기능 엔티티가 통신 제어 플레인 및 무선자원 제어 플레인에 배열되어 있는 본 시스템의 기능망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는 초기 발호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6은 추가 발호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7 및 도8은 초기 발호를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도9는 추가 발호의 발신을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도10은 초기 착호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1은 추가 착호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 시한 도면이다.

도12 내지 제14도는 초기 착호를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도15 및 도16은 추가 착호를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도17은 사용자에 의해 명령된 절단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8은 사용자에 의하여 명령된 절단을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도19는 망에 의하여 명령된 절단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0은 망에 의하여 명령된 절단을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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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1은 이동국에 의해 검출되는 무선 링크(radio link) 실패에 기인한 비정상 해방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2는 이동국에 의해 검출되는 무선 링크 실패에 기인한 비정상 해방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23은 망에 의해 검출되는 무선 링크 실패에 기인한 비정상 해방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
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4는 망에 의해 검출되는 무선 링크 실패에 기인한 비정상 해방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25는 사용자측 절단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6은 사용자측 절단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27은 SDCCH(Stand-alone Dedicated Control Channel) 셋업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
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8은 SDCCH 셋업 프로세스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29는 무선자원 선택을 위한 베어러 셋업(bearer setup)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
시한 도면이다.

도30은 무선자원 선택을 위하여 통신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베어러 셋업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31은 무선 베어러 해방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32는 무선 베어러 해방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33은 SDCCH 해방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이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34는 SDCCH 해방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35는 핸드오버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일반 흐름도이다.

도36은 핸드오버 프로세스1 및 2를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도37은 도35의 핸드오버 프로세스1에 대응하는 시퀀스로서 난-소프트(non-soft) 핸드오버의 실행을 개시하기 위하
여 정보 흐름이 전송되는 시퀀스를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도38은 도35의 핸드오버 프로세스1에 대응하는 시퀀스로서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를 개시하기 위하여 정보흐름이 전송
되는 시퀀스를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도39는 도35의 핸드오버 프로세스1에 대응하는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를 개시하기 위하여 정보 흐름이 정송되는 시퀀
스를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도40은 단일 셀내에서 섹터간(inter-secto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41은 통신 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것으로서 단일 셀내에서 섹터간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의 정보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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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2는 셀간(inter-cell)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
다.

도43은 통신 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것으로서 셀간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44는 단일 셀내에서 섹터간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
면이다.

도45는 통신 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것으로서 단일 셀내에서 섹터간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의 정보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46은 셀간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47은 통신 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것으로서 샐간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48은 셀내(intra-cell)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 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
이다.

도49는 통신 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것으로서 셀내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50은 셀간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51은 통신 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셀간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52는 ACCH 전환 수속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53 및 도54는 통신 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ACCH 전환 수속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55는 코드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56은 통신 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코드전환 수속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57은 전송전력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 모델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8은 통신 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전송전력제어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59는 단말위치갱신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60 및 도61은 단말위치갱신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62는 사용자 인증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모델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63은 본 발명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인증 수속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64는 암호개시 시간 통지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 엔티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5는 암호개시 시간 통지를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도66은 TMUI(Temporary Mobile User Station) 할당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에서의 기능 엔티티를 나타내
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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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7은 TMUI 할당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68은 사용자 ID 검색의 정보 흐름도이다.

도69는 본 시스템에서의 물리 노드(node) 구성과 기능 엔티티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70은 무선 인터페이스상의 신호 층(layer)2 프로토콜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71은 BSC 기능 종단(termination)에 대한 프레임 구성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72는 PDU(SD PDU)의 시퀀스 데이터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73은 상태요구를 포함하는 시퀀스 데이터 PDU(SD-with-POLL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74는 POLL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75는 불변상태 PDU(STAT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76은 가변상태 PDU(USTAT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77은 유니트 데이터 PDU(UD PDU) 및 관리 데이터 PDU(MD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78은 Begin PDU(BGN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79는 Begin 확인 PDU(BGAK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80은 Begin 거절 PDU(BGREJ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81은 End PDU(END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82는 End 확인 PDU(ENDAK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83은 재동기화 PDU(RS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84는 재동기화 확인 PDU(RSAK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85는 에러회복 PDU(ER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86은 에러회복 확인 PDU(ERAK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87은 MDU의 프레임 포맷 및 BCCH(broadcasting channel)상의 프레임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88은 m여의 프레임 포맷 및 PCH(perch channel)의 프레임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89는 MDU의 프레임 포맷과 RACH(random access channel)상의 장(long) 프레임 및 단(short) 프레임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90은 MDU의 프레임 포맷과 FACH(forward access channel)상의 장 프레임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91은 MDU의 프레임 포맷과 FACH상의 단 프레임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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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2는 MDU의 프레임 포맷과 SDCCH(stand along dedicated control channel)상의 프레임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
다.

도93은 MDU의 프레임 포맷과 ACCH(associated control channel)의 프레임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94는 MDU의 프레임 포맷과 UPCH(user packet channel)의 프레임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95는 본 발명 시스템의 층2의 무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구조의 일예를 개념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96은 본 발명 시스템의 RBC 엔티티 메시지의 기본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97은 RBC 엔티티 메시지의 프레임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98은 CC(call/connection control) 엔티티 프로토콜 메시지의 공통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99는 CC 엔티티 프로토콜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protocol discriminator)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00은 CC 엔티티 프로토콜 메시지의 호 기준(call reference)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01은 CC 엔티티 프로토콜 메시지의 더미(dummy) 호 기준을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102는 각 CC 엔티티 메시지의 메시지 유형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03 및 도104는 각각 FPLMTS에 따른 가변길이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05는 광대역 고정 시프트(locking shift) 정보요소의 코딩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06은 광대역 일시 시프트(non-locking shift) 정보요소의 코딩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l07 내지 도111은 AAL 파라미터 정보요소의 코딩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12는 ATM 트래픽 기술자(traffic descriptor)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13은 광대역 베어러 능력(bearer capacity)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14는 광대역 상위층(high layer)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15는 광대역 하위층(low layer)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16은 광대역 하위층 정보 정보요소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117은 착신측 번호(called party number)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18은 착신측 서브어드레스(called party sub-address)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19는 발신측 번호(calling party number)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20은 발신측 서브어드레스(calling party sub-address)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21은 접속식별자(connection identifier)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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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2는 종단간 중계 지연(end-to-end transit delay)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23은 서비스품질(QOS) 파라미터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24는 광대역 반복 식별자(broadband repeat indicator)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25는 광대역 송신 완료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26은 중계 망 선택(transit network selection)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27은 통지 식별자(notification indicator)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l28은 0AM 트래픽 기술자(traffic descriptor)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29는 협대역 베어러 능력(narrow-band bearer capability) 정보요소의 포 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30은 협대역 상위층 정합성(narrow-band high layer compatibility)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31은 협대역 하위층 정합성(narrow-band low layer compatibility)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32는 진행 지시자(progress indicator)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33은 TMUI 정보요수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34는 TMUI 할당 소오스 ID(TMUI assignment source ID)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35는 IMUI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36은 실행 인증 유형(execution authentication type)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37은 인증 랜덤 패턴(Authentication Random Pattern)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38은 인증 암호 패턴(Authentication Ciphering Pattern)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39는 실행 암호 유형(Execution Ciphering Type)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40은 TC 정보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41은 RBC 메시지의 메시지 유형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이다.

도142는 정보요소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43은 무선 베어러 셋업(RADIO BEARER SETUP)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44는 무선 베어러 해방(RADIO BEARER RELEASE)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45는 무선 베어러 해방 완료(RADIO BEARER RELEASE COMPLETE)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46은 핸드오버 명령(HANDOVER COMMAND)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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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7은 핸드오버 응답(HANDOVER RESPONSE)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48 내지 도151은 무선 베어러 셋업 정보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52 내지 도154는 DH0(diversity handover) 브란치 추가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155는 DH0 브란치 삭제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56은 ACCH 전환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57 내지 도159는 브란치 전환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60 내지 도163은 사용자 속도(user rate) 전환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l64 및 도165는 코드 전환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66은 RRC 엔티티 메시지에서의 메시지 유형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67은 패실리티(facility)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68 및 도169는 ROSE PDU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70은 방문 후보(visited candidate) 섹터 수, 통신중 방문(in-use visited) 섹터 수, DH0에서 추가되는 후보 섹
터 수, DHO에서 삭제되는 섹터수, HHO에 대한 후보 섹터 수의 공통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71은 BTS(Base Transceiver System) 번호 파라미터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72는 섹터 번호 파라미터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l73은 퍼치 채널 수신 SIR 파라미터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74는 퍼치 채널 전송전력 파라미터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75는 장 코드(long code) 위상차 파라미터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76은 RBC ID 수 파라미터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77은 RBC ID 파라미터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78은 소요 SIR 파라미터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79는 FER 측정 파라미터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80은 TAC 엔티티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81은 프로토콜 식별자(protocol discriminator)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 다.

도182는 메시지 유형 식별자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83은 단말 연합 셋업(terminal association setup)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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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84는 페이징 응답(paging response) 고유 파라미터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85는 단말 연합 해방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86은 요인(cause)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87은 이동국 유형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88은 페이지드(paged) MS ID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89는 페이징(paging) ID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90은 TMUI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91은 TAC 엔티티 메시지에 대한 확장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92는 메시지 유형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93은 길이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94는 퍼치 채널 수신 SIR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95는 단 코드(short code) 번호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96은 프레임 오프셋군(frame offset group)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97은 슬롯 오프셋군(slot offset group)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98은 망 번호군(network number group)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199는 망 버전(network version)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00은 이동국 공통 파라미터 버전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01은 BTS 번호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02는 섹터 번호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03은 한 무선 존(radio zone)내에서 중첩되는 등록영역의 수(N)를 지시하는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04는 영역 번호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05는 기지국에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측정 전력 레벨을 지시하는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06은 기지국에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측정 전력 레벨을 지시하는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07은 방문 존(visited zone) 판정용 퍼치 채널 LC의 수(M)를 지시하는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08은 기지국에 의하여 사용된 주파수대역의 수(K)를 지시하는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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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09는 주파수대역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10은 BCCH 수신 구간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11은 페이지드(paged) 이동국의 수를 지시하는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12는 페이지드 MS ID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13은 페이징 ID 정보요소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14는 BTS-MCC 인터페이스상의 프로토콜 구조의 개념도이다.

도215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16은 BSM(base station management) 엔티티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17은 BSM 엔티티 메시지의 기본 정보요소의 패턴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18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기본 정보요소의 패턴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219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220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메시지 유형 식별자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21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링크 기준(link reference)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22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23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 길이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24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AAL 유형(type)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25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링크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26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전송품질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27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섹터번호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28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베어러 능력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29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주파수대역 선택정보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30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주파수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31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프레임 오프셋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32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슬롯 오프셋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33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장 코드 위상차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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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34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역방향(reverse) 장 코드 번호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35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역방향 단 코드 유형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36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역방향 단 코드 수의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37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역방향 단 코드 번호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38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순방향(forward) 단 코드 유형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39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순방향 단 코드 수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40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ACCH용 AAL 유형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41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ACCH용 링크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42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ACCH용 전송품질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43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순방향 단 코드 번호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44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결과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45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요인(cause) 파라미터의 포맷을 니타내는 도면이다.

도246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초기전송전력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47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위치 식별(location identity)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48은 BSM 엔티티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49는 BSM 엔티티 메시지의 메시지 유형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50은 BSM 엔티티 메시지의 PCH군 연산정보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51은 BSM 엔티티 메시지의 영역 번호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52는 BSM 엔티티 메시지의 페이지드 MS ID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53은 BSM 엔티티 메시지의 페이징 ID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54는 기지국 관리(base station management; BSM)용의 SDL 도면이다.

도255는 망의 BSC기능에서 실행된 SDCCH에서의 베어러 제어용의 SDL 도면이다.

도256은 망의 BSC기능에서 실행된 TCH/ACCH에서의 베어러 제어용의 SDL 도면이다.

도257은 BTS에서 실행된 SDCCH에서의 베어러 제어용의 SDL 도면이다.

도258은 BTS에서 실행된 TCH/ACCH에서의 베어러 제어용의 SDL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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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59는 예시적인 핸드오버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에서의 무선 존과 이동하는 이동국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60은 1개의 이동국이 복수의 호를 통하여 통신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261은 이동국이 복수의 호를 통해서 통신하고 연합 제어채널을 전환할 수 있는 본 발명 이동통신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262는 본 발명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ACCH의 전환 수속을 나타내는 시퀀스도이다.

도263은 0SI 참조 모델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64는 망에서 호 시도가 이루어진 후에 개시되는, 망과 이동국에 의한 시퀀스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65는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약어의 설명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266은 본 발명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67은 본 발명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8kbps에서의 음성 베어러 서비스의 내용을 도시한 표이다.

도268은 본 발명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64kbps에서의 비제한(unrestricted) 베어러 서비스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
이다.

도269는 본 발명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멀티플 속도(multiple-rate) 비제한 베어러 서비스의 내용을 나타낸 표이다.

도270은 본 발명 시스템에서의 FE번호와 기능 엔티티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도271은 관계 지정과 관련 기능 엔티티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도272는 TA 셋업 요구지시(TA SET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73은 다른 TA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74는 TA 셋업 허가 요구지시(TA SETUP PERMISS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75는 역방향 장 코드(reverse long code)의 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역방향 장 코드 검색 요구지시(REVERSE LO
NG CODE RETRIEVAL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76은 역방향 장 코드 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다른 역방향 장 코드 검색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77은 역방향 장 코드 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역방향 장 코드 검색 응답확인(REVERSE LONG CODE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78은 단말상태의 갱신을 위해 사용되는 단말상태갱신 요구지시(TERMINAL STATUS UPDATE request indica
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79는 단말상태갱신 응답확인(TERMINAL STATUS UPDATE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80은 가입자의 프로파일(profile)에 루팅 어드레스(routing address)를 추가하기 위하여 LRDF에 송신되는 루팅 
정보추가 요구지시(ADD-R0UTING INFORMAT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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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81은 루팅 정보추가 응답확인(ADD-ROUTING INFORMATION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
는 표이다.

도282는 TACF에 대하여 이동단말의 망에의 액세스의 승인을 통지하기 위해서 LRCF에 의하여 발행되는 TA 셋업 허
가 응답확인(TA SETUP PERMISSION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83은 역방향 장 코드 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역방향 장 코드 검색 응답확인(REVERSE LONG CODE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84는 단말 액세스의 확립의 완료를 통지하는 TA 셋업 응답확인(TA SETUP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
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85는 단말 액세스의 완료 및 CCAF와 TACAF사이의 접속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TA 셋업 응답확인
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86은 접속의 확립 요구를 위해 사용되는 셋업 요구지시(SET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
이다.

도287은 역방향 장 코드의 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TACF 인스턴스 ID 지시 요구지시(TACF INSTANCE ID INDICA
T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88은 셀 상태 검출 요구지시(CELL CONDITION MEASUREMEN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89는 셀 상태 검출 요구지시에 의하여 요구된 셀 선택 정보 검출의 결과를 제공하는 셀 상태 검출 응답확인(CELL 
CONDITION MEASUREMENT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90은 셀 상태 보고 요구지시(CELL CONDITION REPOR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91은 발신 사용자의 인증 요구를 위해 SSF에 의하여 발행되는 호 셋업 허가 요구지시(CALL SETUP PERMISSI
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92는 사용자 프로파일의 검색요구를 위해 사용되는 사용자 프로파일 검색 요구지시(USER PROFILE RETRIEVA
L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93은 사용자 프로파일 검색 응답확인(USER PROFILE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294는 발신 사용자의 인증 통지를 위해 LRCF에 의하여 발행되는 호 셋업 허가 응답확인(CALL SETUP PERMISS
ION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95는 접속의 확립요구를 위해 사용되는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96은 진행 요구지시(PROCEEDING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97은 이동국이 검출하는 셀 상태를 지시하고 셀 선택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 망에 의하여 사용되는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MEASUREMENT CONDITION NOTIFICAT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298은 이동국이 검출하는 셀 상태를 지시하고 셀 선택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 망에 의하여 사용되는 다른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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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99는 망내에서 전송되는 상태 및/또는 다른 유형의 정보[예를 들면, 주의(alerting), 보류(suspended), 보유(hol
d), 재개(resume) 등)의 보고를 위해 사용되는 보고 요구지시(REPOR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
는 표이다.

도300은 망내에서 전송되는 상태 및/또는 다른 유형의 정보[예를 들면, 주의(alerting), 보류(suspended), 보유(hol
d), 재개(resume) 등)의 보고를 위해 사용되는 다른 보고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01은 접속확립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셋업 응답확인(SETUP response confirmation)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302는 접속 확립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다른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03은 접속 확립의 보고를 위해 사용되는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04는 루팅 정보의 탐색을 위해 사용되는 루팅 정보 탐색 요구지시(ROUTING INFORMATION QUERY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05는 사용자 프로파일의 검색요구를 위해 사용되는 단말 ID 검색 요구지시(TERMINAL ID RETRIEVAL reques
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06은 단말 ID 검색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인 단말 ID 검색 응답확인(TERMINAL ID RETRIEVAL response con
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07은 단말상태의 탐색을 위해 사용되는 단말상태 탐색 요구지시(TERMINAL STATUS QUERY request indicat
ion)(예를 들면 단말 액세스가 액티브 상태이거나 액티브 상태가 아닌 경우)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08은 단말상태 탐색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인 단말상태 탐색 응답확인(TERMINAL STATUS QUERY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09는 단말상태의 갱신을 위해 사용되는 단말상태 갱신 요구지시(TERMINAL STATUS UPDATE request indic
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10은 단말상태 갱신 요구지시의 응답인 단말상태 갱신 응답확인(TERMINAL STATUS UPDATE response con
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11은 단말 액세스가 액티브 상태가 아님이 관측되는 경우에 TACF가 속하는 페이징(paging) 영역의 탐색을 위해 
사용되는 페이징 영역 탐색 요구지시(PAGING AREA QUERY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12는 페이징 영역 탐색 요구지시의 응답인 페이징 영역 탐색 응답확인(PAGING AREA QUERY response confir
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13은 TACF의 페이징 개시를 위해 사용되는 페이지 요구지시(PAC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14는 망에서의 이동단말 위치의 판정 및 호에 대한 루팅을 위하여 이동단말을 페이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페이징 요
구지시(PAGING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15는 페이징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용되는 페이징 응답확인(PAGING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
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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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16은 페이징 요구지시의 응답으로서 페이징 결과를 LRCF에 통지하는 페이지 응답확인(PAGE response confirm
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17은 역방향 장 코드 검색을 위하여 사용되는 역방향 장 코드 검색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18은 역방향 장 코드 검색을 위햐서 사용되는 다른 역방향 장 코드 검색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19는 역방향 장 코드 검색을 위해서 사용되는 역방향 장 코드 검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20은 셀 선택 정보의 검출을 시작하기 위해서 MRRC에 의하여 사용되는 셀 상태 검출 요구지시(CELL CONDITIO
N MEASUREMEN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21은 셀 상태 검출 요구지시에 의하여 요구된 셀 선택 정보의 검출결과를 제공하는 셀 상태 검출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22는 셀 선택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동단말에 의하여 사용되는 셀 상태 보고 요구지시(CELL CONDITION R
EPOR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23은 가입자 프로파일에의 루팅 정보의 추가를 위해 LRDFp에 송신되는 루팅 정보 추가 요구지시(ADD-ROUTIN
G INFORMAT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 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24는 루팅 정보 추가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인 루팅 정보 추가 응답확인(ADD-ROUTING INFORMATION respo
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25는 TACF에의 상기 단말의 인증 결과의 통지를 위해 사용되는 페이지 피인증 요구지시(PAGE AUTHORIZED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26은 역방향 장 코드 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역방향 장 코드 검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27은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인 루팅 정보 탐색 응답확인(ROUTING INFORMATION QUERY response confirma
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28은 접속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29는 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필요로 될 수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의 요구를 위해 사용되는 종단 시도 요구지시(
TERMINATION ATTEMP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30은 LRDF로부터 착신측 사용자의 프로파일 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사용자 프로파일 검색 요구지시(USER PROF
ILE RETRIEVAL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31은 LRCF로부터의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인 사용자 프로파일 검색 응답확 인(USER PROFILE RETRIEVAL re
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32는 SSF로부터의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인 종단 시도 응답확인(TERMINATION ATTEMPT response confirm
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33은 접속 확립의 요구를 위해 사용되는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34는 수신된 접속 셋업의 요효성 및 인증을 선택적으로 보고하고 또한 루팅 및 호의 상황이 계속중임을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진행 요구지시(PROCEEDING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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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35는 이동단말이 검출하는 상태를 지시하고 셀 선택 정보를 보고하기 위하여 망에 의하여 사용되는 검출 상태 통지 
요구지시(MEASUREMENT CONDITION NOTIFICAT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36은 망에서 전송되는 상태 및/또는 다른 유형의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 요구지시(REPORT reques
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37은 접속 확립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셋업 응답확인(SETUP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38은 이전에 송신된 셋업 응답확인이 수신되고 및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피접속 요구지시(CONN
ECTED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339는 호 ID 및 채널과 같은 호 접속에 관련된 자원의 해방을 위해 사용되는 해방 요구지시(RELEASE request in
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40은 접속과 관련된 모든 자원이 해방되었음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방 응답확인(RELEASE response conf
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41은 호출 해방의 시도가 검출되었음을 SCF에 통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TA해방 요구지시(TA RELEASE requ
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42는 단말의 호 상태를 유휴(idle)상태로 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TERMINAL-STATUS
-MAKE-IDL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43은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인 단말 유휴 상태화 응답확인(TERMINAL-STATUS-MAKE-ID
LE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44는 TA 해방 요구지시(TA RELEASE request indication)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TA 해방 응답확인(T
A RELEASE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45는 호 기준 및 채널과 같은 호 접속에 관련된 자원을 해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346은 이전에 접속에 관련된 모든 자원이 해방되었음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
내는 표이다.

도347은 호 해방의 시도가 검출되었음을 LRCF에 통지하기 위해서 TACF에 의해서 발행되는 TA 해방 요구지시의 상
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48은 단말의 호 상태를 유휴상태로 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49는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인 단말 유휴 상태화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50은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TA 해방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51은 BCAF 또는 BCFr에 의해 검출된 무선 링크 실패의 통지를 위해 사용되는 무선 링크 실패 요구지시(RADIO 
LINK FAILUR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52는 망과 단말사이의 접속이 해방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방통지 요구지시(RELEASE NOTIFICATI
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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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53은 무선 링크 실패가 검출되었음을 통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 링크실패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
이다.

도354는 무선 링크 실패가 검출되었음을 통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 링크실패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
이다.

도355는 무선 링크 실패 요구지시의 응답확인인 무선 링크 실패 응답확인(RADIO LINK FAILURE response confir
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 이다.

도356은 무선 베어러 해방의 요구를 위해 사용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57은 무선 베어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TACF에 의하여 BCF로 발행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BEARER RELEA
S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58은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응답확인인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 확인(RADIO BEARER RELEASE response co
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59는 해방되어야 하는 호에 포함된 베어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앵커(anchor) TACF에 의하여 가동중인 TACF에
게 송신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BEARER RELEAS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60은 무선 베어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TACF에 의하여 BCF로 발행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361은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응답확인인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BEARER RELEASE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62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TACF에 의하여 발행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
(BEARER-AND-RADIO- BEARER RELEAS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63은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의한 베어러 및 무 선 베어러의 해방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BEARER-AND-RADIO-BEARER RELEASE response confirmation)의 상
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64는 이전에 요구된 무선 베어러 해방이 완료되었음을 TACF에 통지하기 위한 응답확인인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65는 호 해방의 시도가 검출되었음을 LRCFDP 통지하기 위하여 TACF에 의하여 발행되는 TA 해방 요구지시의 상
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66은 사용자 프로파일의 갱신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
다.

도367은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의 응답인 단말 유휴 상태화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68은 TA 해방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확인인 TA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69는 BCFr 또는 BCFa에 의한 무선 링크실패의 검출 및 보고의 통지를 위해 사용되는 무선 링크 실패 요구지시(R
ADIO LINK FAILUR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70은 무선 링크 실패가 검출되었음을 통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 링크 실패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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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71은 무선 링크 실패 요구지시의 응답확인인 무선 링크 실패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72는 무선 베어러 해방요구를 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73은 망과 단말사이의 접속이 해방되었음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방통지 요구지시(RELEASE NOTIFICATI
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74는 해방통지 요구지시의 응답확인인 해방통지 응답확인(RELEASE NOTIFICATION response confirmation)
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75는 무선 베어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TACF에 의해 BCF로 발행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
내는 표이다.

도376은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응답확인인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77은 해방되어야 하는 호에 포함된 무선 베어러를 해방시키도록 가동중인 TACF에 요구하기 위하여 앵커 TACF에 
의해 송신되는 다른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78은 무선 베어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TACF에 의하여 BCF로 발행되는 다른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
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79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응답확인인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80은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를 해방하기 위해서 TACF에 의하여 발행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
BEARER-AND-RADIO-BEARER RELEAS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81은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에 의하여 요구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의 해방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BEARER-AND-RADIO-BEARER RELEASE response confirmation)의 상
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82는 이전에 요구된 무선 베어러의 해방이 완료되었음을 TACF에 통지하기 위한 응답확인인 다른 베어러 해방 응
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83은 무선 베어러 해방을 요구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84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에 의하여 요구된 무선 베어러의 해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선 베어러 해
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85는 호 해방의 시도가 검출되었음을 LRCF에 통지하기 위하여 TACF에 의하여 발행되는 TA 해방 요구지시(TA 
RELEAS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86은 사용자 프로파일의 갱신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
다.

도387은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인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88은 TA 해방 요구지시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TA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89는 사용자 절단(user disconnect)이 검출되었음을 LRCF에 통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호 절단 요구지시(CALL D
ISCONNEC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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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90은 사용자 프로파일의 갱신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용자 프로파일 갱신 요구지시(USER PROFILE UPDA
T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91은 사용자 프로파일 갱신 요구지시의 응답인 사용자 프로파일 갱신 응답확인(USER PROFILE UPDATE respo
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92는 호 절단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한 응답인 호 절단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93은 신호 채널의 셋업을 망에 요구하기 위해서 MCF 및 TACFDP 의하여 사용하는 신호채널 셋업요구 요구지시(
SIGNALING CHANNEL SETUP REQUES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94는 망에 대하여 신호 채널의 할당요구를 하기 위해서 SCMAF에 의해서 사용되는 신호채널 셋업 요구지시(SIGN
ALING CHANNEL SET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95는 신호채널에 대한 무선자원의 할당을 행하기 위하여 SCMAF에 의해 사용되는 신호채널 셋업 응답확인(SIGN
ALING CHANNEL SETUP response confirmation) 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96은 이동단말부터의 신호채널 셋업 요구의 수신(초기 액세스의 검출)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망에서의 대응하
는 신호채널의 셋업을 망에 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채널 셋업 피요구 요구지시(SIGNALING CHANNEL SETU
P REQUESTED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97은 TACF와 SACF 및 SCMF중의 신호접속의 셋업을 요구하기 위하여 TACF 및 SACF에 의하여 사용되는 신호
접속 셋업 요구지시(SIGNALING CONNECTION SET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398은 물리적 무선 채널과 망내(inter-network) 채널을 포함하는 신호 채널의 확립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
호접속 셋업 응답확인(SIGNALING CONNECTION SETUP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
다.

도399는 신호채널의 셋업을 망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SCMAF에 의하여 사용되는 신호채널 셋업 응답확인(SIGNALIN
G CHANNEL SETUP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00은 CCF에서 TACF로의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BEARER SET
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01은 유보(reservation)를 요구한 TACF에 대하여 유보된 무선자원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채널 선택 응답
확인(CHANNEL SELECTION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02는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 TACF에서 BCF로 송신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BEARER SET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03은 액세스 베어러 확립의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BCF와 BCF 사이의 베어러에 대한 베어러 ID의 지시를 위해서 
송신되는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BEARER SETUP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04는 TACFa로부터 TACFv에의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BEARER 
SET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05는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TACF에서 BCF로 송신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06은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BCF에서 TACF로 송신되는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BEARER SET
UP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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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07은 무선 베어러와 BCF와 BCFr 사이의 베어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TACF에서 BCFr로 송신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BEARER-AND- RADIO-BEARER SET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
는 표이다.

도408은 명령된 무선 베어러가 유효하고 무선 베어러 확립이 진행중임을 보고하기 위하여 BCFr에 의해서 사용되는 무
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RADIO BEARER SETUP PROCEEDING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
는 표이다.

도409는 새로운 액세스 베어러를 제어하는 TACF가 신호접속을 갖는 TACF에 대하여, 이동단말에의 무선 베어러의 신
규 할당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RADIO BEARER SETUP REQUES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10은 무선 베어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TACF로부터 TACAF로 송신되는 송신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
시(RADIO BEARER SET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11은 TACAF가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확립요구를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RADIO 
BEARER SET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12는 BCAF가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확립완료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R
ADIO BEARER SETUP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13은 무선 베어러의 확립 및 BCF와 BCFr사이의 베어러의 확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송신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BEARER-AND- RADIO-BEARER SETUP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14는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
는 표이다.

도415는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16은 호의 시도 및 이벤트(event)의 검출과, 호에 포함된 베어러의 해방중임을 앵커 TACF에 통지하기 위해서 앵
커 CCFDP 의하여 송신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17은 무선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TACFa에 의해서 사용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RADIO BEA
RER RELEAS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18은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응답확인인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RADIO BEARER RELEASE respons
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19는 무선 베어러 해방을 위해서 TACF에서 BCF로 발행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BEARER RELEASE reques
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20은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응답확인인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21은 TACFa가 TACFv에 대하여 해방과정에 있는 호에 관한 베어러 해방의 요구를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22는 TACF가 BC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를 해방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
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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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23은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응답확인인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24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를 위해 TACFDP 의하여 발행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25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에 의하여 요구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26은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인 다른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27은 이전에 요구된 무선 베어러 해방이 완료되었음을 CCF에 통지하기 위한 응답확인인 다른 베어러 해방 응답확
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28은 TACAF가 무선 베어러의 해방요구를 위해 발행하는 다른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29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에 의해 요구된 무선 베어러 해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BOCA에 의하여 사용되는 다
른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30은 MCF 및 TACF 사이에서 사용하는 신호채널의 해방요구를 위한 신호채널 해방요구 요구지시(SIGNALING 
CHANNEL RELEASE REQUES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31은 신호채널(망과 무선자원의 쌍방에서)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TACF와 SACF에 의하여 사용되는 신호 접
속 해방 요구지시(SIGNALING CONNECTION RELEAS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32는 신호채널의 해방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접속 해방 응답확인(SIGNALING CONNECTION RELEAS
E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433은 TACFa가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하기 위해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34는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INTRA-BCFr HANDOVER BRANCH ADDITION request in
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35는 단일 또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 채널의 셋업완료를 지시하기 위해서 BCFr에서 TACF로 송신되는 것으로서 자
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의 응답인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응답확인(INTRA-BCFr HAN
DOVER BRANCH ADDITION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36은 이동단말과 방문(visited) TACF의 제어하에 있는 BCFr사이의 무선 베어러의 셋업요구를 위해서, 새롭게 할
당된 무선 베어러를 제어하는 방문(visited) TACF에서 TACFa로 송신되는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RADIO 
BEARER SETUP REQUES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37은 자국-BCFr(intra-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를 통지하고 기존 물리적 무선 채널에 새로운 물리적 무선 채
널의 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TACF에서 TACAF로 송신되는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HANDOVER BRANC
H ADDIT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38은 TACAF가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셋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RADI
O BEARER SET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39는 BCAF가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셋업 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응답인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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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40은 핸드오버 개시를 통지하고 액세스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하기 위한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시(HANDOVE
R CONNECTION SETUP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41은 BCF가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오버 접속 셋업 응답확
인(HANDOVER CONNECTION SETUP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42는 TACFa가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셋업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43은 TACF가 BCF에 대하여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44는 BCF가 TACF에 대하여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45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46은 무선 베어러 및 BCFr가 BCF사이의 베어러의 셋업의 확인을 지시하기 위하여 BCFr에서 TACF로 송신되는 베
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47은 새롭게 할당된 무선 베어러를 제어하는 방문(visited) TACF가 TACFa에 대하여 이동단말과 BCFr사이에서
의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RADIO BEARER SETUP REQU
ES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48은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를 통지하는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HANDOVER BRANCH ADDIT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49는 TACAF에서 BCAF에 대하여 송신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50은 BCAF가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셋업의 완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
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51은 TACFa가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을 확인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52는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HAND0VER BRANCH DELET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453은 TACAF가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응답확인(HANDOVER BRANCH DELETION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54는 TACFa가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 해방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455는 TACF가 BCFr에 대하여 단일 또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채널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INTRA-BCFr HANDOVER BRANCH DELET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
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56은 BCFr가 TACF에 대하여 단일 또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 채널의 해방을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자국-BCF
r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응답확인(INTRA-BCFr HANDOVER BRANCH DELETION response confirmation)의 상
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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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57은 TACFv가 TACFa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58은 TACF가 TACAF에 대하여 송신하는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59는 TACAF가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60은 TACAF가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
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61은 BCAF가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해방의 완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
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62는 TACF가 BCF에 대하여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상태에서의 지시되는 베어러를 해방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
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63은 BCF가 TACF에 대하여 상기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오버 접속 해방 응
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64는 TACFa가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해방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65는 TACF가 BCF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의 요구를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
는 표이다.

도466은 BCF가 TACF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
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67은 TACF가 BCFr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및 BCF와 BCFr사이의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베어
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68은 BCFr가 TACF에 대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의 해방 완료를 지시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
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69는 TACFv가 TACFa에 대하여 상기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70은 TACFa가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셋업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71은 BCFr이 TACF에 대하여 단일 또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채널의 셋업 완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자국-
BCFr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72는 BCFr이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요구가 접수됨을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자국-BCFr 핸드
오버 브란치 전환 진행 요구지시(INTRA-BCFr HANDOVER BRANCH REPLACEMENT PROCEEDING request i
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73은 새롭게 할당된 무선 베어러를 제어하는 방문(VISITED) TACF가 앵커 TACFa에 대하여, 이동단말과 방문(
VISITED) TACF의 제어하에 있는 BCFr 사이의 무선 베어러를 셋업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
지시(RADIO BEARER SETUP REQUES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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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74는 TACF가 TACAF에 대하여 난-소프트(non-soft) 핸드오버 실행 요구 개시를 통지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난
-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NON-SOFT HANDOVER EXECUT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
내는 표이다.

도475는 TACAF가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
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76은 BCAF가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셋업의 완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
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77은 TACAF가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
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78은 BCAF가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해방의 완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
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79는 TACFa가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을 확인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80은 TACFa가 BCFa에 대하여 핸드오버 개시를 통지를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
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81은 BCF가 TACF에 대하여 상기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오버 접속 셋업 응
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82는 TACFa가 TACFv에 대하여 새로운 핸드오버 링크의 셋업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83은 TACF가 망에서의 새로운 핸드오버 링크를 요구하기 위해서 BCF에 대하여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84는 BCF가 TACF에 대하여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85는 TACF가 무선 베어러 셋업 및 BCF와 BCFr 사이의 베어러 셋업을 요구하기 위하여 BCFr에 대하여 송신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86은 BCFr가 TACF에 대하여, 액세스 무선 링크 셋업의 접수의 통지 및 BCFr에서의 액세스 무선 링크의 셋업 개
시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RADIO BEARER SETUP PROCEEDING request in
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87은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88은 TACF가 TACAF에 대하여,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를 통지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난-소프트 핸
드오버 실행 요구지시(NON-SOFT HANDOVER EXECUTION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89는 TACAF가 BCAF에 대하여 액세스 무선 링크의 셋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
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90은 BCAF가 TACAF에 대하여 액세스 무선 링크의 셋업 완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응
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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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91은 TACAF가 BCAF에 대하여 액세스 무선 링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
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92는 BCAF가 TACAF에 대하여 액세스 무선 링크의 해방 완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응
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93은 BCFr가 액세스 무선 링크 셋업 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그리고 BCFr 와 BCF 사이의 링크의 셋업완료를 통지
하기 위해서 TACF에 송신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94는 TACFa가 TACFv에 대하여 핸드오버 링크의 확립을 확인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95는 TACF가 BCFa에 대하여 지시된 핸드오버 링크의 삭제를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의 상
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96은 BCF가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오버 접속 해방 응답확
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97은 TACFa가 TACFv에 대하여 망에서의 핸드오버 링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
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98은 TACF가 BCF에 대하여 망에서의 핸드오버 링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499는 BCF가 TACF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
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00은 TACF가 BCFr에 대하여 액세스 링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또는 BCF와 BCFr 사이의 핸드오버 링크의 해방요
구 및 BCAF와 BCF 사이의 핸드오버 링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송신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01은 BCFr가 TACF에 대하여 액세스 링크의 해방 완료 또는 핸드오버 링크의 해방 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및 무선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02는 TACFv가 TACFa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03은 TACFa가 BCFa에 대하여, 핸드오버 개시를 통지하고 ACCH 셋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04는 BCF가 TACFa에 대하여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오버 접속 셋업 응답확
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05는 TACFa가 TACFv에 대하여 ACCH에 대한 액세스 베어러의 셋업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06은 TACF가 ACCH에 대한 액세스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BCF에 대하여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
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07은 BCF가 TACFv에 대하여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
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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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08은 TACFv에서 BCFr로 송신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09는 BCFr에서 TACFv로 송신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RADIO BEARER SETUP PROCEEDING r
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10은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RADIO BEARER SETUP REQUES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11은 TACFa에서 TACAF로 송신되는 다른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12는 TACAF에서 BCAF로 송신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13은 BCAF가 TACAF에 대하여 새로운 ACCH에 대한 무선 베어러 셋업의 완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14는 TACAF가 다른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15는 BCAF가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해방의 완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
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16은 TACF가 BCFa에 대하여 소프트(soft) 핸드오버 상태에 있는 이전 베어러의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
는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l7은 BCF가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핸드오버 접속 해방 응답확
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18은 TACFa가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19는 TACF가 BCF에 대하여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520은 BCF가 TACF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
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21은 TACF가 BCFr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해방 및 BCFr과 BCF 사이의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
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22는 BCFr가 TACAF에 대하여 베어러의 해방 완료 및 무선 베어러의 해방 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23은 TACFv가 TACFa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24는 BCFr가 TACF에 대하여 코드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코드전환 요구지시(CODE REPLACEMEN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25는 방문(visited) TACF가 TACFa에 대하여 코드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코드전환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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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26은 TACF가 TACAF에 대하여 코드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다른 코드전환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527은 TACAF가 BCAF에 대하여 코드전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다른 코드전환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528은 BCAF가 TACAF에 대하여 코드전환의 완료를 지시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코드전환 응답확인(CODE REPLA
CEMENT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29는 TACAF가 TACFa에 대하여 코드전환 요구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다른 코드전환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30은 TACFa가 TACFv에 대하여 코드전환 요구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다른 코드전환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31은 TACF가 BCFr에 대하여 코드전환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하는 다른 코드전환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
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32는 MRRC이 RRC에 대하여 각 핸드오버 브란치의 무선 상태를 정기적으로 통지하기 위한 셀 상태 보고 요구지시
(CELL CONDITION REPORT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33은 TACFa가 TACFv에 대하여, 명령된 전송 전력을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전송전력 제어 요구지시(TRAN
SMISSION POWER CONTROL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34는 TACFv가 BCFr에 대하여, 명령된 전송전력을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다른 전송전력 제어 요구지시의 상
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35는 방문(visited) SCF가 SDF에 대하여 송신하는 LAI 갱신 요구지시(LAI UPDATE request indication)의 상
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36은 SACF가 방문(visited) SCF에 대하여 송신하는 단말 위치 갱신 요구지시(TERMINAL LOCATION UPDAT
E request indic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37은 MCF가 SACF에 대하여 송신하는 다른 단말위치 갱신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38은 인증 정보 요구지시(AUTHENT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request indication) 및 인증 정보 
응답확인(AUTHENT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
이다.

도539는 LRCF와 TACF사이 및 LRCF와 SACF사이에서 송신되는 인증 검토 요구지시(AUTHENTICATION CHALL
ENGE request indication) 및 인증 검토 응답확인(AUTHENTICATION CHALLENGE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40은 TACF와 TACAF사이 및 SACF와 MCF사이에서 송신되는 인증 검토 요구지시(AUTHENTICATION CHAL
LENGE request indication) 및 인증 검토 응답확인(AUTHENTICATION CHALLENGE response confirmation)
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41은 인증 요구지시 및 인증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42는 TACF와 TACAF사이 및 LRCF와 TACF사이에서 송신되는 암호 개시 정보흐름(START CIPHERING Info
rmation Flow)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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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43은 LRCF와 SACF사이에서 송신되는 암호 개시 정보흐름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44는 TACF와 TACAF사이에서 송신되는 TMUI 할당 요구지시(TMUI ASSIGNMENT request indication) 및 
TMUI 할당 응답확인(TMUI ASSIGNMENT res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45는 TMUI 탐색 요구지시(TMUI QUERY request indication) 및 TMUI 탐색 응답확인(TMUI QUERY respo
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46은 TMUI 수정 요구지시(TMUI MODIFY request indication) 및 TMUI 수정 응답확인(TMUI MODIFY res
ponse confirmation)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47은 LRCF와 TACF사이에서 송신되는 다른 TMUI 할당 요구지시 및 다른 TMUI 할당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548은 LRCF와 SACF사이에서 송신되는 다른 TMUI 할당 요구지시 및 다른 TMUI 할당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549는 SACF와 MCF사이에서 송신되는 다른 TMUI 할당 요구지시 및 다른 TMUI 할당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550은 LRCF와 LRDF사이에서 송신되는 IMUI 검색 요구지시(IMUI RETRIEVAL request indication) 및 IMUI 
검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51은 SACF와 LRCF사이에서 송신되는 다른 IMUI 검색 요구지시 및 다른 IMUI 검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552는 MCF와 SACF 사이에서 송신되는 다른 IMUI 검색 요구지시 및 다른 IMUI 검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
타내는 표이다.

도553은 TACF와 LRCF사이에서 송신되는 다른 IMUI 검색 요구지시 및 다른 IMUI IMUI 검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
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54는 TACAF와 TACF사이에서 송신되는 다른 IMUI 검색 요구지시 및 다른 IMUI 검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55는 층3 정합 부부층 PDU(layer 3 compatible sub-sub-layer PDU)에서의 SAPI(service access point id
entifier; 서비스 액세스 식별자)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56은 층3 정합 부부층에서의 ST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57은 층3 정합 부부층에서의 부호형 지시자(code type indicator)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58은 층3 정합 부부층에서의 예약 파라미터(reserved parameter)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59 및 도560은 PDU(LLC protocol data units)의 각종 유형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561은 MAC PDU에서의 CRC필드와, 대응 프레임이 전송되는 채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562는 층1 프레임(layer 1 frame)에서의 ST 필드의 비트 코딩과 그 의미를 나타내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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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63은 층1 프레임에서의 BI 필드의 비트 코딩과 그 의미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564는 층1 프레임에서의 업링크 간섭 필드(uplink interference field)의 비트 코딩 및 그 의미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565는 층1 프레임에서의 PID필드의 용도와 PID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566은 층1 프레임에서의 U/C필드의 비트 코딩과 그 의미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567은 층1 프레임에서의 NT필드의 비트 코딩과 그 의미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568은 층1 프레임에서의 MO필드의 비트 코딩과 그 의미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569는 CRC필드의 길이와 대응 프레임이 송신되는 채널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570은 CC(call/connection control) 엔티티 메시지의 각종 메시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71 내지 도573은 주의(alerting)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74 내지 도576은 호 진행(call proceeding)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77 내지 도581은 접속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82는 접속 확인(connect acknowledge)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83 내지 도585는 진행(progress)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86 내지 도594는 셋업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95는 해방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96은 해방 완료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97은 정보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98은 MM-T(terminal mobility management) 엔티티 메시지에 속하는 메시 지(mobility facility message)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99는 이동 패실리티(mobility facility)의 특유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00 및 도601은 이동국에서 망으로 단말 위치 등록을 요구하기 위하여 송신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02는 단말 위치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발행되는 반송결과(return result)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
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03은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에러와 같은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 발행되는 반송에러(return error)를 나타내는 이
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04는 예를 들면 정보요소의 불일치와 같은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 발행되는 반송에러(return error)를 나타내는 이
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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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05는 이동국에 할당되는 TMUI를 이동국에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
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06은 TMUI가 정상적으로 할당되는 경우 발행되는 "반송결과"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
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07은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에러와 같은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 발행되는 "반송에러"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도 시하는 도면이다.

도608은 예를 들면 정보요소의 불일치와 같은 비정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반송에러"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
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09 및 도610은 이동서비스 교환국에 의하여 이동국을 인증하기 위하여 망으로부터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이동 패실
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11은 인증요구가 정상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발행되는 "반송결과"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
보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12는 예를 들면 에플리케이션 에러와 같은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 발행되는 "반송에러"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13은 예를 들면 정보요소의 불일치와 같은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 발행되는 "반송에러"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14는 이동국에 암호개시를 통지하기 위하여 송신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도시하
는 도면이다.

도615는 암호개시가 정상적으로 통지된 경우 발행되는 "반송결과"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
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16은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에러와 같은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 발행되 는 "반송에러"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17은 예를 들면 정보요소의 불일치와 같은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 발행되는 "반송에러"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18은 이동국의 IMUI에 관하여 이동국에 조회하기 위하여 송신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19는 IMUI가 정상적으로 조회된 경우에 발행되는 "반송결과"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
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20은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에러와 같은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 발행되는 "반송에러"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21은 예를 들면 정보요소의 불일치와 같은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 발행되는 "반송에러"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의 일람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622는 RBC 엔티티 메시지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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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23은 RBC 엔티티 메시지의 분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24는 무선 베어러 셋업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25는 무선 베어러 해방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26은 무선 베어러 해방 완료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27은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28은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29는 RRC 엔티티 메시지(무선 자원 패실리티 메시지)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30은 RRC 패실리티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31은 TAC 엔티티 메시지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32는 TAC 엔티티 메시지와 정보 흐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33은 단말 연합 셋업(terminal association setup)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34는 단말 연합 접속(terminal association connect)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도635는 페이징 응답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도636은 단말 연합 해방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도637은 단말 연합 
해방 완료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도368은 페이지 피인증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도639는 
신호채널 셋업 요구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도640은 신호채널 셋업 응답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이다.도641은 신호채널 셋업 실패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도642는 제1 보고정보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
는 도면이다.도643은 제2 보고정보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도644는 페이징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
면이다.

도645는 CC 엔티티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46 및 도647은 메시지 유형 식별자의 비트 코딩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48 및 도649는 FPLMTS에 따른 가변길이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50은 광대역 고정 시프트(broadband locking shift)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51은 광대역 일시 시프트(broadband non-locking shift)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52 내지 도654는 AAL 파라미터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55는 ATM 트래픽 기술자(traffic descriptor)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56은 광대역 베어러 능력(broadband bearer capability)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57은 광대역 상위층 정보요소(broadband high layer information element)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
다.

도658 내지 도660은 광대역 하위층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 44 -



등록특허 10-0366286

 
도661은 착신측 번호(called party number)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62는 착신측 서브어드레스(called party sub-address)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63 내지 도664는 발신측 번호(calling party number)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65는 발신측 서브어드레스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66은 접속 식별자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67은 종단간 중계 지연(end-to-end transit delay)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68은 서비스 품질(QOS) 파라미터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69는 광대역 반복 식별자(repeat indicator)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70은 중계 망 선택(transit network select)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71은 OAM 트래픽 기술자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72는 MM-T 고유 정보요소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73은 호 시도 또는 접수(call attempt or acceptance)용 후보 존(zone)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74는 통신중(in use) 존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75는 DH0용 추가 존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76은 DH0용 삭제 존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77은 HHO 존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78은 외측 루프 정보(outer loop information)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79는 품질 열화 통지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80은 TAC 엔티티 메시지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81은 TAC 엔티티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82는 단말 연합 셋업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비트 코딩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83은 페이징 응답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paging response message specific parameter)의 비트 코딩 방식을 나
타내는 도면이다.

도684는 단말 연합 해방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terminal association release specific parameter)의 비트 코딩 방
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85는 TAC 엔티티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서브필드(subfield)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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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86은 요인(cause)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87은 이동국 유형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88은 페이지드(paged) MS ID 정보요소의 비트 코딩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89는 페이징(paging) ID 정보요소의 비트 코드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90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유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91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분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92는 링크 셋업 피요구(link setup requested) 메시지의 정보요소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93은 링크 셋업 메시지의 정보요소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94는 링크 셋업 진행(link setup proceeding) 메시지의 정보요소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95는 링크 셋업 응답(link setup response) 메시지의 정보요소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96은 MSCNW로부터 BTS로 송신되는 링크 패실리티(link facility) 메시지의 정보요소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97은 BTS로부터 MSCNW로 송신되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의 정보요소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98은 링크 해방 메시지의 정보요소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99는 링크 해방완료 메시지의 정보요소 구성을 도면이다.

도700은 각종 용도의 링크 셋업 메시지의 기본 정보요소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01은 각종 용도의 링크 셋업 수속 메시지의 기본 정보요소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02는 각종 용도의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의 기본 정보요소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03 및 도704는 각종 용도의 링크 패실리티의 기본 정보요소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05 및 도706은 각종 용도의 다른 링크 패실리티의 기본 정보요소의 일람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07은 BSM 엔티티 메시지에 속하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08은 페이징 메시지의 정보요소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09는 링크 ID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10은 주파수 무지정(無指定)형 TCH 셋업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11은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12는 주파수 지시형 TCH 셋업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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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13은 DH0 브란치 추가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l4는 기지국내(intra-BS) DH0 브란치 추가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15는 ACCH 셋업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16은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 접수(setup acceptance)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17은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 접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18은 주파수 지시형 TCH 셋업 접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19는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20은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21은 주파수 지시형 TCH 셋업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22는 DH0 브란치 추가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23은 기지국내 DH0 브란치 추가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24는 ACCH 셋업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25는 기지국내 DH0 브란치 추가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26은 기지국내 DH0 브란치 삭제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27은 기지국내 HHO 브란치 추가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28은 ACCH 해방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29는 주파수 무지시형 주파수전환 셋업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30은 주파수 지시형 주파수전환 셋업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31은 셋업 완료 통지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32는 기지국내 HHO 브란치 삭제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33은 기지국내 HHO 브란치 추가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34는 ACCH 해방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35는 주파수 지시형 주파수전환 셋업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36은 주파수 지시형 주파수전환 셋업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37은 주파수 무지시형 주파수전환 셋업 접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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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38은 주파수 무지시형 주파수전환 셋업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39는 코드전환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40은 TCH 해방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41은 SDCCH 해방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42는 요인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43은 SDCCH 셋업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44는 LAI 셋업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45는 BC 엔티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토콜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 내는 도면이다.

도746은 BC 메시지의 메시지 유형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47은 BSM 엔티티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48은 BSM 엔티티 메시지의 메시지 유형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49는 도252에 나타내는 페이지드(paged) MS ID에서 옥텟(octet) 4 이후에 포함되어 있는 번호 유형(number t
ype)을 지시하는 번호 유형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50은 도252에 나타내는 페이지드(paged) MS ID에서 옥텟4 이후에 포함되어 있는 번호의 길이를 지시하는 번호 
길이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51은 신호가 암호화되어 성공적으로 수신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일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752는 암호화된 신호가 성공적으로 수신되지 않은 도751과 유사한 블록도이다.

도753은 암호처리의 설명을 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개요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54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 암호처리 동작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755는 망으로부터 이동국에 대하여 암호개시요구를 통지하고, 암호개시 요구 통지 후에는 송신신호 및 수신신호의 
쌍방에 암호를 실시하도록 구성한 경우의 이동국(MS)과 망(NW) 사이의 정상동작시의 암호처리 시퀀스도이다.

도756은 도755에 나타내는 암호처리 시퀀스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757은 3.1장의 제어방법에 따른 정상동작시의 암호실행 시퀀스도이다.

도758은 3.1장의 제어방법에 따른 암호실행 시퀀스의 효과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759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고유 암호방식을 채택하여 암호처리를 행하는 경우의 개요 시퀀스도이다.

도760은 3.2장의 제어방법에 따라 이동국과 망사이의 교섭(negotiation)에 의한 암호방식의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개
략 시퀀스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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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61 및 도762는 3.2장의 제어방법의 상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시퀀스도이다.

도763은 이동국이 셀내(intra-cell) 다이버시티 핸드오버가 수행되는 위치에 있을 때에 해당 이동국에 대한 액세스 링
크를 확립하기 위한 종래의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64는 이동국이 셀간(inter-cell) 다이버시티 핸드오버가 수행되는 위치에 있을 때에 해당 이동국에 대한 액세스 
링크를 확립하기 위한 종래의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65는 액세스 링크 셋업의 수속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전송되는 일련의 정보 흐름을 나타내는 시
퀀스도이다.

도766은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을 위해서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전송되는 일련의 정보흐름을 나타내는 시
퀀스도이다.

도767은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을 위해서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전송되는 일련의 정보흐름을 나타내는 시
퀀스도이다.

도768은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
다.

도769는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의 개시를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도770은 액세스 링크와 동시에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의 개시를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도771은 브란치 전환의 완료 직후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로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72는 브란치 전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전송되는 일련의 정보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
다.

도773은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존으로 이동한 경우에 본 발명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도774는 복수의 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국으로 또는 이동국으로부터 호 
시도가 발생한 경우에 본 발명 시스템에 따라 시스템에서의 핸드오버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을 제어하는 일 실시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75는 도774에 예시된 본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도776은 복수의 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국으로 또는 이동국으로부터 호 
시도가 발생한 경우에 본 발명 시스템에 따라 시스템에서의 핸드오버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을 제어하는 다른 실시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77은 복수의 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국으로 또는 이동국으로부터 호 
시도가 발생한 경우에 본 발명 시스템에 따라 시스템에서의 핸드오버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을 제어하는 다른 실시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78은 도776에 예시된 본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도779는 도777에 예시된 본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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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80은 복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국으로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에 본 발명 시스템에 따라 수행되는 제어
방법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81은 복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국으로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에 본 발명 시스템에 따라 수행되는 제어
방법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82는 도780에서 예시된 본 발명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도783은 도781에서 예시된 본 발명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도784는 복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국으로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에 본 발명 시스템에 따라 수행되는 다른 
제어방법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85는 도784에서 예시된 본 발명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도786은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기 위한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도787은 도786에서의 동작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이동국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788은 이동국이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이동국에 대한 액세스 셋업을 위한 종
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도789는 도788에서의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이동국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790은 ACCH 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91은 유선 액세스 링크의 전환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도53 및 도54에 나타낸 것과 유사한 ACCH 전환 수속의 동
작 예를 나타내는 시퀀스도이다.

도792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 이동국에 대한 업링크 전송전력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793 및 도794는 3.10장에서의 코드자원을 재할당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실시예

1 시스템의 개요

1.1 서론

본 시스템은 주파수이용효율의 향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원·고속신호에 유연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고정 망 상당
의 고품질화 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무선 액세스방식에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Wide-band Code Division M
ultiple Access ; W-CDMA)를 적용한 이동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1.2 시스템의 전체구성

    
우선, 본 발명의 1실시형태에 관계되는 W-CDMA 이동통신시스템의 전체구성을 도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1에 나
타내는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이동국(MS) 및 무선기지국시스템(BSS)으로 구성된다. 기지국시스템(BSS)은 베이스 
트랜시버 시스템(BTS; Base Transceiver System)과 이동통신 제어센터(MCC; Mobile Communications Control 
Center)로 구성되고, 상기 이동통신 제어센터는 유선전송로(HW)를 경우하여 베이스 트랜시버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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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이동국(MS)으로서는 종합기능 이동국, 퍼스널 컴퓨터에 접속된 소형휴대기1 및 소위 휴대전화인 소형휴대
기2 등이 있다. 또한, 이동통신 제어센터(MCC)는 고정망(PSTN 또는 ISDN), 전화망 혹은 LAN을 통해 퍼스널 컴퓨
터와 접속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서 고품질 음성데이터, N-ISDN, 패킷 또는 모뎀신호의 전송이 가능해지고 있
다.
    

1.3 약어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약어의 설명을 도265에 나타낸다. 또, 본 명세서에서는 특별하게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ITU-T
의 권고 Q.65에 준거하여 기재한다.

2 액세스 인터페이스

2.1 액세스 인터페이스의 개요

    
제2장은 W-CDMA 이동통신시스템의 액세스 인터페이스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에서의 액세스 인터페
이스에는 도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동국(MS)과 베이스 트랜시버 시스템(BTS) 사이의 통신을 위한 무선 인터페이
스 및, 베이스 트랜시버 시스템(BTS)과 이동통신 제어센터(MCC)사이의 통신을 위한 BTS-MCC 인터페이스가 포함
된다. 또, 본 명세서에서는 W-CDMA 이동통신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W-CDMA 이동통신시스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에 개시된 어떤 액세스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본 장에는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기 위해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1) 프로토콜 규정에 따른 시스템 제공 서비스, 시스템능력의 규정

2) 서비스 및 시스템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구성 및 제어방식

3) 프로토콜 규정을 따른 참조모델구성 및 인터페이스 규정

4) 무선 인터페이스의 물리적 구성 및 물리적 조건

5) 무선 인터페이스용 신호전송 프로토콜(층2)

6) 무선 인터페이스용 제어 프로토콜(층3)

7) BS-MCC 인터페이스의 물리적 구성 및 전기적 조건

8) BS-MCC 인터페이스의 정보전달 프로토콜(ATM층, AAL 유형2)

9) BS-MCC 인터페이스의 신호전송 프로토콜(AAL)

10) BS-MCC 인터페이스의 제어 프로토콜(층3)

본 장에서의 제어방식 및 프로토콜 상세 내용은 TTC IMT-2000 Study Committee, Network Aspect ad hoc.에서
의 의논에 따라서 작성된 권고초안 Q.FNA, Q.FIF, Q.FSA 및 Q.FSR에 준거한다.

2.2 액세스 인터페이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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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인터페이스의 특징 부분에 관해서 설명한다.

2.2.1 핸드오버

이동통신망에 있어서는 복수의 무선 존이 배치되고 있고, 각 무선 존에는 기지국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각 기지국과 이
동국(MS)사이의 통신에는 퍼치(perch) 채널라고 불리는 무선 채널이 사용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주파수대역이 서로 
다른 복수의 퍼치 채널이 실제 통신용 트래픽 채널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 확립되어 있다. 
즉, 각 퍼치 채널에 의해서는 음성 및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트래픽 채널(TCH)이 선택된다.

이동국(MS)이 무선 존을 걸쳐 이동하면 상기 이동국이 퇴장하는 존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전파의 전계 레벨이 저
하하여 통신품질이 열화한다. 따라서, 상기 이동국은 현재 통신중인 기지국을 수신레벨이 높은 새로운 기지국으로 변경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동국(MS)이 사용하는 트래픽 채널(TCH)의 전환이 행하여지는데, 이 전환을 핸드오버라
고 한다.

핸드오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전 트래픽 채널(TCH)의 주파수 대역과 새로운 트래픽 채널(TCH)의 주파수 대역이 
서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종래의 이동통신에서는 이동국(MS)이 주변 퍼치 채널에 관해서 전파의 수신
레벨을 측정하고 수신레벨에 따라서 핸드오버용 후보 기지국을 선정하고 있었다. 그후, 이 핸드오버용 후보 기지국을 
지정하는 핸드오버 요구를 망에 통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 존에서 핸드오버 후보 셀(cell)에 대하여, 현재 통신중인 주파수대역과 동일 주파수대역의 트래픽 채널(
TCH)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 기 이동국이 핸드오버 요구를 전송했더라도 상기 후보 셀을 상기 이동국에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종래 기술에 따르면 망측에서는 후보 셀중에서 현재 통신중인 주파수대역과 동
일한 주파수대역의 트래픽 채널(TCH)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후보 셀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이동국(MS)이 현재 통신중인 주파수대역과 동일 주파수대역의 트래픽 채널(TCH)이 설정되
어 있지 않은 셀을 미리 삭제하고 핸드오버 요구를 망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 이 점에 관해서 도259를 참조하
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259는 본 시스템에서의 핸드오버의 일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259에 있어서, 이동국(MS)은 존1에서 주파수대역 
f2로 통신중에 있다. 이 이동국(MS)이 존1로부터 존2로 이동하고 이동국(MS)에 의하여 측정된 주파수대역 f2의 수
신레벨(수신 전파의 전계 레벨)이 존2, 존3, 존4의 순으로 크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종래의 핸드오버 요구가 나타내
는 후보는 제1후보가 존2이고 제2후보가 존3이며 제3후보가 존4이다.

    
이에 반하여, 본 시스템에서는 2.5.2.4.2.6장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각 주변 존에 대한 트래픽 채널(TCH)의 설정상
황을 지시하는 보고정보(broadcasting information)가 이동국(MS)에 통지되어 있다. 이동국(MS)은 상기 보고정보
를 수신하면 현재 통신중인 주파수대역과 동일한 주파수대역에 트래픽 채널(TCH)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존을 검지하
여 핸드오버 후보에서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이동국(MS)은 제1후보를 존3, 제2후보를 존4로 지정하는 
핸드오버 요구를 망 에 통지하게 된다.
    

본 시스템은 2.3.2.2.4장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및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
을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트래픽 채널설정상황을 고려한 핸드오버는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및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
에서실시된다.

여기서, 이동국(MS)이 핸드오버 요구를 완료하는 시퀀스 동작의 일례를 도37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37에 있어서 M
RRC, MRTR, RFTR 및 RRC는 모두 이동국(MS)에 설치되는 기능 엔티티(entity)이다. MRRC는 무선자원을 제어한
다. MRTR는 암호수속 및 출력수속을 제어하고, 무선환경(즉, 주변 무선 존에 대한 각 수신레벨)을 측정한다. 또한, R
FTR는 암호수속 및 출력수속을 제어하며, RRC는 무선자원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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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MRRC은 무선환경의 측정에 대한 요구를 지시하는 셀 상태 검출 요구지시(CELL COND
ITION MEASUREMENT request indication)를 일정 주기마다 MRTR로 출력한다. MRTR은 상기 요구지시를 수신
하면 주변 무선 각 존에 대한 각 수신 레벨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셀 상태 검출 응답확인(CELL CONDITION ME
ASUREMENT response confirmation)으로서 MRRC로 반송한다. 다음에, MRRC는 현재 통신중인 무선 채널의 수신
레벨과 주변 존으로부터의 무선 채널의 수신레벨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에는 핸드오버를 실시
하기 위하여 이하의 처리를 행한다.
    

    
MRRC는 보고정보에 근거하여 트래픽 채널(TCH)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존을 제외하고, 현재 통신중인 주파수대역과 
동일한 주파수대역에 대해서 수신레벨이 큰 순서로 존을 분류한다. 그 다음, MRRC은 핸드오버 후보인 나머지 존을 수
신레벨의 크기 순서로 재배열하고, 상기 나머지 존의 크기 순서를 지정하는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계기 요구지시(
NON-SOFT HANDOVER EXECUTION TRIGGER request indication)를 생성하여 RRC를 통해 망측의 TACF에 통
지한다.
    

    
이 TACF에의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계기 요구지시의 통지에 의해서 핸드오버 계기가 이루어지면, 망측에서는 상
기 후보 기지국중에서 핸드오버를 실행하기 위한 기지국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기지국을 이동국(MS)측에 통지하여 
통신 채널을 확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망측에서는 이동국(MS)이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의 검지
수속 및 동일한 주파수대역의 트래픽 채널(TCH)이 후보 존에 의하여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수속 등과 
같은 복작합 제어수속을 생략할 수 있다. 또, 핸드오버 계기 이후의 동작을 도41에 나타낸다.
    

2.2.2 ACCH의 전환

연합 제어채널(ACCH : Associated Control Channel)은 음성이나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트래픽 채널(TCH)
과 동일 무선자원을 이용한 제어채널이다. 이 ACCH를 이용함으로써 이동국(MS)과 기지국(BS) 사이에서 제어정보를 
수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1개의 이동국(MS)이 동시에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또한 복수의 무선 물리 채널을 이용하
여 1개의 이동국이 하나의 호를 실현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무선 베어러 서비스에 적합하다. 이러한 종류
의 시 스템에 있어서도 복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국(MS)과 기지국(BS) 사이에서의 제어정보의 수수를 행할 필요
가 생긴다.

이를 위하여, 제어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모든 복수의 호에 대응하는 ACCH를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여
기서, ACCH는 트래픽 채널에 의해서도 사용되는 무선 통신자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 
제어정보의 송수신을 위해서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되고, 또한 복수의 ACCH에서의 제어신호의 송수신의 순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복잡한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복수의 트래픽 채널에 의해서도 이용될 수 있는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복수의 호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 이들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1개의 무선 통신자원을 선택하고, 그 무선 통신자
원에 대해서 해당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의 제어정보의 수수를 위한 제어 채널을 설정한다.

이하, 본 시스템에 있어서의 ACCH의 설정방법에 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도260은 이동국이 복수의 통신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260에 나타내는 바
와 같이, 이동국(MS)과 기지국(BS) 사이에서는 복수의 호에 해당한 각 트래픽 채널(TCH)을 통해 각 호에 대응한 통
신이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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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본 시스템에서는 복수의 트래픽 채널(TCH)에 대응한 복수의 ACCH중에서 임의의 1개(예를 들면, 도26
0중의 ACCH1)를 선택하고, 해당 이동국(MS)에 관련하는 모든 제어신호를 그 ACCH상에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 의하면, 복수의 트래픽 채널(TCH)에 대응한 복수의 ACCH 모두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송
수신에 관계하는 하드웨어를 삭감할 수가 있고, 더욱이 제어신호의 송출순서를 복수의 ACCH 사이에서 조정하는 복잡
한 제어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런데, 도260에 나타내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개개의 통신이 종료하여 트래픽 채널(TCH)이 해방됨에 따라 ACCH를 
사용중인 무선 통신자원이 해방되면, 다른 호를 위해서 ACCH의 계속적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ACCH에 요구되는 전송속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 있어서는 1개의 이동국(MS)에 의하여 동시에 복수 호의 통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수 트래픽 채
널에 의하여 단일 ACCH를 공용함과 동시에, ACCH를 사용중인 무선 통신자원이 해방되면 ACCH가 다른 무선 채널에 
의해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도261은 본 시스템의 ACCH 전환에 관한 구성을 기능 엔티티로 나타낸 것이다. 또, 본 예
에서는 이동국(MS)이 트래픽 채널(TCH1 및 TCH2)을 이용하여 2개의 통신(이하, 제1호의 통신 및 제2호의 통신이
라고 한다)을 동시에 행하여, 당초 ACCH1에 의해서 망과 이동국(MS)사이의 제어정보의 전송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
으로 한다.
    

도26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동국(MS)에는 TACAF, BCAF1 및 BCAF2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TACAF는 액세
스를 제어함과 동시에 ACCH의 해방 및 설정 등을 지시하는 기능 엔티티이다. 또한, BCAF1은 제1호의 통신을 위한 무
선 베어러를 제어하는 기능 엔티티이고, BCAF2는 제2호의 통신을 위한 무선 베어러를 제어하는 기능 엔티티며, SCA
F1 및 BCAF2는 각각 대응하는 ACCH의 해방 및 설정을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기지국(BS)에는 BCFr1 및 BCFr2라는 기능 엔티티가 설치되어 있고, 망내에는 기지국 제어장치(BSC; Base S
tation Controller)로서 기능하는 TACF가 설치된다. 여기서, BCFr1 및 BCFr2는 각각 제1호 및 제2호의 통신을 위한 
무선 베어러를 제어하는 기능 엔티티로서, 대응하는 ACCH의 활성화 및 해방을 실행한다. 또한, TACF는 액세스를 제
어함과 동시에 ACCH의 활성화 및 해방을 지시하는 기능 엔티티이다.

여기서, 트래픽 채널(TCH1)을 이용한 제1호의 통신을 종료하고, 트래픽 채널(TCH2)를 이용한 제2호의 통신을 계속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 경우에서의 ACCH의 전환동작을 도262에 나타내는 시퀀스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트래픽 채널(TCH1)을 이용한 제1호의 통신이 종료하면, 트래픽 채널(TCH1)의 해방이 행하여진다. TACF는 이 
트래픽 채널(TCH1)의 해방 계기를 검출하면, 동일 물리 채널상의 ACCH1이 트래픽 채널(TCH1)로서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TACF는 트래픽 채널(TCH1)을 해방 후에도 트래픽 채널(TCH2)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서 ACCH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이들 결정이 긍정이라면, TACF는 제2호의 통신에 해당한 BCFr2에 대하여 트래픽 채널(TCH2)에 부수하는 ACCH2의 
활성화 요구를 통지한다. 이에 따라, BCFr2는 ACCH2를 활성화한다. 그후, BCFr2는 ACCH2의 활성화가 완료하였다
는 취지를 보고하는 완료통지를 TACF에 반송한다.

상기 완료통지를 받으면, TACF는 ACCH2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요구를 TACAF에 통지한다. 이 전환요구를 받으면, 
TACAF는 ACCH2의 설정요구를 BCAF2에 통지하고, BCAF2는 ACCH2의 설정을 행한다. 또한, TACAF는 ACCH1의 
해방요구를 BCAF1에 통지하고, BCAF1은 ACCH1을 해방한다.

그후, TACAF는 ACCH의 전환완료를 나타내는 전환완료통지를 TACF에 보낸다. 다음에, TACF는 ACCH1의 해방요
구를 BCFr1에 대하여 행하면, BCFr1은 ACCH1의 해방을 행한다. 이에 따라, ACCH의 전환이 완료하여, 트래픽 채널 
TCH2와 동일 무선 통신자원을 사용하는 ACCH2를 통해 이동국(MS)와 망측과의 사이의 제어정보의 수수가 행하여진
다. 또, ACCH의 전환순서에 대해서는 2.4.3.5.7장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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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암호개시의 통지 수속

이동통신에서는 공중을 통하여 통신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부정방수(不正傍授)나 데이터 조작을 막기 위해서 신호를 암
호화하는 것이 행하여진다. 수신 단말은 암호화된 신호를 암호해독한다(즉, 암호화된 신호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
여 복호화한다).

그러나, 암호된 신호(제어신호)의 송수신을 행하는 경우에, 암호개시의 타이밍이 명확하지 않으면 암호해독을 적절히 
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암호해독의 타이밍을 잘못 추정하면 의미불명의 신호를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 도751 및 도752를 참조하여 암호개시 및 암호해독의 타이밍에 기인 하는 불량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751은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의 암호실행상태의 일례의 설명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동국(MS)은 다이버시티 핸
드오버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도75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지국제어장치(RNC)는 복수의 무선기지국(B
S1∼BS3)에 대하여 동일한 송신신호(비암호신호)를 전송하고, 그후 각 무선기지국(BS1∼BS3)에서 암호처리를 실행
하여, 이동국(MS)에 대하여 암호화 후의 송신신호(암호신호)를 송신하도록 구성한 경우를 상정한다.

이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도75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 무선기지국(BS)에서 암호처리를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무선기지국(BS1∼BS3)사이에서 암호 실시 타이밍이 어긋나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암호개시 타이밍을 각 무선기지국(BS) 사이에서 일치시키면 되지만 실제로는 곤란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각 무선기지국(BS1∼BS3)을 제어하는 기지국제어장치(RNC)가 무선기지국(BS1∼BS3)과 각각 교섭을 하여, 암
호개시 타이밍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암호개시 타이밍을 각 무선기지국(BS) 사이에서 일치
시키는 것은 곤란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동일 종류의 신호(즉, 암호전송신호 또는 비암호전송신호)가 이동국에서의 다이버시티 수신을 실현
하기 위하여 모든 기지국(BS1~BS3)에서 송신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OSI 참조 모델의 층3이 이동
국(MS)과 기지국제어장치(RNC)의 사이 또는 이동국(MS)과 교환국(MSC)의 사이에서 감시하고 있더라도, 층1은 이
동국(MS)와 각 무선기지국(BS)의 사이에서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75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OSI 참조 모델의 층1에 대하여 암호화가 수행되면, 일군의 기지국(예를 들면 B
S2 및 BS3)이 암호신호를 송신함과 동시에, 다른 군의 기지국(예를 들면 BS1)이 암호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호를 
송신하게 된다. 따라서, 장치구성의 간략화 및 제조 코스트의 저감 등의 관점에서 암호송신신호 및 비암호 송신신호를 
병행하여 처리할 수 없는 이동국의 유형에서는 다이버시티 수신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
다.

그래서, 본 시스템은 암호송신신호 및 비암호 송신신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는 이동국이라도 확실히 다이버시티 수신
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여, 암호화의 타이밍을 이동국(MS)과 교환기(MCC)의 사이에서 서로 
통지함으로써 적합하게 암호화하여, 정상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64는 암호개시를 설명하기 위한 기능 모델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6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동국(MS)에는 UIMF, 
MCF 및 TACAF라는 기능 엔티티가 설치되어 있다. UIMF는 이동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고 사용자 인증 및 암
호연산을 제공한다. 또한, MCF는 호와 관련 없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망과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한다. TACAF는 
발신, 페이징의 검출 등의 이동단말에의 액세스를 제어한다.

한편, 망측에는 SACF, TACF, LRCF 및 LRDF라는 기능 엔티티가 설치되어 있다. SACF는 호와 관련없는 서비스를 실
현하기 위한 이동단말과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MCF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TACF는 발신, 페이징의 실
행 등의 이동단말에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것으로 TACAF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LRCF는 이동(mobility) 제어를 하
는 것으로 TACF와 SACF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LRDF는 이동 관련의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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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암호개시의 상호통지에 앞서서 사용자 인증(2.4.5.1장 참조)이 도63에 나타내는 순서로 행하여
진다. 이때, 망과 이동단말은 인증된 암호키(key)를 UIMF 및 LRDF에서 각각 유지하여 두고, 이것을 TACAF, MCF, 
TACF, SACF에 각각 배송하게 된다.

    
그 다음, 도65에 나타내는 시퀀스에 따라서 암호개시의 타이밍의 상호통지가 행하여진다. 보다 상세하게는, 우선 망측
의 LRCF에서 암호개시를 지시하는 암호개시 요구지시(Start Ciphering request indication)가 TACF 및 SACF를 통
해 이동단말측의 TACAF 및 MCF에 통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단말은 이후 망으로부터 송신되는 신호에는 암호화가 
실시되는 것을 검지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망측의 TACF 및 SACF는 암호개시 요구지시(Start Ciphering request 
indication)를 송신하면, 이후 송신하는 신호는 소정의 암호처리를 특정하기 위한 미리 선택된 암호처리 및 암호 키를 
사용하여 암호를 실시하여 송신하도록 제어를 한다. 그리고, 이동단말측에서는 암호화가 수행된 신호를 수신하면, 수신
신호의 암호해독 제어가 TACAF 및 MCF에서 행하여진다. 또, 암호키는 이 처리에 앞서서 UIMF에서 취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측으로부터 송신되는 송신신호(다운링크 신호)에서는 암호가 확보된다.
    

    
다음에, 이동단말측의 TACAF 및 MCF는 이동단말측에서 송신하는 신호에 암호를 실시하는 취지를 지시하는 암호개시 
응답확인(Start Ciphering response confirmation)을 망측의 TACF 및 SACF에 통지한다. 이에 따라, 망측은 이후 
수신하 는 신호에 암호화가 실시되어 있는 것을 검지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이동단말측의 TACAF 및 MCF는 암호개
시 응답확인을 송신하면, 이후 송신하는 신호는 소정의 암호처리를 특정하기 위한 미리 선택된 암호처리 및 암호 키를 
사용하여 암호를 실시한다. 그리고, 망측에서는 암호가 실시된 신호를 수신하면 수신신호의 암호해독이 TACF 및 SA
CF에서 제어된다. 이에 따라, 이동단말측에서 송신되는 송신신호(업링크 신호)에서는 암호가 확보된다.
    

    
그런데, 상기 설명에서는 암호개시 타이밍의 제어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암호처리를 어떤 정보에 대하여 실시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있다. 그래서,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암호처리를 어떤 정보에서 실시하는 것이 유효
한지에 관해서 검토한다. 또한, 이 처리는 암호개시 타이밍의 제어와는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수신 
장치가 암호화된 정보를 통지받으며 층(layer)1 내지 층3에서 통신이 확립되어 있는 한, 송신장치는 암호화될 정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개방형 시스템의 통신 프로토콜로서는 도263에 나타내는 OSI 참조 모델이 알려지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물리적인 접
속의 규격으로부터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격까지를 관리하기 위한 7개의 기능 층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최하위층인 층1은 물리층으로서, 데이터전송을 위한 기계적 및 전기적인 수속이나 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접속 플러그의 형상 등이 이 층으로 규정된다.

또한, 층2는 데이터 링크층으로서, 이 층으로 데이터 링크의 설정, 보유, 해 방이 행하여짐과 동시에, 물리층에서 발생
하는 에러의 검출과 회복이 행하여진다.

또한, 층3은 망(network)층으로서, 이 층에 의해서 다른 망사이의 종단간(end-to-end) 접속이 도모된다. 이에 따라, 
상위층은 어떠한 망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걱정하지 않고서 통신을 할 수 있다.

또한, 층4는 트랜스포트(transport)층으로서, 세션 엔티티(session entity)사이의 투명한 종단 데이터 중계 서비스를 
제어한다.

또한, 층5는 세션(session)층으로서, 이 층에 의해서 세션 접속(session connection)의 설정이나 해방 등이 행하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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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층6은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층으로서, 이 층에 의해서 데이터의 구문의 선정 등이 행하여진다.

또한, 층7은 어플리케이션 층으로서, 이 층에 의해서 통신상대의 식별이나 서비스품질의 결정 등이 행하여진다.

또, ITU(국제통신연합)에서는 층3에 가입자선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OSI 참조 모델의 층3 내지 층7에 
해당한다.

여기서, 본 시스템에 관해서 도753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검토한다. 도753은 시스템의 개략 구성을 나타낸다.

도75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이동국(MS)과, 이동국(MS)과 무선채널을 통해 접속된 복수의 무선기지국
(BS)과, 복수의 무선기지국(BS)을 제어하기 위한 기지국제어장치(RNC)와, 기지국제어장치(RNC)를 고정 망에 접속
하기 위한 무선 서비스 교환국(MSC)을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하의 조 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
으로 한다.

(i) 이동국(MS) 및 기지국제어장치(RNC)는 다이버시티 수신/분배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ii) 무선채널측에서의 0SI 참조 모델의 층1은 이동국(MS)과 각 무선기지국(BS)과의 사이에서 감시하고 있다.

(iii) 무선채널측에서의 OSI 참조 모델의 층2는 이동국(MS)과 기지국제어장치(RNC)의 사이에서 감시하고 있다.

(iv) 본 시스템에서의 OSI 참조 모델의 층3은 이동국(MS)과 기지국제어장치(RNC)의 사이 또는 이동국(MS)과 교환
국(MSC)의 사이에서 감시하고 있다.

또한, 층2가 기능적인 조건으로서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i) 층2 프레임 재전송기능을 갖고 있다.

(ii) 층3 프레임이 복수의 층2 프레임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원래의 순서가 되도록 층3 프레임을 구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iii) 동일한 정보에 대응하는 암호신호 및 비암호신호를 동시에 수신한 경우에 쌍방을 해독가능한 기능은 갖고 있지 않
다.

상기 조건하에서, 층2에서 암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도75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동교환국(MSC)의 어플리케
이션이 스텝 S1에서 암호개시 지시를 출력한다. 이 암호개시 지시는 스텝 S2에서 층3으로부터 층2 제어부로, 스텝 S3
에서 층2 암호실시/해독부로, 스텝 S4에서 이동국(MS)으로 전송된다.

그리고, 망측의 어플리케이션은 암호개시요구를 이동국(MS)측에 통지한 후, 기지국제어장치(RNC)의 층2 암호실시/
해독부를 통해 이동국(MS)의 층2 암호실시/해독부에 암호개시요구를 행함(스텝 S5)과 동시에, 그후 교환국(MSC)의 
어플리케이션은 기지국제어장치(RNC)의 층2 암호실시/해독부에 암호를 실시시키게 된다. 이후, 층2 암호실시/해독부
를 통해 보내지는 신호는 암호신호로 된다.

한편, 이동국(MS)측에서는 층2 암호실시/해독부, 층2 제어부, 층3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암호개시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스텝 S6∼S8). 이 결과, 어플리케이션은 층2 암호실시/해독부에 망측으로부터의 신호의 암호해독을 행하는 취지
의 설정을 행한다(스텝 S9).

상기 조건하에서, 층2에서 암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망측에서 무선기지국(BS)에 대하여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분배를 행
하기 전에 암호를 실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동국(MS)에서 합성불능상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암호송신신호 및 
비암호송신신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는 이동국(MS)라도 확실히 다이버시티 수신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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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서 이동국(MS)의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층2 암호실시/해독부에 대한 암호해독을 행하는 
취지의 설정(셋업 S9)이 완료하는 타이밍보다도, 층2 제어부에서 망측에의 재전송요구가 이루어져(스텝 S10∼S12), 
해당 재전송요구에 대응하는 신호재전송(스텝 S13,S14)의 타이밍이 빠르게 되는 경우에는, 층2 암호실시/해독부는 암
호를 해독하지 않은 상태로, 즉 암호신호를 그대로 층2에 전송하는 것으로 되어(스텝 S15), 층2 프레임 시퀀스 번호가 
불명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것은 층2(데이터 링크층)에서 층1(물리층)에 발생하는 에러의 검출과 재전송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층2에서 암호를 실행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또, 에러의 검출은 CRC를 신호에 부가함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
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즉, 첫번째 문제는 층2의 기능인 층2 프레임 재전송기능을 이용할 수 없
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층3 프레임이 복수의 층2 프레임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도 원래의 순서가 되도록 
수신된 층2 프레임으로부터 층3 프레임을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OSI 참조 모델에 있어서, 상술한 암호개시의 상호통지(암호개시 요구지시 및 암호개시 응답확인의 통
지)는 층3 이상의 층에서 행하도록 하고 층2에서는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본 시스템에서는 
암호를 거는 정보를 층3 이상으로 하고 층2에서는 암호를 걸지 않도록 하여, 층2에서 암호개시의 상호통지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가령 층1(물리층)에서 에러가 발생하여 정확하게 수신할 수 없었다고 하여도 층2에서 행하여지는 에러의 검출과 
재전송에 의해서 암호화 후에도 층2의 재전송제어가 독립하여 행하여진다. 이 재전송에 의해, 수신측에서 수신되지 않
은 신호는 송출 순서로 수신되게 되기 때문에, 수신측에서는 암호개시의 타이밍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이다. 또한, 층2에서 재전송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층1 및 층2의 신뢰성이 높게 확보될 수 있으면, 층2에서 암호를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2.2.4 TMUI의 재할당

본 시스템에서는 각 이동국(MS)을 식별하기 위한 개인식별자(IMUI)를 미리 할당하여 각 이동국(MS)과 망측에 유지
한다. 이 개인식별자(IMUI)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동통신에서는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
신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개인식별자(IMUI)가 방수(傍授)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방수한 제3자에 의해서 남의 개인
식별자(IMUI)를 사용한 부정한 통신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 있어서는 개인식별자(IMUI)와는 별도로 망이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를, 방문하고 있
는 이동국(MS)에 할당하고 이것을 이동국(MS)에 통지한다. 또, 이 TMUI는 그 내용이 부정하게 방수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후에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동국에 통지된다.

    
여기서,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의 할당은 위치등록 수속에서 행하여지게 되어 있다. 만약 위치등록 수속이 
공중 인터페이스의 불량 등에 의해서 실패하면 재차 위치등록 수속이 행하여진다. 따라서,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
(TMUI)와 개인식별자(IMUI)의 불일치는 이론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동국(MS) 또는 망측에서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를 격납하고 있는 기기가 오동작을 일으키면,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와 개인식별자
(lMUI)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순을 회피하여 정상적인 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망과 이
동국(MS) 사이에서 이하에 나타내는 수 속을 채용하고 있다.

 - 58 -



등록특허 10-0366286

 
도264는 착신시의 망과 이동국(MS) 사이의 시퀀스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망(이 경우는 교환기)은 착호를 수신하
면 상대방의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에 근거하여 페이징(Paging)을 행한다. 페이징은 교환기(MCC)의 전
체 장악(掌握) 범위에서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를 유지하고, 일제히 호출을 거는 것에 의해 행하여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는 방문하고 있는 각 이동국(MS)에 할당되고 있고, 각 이동국(
MS)은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지된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
MUI)를 각 이동국(MS)이 수신하면, 각 이동국(MS)은 스스로 유지하는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와 유지된 
것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그리고, 각 이동국(MS)은 일치하는 경우에만 페이징 응답(paging response)을 교
환기(MCC)에 반송한다(스텝 S2).
    

    
다음에, 망은 사용자 인증을 행한다(2.3.2.4.1장 참조). 이 경우, 망은 액세스하여 온 이동국(MS)의 인증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 정보(난수)를 생성하고, 이것을 이동국(MS)에 통지한다(스텝 S3). 인증 정보를 이동국(MS)이 
받아들이면 이동국(MS)은 인증 정보(난수)를 사용하여 연산을 행하고, 그 결과로서 얻어진 인증 연산결과를 인증 응
답으로서 반송한다(스텝 S4). 이 경우, 인증 연산은 각 이동국(MS)에 미리 격납되어 있는 인증 키(authentication k
ey)를 사용하여 행해진다. 또, 망측은 각 인증 키를 개인식별자(IMUI) 및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에 대응
시켜 소정의 기억장치(예를 들면, SDF)에 격납하고 있다.
    

그후, 망은 스텝 S1에서 사용한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에 근거하여 이것에 대응하는 인증 키를 기억장치
로부터 읽어낸다. 그리고, 읽어낸 인증 키와 스텝 S3에서 송신한 인증정보(난수)를 사용하여 인증연산을 행하고, 이 연
산결과와 이동국(MS)의 연산결과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5). 일치한 경우, 상기 판정결과는 긍정으
로 되어 해당 이동국(MS)은 정당한 것으로 인증되어 통상의 착호 처리가 행하여진다.

    
한편, 연산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 S5의 판정결과는 부정으로 된다. 이 경우는,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
자(TMUI)가 정규의 것이 아니다. 불일치의 원인으로서는 응답한 이동국(MS)이 부정한 것인 경우와, 정규의 사용자이
지만 망이 관리하는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와 해당 이동국(MS)이 관리하는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
TMUI)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본 시스템에서는 개인 식별자(IMUI)를 사용하여 정규의 사용자인지
의 여부의 확인을 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망(이 경우는 교환기)이 개인식별자(IMUI)의 송신요구를 지시하는 IMUI 송신요구를 이동국(M
S)에 대하여 행한다(스텝 S6). 그후, 이동국(MS)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자(IMUI)를 통지한다(스텝 S7).

다음에, 망이 난수를 두 번째 발생시키고 이것을 인증정보로서 이동국(MS)에 통지하면, 이동국(MS)은 이 인증정보와 
자기가 유지하는 인증 키를 사용하여 인증연산을 행하고 그 결과로서 얻어진 인증연산결과를 인증응답으로서 망에 반
송한다( 스텝 S9).

그 다음, 망은 스텝S7에서 취득한 개인식별자(IMUI)에 근거하여 기억장치에 액세스하고 해당 개인식별자(IMUI)에 
대응한 인증 키를 읽어낸다. 그리고, 읽어낸 인증 키와 스텝 S8에서 송신한 인증정보(난수)를 사용하여 인증연산을 행
하고, 이 연산결과와 이동국(MS)의 연산결과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1O).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국(MS)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선 채널의 절단이 행하여져 통신이 종료된다(스텝 S12).

    
한편, 일치한 경우(즉, 스텝 S10에서의 판단이 긍정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국(MS)이 정규의 사용자이므로, 교환기(
MCC)가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의 재할당을 행한다. 따라서, 정규의 이동국(MS)은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를 두 번째 취득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이동국(MS)은 새롭게 할당된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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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TMUI)를 사용하여, 금후 정상적인 통신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 경우의 이동국(MS)은 호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선 채널의 절단이 행하여져 통신이 종료한다(스텝 S12).
    

이상, 설명한 TMUI의 재할당에 의하면, 망이 유지하는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와 이동국(MS)이 유지하는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가 상위하는 경우에, 개인식별자(IMUI)에 따라서 정규의 사용자인 것을 망측에서 
인식하면, 일시적 이동 사용자식별자(TMUI)의 재할당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
에 관해서 모순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속히 정상적인 상태에 되돌릴 수 있다.

또, 위치등록시나 발신시에도 상술한 착신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의 재할당이 행하여진다. 
또한,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의 관리는 후술하는 SDF에서 행하여진다. 이 SDF는 예를 들면 망내에 배치
되어 가입자정보를 관리하는 위치등록자(location register)에 설치할 수 있다.

2.3 시스템 개요

다음에, 본 시스템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한다.

2.3.1 제공 서비스

본 시스템은 음성이나 데이터 등의 여러 가지 정보의 통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1개의 이동단말상에서 동시
에 복수의 베어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1개의 이동단말은 예를 들면 2개의 64kbps 비제한 디지털 베어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PDC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과는 달리 유선구간을 ATM화하고 무선구간
을 CDMA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품질이면서 고속도의 전송을 행할 수 있다.

도266은 본 시스템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또, 본 시스템은 PSTN, N-ISDN, PLM
L, B-ISDN 및 IMT-2000과의 상호접속이 가능하다.

2.3.1.1 베어러 서비스

본 시스템에서는 이하의 베어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채널교환 모드

a) 8kbps 음성 베어러 서비스

본 베어러 서비스는 음성 서비스의 지지를 목적으로 한다. Um 기준점에서의 디지털신호는 ITU-T 권고 G.729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단지, 비트 투과성(bit transparency)은 보증되지 않는다. 또한, 본 베어러 서비스는 음성대역 데이터
통신용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8kbps에서의 음성 베어러 서비스의 내용은 도267에 도시되어 있다.

b) 64kbps에서의 비제한 베어러 서비스

본 베어러 서비스는 Um 기준점 사이에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64kbps로 다중화된 서브속도(subrate)의 정보전송을 
제공한다. 64kbps에서의 비제한 베어러 서비스의 내용을 도267에 나타낸다.

c) 멀티플렉스-속도(multiplex-rate) n×64kbps에서의 비제한 베어러 서비스(n은 자연수, 예를 들면 6)

본 베어러 서비스는 Um 기준점 사이에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384kbps로 다중화된 서브속도의 정보전송을 제공한다. 
멀티플렉스-속도 비제한 베어러 서비스의 내용을 도269에 나타낸다.

(2) 패킷교환 모드(더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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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에서는 상술한 채널 모드의 베어러 서비스 이외에, 패킷채널 모드에서도 베어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3.1.2 이동(mobility) 서비스

본 시스템에 있어서의 이동 및 포터빌리티(portability) 서비스로서, 개인 식별자(IMUI: International Mobile Use
r Identity)를 채용한다. 개인 식별자(IMUI)는 각 이동단말을 식별하기 위해서 미리 할당된 것으로, 이동국(MS)과 교
환기(MCC)가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동국(MS)이 무선 영역을 걸쳐 이동하였을 때에, 이 개인 식별자(IMUI)를 사용
하여 위치등록이나 핸드오버 등이 행하여진다. 이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통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3.1.3 품질 요구조건

본 시스템은 에러정정부호(ECC)나 재전송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통화에 관해서는 망내(공중을 포함한다)
의 평균 비트에러율10-3 을 보증하고, 한편 음성을 제외하는 데이터통신, 제어정보 등의 정보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평
균 비트 에러율 10-6 을 보증한다.

2.3.2 시스템능력

2.3.2.1 통신 서비스에 관한 시스템능력

2.3.2.1.1 발신(origination)

발신이란 사용자부터의 발신요구에 근거하여, 이동국(MS)이 망에 액세스하고 상대 사용자와의 통신에 필요한 망내(i
ntra-network) 및, 망과 이동국(MS) 사이에서의 액세스 링크 및 상대 사용자에의 접속의 설정 등을 행하는 일련의 
제어수속을 말한다. 본 수속은 SDCCH제어, 사용자 ID 탐색, 인증, 암호개시, 액세스 링크설정 등의 수속과 발신 사용
자와의 상호 정보전송, 분석순서 등에 의해 실현된다.

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우선, 이동국(MS)의 발신을 망에 통지하기 위한 SDC
CH를 확립시키는 능력을 구비한다. 이 점 에 대해서는 본 장의 SDCCH 제어에서 상술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
(MS)과 망과의 사이의 연합(association)(단말연합; Terminal Association)을 확립할 능력을 구비한다. 구체적으로
는, 이하의 능력이 포함된다.

a) 이동국(MS)의 발신을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를 사용하여 망에 통지해서 단말연합의 기동을 행한다. 
또한, 이동국(MS)의 능력을 이동국(MS)에서 망에 통지하고, 망은 그 이동국(MS)의 능력을 보유하고 그후의 새로운 
호의 발생시에 망에서 이동국(MS)에 대한 새로운 호의 접수를 제어한다.

b) 발신요구 이동국(MS)을 인식하고, 망내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해당 이동국(MS)의 정보를 분석 기능엔티티 및 제어 
기능 엔티티로 전송한다. 발신 이동국(MS)의 TMUI가 망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는 이동국(MS) 고유의 이동 사용자 
식별자(IMUI)를 이동국(MS)에 문의하여 이동국(MS)을 인식한다.

c) 상기 해당 이동국(MS) 정보에 따라서 이동국(MS)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 제어를 행한다. 이 점에 대해
서는 본 장의 사용자 인증에서 상술한다.

d) 이동국(MS)과 망과의 사이의 제어채널, 정보 채널의 방수 및 데이터조작을 막기 위한 암호제어를 행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장의 암호에서 상술한다.

e) 상기 일련 수속의 성공, 실패를 이동국(MS)에 통지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실시되는 단말연합 확립후, 발신 사용자의 요구 서비스를 망측에 통지하고, 망은 사용자의 발신요구
를 접수한 것을 통지할 능력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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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시스템은 전술한 단말연합 제어기능의 인스턴스(instance)를 발신 호제어기능에 통지하여 양자를 관련시키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으로부터의 서비스요구시의 이동국(MS) 주위의 무선상태를 이동국(MS)에서 망으로 
통지하여 망에서 인식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으로부터의 서비스요구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수집 및 분석하여, 서비스제공
을 판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상기 이동국(MS)의 요구 서비스의 분석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내 자원(예를 들면, 
음성 코더-디코더, 데이터 트렁크(data trunk), 망내 유선채널 등)의 포착 및 기동, 설정을 행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으로부터의 서비스요구에 대응한 트래픽 채널 및 부수 제어채널용의 액세스 링크를 설
정할 능력(본 장의 액세스 링크설정 참조)과, 부수 제어채널의 설정에 따라 그때까지의 제어신호전송을 실시하고 있는 
SDCCH를 해방할 능력을 구비한다. 상기 SDCCH 해방은 본 장의 SDCCH 제어에서 상술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상대 사용자에의 서비스요구를 행하여 상대 사용자측에서의 착신 호제어에 따른 상대 사용자호출통
지, 응답통지 등의 호제어를 행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통신중에 사용자의 독립인 호의 발신(추가 호)을 제공할 능력을 
구비한다. 단지, 추가 호에 관해서는 이미 통신중인 이동국(MS)의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
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본 시스템은 단말상에서 호가 진행중에도 새로운 사용자부터의 발신을 제공할 능력을 구비한다.

2.3.2.1.2 착신(incoming call acceptance)

착신이란 제3자의 사용자로부터 본 시스템 사용자에의 서비스요구에 근거하 여, 망이 사용자 이동국(MS)를 호출, 그 
응답을 접수하여, 착신 사용자와의 통신에 필요한 망내 및, 망과 이동국(MS)사이에서의 액세스 링크 및 상대 사용자에
의 접속의 설정 등을 행하는 일련의 제어수속을 말한다. 본 수속은 페이징, SDCCH제어, 사용자 ID 탐색, 인증, 암호개
시, 망내 루팅(routing), 액세스 링크설정 등의 수속과, 착신 사용자와의 상호 정보전송, 분석 수속 등에 의해 실현된다.

착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우선, 본 시스템은, 제3자로부터의 서비스요구(본 시스템 사용자 및 상호접속 타겟의 사용자부터의)를 망이 접수하고, 
착신 사용자의 이동 사용자 식별자에 의해 프로파일을 수집하여, 착신 사용자의 서비스분석, 착신 이동국(MS)의 상태
분석, 페이징의 실시의 필요와 불필요, 페이징 영역의 취득 및, 망으로부터의 단말연합 확립 수속에 필요한 정보취득을 
행하여, 페이징 실시기능에의 페이징 기동을 행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단지, 추가 착신 호에 대해서는 페이징은 실시하
지 않는다.
    

또한, 본 시스템은 착신 이동국(MS)을 특정하는 이동 사용자 식별자로 이동국(MS)을 호출, 망측에서 응답 이동국(M
S)을 인식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 통상은 TMUI를 사용한다. 망이 TMUI 이상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이동국(
MS) 고유의 이동 사용자 식별자(IMUI)를 사용한다. 페이징 수속은 이하의 능력에 의해 실시된다.

a) 망이 이동국(MS)에 대응한 페이징 영역을 인식하여 페이징을 행하는 페이징 채널(Paging-CH)을 특정한다. 그후, 
그 페이징 채널상에서 페이징을 실행하는 망내 노드(node)(BTS)로 신호를 전송하여, BTS에서 필요한 영역(섹터단위)
에서 페이징을 행한다.

b) 이동국(MS)이 페이징에 대한 응답을 망에 통지하기 위한 SDCCH를 확립시킨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장의 SDCC
H 제어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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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망으로부터의 호출에 대하여 이동국(MS)이 응답하면, 착신 이동국(MS)과 망의 단말연합을 기동시킨다. 또, 응답
신호는 호출신호에 대응하는 페이징 ID를 사용하여 식별한다. 또한, 이동국(MS)의 능력을 이동국(MS)에서 망에 통지
하고, 망은 그 이동국(MS)의 능력을 유지하고 그후의 새로운 호의 발생시에 망에서 이동국(MS)에 대한 새로운 호의 
접수를 제어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페이징 응답시의 이동국(MS) 주위의 무선상태를 이동국(MS)에서 망으로 통지하고 망에서 인식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상기 이동국(MS)으로부터의 응답에 의해 망이 단말연합을 확립할 능력을 구비한다. 단말연합의 확
립은 이하와 같이 하여 행하여진다.

a) 이동국(MS)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 제어를 행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장 및 사용자 인증의 장에서 상
술한다.

b) 이동국(MS)과 망 사이의 제어채널, 정보 채널의 방수, 데이터조작을 막기 위한 암호제어를 행한다. 이 점에 대해서
는 본 장 및 암호의 장에서 상술한다.

c) 상기 일련 수속의 성공 및 실패를 이동국(MS)에 통지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단말연합 확립 후, 그 제어를 행한 망내 제어 노드까지의 루팅 처리를 행하여, 망내 채널의 설정 및 
발신 사용자의 요구 서비스를 통지하여 착호 접수 제어기능을 기동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이 단말연합은 제어기능
의 인스턴스를 착호 제어기능에 통지하여 양자를 관련시킨다.

또한, 본 시스템은 착신 서비스요구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수집, 분석해서 착신 사용자에의 서비스제공을 판
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착신요구 서비스의 분석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내 자원(음성 코더-디코더, 데이터 
트렁크, 망내 유선채널 등)의 포착 및 기동, 설정을 행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착신 서비스요구에 대응한 트래픽 채널 및 부수 제어채널용의 액세스 링크를 설정할 능력을 구비한
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장의 액세스 링크 셋업에서 상술한다. 또한, 부수 제어채널의 설정에 따라 그때까지의 제어신
호전송을 실시하고 있는 SDCCH를 해방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장의 SDCCH 제어에서 상술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착신 사용자에의 서비스요구를 행하여, 착호 제어에 따른 상대 발신 사용자에의 착신 사용자 호출중
의 통지, 응답통지 등의 호 제어를 행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단말상에서 호가 진행중에도 새로운 사용자로부터의 발신을 제공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통신중에 사용자에의 독립인 호의 착신(추가 호)을 제공할 능력을 구비한다. 단지, 추가 호에 관해서
는 이미 통신중인 이동국(MS)의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본 시스템은 착신시에 복수 이동국(MS)에서 응답이 있는 경우에, 응답후의 수속이 실패하여, 망측과 이동국의 
TMUI 및 IMUI의 대응이 불일치로 되어 있는 이동국(MS)에 대해서는 착신수속 중에서 TMUI의 재할당을 행하는 능
력을 구비한다.

2.3.2.1.3 호 해방

호 해방이란 사용자로부터의 호 해방요구, 통신중의 상대 사용자부터의 호 해방요구, 또는 무선채널의 열화 검출을 계
기로, 상대 사용자와의 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망내의 링크, 망과 이동국(MS) 사이에서의 액세스 링크 및 상대 사용자
와의 접속의 해방을 행하는 일련의 수속을 말한다. 본 수속은 사용자 절단(사용자 상태 데이터 갱신), 액세스 링크해방
의 수속으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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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MS)의 최종 호의 해방 수속에 있어서는 이동국(MS)과 망의 연합을 해방하는 수속이 기동된다. 본 수속은 이
동국 상태 데이터를 갱신하는 수속에 의하여 실현된다.

호 해방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의 호 해방요구를 망에 통지하여, 망이 접수한 것을 사용자 단말에게 통지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통신상대 사용자로부터의 호 해방요구를 망으로부터 다른 사용자 단말에게 통지하는 능력을 구비한
다.

또한, 본 시스템은 호 해방에 의한 사용자 상태 데이터 갱신을 위해서 사용자 프로파일을 갱신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해방되는 호에 대응하는 액세스 링크를 해방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액세스 링크해
방[3.2.2.3장]에서 상술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해방되는 호가 이동국(MS)상에서 최종 호인지의 여부를 식별하여, 최종 호인 경우에는 망에서 관리
하고 있는 이동국 상태 데이터를 공백상태(none call state)로 변경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동기 어긋남 검출에 의한 액세스 링크 해방 수속(액세스 링크해방[3.2.2.3장] 참조)을 계기로 하여 
호를 해방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으로부터의 액세스 링크해방요구를 계기로 호를 해방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발호 도중에 포기에 의한 이동국(MS)으로부터의 호출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2.3.2.2 액세스 링크제어에 관한 시스템능력

2.3.2.2.1 SDCCH 제어

SDCCH 제어란 이동국(MS)이 망에 액세스하여, 제어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SDCCH(Stand-alone Dedicated Co
ntrol Channel) 및, 망내에서의 제어 메시지전송을 위한 액세스유선 링크를 확립하기 위한 수속, 또한 본 SDCCH 및 
망내 액세스유선 링크를 불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해방하는 수속을 말한다. 본 수속은 이동국(MS) 발신, 이동국(MS) 
착신, 이동국(MS) 위치등록을 포함하는 이동국(MS)-망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수속에 동반하여 실행된다.

    
SDCCH제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우선,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RACH(Ran
dom Access Channel)상의 랜덤 액세스 수속을 이용하여 망에 SDCCH 설정을 요구해서, 망이 SDCCH를 위한 무선 
통신자원(업링크 및 다운링크 단코드(short code))을 FACH(Forward Access Channel)를 이용하여 이동국(MS)에 
할당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본 요구와 할당의 대응은 이동국(MS)이 요구 메시지중에 설정하는 난수(personal identi
fication 또는 PID)에 따라서 행하여진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SDCCH를 위한 무선 통신자원(업링크 및 다운링크 단코드)을 섹터마다 선택할 능력을 구비한
다. SDCCH를 위한 업링크 및 다운링크 장코드(long code)에는 기지국 고유 또한 섹터마다 위상이 다른 것이 사용된
다. 이 때문에, 이동국(MS)은 셀 탐색 수속 또는 보고정보(BCCH1)에서 다운링크 장코드를, 보고정보(BCCH1)에서 
업링크 장코드를 얻는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이동국(MS)으로부터의 SDCCH 설정요구를 받아, 망내에서도 제어 메시지전송을 위한 액세스
유선 링크를 확립할 능력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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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시스템은 상기 망내의 액세스 유선 링크의 확립요구시에 이동국(MS)의 위치정보를 식별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 본 수속에서의 RACH, FACH 및 SDCCH의 전송전력설정에 대해서는 2.3.2.2.6장에 상술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 및 이동국(MS)이, SDCCH가 불필요하게 된 것을 인식하여, 예를 들면 호와 관련 없는 위치등록
의 종료, ACCH에의 이행 등의 수속 등을 수행해서 각각 SDCCH 해방을 실행할 능력을 구비한다.

2.3.2.2.2 액세스 링크 확립

액세스 링크 확립이란 이동국(MS) 발신 및 이동국(MS) 착신시에, 사용자 정보전송을 위한 통신채널, 제어신호전송을 
위한 제어채널을 망과 이동국(MS) 사이에서 설정하기 위한 수속을 말한다. 본 수속에서는 망내의 액세스 유선 링크설
정을 위한 수속 및 망과 이동국(MS) 사이의 액세스 무선 링크설정을 위한 수속이 포함된다.

액세스 링크설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우선, 망이 호 접속 제어의 요구에 따라서 
개개 접속의 액세스 링크에 요구되는 정보전송능력, 품질 등급(class) 등을 결정하여, 적당한 자원을 할당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퍼치채널 측정결과 및 망으로부터의 보고정보에 근거하여, 망에 대하여 액세스 유선 
링크, 액세스무선 링크 설정 후보 섹터를 지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 호 접수 제어에 대해서는 2.3.2.2.7장에서 상술
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이동국(MS)에서 지정된 액세스유선 링크 및 액세스무선 링크설정 섹터에 액세스유선 링크의 
설정을 행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여기서, 본 액세스 유선 링크설정에는 사용자 정보전송을 위한 통신 채널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제어신호전송을 위한 제어채널이 포함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이동국(MS) 식별자(TMUI/IMUI)에 따라서 망내 데이터베이스내에 액세스무선 링크에 적용
되는 업링크 장코드를 기억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 액세스 링크 셋업시에 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얻는 능력을 구
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상기 지정 섹터내에서 액세스무선 링크를 위한 무선 통신자원을 선택하여 이동국(MS)에 할당
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무선 통신자원선택에 대해서는 2.3.2.2.5장에서 상술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퍼치채널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망에 대하여 다운링크 액세스 무선 링크의 초기전송
전력결정을 위한 정보(퍼치채널 전송전력, 퍼치채널 수신 SIR(Signal-to-Interference Ratio))를 송출할 능력을 구
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이동국(MS)으로부터의 다운로드 액세스무선 링크 초기전송전력결정을 위한 정보에 기초하여 
다운로드 액세스 무선 링크의 초기전송전력을 결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 전송전력제어에 대해서는 2.3.2.2.6장에서 
상술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BSC이 이동국(MS)으로부터의 액세스유선 링크, 액세스무선 링크설정 섹터정보에 근거하여 액세스 
링크설정과 동시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 핸드오버에 대해서는 2.3.2.2.4장에서 상술한
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보고정보(20msec 정기보고정보)에 따라서 SDCCH가 설정되어 있는 섹터와 각 후보 
섹터와의 업링크 장코드 위상차를 망에 통지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이동국(MS)에서 통지된 업링크 장코드 위상차 정보에 근거하여 업링크 액세스 무선 링크의 동
기를 확립할 능력을 구비한다.

2.3.2.2.3 액세스 링크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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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링크해방이란 통신 종료시에, 망과 이동국(MS) 사이에 사용자정보전송을 위한 통신 채널 및, 제어신호전송을 
위한 제어채널을 모두 해방하기 위한 수 속을 말한다. 본 수속에서는 망내의 액세스유선 링크해방을 위한 수속 및, 망과 
이동국(MS) 사이의 액세스무선 링크해방을 위한 수속이 포함된다.

액세스 링크해방을 실행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우선, 본 시스템은 망이 개개의 접속마다의 
해방 또는 호의 해방에 따르는 대응하는 접속의 해방에 따라 대응하는 액세스 링크의 해방을 행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이 경우, 액세스무선 링크의 해방은 망으로부터 이동국(MS)에 대하여 요구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액세스 링크의 모든 핸드오버 브란치에 있어서 동기 어긋남을 검출한 경우에, 그 일정시간 후[
스??치(squelch)보류 타이머만료]까지 재동기를 검출하지 않은 경우, 본 액세스 링크의 해방을 실행할 능력을 구비한
다.

또한, 이동국(MS)이 액세스 링크의 모든 핸드오버 브란치에서 동기 어긋남을 검출한 경우에, 본 액세스 링크의 무선 
채널송신을 정지하여, 망에 동기 어긋남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 이동국(MS)은 동기 어긋남의 발생을 
망에 통지하도록 하여도 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중의 액세스 링크해방에 따라 그 액세스 링크의 모든 핸드오버 브란치를 해방할 
능력을 구비한다.

2.3.2.2.4 핸드오버

핸드오버란 이동국(MS)의 이동, 통신품질열화, 트래픽 분산, 그 밖의 이유에 의해, 통신을 계속시키면서 이동국(MS)
의 망에의 액세스 포인트를 변경하는 수속을 말한다. 본 수속에서는 액세스 무선 링크의 전환 및, 경우에 따라서는 액세
스 유선 링크의 전환 수속이 포함된다.

핸드오버를 실행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우선, 본 시스템은 다음 핸드오버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구비한다.

a) 단일 셀내 섹터간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

사용중인 핸드오버 브란치와 동일 셀의 다른 섹터내에 핸드오버 브란치를 추가하는 핸드오버가 행하여진다. 본 핸드오
버에 따라 액세스 유선 링크의 추가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b) 셀간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

사용중인 핸드오버 브란치와 이 셀내에 핸드오버 브란치를 추가하는 핸드오버가 행하여진다. 본 핸드오버에 따라 추가 
셀에의 액세스 유선 링크의 추가도 행하여진다.

c) 단일 셀내 섹터간 브란치 삭제 핸드오버

핸드오버, 즉 셀내 섹터사이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 실행 후의 셀내 섹터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상태에 있어서, 그 중의 
1섹터의 핸드오버 브란치를 삭제하는 핸드오버가 행하여진다. 본 핸드오버에 따라 액세스 유선 링크의 삭제는 행하여지
지 않는다.

d) 셀간 브란치 삭제 핸드오버

셀간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 실행 후의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상태에 있어서, 그 중의 1셀의 핸드오버 브란치를 삭제
하는 핸드오버가 행하여진다. 본 핸드오버에 따라 삭제 셀을 위한 액세스 유선 링크의 삭제도 행하여진다.

e) 셀내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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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중인 모든 핸드오버 브란치를 해방하여, 새롭게 핸드오버 타겟 셀에 액세스 링크를 설정하는 핸드오버가 행하여진
다. 핸드오버 전후에 서비스 속성에 변경이 없는 경우, 액세스 유선 링크는 유지된다. 또, 셀내 섹터간을 포함한다.

f) 셀간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

통신중인 모든 핸드오버 브란치를 해방하여, 새롭게 핸드오버 타겟 셀에 액세스 링크를 설정하는 핸드오버가 행하여진
다. 본 핸드오버 실행에 따라 액세스 유선 링크의 전환도 실행된다.

g) 섹터내 주파전환 핸드오버

통신중인 모든 핸드오버 브란치에 관해서 동일 섹터내에서 다른 무선주파수 채널에의 전환을 행하는 핸드오버가 행하
여진다. 본 핸드오버에 따라 액세스유선 링크의 추가/삭제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h) 코드전환 핸드오버

통신중인 핸드오버 브란치에 관해서 동일 섹터내에서 다운링크 단코드를 동일 코드 유형의 다른 코드로 전환하는 핸드
오버이다. 본 핸드오버에 따라 액세스 유선 링크의 전환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i) 사용자 데이터 속도 변경

사용자간의 접속 속성의 변경(속도변경, 음성-보이스 밴드 데이터 전환 등)을 위해서 그 접속을 위한 모든 핸드오버 
브란치를 해방하고, 새롭게 변경 후의 접속을 실현 가능한 액세스 링크가 설정된다.

j) ACCH 전환

개개의 접속마다의 해방 또는 호의 해방에 따른 대응 접속의 해방에 따라 ACCH가 사용중인 무선 통신자원이 해방되는 
경우에, 다른 호를 위해서 ACCH의 계속적 확보가 필요한 경우, 또는 ACCH에 요구되는 전송속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다른 접속을 위한 액세스 유선 링크, 액세스 무선 링크에 ACCH를 전환한다.

k) 코드유형전환

코드유형 전환이 수행되어도 된다. 이 경우에는 통신중인 모든 핸드오버 브란치에 관해서 동일 섹터내에서 단코드를 다
른 코드유형의 코드로 전환한다. 본 핸드오버에 따라 액세스 유선 링크의 전환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또, 상기한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에 의해서 동시에 접속되어 얻는 최대 핸드오버 브란치 수는 N이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퍼치채널 측정결과 및 망으로부터의 호 접수 정보에 따라서 망에 대해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의 기동을 행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 본 기동정보에는 핸드오
버가 실행되는 후보 섹터의 지정정보가 포함된다. 호 접수 제어에 대해서는 2.3.2.2.7장에서 상술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이동국(MS)으로부터의 상기 핸드오버기동에 따라서 상기 후보 섹터에서 핸드오버 실행 섹터
를 결정하여, 핸드오버를 실행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의 경우, 망이 추가 브란치에 관해서 기존 브란치와 동일한 무선주파수를 가지
는 무선주파수 채널상에 액세스 무선 링크를 위한 무선 통신자원을 할당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1접속의 모든 브 
란치에 관해서 동일한 업링크 코드자원을 할당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무선 통신자원 선택에 대해서는 2.3.2.2.5장에서 
상술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요구되는 무선 통신자원 또는 다른 망내 자원의 부족 때문에 핸드오버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국(MS)으로부터의 핸드오버 기동을 무시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이동국(MS)이, 자신의 핸드오버 기동요구에 
대하여 망으로부터 핸드오버 실행의 지시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일정시간 후에 재차 핸드오버의 기동분석을 행하고, 
필요하면 재차 핸드오버의 기동을 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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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퍼치채널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망에 대하여 추가 브란치의 다운링크 액세스 무선 링
크의 초기전송전력결정을 위한 정보를 송출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이동국(MS)으로부터의 상기 초기전송전력결정정보에 근거하여 각 추가 브란치의 다운링크 액
세스무선 링크의 초기전송전력을 결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 전송전력제어에 대해서는 2.3.2.2.6장에서 상술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에 있어서 이동국(MS)이 보고정보(2Omsec 정기보고정보)에 따라서 자신과 
각 브란치 추가후보 섹터와의 업링크 장코드 위상차 및, 자신이 쓰고 있는 프레임 오프셋군, 슬롯 오프셋군을 망에 통지
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이동국(MS)에서 통지된 업링크 장코드 위상차 정보, 프레임 오프셋군 및, 슬롯 오프셋군에 근
거하여, 브란치추가 섹터에 있어서 업 링크 액세스 무선 링크의 동기를 확립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에서는 브란치 전환, 섹터내 다른 주파수, 사용자 데이터 속도 변경의 각 핸드오버와 동시에, 셀내 섹터
간 브란치 추가, 셀간 브란치 추가의 한편 또는 양쪽의 핸드오버가 기동, 실행될 수 있다. 또, 셀내 섹터간 브란치 추가, 
셀간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에 의해서 추가되는 브란치 수는 합쳐서 최대 N-1이다.

또한, 본 시스템은 브란치 추가 및 브란치 삭제 핸드오버가 동시에 기동 실행될 수 있다. 또, 이들의 조합 실행 후의 브
란치 수는 최대 N이다.

또한, 본 시스템은 액세스 링크설정과 동시에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 그 이외 접속의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 ACCH전환, 
그 이외 접속의 코드유형전환이 실행될 수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단코드 자원의 유효 이용을 위해서 코드전환을 이동국(MS)에 요구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에서는 액세스 링크해방과 동시에 ACCH 전환이 실행될 수 있다. 또, SDCCH의 핸드오버는 하지 않는
다.

2.3.2.2.5 무선 통신자원선택

무선 통신자원선택이란 SDCCH 설정, 액세스 링크설정, 핸드오버의 각 순서를 위해서 이동국(MS)에서 보내진 정보에 
근거하여 적당한 무선 통신자원(무선주파수 채널, 단코드, 오프셋 값 등)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무선 통신자원 선택
을 위하여,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자신의 무선 능력, 예를 들면 유효 무선주파수 채널, 유효 멀티 코드 수, 등을 망에 통지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개개의 이동국(MS) 고유의 업링크 장코드를 망내 데이타베이스에서 얻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개개의 이동국(MS)의 업링크 단코드의 사용상황을 관리하여, 개개의 접속을 위한 업링크 단코
드를 선택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섹터마다의 업링크 간섭량 및, 요구된 통신속도, 품질에 근거하여, 요구된 무선 통신자원선택의 
실행/거부를 결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섹터마다의 다운링크 단코드의 사용상황을 관리하여, 요구에 응해서 개개의 접속을 위한 다운
링크 단코드를 선택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SDCCH 설정순서, 액세스 링크 설정 수속을 위한 무선 자원선택에 있어서 무선 프레임 오프셋
군, 슬롯 오프셋군을 선택할 능력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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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6 전송전력제어

전송전력제어란 RACH(Random Access Channel) 또는 FACH(Forward Access Channel)를 통한 신호송신, SDCC
H(Stand-alone Dedicated Control Channel)설정, 액세스 링크설정, 핸드오버의 각 수속에서의 무선 액세스 링크의 
초기 전송전력결정, 또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중의 각 핸드오버 브란치의 다운링크 전송전력제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 본 수속에서는 층1에 의해서 실행되는 전송전력제어는 포 함하지 않는다.

(1) 업링크 초기 전송전력 판정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업링크 무선 채널을 통해 송신을 행할 때의 전송전력은, 업링크 무선 채널의 용량을 절약하고, 
또한 다른 무선 액세스 링크에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최소로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업링크 전송전
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대기해야 되는 무선 존 또는 통신중에 핸드오버해야 할 무선 존을 선택하는 경우
에 최소의 전송전력으로 교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 무선 존을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 필요하
다.

그러나, 종래의 시스템에 있어서의 이동국은 이러한 무선 존의 선택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각 기지국부터의 수신레벨 
또는 SIR(신호대 간섭 전력비)밖에 검지할 수가 없었다. 또한, 각 기지국의 전송 전력치가 기지국마다 다른 경우도 있
다. 이 때문에,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이동국에서 망에 대한 업링크 전송전력의 최적화를 이동국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본 시스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최적의 업링크 초기 전송전력치 설정을 행하기 위해서 이하의 능력이 구
비되고 있다.

우선, 본 시스템은 망이 퍼치 채널에서의 정기보고정보(20msec 마다 송신하는 보고정보)를 사용하여, 셀내의 전송손
실(케이블 로스 등)을 고려하여 보정한 보정후에 퍼치채널 전송전력치를 보유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퍼치채널에서의 정기보고정보(20msec 마다 송신하는 보고정보)를 사용하여, 업링크 간섭량
을 보유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보정후에 퍼치채널 전송전력치, 업링크 간섭량, 이동국(MS)에서 측정한 퍼치채널 
수신전력치, 운용데이터로서 유지하는 기지국 소요수신 SIR를 기초로, 초기 전송전력치를 설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여기서, 도792를 참조하여 상기 능력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업링크 전송전력치의 최적화에 관해서 설명한다.

우선, 도79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지국 A 및 B가 존재하여, 각각의 퍼치채널을 통해 보고정보를 송신하고 있고, 각
각의 퍼치채널 전송전력치(상기 보정후의 것)가 Pa 및 Pb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동국이 쌍방의 기지국에서 퍼치채널
을 통해 보고정보를 수신한 때의 수신레벨을 Ra 및 Rb로 한다.

이 경우, 이동국은 각 보고정보에 포함되는 각 기지국 A 및 B의 퍼치채널 전송전력치 Pa 및 Pb와, 해당 이동국에서의 
각 기지국 A 및 B로부터의 퍼치채널 수신레벨 Ra 및 Rb에 근거하여, 기지국 A와 이동국 사이의 전파손실 Lpa=Pa-R
a 및 기지국 B와 이동국 사이의 전파손실 Lpb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국에서는 예를 들면 대기해야 되는 무선 존의 선택시 또는 핸드오버 타겟의 무선 존의 선택시에, 상기한 바
와 같이 하여 각 기지국마다 구한 전파손실과, 각 기지국의 업링크 간섭량과, 기지국 소요수신 SIR로부터, 각 기지국마
다 소요 업링크 전송전력을 연산하여 소요 업링크 전송전력이 최소로 되는 기지국(무선 존)을 선택하고, 그 기지국에 
합쳐서 업링크 전송전력을 최적화(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시스템에 의하면, 퍼치채널 전송전력치가 각 기지국사이에서 다른 경우라도 이동국에서의 업링크 송신출
력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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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운링크 초기 전송전력 판정

1) FACH 및 다운링크 SDCCH

이동국(MS)은 RACH에서 이동국 퍼치채널 SIR치를 망(BTS)에 통지한다. 또한, 망(BTS)은 이동국 퍼치채널 수신 
SIR치 및, 망(BTS)내 운용정보의 퍼치채널 전송전력치, 이동국(MS)에서의 FACH(SDCCH) 소요수신 SIR치, 속도(
rate) 보정치로부터 다운링크 초기 전송 전력치를 설정한다.

2) 다운링크 TCH

망(BTS)은 퍼치채널에서의 보고정보(BCCH1)를 사용하여, 퍼치채널 전송전력치(보정없음)를 보유한다. 이동국(MS)
가 SDCCH에서 이동국 퍼치채널 수신 SIR치를 망(BSC기능)에 통지한다. 이동국(MS)가 SDCCH에서 퍼치채널 전송
전력치(보정없음)를 망(BSC기능)에 통지한다.

또한, 망(BSC기능)은 이동국 퍼치채널 수신SIR치, 퍼치채널 전송전력치(보정없음) 및, 망(BSC기능)내 운용정보의 이
동국(MS)에서의 TCH 소요 수신SIR치, 속도 보정치로부터 다운링크 초기 전송전력치를 산출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 
TCH 설정후보 존이 복수인 경우는 산출치가 최소로 되는 존(메인 브란치)의 값을 설정치로 한다.

망(BSC 기능)은 기지국에 다운링크 초기전송전력을 통지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이동국(MS)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중, 어떤 무선 브란치의 신뢰도가 낮게 되어, 고속 전송전력제어가 정상으로 
동작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층3 에 의한 저속 다운링크 전송전력제어를 실시할 능력을 구비한다.

이동국(MS)은 통신중의 존에서의 퍼치채널 전송전력치(보정없음) 및 퍼치채널 수신 SIR치를 정기적으로 망(BSC)에 
통지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통신중에 있는 이동국(MS) 수신품질이 기준품질과 동일하게 되도록 이동국(MS)에
서의 소요 수신 SIR를 증감시키는 능력을 구비한다.

망은 상기 값을 바탕으로 기지국의 전송전력 제어치를 산출하여 설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2.3.2.2.7 호 접수 제어

    
호 접수 제어란 기지국에서 측정 및 판정가능한 업링크 간섭량, 다운링크 전송전력, 사용중 설비자원과, 각각의 허용한
계와의 비교로부터 공새(空塞; leeway/restriction; idle/busy)정보를 생성하여, 그 정보를 기초로, 발착신시 베어러 
전환시, 핸드오버 실시시의 호 접수를 제한하는 제어를 말한다. 본 제어수속은 이동국(MS) 및 망에서 실시하고, 이동
국(MS)에서의 제어 실시시에는 선택사양(option)으로 한다. 이동국(MS)에서 실시함으로써 쓸데없는 발신요구, 착신
시의 TCH설정, 베어러 변경 요구, 핸드오버 요구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져, 망에서의 제어 부하의 경감에 기여한다. 
호 접수 제어의 갱신빈도나 트래픽 집중에 의해 망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망에 있어서의 본 제어
는 필수적이다.
    

(1) 이동국(MS)에서의 호 접수 제어

이동국(MS)에서의 실시에 관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우선, 본 시스템은 망이 보고정보(BCCH2)에서 호 접수 정보를 보유할 능력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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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제1호 발신시의 랜덤 액세스개시시, 제2호 발신시의 셋업 송신시, 착신시의 셋업 수
신시(TCH는 미설정), 핸드오버 계기 송출시, 베어러 변경시의 셋업 송신시의 직전에, TCH의 설정후보인 기지국에서
의 보고정보(BCCH2)를 참조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호 접수 정보와 비교하여 할당의 가부를 판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2) 망에서의 호 접수 제어

이동국(MS)에서의 실시에 관해서, 본 시스템은 망이 TCH의 기동요구에 대하여 호 접수 정보와 비교하여 할당의 가부
를 판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2.3.2.2.8 대기(standby) 제어

대기 제어란 이동국(MS)이 전원투입시 또는 권외에서 권내에 이동한 경우, 발착신이 가능한 상태로 이행하도록 제어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동국(MS)의 이동에 의해 대기하는 존을 변경하는 수속을 대기 존 이행제어라 칭한다.

(1) 대기 제어

대기 제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갖는다.

우선, 본 시스템은 망이 퍼치채널에서의 정기보고정보(20 msec 마다)를 사용하여, 셀내의 전송손실(케이블 로스 등)
을 고려하여 보정한 보정후, 퍼치채널 전송 전력치를 보유할 능력을 갖는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검색한 다운링크 장코드를 유지하는 존의 보정후 퍼치채널 전송전력치, 이동국(MS)
에서 측정한 퍼치채널 수신전력치를 기초로 최소치를 선택하고, 그 존의 보고정보(BCCHI)를 참조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퍼치채널에서의 보고정보(BCCHl)를 사용하여, 대기 허가 레벨, 대기 열화 레벨, 망번호, 규제
정보 등을 보유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참조한 보고정보(BCCHl)로부터 대기 허가판정을 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퍼치채널에서의 보고정보(BCCHl)를 사용하여 제어채널 구조정보를 보유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참조한 보고정보(BCCH1)로부터 대기야 되는 PCH를 결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참조한 보고정보(BCCH1)로부터 사용해야 할 RACH를 결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퍼치채널에서의 보고정보(BCCH1)를 사용하여 그 존의 업링크 장코드를 보유할 능력을 구비한
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참조한 보고정보(BCCH1)로부터 RACH, SDCCH에서 사용해야 할 업링크 장코드를 
결정할 능력을 구비한다.

(2) 대기 존 이행 제어

또한, 대기 존 이행제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망이 퍼치채널에서 의 보고정보(BCCH1)를 사용하여, 주변 존
의 다운링크 장코드를 보유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참조한 보고정보(BCCHI)에서 주변 
존의 다운링크 장코드를 검색하여, 존 이행할 능력을 구비한다.

2.3.2.3 이동 관리에 관한 시스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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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서비스에 관한 시스템능력에 관해서 설명한다.

2.3.2.3.1 단말위치 등록 및 갱신

이동단말의 이동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단말위치를 망이 관리한다. 이 때문에, 단말위치등록은 사용자가 망내에서 최초
에 인식되었을 때[최초에 전원을 투입하였을 때 또는 다른 망 사용자가 해당 망에 로밍(roaming)을 하여 왔을 때]에 
행하여진다. 한편, 단말위치갱신은 동일 망내에서 위치영역(location area)이 변한 때에 자동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
라, 망내의 단말위치정보를 다시 쓴다.

단말위치 등록 및 갱신을 실행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우선,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위치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망이 위치정보를 이동국(MS)에 보유할 능력을 구비한
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망내를 이동한 경우에, 망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치영역으로부터 이동한 것을 인식
하여, 이동국(MS)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갱신을 요구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과 이동국(MS)과 위치등록 수속용의 제어신호의 송수신을 행하기 위해서 SDCCH를 확립할 능력
을 구비한다(SDCCH 제어참조).

또한, 본 시스템은 부정(不正) 이동국으로부터의 망에의 액세스를 막기 위해서 단말 인증을 행하여, 성공한 경우에만 
망내의 위치정보갱신을 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이동국(MS)에 새로운 TMUI를 할당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TMUI를 사용한 인증이 실패하면, IMUI를 사용한 인증을 이동국(MS)에 대하여 기동할 능력을 구
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위치등록 수속이 완료한 것을 망으로부터 이동국(MS)에 통지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위치등록·갱신결과통지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 이동국(MS)이 재차 위치등록/갱
신 수속을 기동시키는 능력을 구비한다.

2.3.2.4 시큐어리티(security) 서비스에 관한 시스템 능력

다음으로 시큐어리티 서비스에 관한 시스템능력에 관해서 설명한다.

2.3.2.4.1 사용자 인증

사용자 인증이란 망에 서비스 요구를 하여 오는 각각의 이동국 사용자가 정당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정 
이동국에 의한 부당한 망에의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다. 본 수속은 이동국(MS) 발신(제1호), 착신, 위치등록시에 실행
된다.

사용자 인증을 실행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우선, 본 시스템은 이동국(MS)이 망에 액세스
하여 올 때에, 그 이동국(MS)의 인증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인증 연산 결과, 난수)를 망내에서 생성하여, 이
동국(MS)에 인증연산을 요구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 인증후에 행하여지는 암호연산으로 사용되는 암호 키를 생성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으로부터 통지된 난수를 바탕으로 이동국(MS)이 인증연산결과를 생성하여 망에 통지할 능력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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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생성한 인증 연산 결과와 이동국(MS)으로부터의 인증 연산 결과를 대조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TMUI를 사용하여 행하여진 인증이 실패한 경우에 망이 이동국(MS)에 IMUI를 문의하여 IMUI에 
기초를 둔 인증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여, 재차 인증 수속을 실행시키는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IMUI에 의한 망내 데이터에 의해 인증연산에 실패한 경우에, 발신, 착신, 위치등록 수속을 중지시키
는 능력을 구비한다.

2.3.2.4.2 암호(encipherment)

암호란 사용자로부터 본 시스템 사용자의 서비스요구에 근거하여, 망과 이동국(MS) 사이에서의 제어신호(SDCCH, A
CCH)와 사용자정보(TCH)에 있어서, 부정 방수나 데이터조작을 막기 위해서 신호를 암호화하는 일련의 제어를 말한다. 
본 제어수속은 발신, 착신 및 위치등록 수속에서 실시된다.

암호를 실행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무선 인터페이스상의 제어신호, 사용자 정보의 암호화 및 복호화하기 위해서 필
요한 정보(암호 키, 암호 키생성을 위한 관련정보 등)를 관리하여, 암호화 수속시에 망내 및 이동국(MS)에 배달할 능
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상기의 배달된 정보에 의해 데이터를 연산실행하여 무선 인터페이스상에서 송수신하는 능력을 구비
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암호화 및 복호화의 개시 타이밍을 망과 이동국(MS)의 사이에서 지시할 능력을 구비한다.

2.3.2.4.3 TMUI 관리

    
TMUI는 (1) 공중 인터페이스상의 비밀성을 확보할(IMUI의 은폐) 목적, (2) 공중 인터페이스상에서의 단말식별자의 
정보량을 삭감할 목적으로, 공중 인터페이스상에서 일시적인 단말식별자(=사용자 식별자)로 하여 사용한다. 방문하고 
있는 이동국(MS)에 대하여 망이 TMUI를 할당하여 이동국(MS)에 할당된 TMUI를 통지하고, 해당 이동국(MS)이 방
문하고 있는 동안에 망에 그 TMUI를 관리한다. TMUI 관리는 위치등록, 발신, 착신 수속으로서 실시된다. 단지, 본 시
스템에서는 발착신시의 TMUI 할당은 선택사양으로 한다.
    

TMUI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이하의 능력을 구비한다. 우선, 본 시스템은 망이 이동국(MS)과의 액세스
를 행하는 경우[위치등록, 갱신수속, 발착신수속(선택사양)]에, 이동국(MS)에 대하여 TMUI를 생성하여 확보할 능력
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망이 생성한 TMUI를 이동국(MS)에 통지하여 이동국(MS)이 TMUI를 기억한 것을 확인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 위치등록시에는 TMUI를 할당한 노드(node)를 특정하는 정보와 함께 이동국으로 통지된다. 발착신시에
는 TMUI만을 이동국으로 통지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TMUI를 망으로부터 이동국(MS)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부정하게 방수되지 않도록 공중 
인터페이스상에서 암호화를 실시후에, TMUI의 통지를 기동할 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TMUI의 2중 할당 등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TMUI의 사용상태 등을 관리할 능력을 구비한다.

2.3.2.5 시스템관리에 관한 시스템 능력

다음에, 시스템관리에 관한 시스템 능력에 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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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1 시스템 동기조건

시스템 동기조건이란 망 및 이동국으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대폭적인 버퍼링 지연 없이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
템내의 동기조건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640ms 주기이다.

상기 시스템 동기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640ms 주기의 기준 클럭에 대하여 MSC(MCC)기능과 부하
의 BTS는 종속 동기를 취하여 클럭 타이밍을 유지한다. 또, MSC 기능과 부하의 BTS 사이에 있어서의 640ms 주기 클
럭의 위상동기(phase lock) 오차는 5ms 이내로 되어 있다.

2.4 제어방식

다음에, 제어방식을 설명한다.

2.4.1 기능망 구조

도3은 본 시스템의 기능망 구조를 나타낸다. 각각의 기능은, ITU-T 권고에 준거한다.

도3에 있어서, CCAF(call control agent function)는 이동단말상에 있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액세스를 제공하는, 사
용자와 망측의 CCF(call control function)과의 인터페이스이다. 또한, TACAF(terminal access control agent fu
nction)는 이동단말상에 구성되어 있고, 페이징의 검출 등의 이동단말에의 액세스를 제어한다.

BCAF(bearer control agent function)는 이동단말상에 구성되어 있고, 이동단말의 무선 베어러를 제어한다. 또한, B
CF(bearer control function)는 베어러를 제어한다. 또한, BCFr[bearer control function(radio bearer associate
d)]는 망측에 설치되고 있고, 무선 베어러를 제어한다.

TACF(terminal access control function)는 망측에 설치되고 있고, 페이징 등의 실행 등의 이동단말에의 액세스를 
제어한다. 또한, CCF(call control function)는 호/접속제어를 행한다. SCF(service control function)는 서비스제어
를 행한다. SDF(service data function)는 서비스관련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LRCF(location registration control function)는 이동 제어를 행한다. LRDF(location registration data function)
는 이동 관련의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SSF(service switching function)는 CCF와 SCF와의 인터페이스이다. 또한, 
서비스제어의 계기 검출도 행한다. SRF(specialized resource function)는 정보축적장치 등의 특수장치와의 액세스
를 제어한다.

MCF(mobile control function)는 이동단말상에 설치되고 있고, 호와 관련없는 서비스에 있어서의 망과의 인터페이스
이다. 한편, SACF(service access control function)는 망측에 설치되고 있고, 호와 관련없는 서비스에 있어서의 이
동단말과의 인터페이스이다. MRRC는 이동단말에 설치되어 있고, 무선 통신자원의 제어를 행한다. 한편, RRC은 망측
에 설치되고 있고, 무선 통신자원을 제어한다.

MRTR(mobile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는 이동단말에 설치되고 있고, 암호이나 출력제어 등을 행한다. 
한편, RFTR(radio frequency transmission and reception)는 망측에 설치되고 다운링크, 암호이나 출력제어 등을 
행한다. UIMF(user identification management function)는 이동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여, 사용자 인증 및 
암호를 제공한다. 또,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UIMF는 UTMF로 기재하는 것도 있다.

도4는 기능망 구조를 통신제어 플레인과 무선 통신자원 제어 플레인으로 분할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4에서 각 기능 엔
티티의 번호(FE Number)는 도270에 나타내는 기능 엔티티 명과 대응시킬 수 있다. 또한, 각 기능 엔티티의 관계는 아
래와 같이 되어 있다.

FE01과 FE06 사이(CCAF'-CCF')의 관계는 r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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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02와 FE05 사이(TACAF-TACF)의 관계는 rb라 한다.

E07과 FE09 사이(LRCF-SSF)의 관계는 rc라 한다.

FE07과 FE08 사이(LRCF-LRDF)의 관계는 rd라 한다.

FE09와 FE10 사이(SSF-SRF)의 관계는 re라 한다.

FE07과 FE10 사이(LRCF-SRF)의 관계는 rf라 한다.

FE05와 FE07 사이(TACF-LRCF)의 관계는 rg라 한다.

FE05와 FE12 사이(TACF-SACF)의 관계는 rh라 한다.

FE05와 FE06 사이(TACF-CCF')의 관계는 ri라 한다.

FE05와 FE04 사이(TACF-BCF)의 관계는 rj라 한다.

FE05와 FE04a 사이의 관계는 rja라 한다.

FE05와 FE04b 사이의 관계는 rjb라 한다.

FE07과 FE12 사이(LRCF-SACF)의 관계는 rk라 한다.

FE11과 FE12 사이(MCF-SACF)의 관계는 rl이라 한다.

FE01과 FE02 사이(CCAF'-TACAF)의 관계는 rm이라 한다.

FE02와 FE03 사이(TACAF-BCAF)의 관계는 rn이라 한다.

FE13과 FE14 사이(MRRC-MRTR)의 관계는 ro라 한다.

FE13과 FE15 사이(MRRC-RRC)의 관계는 rp라 한다.

FE15와 FE16 사이(RRC-RFTR)의 관계는 rq라 한다.

FE03과 FE04 사이(BCAF-BCF)의 관계는 rr이라 한다.

FE04와 FE06 사이(BCF-CCF)의 관계는 rs라 한다.

FE05와 FE15 사이(TACF-RRC)의 관계는 rt라 한다.

FE02와 FE13 사이(TACAF-MRRC)의 관계는 ru라 한다.

FE02와 FE17 사이(TACAF-TIMF)의 관계는 rv라 한다.

FE11과 FE17 사이(MCF-TIMF)의 관계는 rw라 한다.

FE01과 FE18 사이(CCAF'-UIMF)의 관계는 rx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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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11과 FE18 사이(MCF-UIMF)의 관계는 ry라 한다.

FE04a와 FE04b 사이(BCFr-BCF)의 관계는 r44라 한다.

FE06과 FE06 사이(CCF'-CCF')의 관계는 r66이라 한다.

FE07과 FE07 사이(LRCF-LRCF)의 관계는 r77이라 한다.

FE05와 FE05 사이(TACF-TACF)의 관계는 r55라 한다.

FE08과 FE08 사이(LRDF-LRDF)의 관계는 r88라 한다.

도271은 각 기능 엔티티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2.4.2 기본 통신 서비스의 정보흐름

2.4.2.1 초기 발호 및 추가 발호의 발신

a) 기능 모델

a-1) 초기 발호(initial outgoing cal1)

도5는 초기 발호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또, 무선 통신자원은 호 셋업요구를 받은 동일한 TCAF의 제어하에 있는 BCFr에 의해 선택된다. 무선 통신자원의 선택 
시나리오에 따라서 복합(multiple) FE이 형성된다.

a-2) 추가 발호 호(additional outgoing call)

도6은 추가 발호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또, 무선 통신자원은 호 셋업요구를 받은 동일한 TCAF의 제어하에 있는 B
CFr에 의해 선택된다. 무선 통신자원의 선택에 의해 시나리오 복합 FE망이 형성된다.

b) 정보 흐름

b-1) 초기 발호

도7 및 도8은 초기 발호를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b-2) 추가 발호

도9는 추가 발호의 발신을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c) 정보 흐름, 정보요소, 기능 엔티티 동작의 정의

이하, 정보 흐름 등에 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대응하는 정보요소 등을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단지, 대응하는 요소
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CCAF는 이동국에 의한 망에의 단말 액세스의 호 셋업요구 및 CCAF와 TACAF의 사이의 접속의 호 셋업요구를 발신하
는 경우, TA 셋업 요구지시(TA SETUP request indication)를 사용한다. 도272는 TA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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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셋업 요구지시는 예를 들면 TACAF와 TACF 사이의 신호 접속과 같은 단말 액세스의 확립요구를 위해서 TACAF
에서 송신된다. 도273은 TA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또, TMUI는 IMUI의 신뢰 확립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으로, 데이터의 단축을 위해서 사용자 ID에는 TMUI의 할당 소스
(source)의 ID는 포함되지 않는다.

TACF는 TA 셋업 허가 요구지시(TA PERMISSION request indication)에 의해 이동국으로부터 망에의 액세스의 인
증을 요구한다. 도274는 TA 셋업 허가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역방향 장코드 검색 요구지시(Reverse Long Code Retrieval request indication)는 역방향(업링크) 장코드의 검색
을 위해 사용된다. 도275는 역방향 장 코드 검색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또 다른 역방향 장코드 검색 요구지시(Reverse Long Code Retrieval request indication)는 역방향 장코드의 검색
을 위해 사용된다. 도276은 또 다른 역방향 장코드 검색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역방향 장코드 검색 응답확인(Reverse Long Code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은 역방향 장코드의 검색을 위
해 사용된다. 도277은 역방향 장코드 검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단말상태 갱신 요구지시(TERMINAL STATUS UPDATE request indication)는 단말상태의 갱신을 위해 사용된다. 
도278은 단말상태 갱신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단말상태 갱신 응답확인(TERMINAL STATUS UPDATE response confirmation)은 상기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도279는 단말상태 갱신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루팅정보 추가 요구지시(ADD-ROUTING INFORMATION request indication)는 가입자의 프로파일에 루팅 어드레
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LRDF에 송신된다. 본 정보 흐름은 인증된 이동국이 발견되고 상기 관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송신된다. 도280은 루팅정보 추가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루팅정보 추가 응답확인(ADD-ROUTING INFORMATION response confirmation)은 상기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도281은 루팅정보 추가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LRCF는 TACF에 대하여 이동단말의 망에의 액세스의 승인을 통지하기 위해서 TA 셋업 허가 응답확인(TA SETUP 
PERMISSION response confirmation)을 발행한다. 도282는 TA 셋업 허가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역방향 장코드 검색 응답확인(Reverse Long Code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은 역방향 업링크 장코드 검색
을 위해 사용된다. 도283은 역방향 장코드 검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TA 셋업 응답확인(TA SETUP response confirmation)은 단말 액세스의 확립의 완료를 통지한다. 도284는 TA 셋
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또 다른 TA 셋업 응답확인(TA SETUP response confirmation)은 단말 액세스, CCAF 및 TACAF 사이의 접속완료
의 셋업의 확인을 위해서 사용된다. 도285는 또 다른 TA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셋업 요구지시(SETUP request indication)는 접속의 확립요구를 위해 사용된다. 도286은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
용을 나타낸다.

TACF 인스턴스 ID 지시 요구지시(TACF INSTANCE ID INDICATION request indication)는 역방향 장코드의 검
색을 위해 사용된다. 도287은 TACF 인스턴스 ID 지시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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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C는 셀상태 검출 요구지시(CELL CONDITION MEASUREMENT request indication)사용하여 셀 선택정보의 
검색을 시작한다. 본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흐름이고, 그 확인[즉, 셀상태 검출 응답확인(CELL CONDITION 
MEASUREMENT response confirmation)]은 검출결과를 제공한다. 도288은 셀상태 검출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셀상태 검출 응답확인은 셀상태 검출 요구지시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셀선택정보의 검출결과를 제공한다. 도289는 셀
상태 검출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이동단말은 셀선택 정보의 보고를 위해서 셀상태 보고 요구지시(CELL CONDITION REPORT request indication)를 
사용한다. 망은 무선 채널의 선택을 위하여 본 정보를 사용한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290은 셀
상태 보고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SSF는 발신 사용자의 인증 요구를 위하여 호 셋업 허가 요구지시(CALL SETUP PERMISSION request indication)
를 발행한다. 도291은 호 셋업 허가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사용자 프로파일검색 요구지시(USER PROFILE RETRIEVAL request indication)는 사용자 프로파일의 검색요구를 
위해 사용된다. 도292는 사용자 프로파일검색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사용자 프로파일검색 응답확인(USER PROFILE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은 사용자 프로파일검색 요구
지시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도293은 사용자 프로파일검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LRCF는 발신 사용자의 인증 통지를 위해서 호 셋업 허가 응답확인(CALL SETUP PERMISSION response confirm
ation)을 발행한다. 도294는 호 셋업 허가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셋업 요구지시(SETUP request indication)는 접속의 확립요구를 위해 사용된다. 도295는 셋업 요구지시의 상세 내
용을 나타낸다.

진행 요구지시(PROCEEDING request indication)는 선택적으로 수신측의 접속 셋업의 유효성, 인증, 루팅(routing) 
및 호 진행의 계속을 보고한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296은 수속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
다.

    
TACF와 RRC 사이의 관계 rt에 있어서, 망은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Measurement Condition Notification reque
st indication)에 의해, 이동국에서의 셀선택 정보의 검출 및 보고의 상태를 지시한다. 이동국이 유휴(idle)모드인 경
우, 망은 정기적으로 상기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를 지시한다. 이동국이 통신중인 경우, 망은 상태의 변경시에 상기 검
출상태 통지 요구지시를 지시한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297은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MRRC과 RRC 사이의 관계 rp에 있어서, 망은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에 의해, 이동국에서의 셀 선택정보의 검출 및 보
고의 상태를 지시한다. 이동국이 유휴모드인 경우, 망은 정기적으로 상기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를 지시한다. 이동국
이 통신중인 경우, 망은 상태의 변경시에 상기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를 지시한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
는다. 도298은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CCF'와 다른 CCF'사이의 관계 r66에 있어서의 보고 요구지시(REPORT request indication)는 망에 관한 보고상태 
및/또는 그 밖의 종류의 정보(예를 들면, 주의, 보류, 보유, 해방 등)의 보고를 위해서 사용한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299는 보고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CCAF'와 다른 CCF'사이의 관계 ra에 있어서의 보고 요구지시(REPORT request indication)는 망에 관한 보고상태 
및/또는 그 밖의 종류의 정보(예를 들면, 주의, 보류, 보유, 해방 등)의 보고를 위해서 사용한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300은 보고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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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 응답확인(SETUP response confirmation)은 접속확립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도301은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또 다른 셋업 응답확인은 접속확립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도302은 셋업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2.4.2.2 초기 착호 및 추가 착호의 착신

a) 기능 모델

a-1) 초기 착호(Initial Incoming Cal1)

도10은 초기 착호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a-2) 추가 착호(Incoming Additional Cal1)

도11은 추가 착호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b-1) 초기 착호

도12 내지 제14는 초기 착호의 정보 흐름도이다.

b-2) 추가 착호

도15 및 도16은 추가 착호의 정보 흐름도이다.

c) 정보 흐름, 정보요소, 기능 엔티티 동작의 정의

이하, 정보 흐름 등에 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대응하는 정보요소 등을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단지, 대응하는 요소
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셋업 요구지시(SETUP request indication)는 접속의 확립요구를 위해 사용된다. 도303에는 그 상세 내용이 개시되
어 있다.

루팅 정보 탐색 요구지시(ROUTING INFORMATION QUERY request indication)는 루팅의 탐색을 위해 사용된다. 
도304에는 그 상세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수신측 사용자번호 혹은 로밍 번호는 수신측 사용자의 식별자로서 사용된다. 
도304에 개시된 예에서는 로밍 번호가 사용된다.

단말 ID 검색 요구지시(TERMINAL ID RETRIEVAL request indication) 는 사용자 프로파일의 검색요구를 위해 사
용된다. 도305는 그 상세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로밍 번호 항목은 본 정보 흐름에 있어서 수신측 사용자 ID의 대신에 
검색대상의 사용자 특정을 위하여 사용된다. 도305의 선택항목은 검색대상의 데이터를 특정한다. 본 정보 흐름에 있어
서의 본 정보요소는 사용자 ID를 특정한다.

단말 ID 검색 응답확인(TERMINAL ID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은 단말 ID 검색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
답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06에 개시되어 있다.

단말상태탐색 요구지시(TERMINAL STATUS QUERY request indication)는 예를 들면 단말이 액세스중인 경우 등
에 있어서의 단말상태의 탐색을 위해서 사용된다. 도307에서의 선택항목은 검색대상의 데이터를 특정한다. 본 정보 흐
름에서의 본 정보요소는 사용자의 통신상태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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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상태탐색 응답확인(TERMINAL STATUS QUERY response confirmation)은 단말상태탐색 요구지시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08에 개시되어 있다.

단말상태 갱신 요구지시(TERMINAL STATUS UPDATE request indication)는 단말상태의 갱신을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09에 개시되어 있다.

단말상태갱신 응답확인(TERMINAL STATUS UPDATE response confirmation)은 단말상태갱신 요구지시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10에 개시되어 있다.

페이징 영역 탐색 요구지시(PAGING AREA QUERY request indication)는 단말이 액세스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TACF를 포함하는 페이징 영역의 탐색을 위해서 사용된다. 도311에 개시된 선택항목은 검색대상의 데이터를 특
정한다. 본 정보 흐름에서의 본 정보요소는 페이징 영역을 특정한다.

페이징 영역 탐색 응답확인(PAGING AREA QUERY response confirmation)은 페이징 영역탐색 요구지시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12에 개시되어 있다.

페이지 요구지시(PAGE request indication)는 TACF의 페이징 개시를 위해 사용된다. 도313에는 페이지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도313에서의 페이징 관계 ID(PAGING RELATIONSHIP ID)는 LRCF에 의하여 작성되며, 
그 페이징 관 계 ID는 요구 및 응답을 상관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페이징 요구지시(PAGING request indication)는 이동국을 망(network)내에서 위치를 부여하여 통신의 경로를 결정
하기 위해서, 이동국을 부호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본 정보요소는 확인을 요구한다. 도314에는 페이징 요구지시의 상
세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도314에서의 페이징 ID는 TACF에 의하여 작성되고, 응답의 식별을 위해서 사용된다.

페이징 응답확인(PAGING response confirmation)은 상기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
315에 개시되어 있다.

페이지 응답확인(PAGE response confirmation)은 응답으로 페이징 결과를 LRCF에 통지한다. LRCF는 본 정보 흐름
을 수신함과 동시에 사용자에의 대응으로서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SLP를 강제적으로 초기화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
16에 개시되어 있다. 또, 본 정보 흐름은 단말부터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선택하는 정보요소가 불명하게 
된 경우, 망으로부터의 페이징 요구에 대하여 단말부터의 응답이 없던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역방향 장코드 검색 요구지시(Reverse Long Code Retrieval request indication)는 역방향 장코드 검색에 사용된다. 
이 역방향 장코드 검색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317에 개시되어 있다.

또 다른 역방향 장코드 검색 요구지시는 역방향 장코드의 검색에 사용된다. 이 역방향 장코드 검색 요구지시의 상세 내
용은 도318에 개시되어 있다.

역방향 장코드 검색 응답확인(Reverse Long Code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은 역방향 장코드의 검색에 사
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19에 개시되어 있다.

MRRC는 셀상태 검출 요구지시(Cell Condition Measurement request indication)에 의해 셀 선택정보의 검출을 시
작한다. 본 정보요소는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흐름이고, 그 확인(Cell Condition Measurement response confirmat
ion)은 상기 검출결과를 제공한다. 셀상태 검출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320에 개시되어 있다.

셀상태 검출 응답확인은 셀상태 검출 요구지시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셀 선택정보의 검출결과를 제공한다. 셀상태 검
출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321에 개시되어 있다.

이동국에는 셀상태 보고 요구지시(Cell Condition Report request indication)에 의해 셀 선택정보가 보고된다. 본 정
보는 무선 채널의 선택에 사용된다. 본 정보요소는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정보 흐름이다. 셀상태 보고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322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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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팅정보 추가 요구지시(ADD-ROUTING-INFORMATION request indication)는 가입자 프로파일에의 루팅정보의 
추가를 위해서 LRDFp에 송신된다. 본 정보는 인증된 이동국이 발견되어 상기 관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송
신된다. 루팅정보 추가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323에 개시되어 있다.

루팅정보 추가 응답확인(ADD-ROUTING-INFORMATION response confirmation)은 상기 루팅정보 추가 요구지
시에 대한 응답이다. 루팅정보 추가 응답확인의 상세 내 용은 도324에 개시되어 있다.

페이지 피인증 요구지시(PAGE AUTHORIZED request indication)는 TACF에의 상기 단말의 인증결과의 통지를 위
해 사용된다. 페이지 인증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325에 개시되어 있다.

역방향 장코드 검색 확인응답(Reverse Long Code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은 역방향 장코드 검색을 위해
서 사용된다. 역방향 장코드 검색 확인응답의 상세 내용은 도326에 개시되어 있다.

페이지 피인증 요구지시(PAGE AUTHORIZED request indication)는 TACAF에의 상기 단말의 인증결과의 통지를 
위해서 사용된다.

루팅 정보 탐색 응답확인(ROUTING INFORMATION QUERY response confirmation)은 상기 루팅 정보탐색 요구
지시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루팅 정보탐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327에 개시되어 있다. 도327의 루팅 어드레
스(routing address) 항목 및 TACF 인스턴스 ID(TACF instance ID) 항목은 루팅 정보의 특정을 위하여 사용된다. 
루팅 어드레스는 방문 망(visited network)에서의 루팅을 위해서 사용된다.

셋업 요구지시(SETUP request indication)는 접속의 확립을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28에 개시되어 있다.

종단 시도 요구지시(TERMINATION ATTEMPT request indication)는 통신계속을 요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프로파
일의 요구를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29에 개시되어 있다.

사용자 프로파일 검색 요구지시(USER PROFILE RETRIEVAL request indication)는 LRDF로부터의 착신측 사용자
의 프로파일검색을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30에 개시되어 있다.

사용자 프로파일 검색 응답확인(USER PROFILE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은 LRCF로부터의 사용자 프
로파일 검색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31에 개시되어 있다.

종단 시도 응답확인(TERMINATION ATTEMPT response confirmation)은 SSF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32에 개시되어 있다.

셋업 요구지시(SETUP request indication)는 접속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33에 개
시되어 있다.

진행 요구지시(Proceeding request indication)는 선택적으로 착신측의 접속 셋업의 유효성 및 인증을 보고함과 동시
에, 또한 루팅 및 호의 상황이 계속중에 있는 것을 보고한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상세 내용은 
도334에 개시되어 있다.

망은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Measurement Condition Notification request indication)에 의해 이동국에서의 셀 
선택정보의 검출 및 보고의 상태를 지시한다. 이동국이 유휴모드인 경우, 망은 정기적으로 상기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
시를 지시한다. 이동국이 통신중인 경우, 망은 상태의 변경시에 상기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를 지시한다. 본 정보 흐름
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검출상태 통지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335에 개시되어 있다.

보고 요구지시(REPORT request indication)는 망에 관한 보고상황 및/또는 그 밖의 종류의 정보의 보고를 위해서 쓰
인다. 그 밖의 종류의 정보로서는 예를 들면 주의, 보류, 보유, 해방 등이 있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정보 흐름이다. 보고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336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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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 응답확인(SETUP response confirmation)은 접속의 확립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37에 개
시되어 있다.

피접속 요구지시(CONNECTED request indication)는 송신필의 셋업 응답확인(SETUP response confirmation)의 
착신 및 수납의 보증을 위해서 사용된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338
에 개시되어 있다.

2.4.2.3 호 해방

2.4.2.3.1 사용자측 절단

(a) 기능 모델

도17은 사용자측 절단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18은 사용자측 절단의 정보 흐름을 나타낸다.

(c) 정보 흐름 정의

해방 요구지시(RELEASE request indication)는 호 ID(call ID) 및 채널과 같은 호 접속에 관련된 자원의 해방을 위
해서 사용된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339에 개시되어 있다.

해방 응답확인(RELEASE response confirmation) 그때까지 접속에 관련된 모든 자원의 해방의 지시를 위해 사용된
다. 그 상세 내용은 도340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SCF에 호 해방의 시행의 검출을 통지하기 위해서 TA 해방 요구지시(TA RELEASE request indication)를 
발행한다. 본 정보 흐름은 최종 호가 해방됨과 동시에, 단말과 망 사이의 제어관계를 해방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그 상
세 내용은 도341에 개시되어 있다.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TERMINAL-STATUS-MAKE-IDLE request indication)는 단말의 호 상태를 유휴상
태로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42에 개시되어 있다.

단말 유휴 상태화 응답확인은 상기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단말 유휴상태화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343에 개시되어 있다.

TA 해방 응답확인(TA RELEASE response confirmation)은 상기 TA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TA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344에 개시되어 있다.

2.4.2.3.2 망측 절단

(a) 기능 모델

도19는 망측 절단의 기능 모델을 나타내는 도면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20은 망측 절단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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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보 흐름의 정의

이하, 정보 흐름 등에 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대응하는 정보요소 등을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단지, 대응하는 요소
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해방 요구지시(RELEASE request indication)는 호 번호, 채널과 같은 호 접속과 관련된 자원을 해방하기 위해서 사
용된다. 본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는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345에 개시되어 있다.

해방 응답확인(RELEASE response confirmation)은 그때까지 접속에 관련된 모든 자원의 해방의 지시를 위해 사용
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46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LRCF에 호출 해방의 시행의 검출을 통지하기 위해서 TA 해방 요구지시(TA RELEASE request indicatio
n)를 발행한다. 본 정보 흐름은 최종 호가 해방됨과 동시에, 단말과 망 사이의 제어관계가 해방되는 경우에 발행한다. 
TA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347에 개시되어 있다.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TERMINAL-STATUS-MAKE-IDLE request indication)는 단말의 호생태를 유휴상
태로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48에 개시되어 있다.

단말 유휴 상태화 응답확인은 상기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단말 유휴 상태화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349에 개시되어 있다.

TA 해방 응답확인(RELEASE response confirmation)은 상기 TA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TA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350에 개시되어 있다.

2.4.2.3.3 비정상 해방(Abnormal Release)

2.4.2.3.3.1 이동국 검출에 의한 무선 링크실패에 기인한 비정상해방

2.4.2.3,3.1.1 모듈 사용에 의한 통상수속(Common Procedure Module Used)

본 해방처리에서 모듈 사용에 의한 통상수속에는 사용자측 절단(User disconnect)이 있다.

2.4.2.3.3.1.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망에 의해 검출된 스??치(squelch) 해방의 기능 모델을 도21에 나타내다. 도21에 나타내는 모델은 비정상해방, 즉 이
동국에 의해 검출되는 무선 링크실패의 기능 모델이다.

b) 정보 흐름

비정상해방, 즉 이동국에 의해 검출되는 무선 링크의 실패의 경우의 통신 제어 플레인(CC-Plane)에서 실시된 정보 흐
름도를 도22에 나타낸다.

c)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22에서의 규정과 같이 정보흐름 및 정보요소 등을 설명하고, 대응하는 정보요소 등을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단지, 대응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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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링크실패 요구지시(RADIO LINK FAILURE request indication)는 BCAF 또는 BCFr에 의해 검출된 무선 링크
실패의 통지를 위해서 사용된다. 이 수속에 있어 서는 BCAF가 본 정보 흐름을 발행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51에 개시
되어 있다.

해방통지 요구지시(RELEASE NOTIFICATION request indication)는 망 및 단말사이의 접속해방의 보고를 위해서 
사용된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352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링크실패 요구지시(RADIO LINK FAILURE request indication)는 무선 링크실패의 검출의 통지를 위해 사용된
다. 그 상세 내용은 도353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링크실패 요구지시(RADIO LINK FAILURE request indication)는 무선 링크실패의 검출의 통지를 위해 사용된
다. 그 상세 내용은 도354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링크실패 응답확인(RADIO LINK FAILURE response confirmation)은 상기 무선 링크실패 요구지시에 대한 
확인정보 흐름이다. 무선 링크실패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355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RADIO BEARER RELEASE request indication)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를 위해서 사
용된다. 본 정보 흐름은 망에 의해 작성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56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TA 해방 요구지시(TA RELEASE request indication)에 의해 단말 액세스의 해방을 요구한다. 본 정보 흐
름은 최종 호의 해방의 경우에만 발행한다.

TACF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BEARER RELEASE request indication)를 발행하여 BCF에 베어러를 해방킨다. 그 
상세 내용은 도357에 개시되어 있다.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BEARER RELEASE response confirmation)은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358에 개시되어 있다.

앵커(anchor) TACF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BEARER RELEASE request indication)의 송신에 의해 가동중인 TA
CF에 호출 해방중에 있는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59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BEARER RELEASE request indication)의 발행에 의해 무선 베어러
를 해방시킨다. 그 상세 내용은 도360에 개시되어 있다.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361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BEARER-AND-RADIO-BEARER RELEASE request indication)
의 발행에 의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를 해방한다.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362에 개시
되어 있다.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의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의 
해방의 확인을 위해서 사용된다.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363에 개시되어 있다.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이전 요구에 의한 무선 베어러 해방의 완료를 TACF에 통지하는 확인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364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LRCF에 호출 해방의 시행의 검출을 통지하기 위해서 TA 해방 요구지시를 발행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65
에 개시되어 있다.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의 갱신 요구를 위해서 사용된다. 호출 해방을 위해서, 본 정보 흐름은 
사용자의 호상태를 유휴상태로 하기 위 해서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66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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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유휴 상태화 응답확인은 상기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단말 유휴 상태화 응답확인
의 상세 내용은 도367에 개시되어 있다.

TA 해방 응답확인은 상기 TA 해방 요구지시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상기 TA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
368에 개시되어 있다.

2.4.2.3.3.2 망 검출에 의한 무선 링크실패에 기인한 비정상해방

2.4.2.3.3.2.1 모듈 사용에 의한 통상수속(Common Procedure Modules Used)

모듈 사용에 의한 통상수속에는 사용자측 절단이 있다.

2.4.2.3.3.2.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23에 단말에 의해 검출되는 스??치 해방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도23은 비정상해방, 즉 망에 의한 무선 링크실패
의 검출의 경우의 기능 모델이다.

b) 정보 흐름

도24는 이동국 호출 해방, 즉 망에 의해 검출되는 무선 링크실패에 기인한 비정상해방인 경우에 있어서의 통신제어 플
레인(CC-Plane)에서 실행된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c)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24에 있어서의 규정과 같이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를 설명한다.

무선 링크 실패 요구지시(RADIO LINK FAILURE request indication)는 BCFr 또는 BCFa에 의한 무선 링크실패의 
검출 및 보고의 통지를 위해 사용된다. 그 상 세 내용은 도369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링크실패 요구지시는 무선 링크 실패의 검출 통지를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70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링크 실패 응답확인(RADIO LINK FAILURE response confirmation)은 무선 링크실패 요구지시에 대한 확인
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371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는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를 위해서 사용된다. 본 정보 흐름은 망에 의해 작성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72에 개시되어 있다.

해방 통지 요구지시(RELEASE NOTIFICATION request indication)는 망과 단말사이의 접속해방의 지시를 위해서 
사용된다. 본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373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한 확인정보 흐름이다.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
인의 상세 내용은 도374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TA 해방 요구지시에 의해 단말 액세스의 해방을 요구한다. 본 정보 흐름은 최종 호의 해방의 경우에만 발행한
다.

TA 해방 응답확인은 TA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한 확인정보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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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F는 BCF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발행에 의해 무선 베어러를 해방시킨다.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375에 개시되어 있다.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한 확인정보 흐름 이다.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
은 도376에 개시되어 있다.

앵커(anchor) TACF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송신에 의해 가동중인 TACF에 호출 해방중에 있는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77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발행에 의해 무선 베어러를 해방시킨다. 그 상세 내용은 도378에 개시
되어 있다.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한 확인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379에 개시되어 있
다.

TACF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발행에 의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를 해방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
80에 개시되어 있다.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의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의 
해방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81에 개시되어 있다.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이전 요구에 의한 무선 베어러 해방의 완료를 TACF에 통지하는 확인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382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는 무선 베어러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발행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83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상기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의한 무선 베어러해방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84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LRCF에 대하여 호출 해방의 시행의 검출을 통지하기 위해서 TA 해방 요구지시를 발행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85에 개시되어 있다.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는 갱신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호출 해방을 위해서, 본 정보 흐름
은 사용자의 호상태를 유휴상태로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86에 개시되어 있다.

단말 유휴 상태화 응답확인은 상기 단말 유휴 상태화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87에 개
시되어 있다.

TA 해방 응답확인은 TA 해방 요구지시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88에 개시되어 있다.

2.4.2.3.4 사용자측 절단

2.4.2.3.4.1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25는 사용자측 절단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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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6은 사용자측 절단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c)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26에서의 규정과 같이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를 설명하며, 대응하는 정보요소 등을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단지, 대응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호 절단 요구지시는 LRCF에의 사용자측 절단의 검출통지를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89에 개시되어 있다.

사용자 프로파일 갱신 요구지시(USER-PROFILE-UPDATE request indication)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의 갱신요구
를 위해서 사용된다. 호출 해방을 위해서, 본 정보 흐름은 호출 해방의 완료를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
은 도390애 개시되어 있다.

사용자 프로파일 갱신 응답확인은 사용자 프로파일 갱신 응답확인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91에 
개시되어 있다.

호 절단 응답확인은 상기 호 절단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92에 개시되어 있다.

2.4.3 액세스 링크제어의 정보흐름도

2.4.3.1 SDCCH 셋업

이하, SDCCH 셋업의 수속을 설명한다.

2.4.3.1.1 모듈 사용에 의한 통상수속(Common Procedure Modules Used)

2.4.3.1.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27은 SDCCH 셋업의 기능 모델이다.

b) 정보 흐름

도28은 SDCCH 셋업의 정보 흐름도이다.

2.4.3.1.3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28에 있어서의 규정과 같이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를 설명하고, 대 응하는 정보요소 등을 표에 정리하여 나타
낸다. 단지, 대응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MCF 및 TACF는 망에 대하여 신호 채널 조의 셋업요구를 위해서 신호채널 셋업요구 요구지시(SIGNALING CHANN
EL SETUP REQUEST request indication)를 사용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93에 개시되어 있다.

SCMAF는 망에 대하여 신호채널 조의 할당 요구를 위해서 신호 채널 셋업 요구지시(SIGNALING CHANNEL SETU
P request indication)를 사용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94에 개시되어 있다.

SCMF는 신호채널에 대한 무선 통신자원의 할당을 위하여 신호 채널 셋업 응답확인(SIGNALING CHANNEL SETUP 
response confirmation)을 사용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95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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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채널 셋업 피요구 요구지시(SIGNALING CHANNEL SETUP REQUESTED request indication)는 이동단말로
부터의 신호 채널요구의 수신(초기 액세스의 검출)의 지시를 위해서, 그리고 망에서의 신호채널에 일치하는 셋업의 요
구를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96에 개시되어 있다.

TACF 및 SACF는 양자와 SCMF와의 사이의 신호접속의 셋업을 위해서 신호접속 셋업 요구지시(SIGNALING CONN
ECTION SETUP request indication)를 사용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97에 개시되어 있다.

신호접속 셋업 응답확인(SIGNALING CONNECTION SETUP response confirmation)은 신호채널의 확립(하드웨어
상의 채널, 망상의 채널을 포함한다)의 보고를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98에 개시되어 있다.

SCMAF는 망에 대한 신호채널의 셋업의 보고를 위해서 신호채널 셋업요구 응답확인(SIGNALING CHANNEL SETU
P REQUEST response confirmation)을 사용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399에 개시되어 있다.

2.4.3.2 베어러 셋업(Bearer Setup)

이하, 무선 통신자원 선택을 위한 베어러 셋업 수속을 설명한다.

2.4.3.2.1 모듈 사용에 의한 통상수속(Common Procedure Module Used)

2.4.3.2.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무선 통신자원은 이동단말에서 수신한 셋업요구 호와는 다른 기지국(base station) 하에서 선택된다. 한편 BSs는 다른 
TACFs에 의해 제어된다. CCF는 TACF와만 관계(relationship)를 가지며, TACFv와는 관계를 갖지 않는다. TACFa
는 베어러 선택 및 베어러 셋업의 양쪽을 제어한다. BCFs에는 예를 들면 BCF1, BCF2, BCFr와 같은 3종류가 있다.

도29는 무선 통신자원 선택을 위한 베어러 셋업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30은 베어러 셋업(무선 통신자원 선택)을 위한 통신제어 플레인(CC-Plane)에서 실행되는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2.4.3.2.2.3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30에서의 규정과 같이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를 설명하며, 대응하는 정보요소 등을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단지, 대응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BEARER SETUP request indication)는 CCF에서 TACF에의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요구를 위
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00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00에 *로 표시된 정보요소들은 CCAF로부터 전달된 도2
86에서의 베어러 능력 요소에 포함된다.

TACF는 요구된 베어러 능력의 지지가 가능한 무선 통신자원의 선택 및 그 등록을 위해서, 채널선택 요구지시(CHAN
NEL SELECTION request indication)를 사용한다. 이러한 교신은 새로운 무선 통신자원이 호의 셋업 및 핸드오버를 
요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채널선택 응답확인(CHANNEL SELECTION response confirmation)은 등록 요구한 TACF에 대하여 등록된 무선 통
신자원의 보고를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01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요구를 위해서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BEARER SETUP request indica
tion)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02에 개시되어 있다.

 - 88 -



등록특허 10-0366286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은 액세스 베어러 확립의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BCF 상호의 사이에서의 베어러 ID의 표시를 위
해서 송신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03에 개시되어 있다.

또 다른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TACFa에서 TACFv에의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 요구를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04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요구를 위해서 또 다른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
은 도405에 개시되어 있다.

BCF는 TACF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요구를 위해서 또 다른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
은 도406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r에 무선 베어러의 확립요구 및 BCF와 SCFr 사이에서의 베어러 확립요구를 위해서 베어러 및 무선 베어
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07에 개시되어 있다.

BCFr은 무선 베어러 셋업진행 요구지시에 의해 수신한 무선 베어러의 유효성 및 무선 베어러 확립의 진행을 보고한다. 
본 정보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상세 내용은 도408에 개시되어 있다.

새로운 액세스 베어러를 제어하는 TACF는 새롭게 승인되는 무선 베어러를 요구하기 위해서 신호접속을 갖는 TACF에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를 발행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09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확립요구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10에 개시되어 있다.

TACAF는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확립요구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11에 개시되어 있다.

BCAF는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확립완료의 확인을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12에 개시되어 있다.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은 무선 베어러의 확립 및 BCF 상호간의 베어러 확립의 완료의 확인을 위해서 송
신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13에 개시되어 있다.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은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완료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14에 개시되어 있다.

또 다른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은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완료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15에 개시되어 
있다.

2.4.3.3 무선 베어러 해방

2.4.3.3.1 TACF 앵커 접근(anchor approach)을 위한 무선 베어러 해방

2.4.3.3.1.1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31은 무선 베어러 해방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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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2는 무선 베어러 해방을 위한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2.4.3.3.1.2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32에서의 규정과 같이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를 설명하고, 대응하는 정보요소 등을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단지, 대응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앵커 CCF는 앵커 TACF에 대하여 호출 해방의 시행 또는 사실(event)의 검출의 통지, 상기 호에 관련되는 베어러가 
해방과정에 있는 것의 통지를 위해서 베어 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16에 개시되어 있다.

TACFa는 무선 베어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사용한다. 망이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
를 작성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17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418에 개시되어 있다.

TACFa는 단말 액세스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TA 해방 요구지시를 발행한다. 본 정보 흐름은 최종 호의 해방에 대하여
만 발행한다.

TA 해방 응답확인은 TA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한 확인정보 흐름이다.

TACF는 BC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해방을 위해서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발행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19에 개시되
어 있다.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한 확인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420에 개시되어 있
다.

TACFa는 TACFv에 대한 해방과정에 있는 호에 관한 베어러 해방의 요구를 위해서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21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해방을 위해서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발행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22에 개시되
어 있다.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상기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대한 확인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423에 개시되
어 있다.

TACF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을 위해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발행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
24에 개시되어 있다.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의한 베어러 및 무선 베어
러 해방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25에 개시되어 있다.

또 다른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426에 개시되어 있다.

또 다른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CCF에 대한, 무선 베어러 해방의 이전 요구의 완료의 통지를 위한 확인정보 흐름이다. 
그 상세 내용은 도427에 개시되어 있다.

TACAF는 무선 베어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또 다른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발행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28에 
개시되어 있다.

BCAF는 또 다른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요구에 의한 무선 베어러 해방의 확인을 위해서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
확인을 사용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29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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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SDCCH 해방

이하, SDCCH의 해방수속을 설명한다.

2.4.3.4.1 모듈 사용에 의한 통상수속

2.4.3.4.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33은 SDCCH 해방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 다.

b)정보 흐름

도34는 SDCCH 해방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2.4.3.4.3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34에 있어서의 규정과 같이 정보 흐름, 기능 엔티티 동작을 설명하며, 대응하는 정보요소 등을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단지, 대응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MCF 및 TACF는 신호 채널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신호 채널해방요구 요구지시(SIGNALING CHANNEL RELEASE R
EQUEST request indication)를 사용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30에 개시되어 있다.

TACF 및 SACF는 신호 채널(망 및 무선 통신자원의 양쪽을 포함한다)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신호접속해방 요구지시를 
사용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31에 개시되어 있다.

신호접속해방 응답확인은 신호 채널의 해방보고를 위해 사용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32에 개시되어 있다.

2.4.3.5 핸드오버

2.4.3.5.0 핸드오버의 과정 및 관련수속의 모듈

과정1 : 핸드오버의 계기(handover trigger)

핸드오버 개시원인의 검출을 행한다.

과정2 : 핸드오버 자원의 등록

핸드오버에 대한 무선 통신자원의 등록을 행한다.

과정3 : 핸드오버의 실행

소요에 따라 망측의 준비를 행한다.

핸드오버 개시원인에 의해 지시되는 이동단말에의 요구를 행한다.

과정4 : 핸드오버의 완료

불필요한 무선 베어러 및 자원의 해방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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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5는 핸드오버 프로세스의 일반 흐름도를 나타낸다. 또한, 도36은 핸드오버 프로세스1및 2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
다.

    
도37은 난-소프트 핸드오버의 실행(non-soft handover execution)을 개시하기 위하여 정보흐름이 전달되는 시퀀스
로서 도35에서의 프로세스1에 대응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또한, 도38은 핸드오버 프로세스1에 있어서
의 핸드오버의 브란치 추가를 개시하기 위하여 정보흐름이 전달되는 시퀀스로서 도35에서의 프로세스1에 대응하는 것
을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또한, 도39는 핸드오버의 브란치 삭제를 개시하기 위하여 정보흐름이 전달되는 스퀀스로
서 도35에서의 프로세스1에 대응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2.4.3.5.1 셀내 섹터간 브란치 추가 핸드오버

(동일한 BCFr에 의하여 제어된 핸드오버)

2.4.3.5.1.1 통상 수속의 모듈

2.4.3.5.1.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40은 셀내 섹터간 브란치추가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41은 셀내 섹터간 브란치 추가의 통신제어 플레인(CC-Plane)에서 실행되는 흐름도를 나타낸다.

2.4.3.5.1.3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41에서의 정보 흐름을 설명하며, 대응하는 정보요소 등을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셋업을 위해서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33
에 개시되어 있다. 또, 본 정보흐름은 BCFa 및 BCFv 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다.

TACF는 BCFr에 대하여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INTRA-BCFr HANDOVER BRANCH ADDIT
ION request indication)를 송신하여, 새로운 단일 또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 채널(physical radio channel(s))의 셋
업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34에 개시되어 있다.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응답확인(INTRA-BCFr HANDOVER BRANCH ADDITION response confirma
tion)은 상기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한다. BCFr는 TACF에 대하여 단일 또는 복수
의 물리적 무선 채널의 셋업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
용은 도435에 개시되어 있다.

새롭게 할당되는 무선 베어러를 제어하는 방문(visited) TACF는 TACFa에 대 하여 이동단말 및 TACF의 제어하에 
있는 BCFr 사이의 무선 베어러의 셋업요구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
36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TACAF에 대하여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의 통지를 위해서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를 송신
하고, 기존의 물리적 무선 채널에 대한 새로운 물리적 무선 채널의 추가를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37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37에서의 *1은 단말측 핸드오버 브란치의 수만큼 복수 회 반복되고, *2는 TACF 측의 호의 수만큼 반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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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AF는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의 수신의 통지를 위해서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TACAF는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셋업요구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38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은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한다. BCAF는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의 셋업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39에 개시되어 있다.

2.4.3.5.2 셀간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2.4.3.5.2.1 통상 수속의 모듈

2.4.3.5.2.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42는 셀간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43은 셀간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의 통신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정보흐름도이다.

2.4.3.5.2.3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TACFa는 BCFa에 대하여 핸드오버 초기화의 통지를 위해서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함과 동시에 액세스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40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40에서 *1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CCF와 B
CF 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다.

BCF는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접속 셋업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핸드오버접속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
세 내용은 도441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41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Fa와 BCFv 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셋업을 위해서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42
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42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Fa와 BCFv 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다.

TACF는 BCF에 대하여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하여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43에 개시되
어 있다. 또, 도443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F와 CCF 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다.

BCF는 TACF에 대하여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
은 도444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44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F와 BCFr 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다.

TACF는 BCFr에 대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하고,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B
CF와 BCFr 사이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45에 개시되어 있다.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은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한다. 즉, BCFr는 T
ACF에 대하여 BCFr와 BCF 사이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의 셋업 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46에 개시되어 있다.

새롭게 할당되는 무선 베어러를 제어하는 방문(visited) TACF는 TACFa에 대하여 이동단말과 BCFr 사이에서의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의 통지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47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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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F는 TACAF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의 초기화의 통지를 위해서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를 송신하고, 핸
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는 기존의 단일 또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 채널을 해방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물리적 무선 
채널의 셋업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48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48에서 *1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착신 셀의 
수만큼 복수 회 반복되고, 도448에서 *2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TACF에 관한 호의 수만큼 복수 회 반복된다.

TACAF는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의 개시 요구지시의 수신의 통지를 위해서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응답
확인을 송신한다.

TACAF는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하고,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무선 베어러의 셋업
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49에 개시되 어 있다.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은 상기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BCAF가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셋업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50에 개시되어 있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 확립의 보증을 위해서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
451에 개시되어 있다.

2.4.3.5.3 셀내 섹터간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동일한 BCFr의 제어에 의한 핸드오버)

2.4.3.5.3.1 통상수속의 모듈

2.4.3.5.3.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44는 셀내 섹터간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45는 셀내 섹터간 브란치 삭제 핸드오버의 통신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된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2.4.3.5.3.3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TACF는 TACAF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를 송신하고,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는 단일 또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 채널의 해방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52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 452에서 *1로 표시된 정
보요소는 단말에 관한 핸드오버 브란치의 수만큼 복수 회 반복하여도 된다. 또한, 도452에서 *2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단말에 관한 호의 수만큰 복수 회 반복된다. 도452에의 핸드오버 브란치 ID정보요소는 액세스 무선 링크의 반송 루트
(route)의 특정을 위하여 사용된다.
    

TACAF는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응답확인을 송신한
다. 그 상세 내용은 도453에 개시되어 있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 해방을 위해서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54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r에 대하여 단일 또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 채널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INTRA-BCFr HANDOVER BRANCH DELETION request indication)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5
5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도455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Fr가 TACF에 대하여 본 정보요소를 송신하는 경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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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응답확인(INTRA-BCFr HANDOVER BRANCH DELETION response confirma
tion)은 상기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BCFr가 TACF에 대하여 단일 또
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 채널의 해방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56에 개시되어 있다.

TACFv는 TACFa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57에 개시되어 있다.

2.4.3.5.4 셀간 브란치 삭제 핸드오버

2.4.3.5.4.1 통상 수속의 모듈

2.4.3.5.4.2 정보 흐름도

a) 기능모델

도46은 셀간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흐름

도47은 통신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셀간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의 정보흐름도이다.

2.4.3.5.4.3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47의 정보 흐름에 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대응하는 정보요소를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TACF는 TACAF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를 송신하고,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는 단일 또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 채널의 해방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58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58에서 *1로 표시된 정
보요소는 단말에 관한 핸드오버 브란치의 수만큼 반복하여도 된다. 또한, 도458에서 *2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단말에 
관한 호의 수만큼 반복된다. 도458에서의 핸드오버 브란치 ID 정보요소는 액세스 무선 링크의 반송 루트의 특정을 위
해서 사용된다.
    

TACAF는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핸드오버 브란치 삭제 응답확인을 송신한
다. 그 상세 내용은 도459에 개시되어 있다.

TACAF는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60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상기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BCAF가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해방의 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61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에 대하여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상태에 있어서의 지시되는 베어러의 삭제를 위해서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
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62에 개시되어 있다.

BCF는 TACF에 대하여 상기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핸드오버 접속해방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63에 개시되어 있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해방을 위해서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64
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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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F는 BCF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의 요구를 위해서 또 다른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6
5에 개시되어 있다.

BCF는 TACF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
466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r에 대하여 BCF와 BCFr 사이의 베어러의 해방요구 및 무선 베어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67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67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
Fr가 TACF에 대하여 본 정보요소를 송신하는 경우에 포함된다.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BCF
r가 TACF에 대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의 해방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68에 개시되어 
있다.

TACFv는 TACFa에 대하여 상기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
용은 도469에 개시되어 있다.

2.4.3.5.5 셀내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

2.4.3.5.5.1 통상수속의 모듈

2.4.3.5.5.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48은 셀내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49는 통신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셀내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2.4.3.5.5.3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49의 정보 흐름에 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대응하는 정보요소를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셋업을 위해서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70
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70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Fa와 BCFv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다.

TACF는 BCFr에 대하여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 요구지시(INTRA-BCFr HANDOVER BRANCH REPLA
CEMENT request indication)를 송신하고,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 요구지시는 새로운 단일 또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 채널의 셋업을 요구한다.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 응답확인(INTRA-BCFr HANDOVER BRANCH REPLACEMENT response con
firmation)은 상기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으로서, BCFr이 TACF에 대하여 단일 
또는 복수의 물리적 무선 채널의 셋업완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71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71에서 *1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셋업되는 무선 링크의 수만큼 반복되어도 된다.

BCFr는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요구의 승인의 통지를 위해서 또 다른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
진행 요구지시(INTRA-BCFr HANDOVER BRANCH REPLACEMENT PROCEEDING request indication)를 송신
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72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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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할당되는 무선 베어러를 제어하는 방문(visited) TACF는 앵커 TACFa에 대하여 이동단말과, 방문 TACF의 
제어하에 있는 BCFr 사이의 셋업요구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73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TACAF에 대하여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의 초기화의 통지를 위해서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
NON-SOFT HANDOVER EXECUTION request indication)를 송신한다.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는 기
존의 물리적 무선 채널로부터 지정되는 물리적 무선 채널에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74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74에서 *1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단말에 관한 핸드오버 브란치의 수만큼 반복되며, *2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T
ACF에 관한 호의 수만큼 반복된다.
    

TACAF는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셋업요구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75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은 상기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BCAF가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셋업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76에 개시되어 있
다.

TACAF는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77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상기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BCAF가 TA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해방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78에 개시되어 있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액세스 베어러의 확립확인을 위해서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
479에 개시되어 있다.

2.4.3.5.6 셀간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

2.4.3.5.6.1 통상수속의 모듈

2.4.3.5.6.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50은 셀간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51은 통신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2.4.3.5.6.3 정보 흐름 및 관련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51의 정보 흐름에 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대응하는 정보요소를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TACFa는 BCFa에 대하여 핸드오버의 초기화의 통지를 위해서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핸드오버 접
속 셋업 요구지시는 새로운 핸드오버 링크의 셋업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80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80에서 
*1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망이 1개 이상의 핸드오버 모드를 갖는 경우에 필수(mandato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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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F는 TACF에 대하여 상기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핸드오버 접속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81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81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Fa와 BCFv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
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새로운 핸드오버 링크의 셋업을 위해서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82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82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Fa와 BCFv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다. BCFa와 BC
Fv 사이의 링크 이행(이동)에 대하여 새로운 기능 엔티티를 설치하여도 된다. 국간-BCF 링크(inter-BCF 링크)에 대
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TACF는 BCF에 대하여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망측에서의 새로운 핸드오버 링크
를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83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83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Fa와 BCFv 사이의 링
크를 식별한다. BCFa와 BCFv 사이의 링크 이행(이동)에 대하여 새로운 기능 엔티티를 설치하여도 된다. 국간-BCF 
링크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BCF는 TACF에 대하여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
은 도484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84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F와 BCFr 사이의 링크를 식별한다. BCFa와 BC
Fv 사이의 링크 이행(이동)에 대하여 새로운 기능 엔티티를 설치하여도 된다. 국간-BCF 링크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
히 설명될 것이다.

TACF는 BCFr에 대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B
CF와 BCFr 사이의 베어러 셋업 및 무선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85에 개시되어 있다.

BCFr는 TACF에 대하여 액세스 무선 링크의 셋업승인의 통지 및 BCFr 에서의 액세스 무선 링크의 셋업개시의 통지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진행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86에 개시되어 있다.

새롭게 할당되는 액세스 무선 링크를 제어하는 방문(visited) TACF는 TACFa에 대하여 이동단말와, 방문 TACF의 
제어하에 있는 BCFr 사이에 있는 액세스 무선 링크의 셋업요구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87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TACAF에 대하여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의 초기화의 통지를 위해서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
NON-SOFT HANDOVER EXECUTION request indication)를 송신한다.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는 기
존의 물리적 무선 채널로부터 지정되는 물리적 무선 채널에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88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488에서 *1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단말에 관한 핸드오버 브란치의 수만큼 반복되고, *2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T
ACF에 관한 호의 수만큼 반복된다.
    

TACAF는 BCAF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하고,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액세스 무선 링크의 
셋업을 요구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89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은 상기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BCAF가 TACAF에 대하여 
액세스 무선 링크의 셋업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90에 개시되어 있다.

TACAF는 BCAF에 대하여 액세스 무선 링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
용은 도491에 개시되어 있다.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상기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BCAF가 TACAF에 대하여 
액세스 무선 링크의 해방완료를 통지하기 위해서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92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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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은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BCFr
가 TACF에 대하여 액세스 무선 링크의 셋업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그리고 BCFr와 BCF 사이의 링크의 셋업완료의 통
지를 위해서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93에 개시되어 있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핸드오버 링크의 확립의 확인을 위해서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494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a에 대하여 지시된 핸드오버 링크의 삭제를 위해서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
용은 도495에 개시되어 있다.

BCF는 TACF에 대하여 핸드오버접속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핸드오버 접속 해방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
세 내용은 도496에 개시되어 있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망측에서의 핸드오버 링크의 해방을 위해서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
용은 도497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에 대하여 망측에서의 핸드오버 링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
용은 도498에 개시되어 있다.

BCF는 TACF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
499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r에 대하여 액세스 링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또는 BCF 와 BCFr 사이의 핸드오버 링크의 해방요구, BC
AF와 BCF 사이의 핸드오버 링크의 해방요구를 위해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
은 도500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500에서 *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BCFr에서 TACF에 송신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 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BCFr가 T
ACF에 대하여 액세스 링크의 해방완료 또는 핸드오버 링크의 해방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
501에 개시되어 있다.

TACFv는 TACFa에 대하여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그 상세 내용은 
도502에 개시되어 있다.

2.4.3.5.7 ACCH 전환

    
도790은 ACCH 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일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790에 있어서, 서비스 제어국(1)
은 도시하지 않은 공중채널망에 접속되어, 복수의(나타내는 예에서는 2개) 무선 서비스 교환국(2a,2b)을 통괄하는 것
이다. 교환국(2a,2b)은 각각 대응하는 기지국 제어장치(3a,3b)와의 사이에 복수의 채널을 갖는다. 기지국 제어장치(
3a)는 기지국(6a∼6d)을 제어하며, 기지국제어장치(3b)는 기지국(6e∼6h)을 제어한다. 각 기지국(6a∼6h)의 각각
은 이동국(6)과의 무선통신이 가능한 영역인 무선 존(5a∼5f)을 형성하고 있다. 이동국(7)은 이들 무선 존중 어느 하
나에 방문하여, 기지국과의 사이에서 교신을 행할 수 있다.
    

도790에 있어서, 이동국(7)은 예컨대 무선 존(5b)에 방문하고 있고, 무선 존(5b)에 대응하는 기지국(6d)과의 사이에
서 복수의 트래픽 채널을 통해 복수의 통신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에는 음성 또는 데이터 전송에 이용되는 각 
트래픽 채널에, 동일한 무선 물리 채널을 이용하는 적어도 하나의 ACCH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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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본 시스템에서는 이미 (2.2.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수의 ACCH중에서 임의의 1개(예컨대, 도790
에서 ACCH1)를 선택하여, 해당 이동국(7)에 관련되는 모든 제어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에 따라, 복수
의 호가 각각 복수 ACCH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제어신호의 송수신에 요하는 하드웨어의 수를 삭감할 수가 있
다. 더욱이, 제어신호의 송신수속을 복수의 ACCH 사이에서 조정한다고 하는 복잡한 제어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호의 종료에 의한 트래픽 채널의 해방에 따라, 단일 ACCH에 포함된 한 조의 무
선 통신자원이 해방되면, 다른 호를 계속하기 위하여 ACCH의 계속적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또, ACCH에 요구되는 전
송속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개개의 접속 혹은 호의 해방에 따라 사용중인 ACCH에 포
함된 무선 통신자원이 해방되는 경우와, 다른 호를 위해서 ACCH의 계속적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및 ACCH에 요구되는 
전송속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ACCH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본 시스템에 있어서는 단일 이동국(7)에 의해 동시에 복수 호의 통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수 트래픽 채널에 
의해 단일 ACCH를 공용함과 동시에, 단일 ACCH에 포함된 한 조의 무선 통신자원이 해방되면, 그 ACCH를 다른 ACC
H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4.3.5.7.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52는 ACCH 전환에 관련된 기능 엔티티를 나타낸다. 도5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들 기능 엔티티는 이동국측에 배치
하는 기능 엔티티와, 기지국을 포함하는 방문(visited) 망측에 배치되는 기능 엔티티로 대별된다. 이들 기능 엔티티의 
배치 및 그 기능에 관해서는 이하에서 간단히 설명한다.

우선, 도790에서의 교환국(2a,2b)에는 CCFa(Call Control Function)가 배치된다. 이 CCFa는 호 및 접속의 제어를 
행하는 기능 엔티티이다. 또, CCFa의 "a"는 앵커(anchor)의 약자이고, 통신개시 시점에 설치되어, 이동단말(6)이 이
동하더라도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이다.

기지국 제어장치(3a,3b)에는 TACFa(Terminal Access Control Function) 및 BCFa(Bearer Control Function)가 
배치된다. 여기서, TACFa는 망측에서 이동국(7)에의 액세스를 제어함과 동시에, ACCH의 활성화, 해방 등을 지시하
는 기능 엔티티이다. 또한, BCFa(Bearer Control Function)는 베어러를 제어하는 기능 엔티티이다. 또, 상기 "a"는 
상기와 같이 앵커(anchor)의 약이다.

다음에, TACFa 및 BCFa가 배치되는 기지국 제어국과 동일 혹은 다른 기지국 제어국(3a,3b)에는 TACFv 및 BCFv가 
배치된다. 여기서, v는, 방문(visited)의 약자이다.

다음에, TACFv 및 BCFv가 배치되는 기지국 제어국에 의하여 제어되는 기지국(4a,4b)의 한 개에는 무선 베어러와 연
합된 BCFr(Bearer Control Function)가 배치된다. 이 BCFr는 무선 베어러를 제어하며, ACCH의 활성화 및 해방 등
을 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동단말(6)에는 TACAF(Terminal Access Control Agent Function) 및 BCAF(Bearer Control Agent Fu
nction)가 배치된다. 여기서, TACAF는 이동단말에의 액세스를 제어함과 동시에, ACCH의 해방 및 설정 등을 지시하
는 기능 엔티티이다. 또한, BCAF는 이동국의 무선 베어러를 제어하는 기능 엔티티로서 ACCH의 해방 및 설정을 실행
하는 것이다.

또, 각 기능 엔티티에는 인덱스 "1" 또는 "2"가 첨부되고 있는데, 인덱스 "1"이 첨부된 기능 엔티티는 이동국(7)가 수
행하고 있는 복수의 호중에서 제1호를 위하여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덱스 "2"가 첨부된 기능 엔티티는 이동국(7)
이 수행하고 있는 복수의 호중에서 제2호를 위하여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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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보 흐름

도53 및 도54는 통신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ACCH 전환수속을 나타내는 정보 흐름도이다.

2.4.3.5.7.3 정보 흐름 및 관련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53 및 도54의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에 대하여 설명과 동시에, 그 정보요소를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다음에, 
도53 및 도54의 시퀀스도를 참조하여 ACCH의 전환수속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53 및 도54의 시퀀스도는 이하 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a) 당초, 이동국 장치가 트래픽 채널 TCH1 및 TCH2를 이용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각 통신을 행하고 있었다.

(b) 그후, 트래픽 채널 TCH1을 이용한 제1호의 통신이 종료하였다.

(c) 연합 제어채널 ACCH1과 트래픽 채널 TCH1이 동일 무선 통신자원을 사용 하고 있고, 상기 연합 제어채널 ACCH
1은 제어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공통으로 공유되어 있다.

(d) 제1호의 통신종료에 따라 트래픽 채널 TCH1과 연합 제어채널 ACCH1이 해방되지만, 그후 트래픽 채널 TCH2를 
통하여 제2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연합 제어채널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기 연합 제어채널 ACCH1을, 제2호
의 통신을 위한 트래픽 채널 TCH2와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는 다른 연합 제어채널 ACCH2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도53 및 도54에 개시된 수속은 도262에 개시된 수속이 개시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개시한다. 즉, 도53 및 
도54에 나타내는 챠트는 도262의 차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제1호에 대한 BCAFl과 BCFr1사이의 무선 베어러를 
제2호에 대한 BCAF2와 BCFr2사이의 무선 베어러로 전환하는 동작 시퀀스를 도262보다도 더 상세히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상기 (a)∼(d)의 상황을 만족하면, ACCH를 전환하기 위한 계기가 도5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발생된다. TAC
Fa가 ACCH를 전환하는 취지의 계기를 인식하면, TACFa는 ACCH가 새롭게 셋업되는 접속을 판정하고, BCFa에 핸드
오버의 초기화의 통지를 위해서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상기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시는 ACCH
의 셋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정보요소에는 도503에 나타낸 바와 같이 BCF와 TACF 사이의 관계 ID, 기지국 ID 및 
핸드오버 모드 정보요소가 있다. 또, 도503의 표에 있어서 "M"은 Mandatory의 약자로서 필수라는 의미이고, "O"는 
Optional의 약으로서 임의라는 의미이다. 도 503에 표시되는 핸드오버 모드 정보요소는 망이 1개 이상의 핸드오버 모
드를 갖는 경우에 필수이다.
    

도53에 나타낸 바와 같이, BCFa는 새로운 ACCH용의 DHT를 포착한 후, TACFa에 전번의 핸드오버 접속 셋업 요구지
시의 확인을 위해서 핸드오버 접속 셋업 응답확인을 반송한다. 이 핸드오버접속 셋업 응답확인의 정보요소에는 도50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BCF 사이의 관계 ID 정보요소, 베어러 ID(BCF와 BCF 사이) 정보요소가 있다. 여기서, 
베어러 ID 정보요소는 BCFa와 BCFv 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다.

그후, TACFa는 제2호의 통신에 대응하는 TACFv2에, ACCH에 대한 액세스 베어러의 셋업을 위한 베어러 셋업 요구
지시(BEARER SETUP request indication)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정보요소에는 도505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TACF 사이의 관계 ID 정보요소, 베어러 ID(BCF와 BCF 사이) 정보요소, 기지국 ID 정보요소, 사
용자 정보 속도(rate) 정보요소가 있다. 여기서, 베어러 ID 정보요소에서는 BCFa와 BCFv 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다.

    
TACFv2는 대기지국 쇼트 셀(to-BTS short cell) 접속을 ACCH 용으로 셋업하고, 그후 제2호를 실현하기 위한 트래
픽 채널 TCH2와 동일한 링크 기준(link reference)를 추출하며, 이어서 BCFv2에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트래픽 채널 TCH2와 연합하는 ACCH2에 대한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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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는 도506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BCF 사이의 관계 ID 정보요소, 베어러 ID(BCF와 BCF 사이) 정보요소, 
기지국 ID 정보요소, 사용자정보 속도 정보요소가 있다. 여기서, 베어러 ID 정보요소는 BCFa와 BCFv 사이 의 베어러
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 BCFv2는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받으면 요구된 베어러의 셋업을 행하고, TACFv2에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
지시의 확인하는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반송한다. 이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정보요소에는 도507에 나타낸 바와 같
이 TACF와 BCF 사이의 관계 ID 정보요소, 베어러 ID(BCF와 BCFr 사이) 정보요소가 있다. 여기서, 베어러 ID 정보
요소에서는 BCF와 BCFr 사이의 베어러를 식별한다.

다음에, TACFv2는 상기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받으면 BCFr2에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여기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BCF와 BCFr 사이의 베어러의 셋업과, ACCH로부터의 무선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정보요소에는 도508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BCFr 사이의 관계 ID 정보요소, 베어러 
ID 정보요소가 있다.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받으면, BCFr2는 링크 기준에 대응하는 트래픽 채널 TCH2를 특정하고 ACC
H2를 통하여 송신을 시작할 수 있다. 그후, BCFr2는 TACFv2에 무선 베어러 셋업수속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무선 
베어러 셋업수속 요구지시는 TACFv2에 대하여 무선 베어러의 셋업요구가 승인되고, BCFr가 ACCH2에 대한 무선 베
어러의 셋업을 시작한 것을 각각 나타내는 것으로, 그 정보요소에는 도509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BCFr 사이의 
관계 ID가 있다.
    

이 무선 베어러 셋업수속 요구지시를 받으면, 방문(visited) TACFv2는 TACFa에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는 이동단말과, 방문(visited) TACF의 제어하에 있는 BCFr 사이에서 A
CCH2에 대한 무선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할당되는 무선 베어러를 TACFa가 제어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정보요소에는 도5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TACF 사이의 관계 ID가 있다.

다음에, TACFa는 TACAF에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ACCH 전환 핸
드오버 실행 초기화를 통지하고, 제1호에 대한 기존의 물리적 무선 채널을 ACCH에 대한 지정된 물리 무선 채널로 전
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정보요소에는 도5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호 ID가 있다.

상기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받으면, TACAF는 도54에 나타낸 바와 같이 BCAF2에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
를 송신한다.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ACCH(이 경우, ACCH2)에 대한 무선 베어러의 셋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정보요소에는 도5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AF와 BCAF간 관계 ID가 있다.

상기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받으면, BCAF2는 새로운 ACCH를 설정하고, 그후 TACAF에 무선 베어러 셋업 응
답확인을 반송한다.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은 새로운 ACCH에 대한 무선 베어러의 셋업완료를 TACAF에 통지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보요소에는 도5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AF와 BCAF간 관계 ID가 있다.

그후, TACAF는 TACFa에 ACCH(이 경우, ACCH2)에 대한 무선 베어러의 셋업이 완료한 것을 나타내는 다른 무선 베
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정보요소에는 도5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AF와 
BCAF간 관계 ID가 있다.

다음에, TACAF는 BCAF1에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는 무선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정보요소에는 도5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AF와 BCAF간 관계 ID가 있다.

이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받으면, BCAF1은 사용하고 있던 ACCH(이 경우, 트래픽 채널 TCH1과 연합한 ACC
H1)를 해방하고, 그후 TACAF에 무선 베어러의 해방완료를 나타내는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반송한다. 이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정보요소에는 도5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AF와 BCAF간 관계 ID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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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받으면, TACFa는 BCFa에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는 소프트(soft) 핸드오버 상태에 있는 베어러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정보요소에는 도5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BCF간 관계 ID 정보요소, 해방해야 할 베어러 ID 정보요소가 있다.

이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를 받으면, BCFa는 이전의 DHT를 해방하고, 그후 TACFa에 상기 핸드오버 접속 해방 
요구지시를 확인하기 위한 핸드오버 접속 해방 응답확인을 반송한다. 이 핸드오버 접속 해방 응답확인의 정보요소에는 
도5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BCF간 관계 ID가 있다.

다음에, TACFa는 TACFv1에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는 TACFv1에 대하여 액세
스하고 있는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정보요소에는 도5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TACF간 관계 I
D가 있다.

이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받으면, TACFv1는 BCFv1에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 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
는 TACFv1에 대하여 액세스하고 있는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정보요소에는 도5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BCF간 관계 ID가 있다.

이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받으면, BCFv1은 TACFv1에 상기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확인하기 위한 베어러 해방 응
답확인을 반송하고, 그후 이전 자원을 해방한다. 이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정보요소에는 도5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BCF간 관계 ID가 있다.

이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받으면, TACFv1는 BCFr1에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는 BCF와 BCFr 사이의 베어러와 무선 베어러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정보요소에
는 도5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BCFr간 관계 ID 정보요소, 요인(cause) 정보요소가 있다. 또, 요인 정보요소
는 이 정보요소가 BCFr에서 TACF로 송신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한편,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받으면, BCFr1은 송신을 정지하고, 그후 TACFv1에 베어러 및 무선 베
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반송하고, 이전 자원을 해방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은 상기 베어러 및 무
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으로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의 해방이 완료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정보요
소에는 도5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BCFr간 관계 ID가 있다.

그리고,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받으면, TACFv1는 TACFa 에 상기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이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의 정보요소에는 도5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CF와 TACF간 관계 ID가 있다.

    
또, 이상의 ACCH 전환의 수속에 있어서는 설명을 간략화하기 위해서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하고 있는 경우
의 동작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이동국(7)(도790 참조)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한 기능 엔티티(TACFv1, BCFv1, TACFv2, BCFv2, BCFr1, BCFr2)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브란치가 설정되는 
기지국 제어장치 또는 기지국의 각각에 배치되며, TACFa가 이들 전부를 도53 및 도54에 나타낸 내용과 동등에 제어
한다. 이에 따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상태에서도 상기 ACCH 전환은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기지국 제어장치
의 TACFa와 이동단말의 TACAF 사이에서는 정보요소가 동시에 송수신된다.
    

이러한 ACCH의 전환수속에 의하면, TACFa가 배치되는 기지국 제어장치에서 기지국까지의 액세스 유선 링크가 새롭
게 설정되고, 그후 이동단말과 망 사이의 액세스 무선 링크가 전환된다. 따라서, ACCH의 전환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ACCH 전환의 수속은 액세스 유선 링크를 새롭게 설정하고 ACCH를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액세스 유선 
링크를 새롭게 설정하지 않고서 ACCH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변형예에 대해서는 도79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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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91에 나타낸 바와 같이, ACCH를 전환하는 취지의 계기가 발생하면, TACFa는 상기 계기를 검출하고, ACCH가 새
롭게 셋업되어야 하는 접속을 판정한 후, 상기 새롭게 셋업되는 TACFv2에 ACCH 전환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ACCH 전환 셋업 요구지시를 받으면, TACFv2는 BCFr2에 ACCH 전환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에 따라, BCFr2
는 새로운 ACCH를 셋업하고 그 ACCH를 통해서 송신을 개시한다. 그후, BCFr2는 TACFv2에 ACCH 셋업의 완료통지
를 반송한다. 이 ACCH 셋업 완료통지의 반송을 받으면, TACFv2는 TACFa에 ACCH 셋업의 완료를 통지한다. 이 AC
CH 셋업의 완료통지를 받으면, TACFa는 도53 및 도54에 나타낸 수속과 같이 무선 액세스 링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
한다. 이에 따라, BCAF2에서는 새로운 ACCH를 셋업하는 한편, BCAF1은 기존의 ACCH를 해방한다. 그리고, TACA
F는 TACFa에 무선 액세스 링크 셋업 응답확인을 통지한다.
    

한편, 이 무선 액세스 링크 셋업 응답확인을 받으면, TACFa는 TACFv1에 ACCH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그후, 상
기 요구지시를 받은 TACFv1는 BCFr1에 ACCH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에 따라, BCFr1은 기존의 ACCH를 통
한 송신을 정지한 다음에 그 기존의 ACCH를 해방하고,TACFv1에 ACCH 해방 응답확인을 반송한다. 이 반송을 받은 
TACFv2는 TACFa에 기존의 ACCH의 해방 완료를 통지한다.

이러한 수속에 의하면, 도791에 나타낸 기능 엔티티에 의해 ACCH전환이 달성되기 때문에 망측에서의 액세스유선 링
크가 새롭게 셋업되지는 않는다.

2.4.3.5.8 코드전환

2.4.3.5.8.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55는 코드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56은 통신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코드전환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2.4.3.5.8.3 정보 흐름 및 관련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56의 정보 흐름 및 정보요소에 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정보요소를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BCFr는 TACF에 대하여 코드전환요구를 위해서 코드전환 요구지시(CODE REPLACEMENT request indication)를 
송신한다. 상기 코드전환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524에 개시되어 있다.

방문(visited) TACF는 TACFa에 대하여 코드전환을 위해서 또 다른 코드전환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상기 코드전환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525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TACAF에 대하여 코드전환을 위해서 또 다른 코드전환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상기 코드전환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526에 개시되어 있다. 또, 도526에서 *1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단말측 핸드오버 브란치의 수만큼 반복되며, 
*2로 표시된 정보요소는 TACF 측의 호의 수만큼 반복될 수 있다.

TACAF는 BCAF에 대하여 또 다른 코드전환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상기 코드전환 요구지시는 코드전환을 요구한다. 
상기 코드전환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527에 개시되어 있다.

코드전환 응답확인(CODE REPLACEMENT response confirmation)은 상기 코드전환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으로, B
CAF가 TACAF에 대하여 코드전환의 완료의 통지를 위해서 송신한다. 상기 코드전환 확인응답의 상세 내용은 도528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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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코드전환 응답확인은 상기 코드전환 요구지시에 대한 응답으로, TACAF가 TACFa에 대하여 코드전환 요구지
시의 확인을 위해서 송신한다. 상기 코드전환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29에 개시되어 있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상기 코드전환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또 다른 코드전환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상기 코
드전환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30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r에 대하여 상기 코드전환 요구지시의 확인을 위해서 또 다른 코드전환 응답확인을 을 송신한다. 상기 코
드전환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31에 개시되어 있다.

2.4.3.6 전송전력제어(Transmission Power Control)

2.4.3.6.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57은 전송전력제어를 설명한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58은 통신제어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전송전력제어의 정보 흐름도이다.

2.4.3.6.3 정보 흐름 및 관련정보요소의 정의

이하, 도58의 정보흐름 및 정보요소에 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정보요소를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MRRC는 RRC에 대하여 핸드오버 브란치의 각 무선 상태(radio condition)의 통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셀상태보고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상기 셀상태보고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532에 개시되어 있다.

TACFa는 TACFv에 대하여 지시된 전송전력의 통지를 위해서 전송전력제어 요구지시(TRANSMISSION POWER CO
NTROL request indication)를 송신한다. 상기 전송전력제어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533에 개시되어 있다.

TACF는 BCFr에 대하여 상기 지시된 전송전력의 통지를 위해서 또 다른 전송전력제어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상기 전
송전력제어 요구지시의 상세 내용은 도534에 개시되어 있다.

2.4.4 이동 서비스(mobility services)의 정보 흐름

2.4.4.1 단말위치갱신

2.4.4.1.1 모듈사용에 의한 통상수속

단말위치갱신 서비스의 범위내에서 사용되는 통상수속의 모듈에는 TMUI조사(TMUI inquiry), FPLMTS 사용자 ID 
검색(FPLMTS user ID retrieval), 사용자 인증수속(User authentication procedure), 암호개시(Start ciphering), 
TMUI 할당(TMUI assignment)이 있다.

2.4.4.1.2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59는 단말위치갱신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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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보 흐름

도60 및 도61은 단말위치갱신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2.4.4.1.3 정보 흐름 및 관련정보요소

도60 및 도61의 정보 흐름에 관해서 이하에 설명하고, 상기 흐름의 정보요소는 표에 나타낸다.

관계 rd(LRCF-LRDF)

방문(visited) SCF는 SDF에 대하여 LAI 갱신 요구지시(LAI UPDATE request indication)를 송신하며, 상기 LAI 
갱신 요구지시는 위치 영역(area)정보의 갱신을 요구한다. SDF는 상기 방문(visited) SCF에 대하여 응답확인을 회신
하여 위치 영역정보의 갱신의 완료를 보증한다. 상기 LAI 갱신 요구지시와 LAI 갱신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35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k(SACF-LRCF)

SACF는 방문(visited) SCF에 대하여 단말위치 갱신 요구지시를 송신하며, 이 단말위치 갱신 요구지시는 갱신대상인 
이동단말의 위치정보의 요구를 위해서 사용된다. 상기 방문(visited) SCF는 SACF에 대하여 응답확인을 회신하여, 단
말위치정보의 갱신의 완료를 보증한다. 상기 단말위치 갱신 요구지시 및 단말위치 갱신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36
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l(MCF-SACF)

MCF는 SACF에 대하여 또 다른 단말위치 갱신 요구지시를 송신하며, 이 단말위치 갱신 요구지시는 갱신대상인 이동단
말의 위치정보의 요구를 위해서 사용된다. SACF는 MCF에 대하여 응답확인을 회신하여, 단말위치정보의 갱신의 완료
를 보증한다. 상기 단말위치 갱신 요구지시 및 단말위치 갱신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37에 개시되어 있다.

여기서, 특기사항을 이하에 열거한다.

1) 관계 ID(relationship ID)는 요구측과 응답측의 관계를 식별한다.

2) TMUI 및 TMUI 할당 소오스 lD(TMUI and TMUI assignment source ID)는 관계 rl과 관계 rk에 대하여 FPLM
TS 사용자 ID(FPLMTS user ID)용으로 사용된다.

3) 단말상태 정보요소는 착신가능 또는 착신불가능의 상태를 나타낸다.

4) TC 정보는 단말용량을 나타내는 단말 데이터정보이다.

2.4.5 시큐어리티 서비스(SECURITY SERVICES) 정보 흐름

2.4.5.1 사용자 인증

a) 기능 모델

도62는 사용자 인증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63은 사용자 인증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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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보 흐름, 정보요소, 기능 엔티티의 동작의 정의

이하, 도63의 정보 흐름 및 기능 엔티티 동작에 관해서 설명하며, 상기 정보흐름의 정보요소는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관계 rd(LRCF-LRDF)

인증정보 검색 정보흐름은 방문(visited) LRDF에 의한 사용자 인증에 대한 시큐어리티 정보의 요구를 위해 사용된다. 
인증정보 검색 요구지시 및 인증정보 검색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38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g(LRCF-TACF)와 관계 rk(LRCF-SACF)

인증 검토 IF(AUTHENTICATION CHALLENGE Information Flow)는 사용자 신분의 정당성의 확인을 위해서 사용
된다. 즉, LRCF는 TACF/SACF에 대하여 망에 의해 개시된(initiated) 인증 검토를 송신하여, 인증의 연산결과의 응
답을 요구한다. 인증 검토 요구지시 및 인증 검토 확인응답의 상세 내용은 도539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b(TACF-TACAF)와 관계 rl(SACF-MCF)

또 다른 인증 검토 IF (AUTHENTICATION CHALLENGE IF)는 사용자의 신분의 정당성의 확인를 위해서 사용된다. 
즉, TACF는 TACAF에 대하여, 또한 SACF는 MCF에 대해서, 망에 의해 개시된(initiated) 인증 검토를 송신하여, 인
증의 연산결과의 응답을 요구한다. 인증 검토 요구지시 및 인증 검토 확인응답의 상세 내용은 도540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v(UIMF-TACAF)와 관계 ry(UIMF-MCF)

인증 요구지시(AUTHENTICATION request indication)는 난수(random number) 송신의 요구 및, 난수와 UIMF에 
보유되는 인증 키와의 연산의 요구를 위하여 사용된다. 인증 응답확인(AUTHENTICATION response confirmation)
은 인증 연산결과를 송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상기 인증 요구지시 및 인증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41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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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암호개시 기간 통지

2.4.5.2.1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64는 암호개시 시간 통지를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도65에 암호개시 시간 통지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c) 정보 흐름, 정보요소, 기능 엔티티 동작의 정의

이하, 도64의 정보 흐름 및 기능 엔티티 동작에 관해서 설명하며, 상기 정보흐름의 정보요소는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관계 rb(TACF-TACAF)

암호개시 요구지시(START CIPHERING request indication)는 단말이 단말과 망 사이에서의 송신정보에 대한 암호
수속의 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본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흐름이다.

관계 rg(LRCF-TACF)

또 다른 암호개시 요구지시는 단말이 단말과 망 사이에서의 송신정보에 대한 암호수속의 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본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흐름이다. 상기 암호개시 요구지시와 암호개시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42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k(LRCF-SACF)

또 다른 암호개시 요구지시는 단말이 단말과 망 사이에서의 송신정보에 대한 암호수속의 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본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흐름이다. 상기 암호개시 요구지시와 암호개시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43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l(SACF-MCF)

또 다른 암호개시 요구지시는 단말이 단말과 망 사이에서의 송신정보에 대한 암호수속의 개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본 흐름은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흐름이다.

2.4.5.3 TMUI관리 및 사용자 ID 검색

2.4.5.3.1 TMUI 할당

2.4.5.3.1.1 정보 흐름도

a) 기능 모델

도66은 TMUI의 할당을 설명하기 위한 본 발명 시스템의 기능 모델을 나타낸다.

b) 정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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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7은 TMUI 할당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도67에 있어서, MCF와SACF사이의 관계는 호가 없는 경우의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TACAF와 TACF사이의 관계는 호가 있는 경우의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사용되며, 이는 
MCF와 SACF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용될 수 있다. 방문(visited) 망에 유효한 사용자 인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인증 정보 검색 요구지시(AUTHENT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request indication) 및 인증 정보검
색 응답확인(AUTHENT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response confirmation)이 사용된다.
    

2.4.5.3.1.2 정보흐름, 정보요소 및 기능 엔티티 동작의 정의

이하, 도67의 정보 흐름 및 기능 엔티티 동작에 대하여 설명하며, 상기 정보흐름의 정보요소는 표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관계 rb(TACF-TACAF)

TMUI 할당 요구지시는 망에 의한 사용자의 신분증명의 이후에 사용자에 대한 TMUI의 할당 및 전달을 위해서 사용된
다. 응답확인은 TMUI의 할당의 유효성의 보증으로서 회신된다. TMUI할당 요구지시 및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
44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d(LRCF-LRDF)

TMUI 조사 IF(TMUI QUERY IF)는 방문(visited) LRDF로부터의 유효한 새로운 TMUI의 요구를 위해 사용된다. 
TMUI 조사 요구지시 및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45에 개시되어 있다.

TMUI 수정 요구지시(TMUI MODIFY request indication)는 방문(visited) LRDF에, 사용자에 대한 TMUI 정보의 
수정요구를 위하여 사용되며, 그 수정 후에는 그 응답확인이 송신된다. 상기 TMUI 수정 요구지시 및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46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g(LRCF-TACF)

또 다른 TMUI 할당 요구지시는 망에 의한 사용자의 신분증명의 다음에 사용 자에 대한 TMUI의 할당 및 전달을 위해
서 사용된다. 응답확인은 TMUI의 할당의 유효성의 보증으로서 회신된다. 상기 TMUI 할당 요구지시 및 응답확인의 상
세 내용은 도547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k(LRCF-SACF)

또 다른 TMUI 할당 요구지시는 망에 의한 사용자의 신분증명 후에 사용자에 대한 TMUI의 할당 및 전달을 위해서 사
용된다. 그 응답확인은 TMUI의 할당의 유효성의 보증으로서 회신된다. 상기 TMUI 할당 요구지시 및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48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l(SACF-MCF)

또 다른 TMUI 할당 요구지시는 망에 의한 사용자의 신분증명 후에 사용자에 대한 TMUI의 할당 및 전달을 위해서 사
용된다. 그 응답확인은 TMUI의 할당의 유효성의 보증으로서 회신된다. 상기 TMUI 할당 요구지시 및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49에 개시되어 있다.

2.4.5.3.2 사용자 ID 검색(USERr ID RETRIEVAL)

본 수속은 TMUI를 FPLMTS 사용자의 IMUI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새로운 방문(visited) 망이 TMUI, 또는 
TMUI와 이동국측부터의 FPLMTS 사용자 ID로서의 TMUI 할당 소오스 ID의 1조를 수신하는 경우, 새로운 방문(vis
ited) 망은 본 수속을 개시한다. 새로운 방문(visited) LRCF가 TMUI, 또는 TMUI와 이동단말부터의 TMUI 할당 소
오스 ID의 1조를 수신하는 경우, LRCF는 실행되어야 되는 수속(후술하는 수속으로부터의 선택)을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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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위치의 등록 및 갱신

경우 A) 새로운 방문(visited) LRDF가 TMUI를 할당한 경우

경우 B) 새로운 방문(visited) LRDF와는 다른 LRDF가 TMUI를 할당한 경우 case

본 규정에는 경우 B는 기술하지 않는다.

2) 이동국 발호(Mobile Originating Call)

3) 실패의 경우 새로운 방문(visited) 망이 예를 들면 TMUI의 유실 등에 의해 IMUI의 검색에 실패하는 경우, 새로운 
방문(visited) 망은 UIMF로부터의 FPLMTS 사용자의 IMUI의 검색을 시도한다.

2.4.5.3.2.1 정보 흐름도

도68은 사용자 ID 검색의 정보 흐름도를 나타낸다.

2.4.5.3.2.2 정보 흐름 및 관련 정보요소

관계 rd(LRCF-LRDF)

IMUI 검색 요구지시는 대응하는 TMUI에 의한 IMUI의 검색을 위해서 사용된다. LRCF는 동일한 망에 있어서 LRDF
에 대하여 본 정보 흐름을 송신한다. IMUI 검색 응답확인은 상기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상기 IMUI 검색 요구지시 
및 응답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50에 개시되어 있다. 또, 이동국 발호의 경우에는 도550의 TMUI 할당 소오스 ID가 포
함되지 않는다.

관계 rl(SACF-LRCF)

또 다른 IMUI 검색 요구지시는 이동국측으로부터의 IMUI의 검색을 위해서 사 용된다. 망측이 FPLMTS 사용자의 TM
UI를 IMUI로 변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본 정보 흐름이 사용된다. 방문(visited) 망에 있어서 SCF는 SACF에 대하여 
본 정보 흐름을 송신한다. IMUI 검색 응답확인은 상기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상기 IMUI 검색 요구지시 및 응답확인
의 상세 내용은 도551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k(MCF-SACF)

또 다른 IMUI 검색 요구지시는 이동국측으로부터의 IMUI의 검색을 위해서 사용된다. 망측이 FPLMTS 사용자의 TM
UI를 lMUI로 변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본 정보 흐름이 사용된다. 방문(visited) 망에 있어서 SACF는 MCF에 대하여 
본 정보 흐름을 송신한다. IMUI 검색 응답확인은 상기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상기 IMUI 검색 요구지시 및 응답확인
의 상세 내용은 도552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g(TACF-LRCF)

또 다른 IMUI 검색 요구지시는 이동국측으로부터의 IMUI의 검색을 위해서 사용된다. 망측이 FPLMTS 사용자의 TM
UI를 IMUI로 변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본 정보 흐름이 사용된다. 방문(visited) 망에 있어서 LRCF는 TACF에 대하여 
본 정보 흐름을 송신한다. IMUI 검색 응답확인은 상기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상기 IMUI 검색 요구지시 및 응답확인
의 상세 내용은 도553에 개시되어 있다.

관계 rb(TACAF-T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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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IMUI 검색 요구지시는 이동국측으로부터의 IMUI의 검색을 위해서 사용된다. 망측이 FPLMTS 사용자의 TM
UI를 IMUI에 변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본 정보 흐름이 사용된다. 방문(visited) 망에 있어서 TACF는 TACAF에 대하
여 본 정보 흐름 을 송신한다. IMUI 검색 응답확인은 상기 요구에 대하여 응답한다. 상기 IMUI 검색 요구지시 및 응답
확인의 상세 내용은 도554에 개시되어 있다.

2.4.6 SDL 도(SDL DIAGRAM)

각 기능 엔티티의 SDL 도(도254 내지 도258)는 IMT-2000 권고 초안 Q.FIF에서의 SDL 도에 준거한다. 단지, 액세
스 링크 셋업 수속에 있어서의 시나리오(scenario) 3은 본 명세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SDL 도에 있어서의 FE들 
사이에서의 정보흐름 송수신의 설명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는 ITU 권고초안 Q.FIF에서의 FEA 번호이다.

2.5 프로토콜 명세(PROTOCOL SPECIFICATION)

2.5.1 참조구성

도69는 본 발명 시스템에 있어서의 물리 노드 구성과 기능 엔티티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 시스템은 무
선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을 규정하기 위한 BTS-MCC 인터페이스가 설치되어 있다.

2.5.2 무선 인터페이스 명세

2.5.2.1 개요

2.5.2장에서는 무선 인터페이스에서의 층(layer)1∼층3 프로토콜 명세에 관해서 규정한다.

2.5.2.2 층1

층1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2.5.2.3 층2

2.5.2.3.1 개요

층2는 LAC(Link Access Control) 부층(sub-layer)과 MAC(Medium Access Control; 미디엄 액세스 제어) 부층
으로 이루어진다. 또, LAC 부층은 층3-정합 부부층(layer-3-coordination sub-sub-layer) 및 LLC(Logical Lin
k Control) 부부 층으로 구성되다. 도70은 무선 인터페이스 위의 신호 층2(signaling layer 2)의 프로토콜 구조를 나
타낸다. 또한, 도71은 일예로서 BSC 기능 종단(function termination)에 대한 프레임 구성을 나타낸다.

2.5.2.3.1.1 LAC(Link Access Control) 부층

LAC부층은 층2의 사용자들간의 가변길이 서비스 데이터 유니트(SDU)를 고 신뢰도의 전송을 행한다.

2.5.2.3.1.1.1 층3 정합 부부층

층3 정합 부부층은 층3과 LLC 사이의 원시적인/파라미터 맵핑(mapping)을 실행하고, LLC SDUs에의/로부터의 분해
/조립을 수행한다.

2.5.2.3.1.1.2 LLC(Logical Link Control) 부부층

LLC 부부층은 에러제어, 흐름제어 등을 사용하는 고 신뢰성의 전송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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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1.2 MAC(Medium Access Control) 부층

MAC 부층은 LLC PDU의 에러를 검출하고, LLC PDU를 층1 프레임에의/으로부터의 분해/조립을 행한다.

2.5.2.3.2 기능

2.5.2.3.2.1 LAC(Link Access Control) 부층의 기능

2.5.2.3.2.1.1 층3 정합 부부층

a) 신호 층3의 PDU 조립 및 분해

본 기능은 LLC PDU로부터의 신호 층3 데이터 유니트의 조립 및 LLC PDU에의 신호 층3의 분해를 위해서 제공된다.

b) 링크제어

본 기능은 SAPI에 의해서 LAC SDU를 처리하는 층3 엔티티(layer 3 entity)를 특정한다. 그 적용은 더 검토되어야 
한다.

c) 코드 유형 식별(CODE TYPE IDENTIFICATION)

본 기능은 바이브리드(hybrid) ARQ를 채용할 때에 코드유형을 식별한다.

2.5.2.3.2.1.2 LLC(Logical Link Control) 부부층

a) 시퀀스 인터그리티(SEQUENCE INTEGRITY)

본 기능은 본 층에 의해 전송을 위해 결정되는 LLC SDUs의 순서(order)가 보유한다.

b) 선택적 재송신에 의한 에러 보정

순서화 메카니즘에 의해, 수신측 ULLC 엔티티는 미싱(missing) LLC SDUs를 검출할 수 있다. 본 기능은 재송신에 의
해 시퀀스 에러를 보정한다.

c) 흐름제어

본 기능은 LLC 수신측에 의한 발신측 피어(peer) LLC 엔티티의 정보송신율의 제어가 가능하게 한다.

d) 층관리에의 에러 보고(ERROR REPORTING TO LAYER MANAGEMENT)

본 기능은 층관리에 발생한 에러를 지시한다.

e) 통신 보유(KEEP ALIVE)

본 기능은 링크를 구성하는 2개의 피어 LLC 엔티티(peer LLC entity)가 데이터전송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도 링크접속 확립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증한다.

f) 로컬 데이터 검색(LOCAL DATA RETRIEVAL)

본 기능은 로컬 LLC 사용자가 LLC 엔티티에 의해 아직 해방되지 않은 비연속적 SDUs를 검색 가능하게 한다.

 - 112 -



등록특허 10-0366286

 
g) 접속제어

본 기능은 LLC 링크의 확립, 해방, 재동기화를 실행한다. 또한, 전달의 보증을 요하지 않고서 사용자간의 가변길이 정
보의 전송을 허용한다.

h)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

본 기능은 LLC의 사용자간의 사용자 데이터의 반송을 위해서 사용된다. 상기 LLC는 보증된 데이터 또는 보증되지 않
은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의 전송을 지지한다.

i) 프로토콜 에러의 검출 및 복구

본 기능은 프로토콜의 조작중에 생긴 에러를 검출하고 구 에러를 복구한다.

j) 상태보고

본 기능은 발신측 및 수신측의 피어 엔티티(peer entity)사이에서 상태정보 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2.5.2.3.2.2 MAC(Medium Access Control) 부층의 기능

a) CRC 에러 검출 및 처리

본 기능은 CRC에 의해 LLC PDU의 부식의 검출 및 처리를 제공한다. 상기 부식한 LLC PDU는 폐기된다.

b) LLC PDU 또는 BTS 층3의 층1 프레임에의/로부터의 조립 및 분해(ASSEMBLY AND DISASSEMBLY OF LLC 
PDU OR BTS LAYER 3 PDU FROM/TO LAYER 1 FRAMES)

본 기능은 LLC PDU 또는 BTS 층3의 층1 프레임으로부터의 조립 및, LLC PDU 또는 BTS 층3의 층1 프레임으로의 
분해를 위해서 제공된다.

본 기능은 MAC PDU의 길이를 층1 프레임의 정수 배로 신장하기 위한 패딩(padding)기능도 포함된다. 또, RACH를 
통한 전송시에는 MAC PDU의 2중 수신배제를 위해서 시퀀스 번호를 부여한다.

c) 어드레스 제어

본 기능은 PID(Personal Identity System)을 사용하여 예를 들면 각 이동단말에 대하여 RACH/FACH에서의 논리 링
크를 식별한다.

d) 신호내용의 구별

RACH, FACH, UPCH 상에서 전송된 정보를 사용자정보 또는 제어정보로 구별을 한다.

e) 종단 노드의 식별(IDENTITY OF TERMINATING NODE)

본 기능은 신호가 종단되는 노드를 BTS 기능노드 및 BSC 기능노드로의 구별 을 행한다.

2.5.2.3.3 데이터 유니트의 포맷 및 파라미터

2.5.2.3.3.1 LAC 부층에서의 PDUs의 포맷 및 파라미터

 - 113 -



등록특허 10-0366286

 
2.5.2.3.3.1.1 층3 정합 부부층 P여

a) SAPI(Service Access Point Identifier)

본 파라미터는 층2에 의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을 층3에 지시한다. 본 파라미터의 상세 내용은 도555에 개시되어 
있다.

b) ST

본 파라미터는 층3 PDU의 분해시에 층3 호환 부부층 PDUs(layer 3 compatible sub-sub-layer PDUs)에 부착된
다. 본 파라미터는 층3 PDU 추정(layer PDU estimation)을 올바른 순서로 행하기 위해서 참조된다. 본 파라미터는 
도556에 개시되어 있다.

c) 부호 유형 지시(CODE TYPE INDICATION)

본 파라미터는 바이브리드 ARQ의 채용시의 부호 유형을 나타낸다. 그 채용의 유무는 버전(version)에 의존한다. 본 
파라미터는 도557에 개시되어 있다.

d) 예약 파라미터(RESERVED PARAMETER)

본 파라미터는 층3 정합 부부층의 버전 등을 나타낸다. 본 파라미터는 도558에 개시되어 있다.

2.5.2.3.3.1.2 LLC PDUs

2.5.2.3.3.1.2.1 LLC PDUs의 유형

도559 및 도560은 LLC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PDUs)의 각종 유형을 나타낸다. LLC PDUs의 유형에 대한 정의를 
이하에서 설명한다.

a) BGN PDU (개시; BEGIN)

BGN PDU는 2개의 피어 엔티티사이에서의 LLC 링크의 확립을 위해서 사용된다. BGN PDU는 피어의 송신측 및 수신
측 버퍼의 클리어(clear)를 요구함과 동시에 피어의 송신측 및 수신측 상태변수(state variables)의 초기화를 요구한
다.

b) BGAK PDU (개시 확인)

BGAK PDU는 피어 엔티티로부터의 층2의 링크 셋업 요구의 수용의 확인을 위해서 사용된다.

c) BGREJ PDU (개시 거절)

BGREJ PDU는 피어 LLC 엔티티로부터의 층2의 링크 셋업 요구의 거절을 위해서 사용된다.

d) END PDU (종료)

END PDU는 2개의 피어 엔티티사이에서의 LLC 링크의 해방을 위해서 사용된다.

e) ENDAK PDU (종료 확인)

ENDAK PDU는 LLC 링크의 해방의 확인을 위해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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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RS PDU (재동기화)

RS PDU는 버퍼 및 데이터 전송 상태변수의 재동기화를 위해서 사용된다.

g) RSAK PDU (재동기화 확인)

RSAK PDU는 피어 LLC 엔티티의 재동기화 요구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사용된다.

h) ER PDU (에러 복구)

ER PDU는 프로토콜 에러의 복구를 위해서 사용된다.

i) ERAK PDU (에러 복구확인)

ERAK PDU는 프로토콜 에러의 복구 확인을 위해서 사용된다.

j) SD PDU (시퀀스 데이터)

SD PDU는 시퀀스 번호가 첨부된 것으로서 LLC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PDUs의, LLC 링크를 
통한 전송을 위해서 사용된다.

k) POLL PDU (상태요구)

POLL PDU는 LLC 링크를 통하여 피어 LLC 엔티티에 대한 상태정보의 송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l) STAT PDU (불변상태의 응답; SOLICITED STATES RESPONSE)

STAT PDU는 피어 LLC 엔티티로부터 수신한 상태요구(POLL PDU)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사용된다. 상기 요구에는 
N(R) 필드에서의 SD PDUs 및 SD-with-POLL PDUs의 수신상태, N(MR) 필드에서의 피어 송신측의 신용(credit)
정보, POLL PDU 또는 SD-with-POLL PDU에 대응하는 N(PS) 필드에서의 시퀀스 번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m) USTAT PDU (가변상태의 응답; UNSOLICITED STATES RESPONSE)

USTAT PDU는 SD PDU의 시퀀스 번호의 검사에 근거하여 단일 또는 복수의 미 싱(missing) SD PDUs의 검출에 관
해서 응답한다. 상기 응답에는 N(R) 필드에서의 SD PDUs의 수신상태에 관한 정보와, N(MR) 필드에서의 피어 송신
측에 대한 상위 윈도우 에지(upper-window-edge) 정보가 포함된다.

n) SD-with-POLL PDU (상태요구를 가진 순차 데이터; SEQUENCED DATA WITH STATUS REQUEST)

SD-with-POLL PDU는 시퀀스 번호가 첨부된 것으로서 LLC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PDUs를 
LLC 링크를 통해서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피어 LLC 엔티티에 관한 상태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o) UD PDU (불특정 데이터 PDU; UNNUMBERED DATA PDU)

UD PDU는 2개의 LLC 사용자사이에서의 불확실한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 사용된다. LLC 사용자가 확인이 없는 정보
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UD PDU는 그 피어 엔티티에 LLC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혹은 가변상태로 정보를 송신
하기 위해 사용된다. UD PDUs는 시퀀스 번호가 없으며, 따라서 UD PDU는 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소실될 수 있다.

p) MD PDU (관리 데이터 PDU; MANAGEMENT DATA 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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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PDU는 2개의 관리 엔티티 사이에서의, 보증이 없는 관리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 사용된다. 관리 엔티티가 확인이 
없는 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MD PDU는 피어 관리 엔티티에 LLC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또는 가변상태로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UD PDU는 시퀀스 번호가 없으며, 따라서 UD PDU는 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소실될 
수 있다.

한편, 무효 PDU(invalid PDU)는 a) PDU의 코드 유형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 또는 b) 상기한 유형에 속하는 PDU가 
올바른 길이를 갖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PDU이다.

무효 PDU는 송신 주체에 통지하지 않고서 포기된다. 그와 같은 무효 PDU의 결과로서 아무런 추가적 조치는 이루어지
지 않는다. 상기 항목 b) 및 c)으로부터의 길이 위반은 층 관리에 보고된다.

2.5.2.3.3.1.2.2 LLC PDUs의 포맷

도72 내지 도88은 LLC PDUs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3.3.1.2.1장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16개 유형의 PDU가 있다.

    
도72는 PDU (SD PDU)의 시퀀스 데이터를 나타내고, 도73은 상태요구를 포함하는 시퀀스 데이터 PDU(SD-with-
P0LL PDU; sequenced-data-with- status-request PDU)를 나타내며, 도74는 상태요구 PDU(POLL PDU)를 나
타내고, 도75는 불변상태 PDU(STAT PDU)를 나타내며, 도76은 가변상태 PDU(USTAT PDU)를 나타내며, 도77은 
유니트 데이터 PDU(UD PDU) 및 관리 데이터 PDU(MD PDU)를 나타내고, 도78은 개시 PDU(BGN PDU)을 나타내
며, 도79는 개시 확인 PDU(BGAK PDU)를 나타내고, 도80은 개시 거절 PDU(BGREJ PDU)를 나타내며, 도81은 종
료 PDU(END PDU)를 나타내고, 도82는 종료 확인 PDU(ENDAK PDU)을 나타내며, 도83은 재동기화 PDU(RS PD
U)를 나타내고, 도84는 재동기화 확인 PDU(RSAK PDU)를 나타내며, 도85는 에러복구 PDU(ER PDU)를 나타내고, 
도86은 에러복구확인 PDU(ERAK PDU)를 나타낸다.
    

2.5.2.3.3.1.2.2.1 코드화의 규정(coding conventions)

LLC PDU의 코드화는 2.1/I.361[4]에서 특정된 코드화 규정에 의해 구성된다. 또, LLC PDU는 트레일러 배향형(tra
iler oriented)이다. 예를 들면, 프로토콜 제어정보는 말미에 송신된다.

2.5.2.3.3.l.2.2.2 예약 필드

각 PDU에는 예약 비트(즉 R, Rsvd, Reserved)가 있다. 예약 필드의 한 기능은 PDU의 8비트 정렬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8비트 정렬 이외의 기능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그 필드
에는 코드가 영(zero)으로 되어 있다. 그 필드는 수신측에 의하여 무시된다.

2.5.2.3.3.l.2.2.3 PDU 길이

SD, UD 및 MD PDUs에서의 정보필드의 최대길이는 k 옥텟(octet)이다. k의 최대치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k의 값은 
LLC 외의 사이즈 절충수속에 의하여 상호적 동의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상호적 동의가 있으면 LLC를 사용하는 다른 
추장(推奬) 예에 의해 특정하여도 된다. 또는, LLC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PDU 사이즈의 최대길이에서 유래되어
도 된다. k의 최소치는 0 옥텟이다.

가변길이 SSC0P-UU 필드의 최대길이는 j 옥텟이다. j의 최대치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j의 값은 상호적 동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LLC를 사용하는 다른 추장 예에 의해 특정하여도 된다. 또는 LLC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요구로부터 유
래되어도 된다. j의 최소치는 O 옥텟이다.

2.5.2.3.3.1.2.2.4 STAT 및 USTAT PDU의 코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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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USTAT PDU는 2개의 리스트(list)요소를 갖는다. 각 STAT PDU는 영(zero) 또는 그 이상의 리스트 요소를 포함
한다. 송신된 STAT의 메시지는 1개 이상의 STAT PDU로 분할되어도 된다.

STAT PDU의 수속은 다른 STAT PDUs에 있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는 예를 들면 복수의 STAT PDUs가 단일
의 POLL PDU에 대한 응답으로서 생성되었다고 해도 엄밀하게 성립하며, 상기 단일 또는 복수의 STAT PDUs는 소멸
한다.

STAT 및 USTAT PDUs에서의 스팬 리스트 아이템(span list item)은 홀수 또는 짝수의 리스트 요소이고, 해당 리스
트 요소는 선택적인 재송신의 요구를 위해서 사용된다. 각 홀수요소는 미싱 갭(missing gap)의 최초 PDU를 표현하며, 
각 짝수요소는 수신한 시퀀스의 최초 PDU를 표현하지만 예외로서 최후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5.2.3.3.1.2.3 LLC 프로토콜 엔티티의 상태

본 항에서는 LLC 엔티티의 상태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들 상태는 피어대 피어(peer-to-peer) 프로토콜의 특정예
에서 사용된다. 상기 상태는 관념적인 것이며, 신호 시퀀스에서 및, 사용자와 피어 사이의 PDU 교환시에 있어서 LLC 
엔티티의 일반적인 상태를 각각 반영한다. 또한, 설명에 있어서는 부가적 상태들의 식별을 피하기 위하여 SDLs에서 상
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다른 상태들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인 상태를 이하에 나타낸다.

상태1 (유휴상태; idle)

각 LLC 엔티티는 관념적으로 유휴상태(상태l)에서 개시되고, 접속을 해방하면 이 상태로 복귀한다.

상태2 (발호접속계속상태; Outgoing Connection Pending)

피어와의 접속요구중에 있는 LLC 엔티티는 피어로부터의 확인을 수신할 때까지 발호접속계속상태(상태 2)에 있다.

상태3 (착호접속계속상태; Incoming Connection Pending)

피어로부터 접속요구를 수신하고 사용자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LLC 엔티티는 착호접속계속상태(상태3)에 있다.

상태4 (발호비접속계속상태; Outgoing Disconnection Pending)

피어대 피어(peer-to-peer) 접속의 해방을 요구하고 있는 LLC 엔티티는 피어 엔티티가 해방되고 유휴상태(상태1)
로 이행하였다는 확인을 수신할 때까지 발호비접속계속상태(상태4)에 있다.

상태5 (발호재동기계속상태 ; Outgoing Re-synchronization Pending)

피어와의 접속의 재동기를 요구하고 있는 LLC 엔티티는 발호재동기계속상태(상태5)에 있다.

상태6 (착호재동기계속상태 ; Incoming Re-synchronization Pending)

피어로부터의 재동기의 요구를 수신하고 사용자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LLC 엔티티는 착호재동기계속상태(상태5)에 
있다.

상태7 (발호회복계속상태; Outgoing Recovery Pending)

피어와의 기존 접속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LLC 엔티티는 발호회복계속상태(상태7)에 있다.

상태8 (회복응답계속상태; Recovery Response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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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완료함과 동시에 그 회복완료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LLC 엔티티는 회복
응답계속상태(상태 8)에 있다.

상태9 (착호회복계속상태; Incoming Recovery Pending)

피어로부터 회복요구를 수신하고 사용자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LLC 엔티티는 착호회복계속상태(상태9)에 있다.

상태1O (데이터전송준비; Data Transfer Ready)

접속의 확립, 재동기 또는 에러 회복수속이 성공하면, 피어와 LLC 엔티티는 데이터전송준비상태(상태10)에 있으며, 
데이터전송의 실행이 가능해진다.

2.5.2.3.3.1.2.4 LLC 상태변수

본 항에서는 피어대 피어(peer-to-peer) 프로토콜에 사용된 상태변수를 설명한다. SD 및 POLL PDUs에는 각각 순
차적이고 독립적인 시퀀스 번호가 첨부되고, 0과 n-1[여기서, n은 시퀀스 번호의 모듈러스(modulus)이다]사이의 값
을 가진다. 상기 모듈러스는 28 과 같으며, 이에 따라 전 범위에서의 시퀀스번호의 사이클은 O에서 28 -1까지이다. 이
하의 상태변수 및 시퀀스번호에 근거하는 모든 산술조작은 모듈러스[VT(S), VT(PS), VT(A), VT(PA), VT(MS), 
VR(R), VR(H), VR(MR)]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송신측의 변수를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VT(A)는 베이스(
base)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신측의 변수를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VR(R)가 베이스로서 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가변상태 VT(SQ) 및 VR(SQ)에는 모듈로 256 산술(modulo 256 arithmetic)을 사용한다. 송신측에서의 
다음의 상태변수는 LLC 부부층이 관리한다.

a) VT(S) ; 송신상태변수(Sending state variable)

본 변수는 제1회째 송신(재송신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다음에 송신되는 SD PDU의 시퀀스 번호이다. 본 변수는 제1회
째(재송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전송에서의 SD PDU의 송신 후에 번호가 증가한다.

b) VT(PS) ; POLL송신상태변수(Poll Sending state variable)

본 변수는 현재 전송된 POLL PDU 또는 SD-with-POLL-PDU의 시퀀스 번호이다. 본 변수는 다음의 POLL PDU 또
는 SD-with-POLL PDU의 송신 전에 증가한다.

c) VT(A) ; 확인상태변수(Acknowledge state variable)

본 변수는 다음에 확인이 예상되는 인-시퀀스(in-sequence) SD PDU의 시퀀스 번호이며, SD PDUs를 확인하는 확
인 윈도우(acknowledge window) 의 하위 에지(lower edge)를 형성한다. 변수 VT(A)는 송신된 SD PDUs의 확인
에 응답하여 갱신된다.

d) VU(A) ; POLL 확인상태변수(POLL acknowledge state variable)

본 변수는 다음에 수신이 예상되는 STAT PDU의 시퀀스 번호이고, STAT PDUs를 구성한 확인 윈도우의 하위 에지를 
형성한다. N(PS) 필드에서의 무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STAT PDU가 수신된 경우, 회복이 개시되거나 또는 해방이 
실행된다. 그 반면, 유효한 STAT PDU가 수신되면 VT(PA)은 수신된 STAT PUDU의 N(PS) 필드에서의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갱신된다.

e) VT(MS) ; 송신상태변수의 최대치(Maximum Send state variable)

본 변수는 피어 수신측(peer reciever)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SD PDU의 시 퀀스 번호이다. 즉, 피어 수신측은 VT
(MS)-1까지의 시퀀스 번호를 갖는 SD PDUs를 순차적으로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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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수 VT(MS)는 전송 윈도우의 상위 에지(upper edge)를 나타낸다. 송신측은 현재 VT(S)가 VT(MS)에 도달
하면 새로운 SD PDU를 전송하지 않는다. 상기 변수 VT(MS)는 USTAT PDU, STAT PDU, BGN PDU, BGAK PDU, 
RS PDL, RSAK PDU, ER PDU 또는 ERAK PDU의 수신에 응답하여 갱신된다.

f) VT(PD) ; POLL 데이터 상태변수(POLL data state variable)

확인이 미정(outstanding)인 경우, 본 상태변수는 두 개의 POLL PDUs의 송신 사이에서 송신된 SD PDUs의 번호, 또
는 POLL 타이머가 기동한 후, 최초의 POLL PDU의 송신 전에 송신된 SD PDUs의 번호를 나타낸다. 상기 변수 VT(P
D)는 SD PDU의 송신에 응답하여 증가함과 동시에, POLL PDU의 송신에 의해 영(zero)으로 리세트된다.

g) VT(CC) ; 접속제어상태변수(Connection Control state variable)

본 변수는 확인되지 않은 BGN, END, ER 또는 RS PDUs의 번호를 나타낸다. 변수 VT(CC)는 BGN, END, ER 또는 
RS PDU의 송신에 응답하여 증가한다. END PDU가 프로토콜 에러에 응답하여 송신되면, LLC 부부층은 대응하는 EN
DAK PDU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상태1(유휴상태)로 이행하며, 상기 변수 VT(CC)는 증가하지 않는다.

h) VT(SQ) ; 송신측 접속 시퀀스상태변수(Transmitter Connection Sequence state variable)

본 상태변수는 수신측이 재송신된 BGN, ER, RS PDU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본 상태변수는 LLC 
과정의 성립에 응답하여 "0"으로 초기화됨과 동시에 증가하며, 그후 도78, 도83 및 도85에 나타낸 바와 같이 BGN, R
S 또는 ER PDU의 최초 송신보다 전에 BGN, RS 또는 ER PDU의 N(SQ) 필드에 맵핑된다.

또한, LLC 부부층은 수신측에서 다음의 상태변수를 관리한다.

a) VR(R) ; 수신상태변수(Receive state variable)

본 상태변수는 다음에 수신이 예측되는 인-시퀀스(in-sequence) SD PDU의 시퀀스 번호이다. 본 변수는 다음의 SD 
PDU의 수신에 응답하여 증가한다.

b) VR(H) ; 최고 예상치 상태변수(Highest expected state variable)

본 상태변수는 다음에 수신이 예측되는 전송 윈도우에서의 인-시퀀스 SD PDUs의 시퀀스 번호중에서 최고치 번호이
다. 상기 변수 VR(H)는 새로운 SD PDU의 수신에 응답하거나 또는 POLL PDU의 수신에 응답하여 갱신된다.

c) VR(MR) ; 수신 허용량의 최대치에 의한 상태변수

본 변수는 수신측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SD PDU의 시퀀스 번호이다. 즉, 수신측은 VR(MR)-1까지의 시퀀스 번호
를 갖는 SD PDUs를 순차적으로 수신한다. 상기 수신측은 VR(MR)과 동일하거나 큰 N(S) 필드에서의 파라미터를 갖
는 SD PDU를 포기한다. 그러한 SD PDU의 수신은 USTAT PDU을 전송하게 한다. 상기 변수 VR(MR)의 갱신방식은 
장치에 따라 임의로 운용할 수 있지만, VR(MR)은 VR(H)보다 낮은 값에 설정할 수 없다.

d) VR(SQ) ; 수신측 접속 시퀀스 상태변수

본 상태변수는 재전송되는 BGN, ER, RS PDUs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된다. BGN, ER 또는 RS PDU의 수신에 응답하
여, 본 상태변수는 상기 수신된 BGN, ER, RS PDU의 N(SQ) 필드에서의 값과 비교되고, 그후 N(SQ) 필드에서의 값
은 상기 변수 VR(SQ)로 할당된다. 상기 비교에 있어서, 그들 값이 다른 경우, PDU가 조사검토됨과 동시에, VR(SQ)
가 N(SQ)로 설정된다. 그 반면, 값이 같은 경우, PDU는 재송신된 것으로 판정된다.

2.5.2.3.3.1.2.5 LLC PDU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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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S)

도72 내지 도7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새로운 SD, SD-with-POLL 또는 POLL PDU이 언제 생성되든지 간에 변수 VT
(S)는 상기 새로운 SD, SD-with-POLL 또는 POLL PDU의 필드의 N(S)에 맵핑된다.

b) 정보 필드

SD, SD-with-POLL, MD 또는 UD PDU의 정보필드는 도72, 도73 및 도7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AA-DATA, 
MAA-UNITDATA, AA-UNITDATA의 "메시지 유니트 파라미터"로부터 맵핑된다. 그후, 이 필드의 정보는 대응하
는 AA-DATA, MAA-UNITDATA 또는 AA-UNITDATA 지시(indication)의 "메시지 유니트"로 재차 맵핑된다.

c) N(PS) .

    
변수 VT(PS)가 증가한 후에, 변수 VT(PS)는 SD-with-POLL 또는 POLL PDU이 언제 생성되든지 간에 도73 및 도
7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SD-with-POLL 또는 POLL PDU의 N(PS)필드에 맵핑된다. 또한, SD-with-POLL 또
는 POLL PDU의 수신측은 수신한 SD-with-POLL 또는 POLL POLL PDU의 N(PS)필드의 내용을, 도75에 나타낸 
바 와 같이 STAT PDU의 N(PS)필드에 맵핑한다. 그후, 에로 복구 수속을 촉진하기 위해서, 변수 VT(PS)에 대한 S
D-with-POLL 또는 POLL PDU의 N(PS)필드로의 맵핑에 추가하여, N(PS)필드를 포함하는 SD-with-POLL 또는 
POLL PDU는 PUD가 언제 송신되든지 간에 송신측 버퍼에 저장되어 있다.
    

d) N(R)

도75 및 도76에 나타낸 바와 같이 STAT 또는 USTAT PDU가 언제 생성되는지 간에, 변수 VR(R)은 STAT 또는 U
STAT PDU의 N(R)필드에 맵핑된다.

e) N(MR)

도75,도76,도78,도83,도84 및 도85에 나타낸 바와 같이 STAT, USTAT, RS, RSAK, ER, ERAK, BGN 또는 BGAK 
PDU가 언제 생성되든지 간에, 변수 VR(MR)은 STAT, USTAT, RS, RSAK, ER, ERAK, BGN 또는 BGAK PDU의 
N(MR)필드에 맵핑된다. 이 변수는 수신측에 의한 신용(credit)승인의 기초가 된다.

f) SSCOP-UU

도78~81 및 도83에 나타낸 바와 같이 BGN, BGAK, BGREJ, END 및 RS PDU 내의 SSCOP-UU는, 대응하는 SSCO
P 신호의 파라미터 "SSCOP-UU"로부터 맵핑됨과 동시에 "SSCOP-UU"에 맵핑된다.

g) 소오스 비트(S)

END PDU에서, 도81의 소오스 비트(S)는 해방의 원인(originator)이 SSCOP 사용자 및 SSCOP 자체중 어느 것인지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END PDU의 송신이 사용자에 의하여 개시되면, 상기 소오스 비트는 "0"으로 설정된다. 그 
반면, END PDU의 송신이 SSCOP에 의하여 개시되면, 상기 소오스 비트는 "1"로 세트된다. 상기 소오스 비트는 AA-
RELEASE(AA-해방)의 소오스 필드에 맵핑된다.

h) N(SQ)

이 필드는 접속 시퀀스 값을 전달한다. 변수 VT(SQ)는 새로운 BGN, RS 또는 ER PDU가 언제 송신되든지 간에 상기 
새로운 BGN, RS 또는 ER PDU의 N(SQ)필드에 맵핑된다. 이 필드의 파라미터는 재전송된 BGN, RS, ER PDUs를 식
별하기 위해서 변수 VR(SQ)와 함께 수신측에 의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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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DU 유형 필드

PDU 유형 필드에 대한 코딩은 도559 및 도560으로 구성된 리스트에 나타나 있다.

2.5.2.3.3.1.2.6 LLC 타이머

LLC 타이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2.5.2.3.3.1.2.7 LLC 프로토콜 파라미터

각 LLC 프로토콜 파라미터를 이하에서 설명한다.

a) Max-CC

본 파라메터는 변수 VT(CC)의 최대 수(maximum number)이고, BGN, END, ER 또는 RS PDU의 송신의 최대 한계
(maximum limit)에 대응하고 있다.

b) Max-PD

본 파라미터는 POLL PDU의 송신 전, 그리고 VT(PD)가 영(zero)으로 리세트되기 전의 변수 VT(PD)의 최대 수이다.

c) Max-STAT

    
본 파라미터는 STAT PDU에 포함될 수 있는 리스트 요소 중의 최대 수이다. 리스트 아이템의 수가 Max-STAT를 넘
는 경우, STAT 메시지는 세그먼트 분할된다. STAT 메시지로 이루어진 세그먼트를 지니는 모든 PDU는 아마 최후의 
것을 제외하고는 Max-STAT의 리스트 아이템을 포함한다. 본 파라미터는 STAT PDU의 수신측에 의하여 길이 체크
를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지만, 세그먼트 분할을 위하여 STAT 메시지의 송신측에 의해서만 사용된다. 본 파라미터는 
3이상의 홀수(정수)이어야 한다. 본 파라메터는 장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Max-STAT의 디폴트(default)값은 STAT PDU가 AAL 타입 5의 통상 부분을 사용하는 6 ATM 셀(six ATM cell 
using AAL type 5 common part)을 채우도록 한다. 또한, STAT PDU의 총 길이는 SD PDU의 최대 길이를 넘지 않
아야 한다.

d) 클리어-버퍼(clear-buffers)

    
본 파라미터는 접속의 확립에 근거하여 설정된다. 본 파라미터는 각각 "Yes" 및 "No"를 나타내는 두 값중 하나를 유지
한다. 본 파라미터가 "Yes"로 설정되면 LLC 부부층은 접속해방에 응답하여 송신 버퍼를 클리어하고 송신 큐(transm
ission queue)를 해방할 수 있다. 본 파라미터가 "No"로 설정되면 LLC 부부층은 접속해방이 발생하더라도 송신 버퍼
를 클리어 하지 못하며 송신 큐를 해방할 수 없다. 또, 본 파라미터가 "No"에 설정되면 버퍼에 오래된 메시지가 남아 있
으면 LLC 부부층은 송신 버퍼로부터 확인된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해방할 수 없다.
    

e) 신용(credit)

본 파라미터는 신용의 통지를 층 관리(layer management)에 조정(coordinate)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부적당한 신
용에 기인하여 LLC 부부층이 새로운 SD 또는 SD-with-POLL PDU의 송신을 방해하는 경우, 상기 신용 파라미터는 "
No"를 나타내는 값으로 할당된다. 그 반면, LLC 부부층이 새로운 SD 또는 SD-with-POLL PDU의 송신을 허용하는 
경우, 상기 신용 파라미터는 "Yes"를 나타내는 값으로 할당된다. 상기 신용 파라미터의 초기 값은 "Yes"로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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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3.1.2.8 LLC 신용 및 흐름제어

2.5.2.3.3.1.2.8.1 신용 및 피어대 피어(peer-to-peer) 흐름제어

신용은 피어 LLC 송신측이 새로운 SD 또는 SD-with-POLL PDUs의 전송을 허용하도록 LLC 수신측에 의하여 승인
된다. 수신측 엔티티가 신용을 결정하는 수속은 임의이지만, 버퍼 유효성과 접속의 대역폭 및 지연에 관련된다.

변수 VR(MR)은 수신측에 의해 송신된 각 BGN, BGAK. RS, RSAK, ER, ERAK, STAT 및 USTAT PDUs의 N(MR)
필드에 포함되며, 그후 상기 VR(MR)은 송신측으로 전달된다. 수신측에서는 N(MR)의 내용을 읽어내어 변수 VT(MS)
로서 저장한다. 수신측에 송신된 변수N(MR)은 수신측이 받지 못하는 SD 또는 SD-with-POLL PDU의 시퀀스 번호
이다.

송신측은 허용된 신용을 초과하는 시퀀스번호를 갖는 어떠한 SD 또는 SD-with-POLL PDU를 송신하지 않는다. 수신
측은 허용된 신용을 초과하는 시퀀스 번호를 갖는 어떠한 SD 또는 SD-with-POLL PDU도 포기한다. 그러한 SD 또
는 SD-with-POLL이 수신되는 경우에는 USTAT PDU을 송신하게 한다.

이미 승인된 신용을 신용측이 흐름제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저감시킬 수 있지만, 수신측 신용의 변수 VR(MR)를 변수 
VR(H)보다 저감시킬 수는 없다. 즉, 수신측이 VR(H)-1인 시퀀스 번호를 갖는 SD 또는 SD-with-POLL PDU를 수
신하고 그 수신을 확인하면, 신용값 VR(MR)은 VR(H)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된다.

LLC 프로토콜에 따른 조작 윈도우의 하위 경계(lower bound)는 변수 VT(A)이며 그 상위 경계는 VT(MS)-1이다. 
상기 프로토콜의 모듈러스는 조작 윈도우의 시퀀스 번호 범위로부터 28 -1사이의 값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수신측에
서는 산술적 모듈로(modulo)에 의하여 허용가능한 시퀀스 번호(승인된 신용)는 VR(H)에서 VR(R)-1 사이의 값이어
야 한다. VR(MR)=VR(R)=VR(H)이면 조작 윈도우는 영(zero)이 된다. VR(MR)=VR(R)-1이면 조작 윈도우는 최
대가 된다.

    
LLC 수신측은 각 접속의 지지를 위해서 버퍼를 할당한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수신측의 버퍼는 성공적으로 송신된 데
이터의 포기를 피하기 위해서 승인된 신용을 송신측과 일치시키거나 또는 초과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제한된 버퍼
가 접속에 유효한 경우, 유효한 버퍼 용량(capacity)을 초과하여 신용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신용을 유효한 
버퍼로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는 것보다도 높은 정보량을 얻을 수 있지만,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포기해야 하
는 가능성이 있다. 수신측은 이전에 수신되고 확인되었지만 아직 전달되지 않은 SD 또는 SD-with-POLL PDU를 포
기할 수 없다. 또한, 수신측은 VR(R)=VR(H)=VR(MR)가 되지 않은 한, 항상 충분한 버퍼용량을 할당해 놓고, VR(
R)과 동일한 시퀀스 번호를 갖는 SD 또는 SD-with-POLL PDU를 전달해야 한다. 제한된 버퍼가 접속을 지지하기 위
하여 유효한 경우와 LLC 수신측이 이 방법을 이용한 접속을 위하여 요구된 서비스 품질(QOS)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
는 경우에만 신용의 승인은 버퍼용량을 초과하여 실행될 수 있다.
    

2.5.2.3.3.1.2.8.2 로컬 흐름제어

PDU의 수신과 외부신호 및 내부신호의 수신과 같은 LLC 이벤트(events)는 통상 발생 순서에 따라서 처리된다. 그러
나, LLC 링크상태의 변경에 관한 이벤트는 다른 데이터 이송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장치는 하위 프로토콜 층에서 혼잡(congestion)(예를 들면 긴 대기행렬 지연(long queuing delay))을 검출하게 된다. 
이 경우, 접속제어 메시지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기 위하여 데이터 이송을 일시적으로 유보하여야한다. LLC 엔티티가 
혼잡을 판단하는 수단은 프로토콜 타이머 값을 포함하는 프로토콜 환경에 의존한다.

LLC 엔티티가 로컬 혼잡(하위 층 비지(busy))을 검출하면, 상기 서비스하는 AA-데이터 요구신호(AA-DATA req
uest signals), AA-유니트 데이터 요구신호(AA-UNITDATA request signals), MAA-유니트 데이터 요구신호(
MAA-UNITDATA request signals)를 유보하는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요구된 SD 또는 SD-with-POLL PDU의 
재송신을 유보할 수 있다. 이는 프로토콜에 에러를 생기게 하는 일없이, 데이터이송수속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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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어 수신측에 PDUs를 송신할 때, SD PDU, SD-with-POLL PDU, MD PDU 및 UD PDU를 제외하는 모든 
유형의 PDU에는 최상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상기 SD PDUs, SD-with-POLL PDUs, MD PDUs 및 UD PDUs는 동
등의 우선권을 갖는다. 재전송용 SD PDUs와 새로운 송신용 SD PDUs의 유형이 미정(pending)이면, SD PDUs의 재
전송은 새로운 SD PDUs의 송신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이러한 우선권은 본질적으로 LLC에만 인정된다. 사용자 인터페
이스에서의 LLC의 로컬 흐름제어는 장치에 의존한다.
    

2.5.2.3.3.2 MAC 부층에서의 MAC PDU의 포맷 및 파라미터와 논리채널상의 프레임 포맷 및 파라미터

이하, MAC 부층에서의 MAC PDU의 포맷 및 파라미터와 논리채널상의 프레임 포맷 및 파라미터에 대하여 도87 내지 
도9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87은 MDU의 프레임 포맷 및 보고채널(broadcasting channel; BCCH)상의 프레임 포맷을 나타내고, 도88은 MDU
의 프레임 포맷 및 퍼치 채널(perch channel; PCH)상의 프레임 포맷을 나타내며, 도89는 MDU의 프레임 포맷 및 랜
덤 액세스 채널(random access channel; RACH)상의 장단 프레임(long and short frame)의 포맷을 나타내고, 도9
0은 MDU의 프레임 포맷 및 순방향 액세스 채널(forward access channel; FACH)의 장(long) 프레임의 포맷을 나타
내며, 도91은 MDU의 프레임 포맷 및 순방향 액세스 채널의 단(short) 프레임의 포맷을 나타내고, 도92는 MDU의 프
레임 포맷 및 SDCCH(Stand alone Dedicated Control CHennel)의 프레임 포맷을 나타내며, 도93은 MDU의 프레임 
포맷 및 연합제어채널(Associated Control CHannel; ACCH)을 나타내며, 도94는 사용자 패킷 채널(User Packet C
Hannel; UPCH)을 나타낸다.
    

a) PAD

PAD 필드는 MAC PDU의 길이를 층1 프레임(layer 1 frame)의 정수 배로 확장하기(정수 옥텟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MAC PDU(MAC 부층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다. 상기 PAD 필드의 비트 또는 모든 비트는 "0"이어야 한다.

b) 길이

길이 필드는 PAD 필드를 포함하는 MAC PDU의 양을 지시하기 위하여 MAC PDU에 옥텟으로 삽입되어 있다.

c) CRC

에러검출코드를 포함하는 CRC는 수신측에서 어떠한 에러도 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MAC PDU에 첨부되어 
있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상위 층 프로토콜은 프레임의 재전송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도561은 CRC필드와, 대응하는 
프레임이 재전송되는 채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d) ST

세그먼트 유형(Segment Type; ST) 필드는 대응하는 층1 프레임이 원시(original) MAC PDU의 선두(top), 중간(m
iddle), 후미(end)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각 층1 프레임에 포함된다. 상기 세그먼트 유형은 MAC PDU가 층1 프레임
로 분해될 때 부착되고, MAC PDU 평가(evaluation)가 층1 프레임로부터 조립될 때 참조된다. 도562는 ST 필드의 
비트 코딩 및 그 의미를 나타낸다.

e) 기타

도89의 층1 프레임의 BI필드는 BCCH 식별(BCCH Identity; BI)정보이다. 도563은 BI필드의 비트코딩 및 그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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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9의 층1 프레임의 SFN은 업링크 장코드 위상의 탐색 및 슈퍼-프레임(super-frame) 동기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 프레임번호(System Frame Number; SFN)이다.

도89의 층1 프레임의 업링크 간섭(uplink interference) 필드는 대응하는 섹터마다의 가장 최근에 측정된 업링크 간
섭 레벨을 지시하는 업링크 간섭정보를 포함한다. 도564는 업링크 간섭 필드의 비트 코딩 및 그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
나, 그 측정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링크 간섭 필드의 모든 비트는 "1"이어야 한다.

도89 및 90중 어느 하나에서의 층1 프레임의 PID필드는 RACH 또는 FACH상에서 식별되는 메시지 또는 이동국을 식
별하기 위한 개인 식별자를 포함한다. 상기 PID는 정보길이는 16비트이다. 도565는 PID필드의 용도와 PID 값의 범위
의 관계를 나타낸다.

도89 내지 도91 및 도94중 어느 하나에 나타낸 RACH 또는 FACH 또는 UPCH상의 층1 프레임의 U/C 필드는, 사용자
정보 또는 제어정보가 상기 층1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지시하기 위한 식별자를 포함한다. 도566은 U/C필드의 
비트 코딩과 그 의미를 나타낸다.

도89 내지 도91 및 도94중 어느 하나에 나타낸 RACH, FACH 또는 UPCH상의 층1 프레임의 NT필드는, 종단(termi
nation) 식별자 또는 발단(inception) 식별자를 포함한다. 도567은 상기 TN필드의 비트 코딩 및 그 의미를 나타내다.

도91에 나타낸 FACH상의 단 층1 프레임(short layer 1 frame)의 MO 필드는 FACH의 모드를 식별하기 위한 비트이
다. 도568은 MO 필드의 비트 코딩 및 그 의미를 나타낸다.

에러검출코드를 포함하는 CRC필드는, 수신측에서 어떠한 에러도 검출할 수 있도록, 도87 내지 도9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각 층1 프레임에 부착되어 있다. 도569는 CRC필드의 길이와, 대응하는 프레임이 송신되는 채널 사이의 관계를 나
타낸다.

S필드는 도89에 나타낸 바와 같이 RACH상의 단 층1 프레임(short layer 1 frame)에 부착되어 있다. MAC PDU 평
가가 RACH상의 단 층1 프레임으로부터 조립될 때, S필드의 비트는 동일한 층1 프레임이 MAC PDU에서 중복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한다.

도87 내지 도94중 어느 하나에 나타낸 층1 프레임에서의 TA필드는 중첩코드(convolutional code)로서 꼬리 비트(t
ail bit)를 포함한다.

도90 내지 도92중 어느 하나에 나타낸 D필드는 더비 비트(dummy bit)를 포함한다.

2.5.2.4 층3 메시지(LAYER 3 MESSAGE)

다음으로, 본 발명 시스템의 층3의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이후의 설명에 있어서 ITU-T 권고 X, I 및 Q는 X, 
I 및 Q로 단축하여 표기하는 것이 있다.

2.5.2.4.1 프로토콜 구조

    
먼저, 층3의 프로토콜 구조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95는 무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구조의 일례를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95의 프로토콜 제어 엔티 티중에서 호/접속 제어(Call/connection Control) 엔티티는 Q.2931에 준거하
여 호제어 및 접속제어를 행한다. MM-P 엔티티는 Q.2932에 준거하여 사용자 인증 등의 사용자에 관한 이동 서비스
(mobility service) 관리를 행한다. MM-T(Terminal Mobility Management) 엔티티는 단말위치 등록 및 갱신과 
사용자 인증 등의 단말에 관한 이동서비스 관리를 행한다. RRC(Radio Resource Control) 엔티티는 무선 통신자원의 
할당 및 예약과, 핸드오버의 기동 및 종료의 개시를 취급한다. TAC(Terminal Association Control) 엔티티는 이동단
말과 망 사이의 신호접속(signaling connection)을 설립하고 해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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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2 메시지 포맷

다음에, 층3에서의 메시지 포맷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2.1 CC 엔티티 메시지의 포맷

먼저, CC(호/접속 제어) 엔티티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570은 CC 엔티티 메시지에 속하는 각종 메시지를 나타
내는 리스트이다. 다음에, 도570에 나타낸 각 메시지에 관해서 도571 내지 도62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리스트
에 있어서, "M"은 필수적인(mandatory) 정보요소임을 의미하고, "O"는 선택적인(optional) 정보요소임을 의미하며, "
OF"는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이 무선 전송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정보요소임을 의미한다.

2.5.2.4.2.1.1 주의 메시지(ALERTING MASSAGE)

우선, 주의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상기 주의 메시지는 착신(calling) 사용자 호출 시작된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착
신 사용자로부터 망으로 전송된 후에 망으로부터 발신(calling)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도571 내지 도573은 주의 메시
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의 메시지의 의미(significance)는 
글로벌(global)이며, 상기 주의 메시지가 수행되는 채널은 ACCH이고, 그 방향은 쌍방향(both)이다.

    
또, 도571에 있어서, 접속 식별자, 협대역 베어러 능력(narrow-band bearer capability) 정보요소, 협대역 상위층 정
합성(narrow-band higher layer compatibility) 정보요소, 이동 베어러 능력(mobile bearer capability) 정보요소 
및 이동 상위층 정보(mobile higher layer information) 정보요소는 다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광대역 상위층 정보(
broad-band high layer information) 정보요소는 상위층 정보선택 수속을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며, 이동 베어러 
능력(mobile bearer capability) 정보요소는 베어러 능력의 선택시에 사용된다.
    

2.5.2.4.2.1.2 호 진행 메시지(CALL PROCEEDING MESSAGE)

다음에, 호 수속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메시지는 요구된 호 셋업이 개시되고 더 이상의 호 셋업정보가 접수되지 
않은 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망으로부터 발신 사용자에게 또는 착신 사용자로부터 망에 송신된다. 도574 내지 도576은 
호 수속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정보요소에 관해서 나타낸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호 수속 메시지의 의미(si
gnificance)는 로컬(local)이며, 호 수속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 또는 ACCH이고, 그 방향은 쌍방향이다.

2.5.2.4.2.1.3 접속 메시지

다음에, 접속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접속 메시지는 착신 사용자가 호를 접수한 것을 통지하기 위해서, 착신 사
용자로부터 망에 또한 망으로부터 발신 사용자에게 송신된다. 도577 내지 도581은 접속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
를 나타내는 리스트를 형성한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속 메시지의 의미(significance)는 글로벌이며, 접
속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ACCH이고, 그 방향은 쌍방향이다.

    
또, 본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착신 사용자가 발신 사용자에게 광대역 하위층 정합성 정보를 반송하고 싶은 경우에, 
착신 사용자로부터 망으로의 접속 메시지에 광대역 하위층 정합성 정보요소가 포함된다. 또한, 착신 사용자로부터 망으
로의 접속 메시지가 광대역 하위층 정합성 정보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망으로부터 발신 사용자로의 접속 메시지에 광대
역 하위층 정합성 정보요소가 포함된다. 광대역 하위층 정보교섭(broadband low layer information negotiation)에 
대하여, 이 정보요소는 접속 메시지에 선택적(option)으로 포함되지만, 발신 사용자에 대하여 이 정보요소를 전송하지 
않은 망도 존재할 수 있다.
    

2.5.2.4.2.1.4 접속 확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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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접속 확인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접속 확인 메시지는 착신 사용자에 대하여 호가 확립된 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망으로부터 착신 사용자에게 송신된다. 또한, 상기 접속 확인 메시지는 대칭인 호제어수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해서 발신 사용자로부터 망에 송신된다. 도582는 접속 확인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 리
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속 확인 메시지의 의미는 로컬이고, 접속 확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ACCH이며, 그 
방향은 쌍 방향이다.
    

통지식별자 정보요소는 통지수속이 적용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또한, 복수의 통지식별자 정보요소가 접속 확인 메시지
내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 및 허용가능한 개수는 망에 의존한다.

2.5.2.4.2.1.5 진행 메시지(PROGRESS MESSAGE)

다음에, 진행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진행 메시지는 인터워킹(interworking)이 생겼을 때의 이벤트를 호 진행
(call progress)으로서 지시하기 위해서, 망으로부터 또는 사용자들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전송된다. 도583 내지 도58
5는 진행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를 형성한다. 본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진행 메시
지의 의미는 글로벌이고, 상기 접속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쌍방향이다.

2.5.2.4.2.1.6 셋업 메시지

다음으로, 셋업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셋업 메시지는 발신 사용자로부터 망으로, 또는 망으로부터 착신 사용자
에게, 호출 셋업을 개시시키기 위해서 송신된다. 도586 내지 도594는 본 셋업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셋업 메시지의 의미는 글로벌이고, 셋업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
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쌍방향이다.

2.5.2.4.2.1.7 해방 메시지

    
다음에, 해방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해방 메시지는 본 해방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는 장치가 접속 식별자(접속 
식별자가 있는 경우)를 해방시키고 호 기준(call reference)을 해방시키기 위해 FPLMTS 접속을 이미 절단하였음을 
지시하기 위하여, 망으로부터 또는 사용자들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송신된다. 또, 상기 해방 메시지를 수신한 장치에서
는 접속 식별자를 해방하고, 해방 완료 메시지를 송신한 후에 호 기준을 해방시켜야 한다. 또한, 접속 식별자에 대한 상
기 설명은 ATM이 장래에 공중 인터페이스에 적용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 도595는 본 해방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해방 메시지의 의미는 글로벌이고, 상기 해방 메시지
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쌍방향이다.
    

2.5.2.4.2.1.8 해방 완료 메시지

    
다음에, 해방 완료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해방 완료 메시지는, 해방완료 메시지를 송신하는 장치가 접속 식별자
(접속식별자가 있는 경우) 및 호 기준을 해방하였음을 지시하기 위해서, 망으로부터 또는 사용자들중 어느 한쪽으로부
터 송신된다. 상기 접속식별자는 해방되면 재이용이 가능해진다. 본 해방 완료 메시지를 수신한 장치는 호 기준을 해방
해야 한다. 또, 장래 ATM이 공중 인터페이스에 적용된 경우에만 상기 접속식별자에 관한 설명은 유효하게 된다. 도59
6은 본 해방 완료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해방 메시
지의 의미는 로컬이고, 상기 해방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쌍방향이다.
    

2.5.2.4.2.1.9 정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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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정보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정보 메시지는 부가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중 어느 한쪽 또는 망
에 의해서 송신된다. 구체적인 부가정보로서는 호출 셋업에 대한 부가정보[예를 들면 중복전송(overlap sending)] 또
는 각종 호 관련정보가 있다. 도597은 본 정보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상기 정보 메시지의 의미는 로컬이고(단지, 글로벌 의미를 갖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정보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 및 ACCH이며, 그 방향은 쌍방향이다.
    

2.5.2.4.2.2 MM-T 엔티티 메시지의 포맷

다음에, MM-T(terminal mobility management) 엔티티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2.2.1 MM-T 엔티티 메시지에 속하는 메시지

도598은 MM-T 엔티티 메시지에 속하는 메시지[이동 패실리티(mobility facility)]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포함하는 각종 메시지에 대해서는 메시지 유형 정보요소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
다. 즉, 상기 메시지 유형 정보요소에서의 상위(more significant) 3비트가 "011"이면, 대응하는 메시지는 Q.2931에 
규정된 메시지에 속한다. 또한, 하위(less significant) 5비트가 "00010"이면, 대응하는 메시지는 Q.2932에 규정된 
메시지이다. 그 이외에는 대응하는 메시지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이다.

2.5.2.4.2.2.2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도599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의 기원(genetic)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 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의 의미는 로컬이고, 그 방향은 쌍방향이다.

2.5.2.4.2.2.3 패실리티 정보

도599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의 패실리티 정보는 사실상 각종 정보요소로 구성된다. 상기 패실리티 정보의 내용은 대
응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의 용도에 따라서 변동한다. 따라서, 각종 용도에 대한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의 정보요소
의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한다.

(a) 단말위치 등록을 위한 Ms로부터 망으로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도600 및 도601은 단말위치의 갱신시 또는 이동국의 로밍(roaming)시에 위치등록의 요구를 위해서 이동국(MS)에서 
망으로 전송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낸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이동 패실
리티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protocol discriminator)는 MM-T를 지시하고, 메시지가 전송되는 채널은 SDCCH이
며, 그 방향은 이동국의 MCF로부터 망의 SACF로의 방향이다.

(b) 단말 위치등록을 위한 망으로부터 MS로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단말위치의 갱신시 또는 이동국의 로밍시에 (단말위치 등록의 요구에 대한 응답신호로서) 다른 유형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가 망으로부터 이동국으로 전송된다. 이 응답 메시지는 도602 내지 도604의 3개 리스트에 나타낸 3종료로 분류
된다. 이들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메시지의 각각에서 프로토콜 식별자는 MM-T를 지시하고, 각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이며, 그 방향은 망의 SACF로부터 이동국의 MCF로의 방향이다.

(b-1) "반송결과(return result)"를 지시하는 응답메시지

단말 위치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때에는 도602에 나타낸 "반송결과"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답 메시지)가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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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반송 에러"를 지시하는 응답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에러(application error) 등의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603에 나타낸 "반송 에러"를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답 메시지)가 송신된다.

(b-3) "거절(REJECT)"을 지시하는 응답메시지

정보요소의 불일치(discrepancy) 등에 의한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60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거절"을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답 메시지)가 송신된다.

(c) TMUI 할당을 위한 망으로부터 MS로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도605는 이동국(MS)에 배당된 TMUI를 이동국에 통지하기 위해서 망으로부터 dlk동국으로 전달된 이동 패실리티 메
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M
M-T를 지시하고,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이며, 그 방향은 망의 SACF 및 TACF로부터 이동국의 MCF 
및 TACAF로의 방향이다.

(d) TMUI 할당을 위한 MS로부터 망으로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다른 유형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TMUI 할당에 대한 응답 메시지임)가 이동 국(MS)으로부터 망으로 송출된다. 본 
응답 메시지는 도606 내지 도608의 3개 리스트에세 나타낸 3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각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MM-T를 지시하고, 각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이며, 그 방향은 이동
국의 MCF 및 TACAF에서부터 망의 SACF 및 TACF로의 방향이다.

(d-1) "반송결과"를 지시하는 응답메시지

TMUI가 정상적으로 할당된 경우에는 도606에 나타낸 "반송결과"를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답 메시지)가 
송신된다.

(d-2) "반송 에러"를 지시하는 응답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에러 등의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607에 나타낸 "반송 에러"를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
답 메시지)가 송신된다.

(d-3) "거절"을 지시하는 응답메시지

정보요소의 불일치 등의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608에 나타내는 "반송 에러"를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응답 메시지)가 송신된다.

(e) 인증 검토(Authentication Challenge)를 위한 망으로부터 MS로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도609 및 도610은 이동국의 정당성을 이동서비스 교환기가 인증하기 위해서 망에서 이동국(MS)으로 송출된 이동 패
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를 형성한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토콜 식별자는 
MM-T를 지시하고,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망의 SACF 및 TACF로부터 이
동국의 MCF 및 TACAF로의 방향이다.

f) 인증검토를 위한 MS로부터 망으로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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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형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인증검토에 대한 응답 메시지임)가 이동국으로부터 망으로 전송된다. 이 응답 메시
지는 각각 도611 내지 도613의 3개 리스트에 나타낸 3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각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MM-T를 지시하고, 각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이동국의 MCF 및 TACAF로부터 망의 SACF 및 TACF로의 방향이다.

(f-1) "반송결과"를 지시하는 응답메시지

인증이 정상적으로 요구된 경우에는 도611에 나타낸 "반송결과"를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응답 메시지)가 송신된다.

(f-2) "반송에러"를 지시하는 응답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에러 등의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612에 나타낸 "반송 에러"를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
답 메시지)가 송신된다.

(f-3) "거절"을 지시하는 응답 메시지

정보요소의 불일치 등의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절"을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답 메시지)가 송신된다.

(g) 암호개시 통지를 위한 망으로부터 MS로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도614는 이동국(MS)에 암호개시를 통지하기 위해서 망에서 이동국으로 송출된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
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리스트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MM-T를 지시하고,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망의 SACF 및 TACF로부터 이동국의 MCF 및 TA
CAF로의 방향이다.

(h) 암호개시 통지를 위한 MS에서 망으로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암호개시에 대한 응답신호로서) 다른 유형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가 이동국으로부터 망으로 송출된다. 이 응답 메시
지는 도615 내지 도617의 3개 리스트에 각각 나타낸 3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리스트에 나타낸 반와 같이, 이들 
각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MM-T를 지시하며,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 또는 ACCH이고, 그 방향은 
이동국의 MCF 및 TACAF로부터 망의 SACF 및 TACF으로의 방향이다.

(h-1) "반송결과"를 지시하는 응답 메시지

암호개시가 정상적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도615에 나타낸 "반송결과"를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답 메시지)
가 송신된다.

(h-2) "반송에러"를 지시하는 응답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에러 등의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616에 나타낸 "반송 에러"를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
답 메시지)가 송신된다.

(h-3) "거절"을 지시하는 응답 메시지

정보요소의 불일치 등의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617에 나타낸 "거절"을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답 메
시지)가 송신된다.

i) IMUI 탐색을 위한 망에서 MS로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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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18은 이동국에 이동국의 IMUI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서 망에서 이동국으로 송출된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를 구성
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MM-T를 지시
하며,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이고, 그 방향은 망의 SACF 및 TACF에서 이동국의 MCF 및 TACAF로의 
방향이다.

(j) IMUI 탐색을 위한 MS에서 망으로의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IMUI 문의에 대한 응답메시지로서) 다른 유형의 이 패실리티 메시지는 이동국으로부터 이동 서비스 교환기로 송출된
다. 이러한 응답메시지는 각각 도619 내지 도621에 나타낸 3개 리스트에 나타낸 3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리스트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토콜 식별자는 MM-T를 지시하고,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이며, 그 방향은 이
동국의 MCF 및 TACAF에서부터 망의 SACF 및 TACF으로의 방향이다.

(j-1) "반송결과"를 지시하는 응답메시지

IMUI가 정상으로 문의된 경우에는 도619에 나타낸 "반송결과"를 나타내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답메시지)가 송신
된다.

(j-2) "반송에러"를 지시하는 응답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에러 등의 비정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620에 나타낸 "반송에러"를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답
메시지"가 송신된다.

(j-3) "거절"을 지시하는 응답메시지

정보요소의 불일치 등의 비정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도621에 나타낸 "거절"을 지시하는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응답 메
시지"가 송신된다.

2.5.2.4.2.3 RBC(Radio Bearer Contro1: 무선 베어러제어) 엔티티 메시지의 포맷

다음으로, RBC 엔티티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2.3.1 RBC 엔티티 메시지에 속하는 메시지

도622는 RBC 엔티티 메시지에 속하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2.5.2.4.2.3.2 RBC 엔티티 메시지의 분류

다음으로, RBC 엔티티 메시지는 2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RBC-ID를 변화시키도록 베어러의 셋업 및 
해방을 행하는 것에 관계하고, 다른 하나는 RBC ID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베어러의 유지를 행하는 것에 관계한다. 도6
23은 RBC 엔티티 메시지의 분류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2.5.2.4.2.3.3.1 기본 메시지 포맷

다음으로, RBC 엔티티 메시지의 기본 포맷에 관해서 설명한다. 각 RBC 엔티티 메시지는 기본 부분과 확장 부분으로 구
성된다. 상기 기본 부분은 하나 이상의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message-specific-parameter)필드와 하나 이상의 선
택적(optional) 기본정보 필드로 구성된다. 도96은 RBC 엔티티 메시지의 기본 포맷을 나타낸다.

도96의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필드는 메시지의 적어도 하나의 특유(unique)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각 기본정보 필드는 메시지가 개시하는 수속에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 터를 포함한다. 즉, RBC 엔티티 메시지의 
기본 정보요소는 필요한 수속에 따라서 변화한다. 기본 정보필드는 본 발명 시스템의 설계변경 없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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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확장정보 필드는 본 발명 시스템의 성능의 확장시에 사용될 수 있다.

도96에 *로 표시된 동작지시자(operation indicator) 필드는 본 발명 시스템에 대한 RBC 엔티티 메시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장래에 시스템의 성능확장에 따라 본 발명 시스템에 새로운 유형의 메시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필드
가 사용된다.

2.5.2.4.2.3.3.2 RBC 엔티티 메시지의 프레임 구조

도97은 RBC 엔티티 메시지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도9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필드는 메시
지내에서 필수적인 파라미터이다. 또한, 각 파라미터에 대하여 그 길이가 가변인 경우에는 길이 필드는 명령되어 있지 
않음(no instruction)을 지시한다. 또한, 각 파라미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이 파라미터의 유무를 나타내는 1비트 또는 복수 비트에 의하여 지시된다.

2.5.2.4.2.3.4 고유 메시지 포맷

다음으로, RBC 엔티티 메시지에 속하는 각종 메시지의 고유 포맷에 대하여 설명한다.

2.5.2.4.2.3.4.1 무선 베어러 셋업 메시지

우선, 무선 베어러 셋업 메시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메시지는 망과 이동국사이에서의 무선 베어러를 셋업하기 위하
여 망에서 이동국으로 송신된다. 도624 는 무선 베어러 셋업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상기 메시지의 프
로토콜 식별자는 RBC를 지시하고, 상기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망에서 이동국
으로의 방향이다.

2.5.2.4.2.3.4.2 무선 베어러 해방 메시지

본 메시지는 이동국과 망사이에서의 무선 베어러를 해방하기 위해서 망에서 이동국으로 또는 이동국에서 망으로 송출
된다. 도625는 무선 베어러 해방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상기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RBC를 지
시하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ACCH이며, 그 방향은 망에서 이동국으로의 방향 또는 이동국에서 망으로의 방
향이다.

2.5.2.4.2.3.4.3 무선 베어러 해방 완료 메시지

본 메시지는 망과 이동국 사이에서의 지정된 무선 베어러의 해방이 완료한 것을 통지하기 위해서 이동국에서 망으로 또
는 망에서 이동국으로 송출된다. 도 626은 무선 베어러 해방완료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상기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RBC를 지시하며, 상기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ACCH이고, 그 방향은 망에서 이동국으로의 방향 
또는 이동국에서 망으로의 방향이다.

2.5.2.4.2.3.4.4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

본 메시지는 핸드오버시에 추가, 삭제, 전환 또는 대체되는 무선 베어러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망에서 이동국으로 송출
된다. 도627은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상기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RBC를 지시하
고, 상기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ACCH이며, 그 방향은 망에서 이동국으로의 방 향이다.

2.5.2.4.2.3.4.4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

본 메시지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Divercity Handover; DHO) 브란치 삭제, DHO 브란치 추가, 코드전환 및 그들의 
임의 조합인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하여 송출된다. 도628은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
스트이다.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RBC를 지시하고,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ACCH이며, 그 방향은 이동
국에서 망으로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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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2.4 RRC(Radio Resource Contro1) 엔티티 메시지

다음으로, RRC 엔티티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2.4.1 RRC 엔티티 메시지에 속하는 메시지

도629는 RRC 엔티티 메시지에 속하는 메시지(무선 자원 패실리티 메시지)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RRC 엔티티에 대
한 프로토콜로서 ROSE(Remote Operations Service Element) 프로토콜의 사용에 대해서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따
라서, 이 명세서에서는 ROSE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2.5.2.4.2.4.2 RRC 엔티티 메시지 포맷

2.5.2.4.2.4.2.1 이동 패실리티 메시지

도630은 RRC 수속을 개시하기 위하여 이동국에서 망으로 송출된 RRC 패실리티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
다. 본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RRC를 지시하고,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
CC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이동국에서 망으로의 방향이다.

2.5.2.4.2.5 TAC(Terminal Association Control) 엔티티 메시지

다음으로, TAC 엔티티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631은 RRC 엔티티 메시지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도632는 TA
C 엔티티 메시지와 정보흐름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2.5.2.4.2.5.1 단말 연합 셋업(TERMINAL ASSOCIATION SETUP) 메시지

본 메시지는 단말연합의 개시를 통지하기 위해서 이동국에서 망으로 송출된다. 도633은 단말 연합 셋업 메시지의 포맷
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TAC를 지시하며,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이고, 
그 방향은 이동국의 TACAF에서 망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2.4.2.5.2 단말 연합 접속(TERMINAL ASSOCIATION CONNECT) 메시지

본 메시지는 단말 연합 셋업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요구된 단말 연합이 정상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통지하기 위
하여 망에서 이동국으로 송출된다. 도634는 상기 단말 연합 접속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TAC를 지시하고,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이며, 그 방향은 망의 TACF에서 이동국의 
TACAF으로의 방향이다.

2.5.2.4.2.5.3 페이징 응답 메시지

본 메시지는 페이징에 응답하기 위하여 이동국에서 망으로 송출된다. 도635는 페이징 응답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TAC를 지시하고,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이며, 그 방향은 
이동국의 TACAF에서 망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2.4.2.5.4 단말 연합 해방 메시지

본 메시지는 단말 연합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망에서 이동국으로 또는 이동국에서 망으로 송출된다. 도636은 단말
연합 해방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TAC를 지시하고, 본 메시지가 전달
되는 채널은 SDCC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망의 TACF에서 이동국의 TACAF로의 방향 또는 이동국의 TACAF
에서 망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2.4.2.5.5 단말 연합 해방완료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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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시지는 단말 연합 해방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하여 망에서 이동국으로 또는 이동국에서 망으로 송출된다, 도637은 
단말 연합 해방완료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TAC를 지시하고, 본 메시
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SDCC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망의 TACF에서 이동국의 TACAF로의 방향 또는 이동국의 
TACAF에서 망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2.4.2.5.6 페이지 피인증(PAGE AUTHORIZED) 메시지

본 메시지는 단말 연합이 정상으로 행하여진 것을 통지하기 위해서 망에서 이동국으로 송출된다. 도638은 페이지 피인
증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TAC를 지시하며,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
널은 SDCCH 또는 ACCH이며, 그 방향은 망의 TACF에서 이동국의 TACAF로의 방향이다.

2.5.2.4.2.6 기타 메시지

이하에서는 RACH, FACH, BCCH 및 PCH상에서 전달되는 다른 층 3 메시지(layer 3 message)에 대하여 설명한다.

2.5.2.4.2.6.1 신호채널 셋업 요구 메시지

본 메시지는 SDCCH의 설정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동국에서 BTS(Base Transceiver System)로 송출된다. 도639
는 신호 채널 셋업 요구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RACH이며, 그 방향은 이
동국의 SCMAF에서 BTS의 SCMF로의 방향이다.

또, 상기 BTS를 랜덤 액세스하는 이동국으로부터의 신호 채널 셋업 요구 메시지는 상기 이동국에 대응하는 PIDs(per
sonal identifications)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PID는 대응하는 이동국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결정되는 난수이고 층1 프레임에 포함된다.

2.5.2.4.2.6.2 신호채널 셋업 응답 메시지

신호채널 셋업 응답 메시지는 SDCCH의 설정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BTS에서 이동국으로 송출된다. 도640은 신호채널 
셋업 응답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FACH이고, 그 방향은 BTS의 SCMF에
서 이동국의 SCMAF로의 방향이다. 또, 이동국에서는 이동국으로의 신호채널 셋업 응답 메시지를 PIDs에 의해서 식별
할 수 있다.

신호채널 셋업 실패 메시지는 이동국으로부터의 SDCCH의 셋업 요구에 대한 거절을 통지하기 위하여 BTS에서 이동국
으로 송출된다. 도641은 신호채널 셋업 실패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FA
CH이며, 그 방향은 BTS의 SCMF에서 이동국의 SCMAF로의 방향이다. 이동국에서는 이동국으로의 신호채널 셋업 실
패 메시지를 PIDs에 의해서 식별할 수 있다.

2.5.2.4.2.6.3 보고정보(BROADCAST INFORMATION) 메시지

우선, 제1보고정보 메시지는 제어채널 구조 정보, 방문(visited) 존의 이동국 결정에 관한 정보 및 규제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통지하기 위해서 BTS로부터 이동국으로 송출된다. 도642는 제1보고정보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
다.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BCCH이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이동국의 BCAF로의 방향이다.

제2보고정보 메시지는 호접수 정보를 통지하기 위해서 BTS에서 이동국으로 송출된다. 도643은 제2보고정보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BCCH이고,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이동국의 BCAF로
의 방향이다.

2.5.2.4.2.6.4 페이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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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시지는 특정 이동국에 제l호를 통지하기 위하여 BTS에서 이동국으로 송출된다. 도644는 페이징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TAC를 지시하고, 본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은 PCH이며, 그 방
향은 BTS의 BCFr에서 이동국의 TACAF로의 방향이다.

본 리스트에서 페이지드(paged) MS ID는 페이지드 이동국의 TMUI 또는 IMUI를 지시한다. 페이지드 MS ID 필드의 
선두에는 IMUI 또는 TMUI를 식별하는 I/T 비트가 부여되어 있다.

본 메시지의 최대 길이는 112비트이다. 또한, 본 리스트에서 *로 표시된 페이지드 MS ID의 코딩 방식은 더 연구되어
야 한다. IMUI가 페이지드 MS ID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도 PCH군(PCHs) 연산번호로부터 IMUI의 하위 비트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IMUI의 모든 비트를 페이지드 MS ID에 의하여 지시할 필요는 없다.

2.5.2.4.3 메시지들에서의 정보요소의 포맷

다음에, 상기한 메시지들에서의 정보요소의 포맷에 대하여 설명한다.

2.5.2.4.3.1 CC 엔티티 메시지에서의 정보요소의 포맷

2.5.2.4.3.1.1 CC 엔티티 메시지에서의 공통 정보요소

먼저 CC 엔티티 메시지에서 공통인 정보요소에 관해서 설명한다. 각 CC 엔티티 프로토콜 메시지는 다음 부분으로 구성
된다.

(a) 프로토콜 식별자

(b) 호 기준(call reference)

(c) 메시지 유형[메시지 정합성 명령 지시자(message compatibility instruction indicator)를 포함한다]

(d) 가변길이 정보요소(필요한 경우)

상기 정보요소 (a),(b),(c) 및 (d)는 도9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CC 엔티티 프로토콜 메시지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
다. 단지, 정보요소(d)는 각 메시지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정보요소(a),(b) 및 (c)는 도98에 나타낸 순서로 배
열된다.

2.5.2.4.3.1.1.1 프로토콜 식별자

다음에, 프로토콜 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프로토콜 식별자는 본 발명 시스템내에서 정의되는 다른 메시지로부터, 
CC 엔티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설 정되어 있다. 또, 상기 프로토콜 식별자는 다른 ITU-T 권고, TTC 표준 및 
다른 표준에 따라서 엔코딩된 OSI 망 층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OSI network layer protocol data unit)로부터 준
비된 메시지에서 본 발명 시스템의 메시지를 식별한다.

이 프로토콜 식별자는 도9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CC 엔티티 메시지의 선두에 배치된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 식별자
는 도99에 나타낸 바와 같이 8비트 길이로 구성되며, 도645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다른 층3 프로토콜 메시지와 동일한 신호 가상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토콜 식별자
의 엔코딩 방식은 다르다. 단지, 다른 층3 프로토콜 메시지가 ITU-T 권고 Q.2931에 따라서 캡슐화되어 있는 경우에
는 이 메시지는 예외이다.

또한, 도645의 값은, ITU-T 권고 X.25에 따라서 일반(general) 포맷 식별자를 포함하는 패킷의 1번째 옥텟(octet)
으로부터 프로토콜 식별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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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3.1.1.2 호 기준

호 기준은 로컬 사용자-망 인터페이스상에서, 특정 호에 포함된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있고, B-ISDN(
광대역 통합 서비스 디지털 망 : Broadband Aspects of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를 통해 성호 접속된 
단말장치(terminal device)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 호 기준은 각 CC 엔티티 메시지의 2번째 부분에 배치되고, 도1
0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엔코딩된다. 호 기준 정 보요소는 1옥텟이며 그 길이는 비트1∼4에 표시되어 있다.

도10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호기준 정보요소는 호기준값과 호기준 플래그를 포함한다. 모든 비트가 "0"인 호 기준값(
도100 참조)은 글로발 호기준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모든 비트가 "1"인 호기준값(도101 참조)은 더미 셀 기준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상기 호기준값은 호에 대하여 사용자-망 인터페이스의 발신 사용자측에서 할당된다. 일반적으로, 단독 호기준값은 단
일 신호 가상 채널내에서 발신 사용자측에 의하여 할당된다. 상기 호기준값은 호개시시에 할당되어, 호가 존재하는 동
안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된다. 호의 종료후, 상기 호기준값은 해방되어, 다른 호에 할당될 수 있다.

신호 가상 채널 링크의 양측이 2개 호에 각각 동일한 호기준값을 할당하고, 상기 동일한 호기준값이 단일 신호가상 채
널내에서 2개 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잘못된 시나리오에 의한 경합상태(coincidence)를 피하기 위해서, 
해방후 즉시 그 해방된 호기준값을 재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기 호기준 플래그는 "0" 또는 "1"의 값을 갖도록 규정된다. 호기준 플래그는 신호 가상채널의 어떤 측이 대응하는 호 
기준을 할당하였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즉, 발신측 사용자에서 수신측 사용자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호 기
준 플래그가 "0"으로 설정되며, 수신측 사용자에서 발신측 사용자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호 기준 플래그가 "1"로 설정
된다. 따라서, 동일한 호 기준값이 두 방향에서의 메시지들에 대하여 동시에 사용되더라도 그들은 서로 구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호 기준 플래그는 초기 셋업 수속 등에서 글로벌 호 기준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글로벌 호 기준값의 모든 비트는 "0"이다(도100 참조). 글로벌 호 기준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장치는 이 메시지
가 신호 가상 채널 상의 모든 메시지들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한편, 더미 호 기준값의 모든 비트는 "1"이다(도100 참조). 장래, 더미 호 기준값은 특정한 부가 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또한, 상기 호 기준 플래그는 글로벌 호 기준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더미 호 기준은 본 발명 시스템의 
수속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본 발명 시스템은 더미 호 기준을 포함하는 수신 메시지는 폐기해야 한다.

2.5.2.4.3.1.2 메시지 유형 식별자

다음에, 메시지 정합성 명령 지시자를 포함하는 메시지 유형 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메시지유형 식별자는 송출되는 메시지의 기능을 식별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이 메시지 유형 식별자는 각 CC 엔티티 메
시지의 3번 부분에 배치되며, 도102, 도646 및 도647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도102는 메시지유형 식별자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646 및 도647은 메시지 유형 식별자의 코딩을 나타내는 표이다. 도646에 나타낸 바와 같
이, "00000000"으로 엔코딩된 메시지 유형 식별자의 오텟1은 국내 고유 메시지 유형(nationally specific message 
type)을 위한 확장 코드(escape code)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도646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111111"으로 엔코딩된 
메시지 유형 식별자의 옥텟1은 다른 모든 메시지 유형치가 사용된 경우의 확장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한편, 메시지 정합성 명령 지시자는 메시지 착신단에서 피어 엔티티 동작을 명백하게 명령하기 위하여 메시지 소오스단
에 의하여 사용된다. 메시지 정합성 명령 지시자의 포맷 및 코딩방식은 도102 및 도647에 나타나 있다. 메시지 정합성 
명령 식별자는 정의된 로컬 구간(local interval)에서만 유효하다. 코딩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망으로부
터 사용자에게 송신하는 메시지 정합성 명령 지시자에 어느 값을 설정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망측의 선택사항(op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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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다.
    

2.5.2.4.3.1.3 FPLMTS에 따른 가변길이 정보요소

다음으로, FPLMTS에 따른 가변길이정보요소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3.1.3.1 코딩

CC 엔티티 메시지의 가변길이 정보요소의 코딩은 이하에서 설명된다. 이 코딩은 메시지를 처리하는 각 장치가 처리상 
필요한 정보요소를 검출할 수 있고 다른 정보요소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도103 및 도104는 FPLMTS에 다른 가변길이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648 및 도649는 FPLMTS에 따른 가변
길이 정보요소의 코딩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도103, 도104, 도648 및 도649에 나타낸 비트 코딩은 이후에 설명될 
정보요소를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도104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111111"로 엔코딩된 정보요소 식별자는 확장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모든 다른 정보
요소 식별자가 사용되었다면, 확장에 의하여 65536개 정보요소가 식별될 수 있다.

CC 엔티티 메시지에서는 가변길이 정보요소가 랜덤한 순서로 배열될 수 있지만, 이하에 예외를 나타낸다.

(a) 광대역 반복 식별자 정보요소가 포함되지 않고 같은 정보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요소
는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광대역 고정 시프트(broadband locking shift) 정보요소, 광
대역 일시 시프트(broadband non-locking shift) 정보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광대역 반복 식별자 정보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종류의 정보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이 적
용된다.

광대역 반복 식별자 정보요소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요소중의 최초의 정보요소의 바로 앞에 배열되어야 한다.

광대역 반복 식별자 정보요소의 바로 다음에 배열되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요소중 최초의 정보요소는, 가장 높은 우선
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동일한 종류의 정보요소는 더 높은 우선도의 정보요소가 선행하여 배열되는 방식으
로 해석되어야 한다.

광대역 일시 시프트 정보요소의 다음에 배열된 정보요소는 상기한 규정을 적용하여 정보요소로서 처리되어야 한다.

또, 광대역 반복 식별자 정보요소를 가진 메시지내에서 정보요소가 일회만 반복되는 경우에는 에러로 간주되니 않는다. 
즉, 광대역 반복 식별자는 무시된다.

(c) 광대역 고정 시프트 정보요소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은 광대역 고정 시프트 정보요소의 다음에 오는 모든 정
보요소에 적용되어야 한다. 상기 정보 요소의 순서는 광대역 고정 시프트 정보요소에서 지시한 코드에 의하여 규정된다.

(d) 광대역 일시 시프트정보요소가 사용된 경우에는 광대역 일시 시프트정보요소는 대상으로 하는 정보요소의 바로 앞
에 배열되어야 한다.

또, 본 발명 시스템에 사용되는 정보요소의 설명에 예비 비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들 모든 예비 비트는 "O"로 설정
되어야 한다. 또한, 수신된 정보요소의 예비 비트가 "0"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 예비 비트에 대한 처리는 
수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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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648 및 도649는 정보요소 식별자의 코딩방식을 나타낸다. 정보요소 식별자는 도64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옥텟2에 정보요소 정합성 명령 지시자를 포함한다. 상기 정보요소 정합성 명령 지시자는 정의된 로컬 구간에서만 유효
하다. 상기 코딩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망으로부터 사용자 단말에게 송신하는 메시지에 포함되는 메시지
의 정보요소 정합성 명령 지시자에 어떠한 값을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망측의 선택사항이다.

또한, 정보요소의 옥텟3 및 옥텟4는 정보요소 식별자 필드와 정보요소 정합성 명령 지시자 필드 및 정보요소 길이 지시
자 필드의 총 길이를 제외한, 정보요소의 길이를 지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다. 상기 정보요소 길이 지시자에 대해서
는 정보요소에서의 옥텟 수가 2진 코드로 엔코딩되어 있다. 상기 정보요소 길이 지시자는 2옥텟의 고정길이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정보요소 길이 지시자의 코딩 방식은 본 설에서 설명한 정수치의 코딩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내용이 빈 정보요소가 존재하여도 된다. 예를 들면, 셋업 메시지는 옥텟 길이가 0인 착신측 번호 
정보요소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수신장치는 정보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도록 처리한다. 
이와 같이, 예상된 정보요소가 배제된 경우에는 처리시에 "빈 정보요소"로서 해석된다. 또, "빈 정보요소"란 (유효) 정
보요소 식별자를 갖으면서 그 길이가 0인 정보요소이다.

또한,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다음 규정을 정보요소의 코딩에 적용하고 있다.

(a) 가변길이 정보요소는 단일 옥텟 또는 일군의 옥텟으로 이루어진다. 단일 옥텟 또는 옥텟 군에는 참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번호가 할당된다. 옥텟 번호의 최초 숫자는 1개의 단일 옥텟 또는 옥텟 군을 지시한다.

(b) 각 옥텟 군은 정보요소내의 독립한 단위이다. 옥텟 군의 포맷은 이하의 방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c) 옥텟 군은 어떠한 확장법의 사용에 의해 형성된다. 확장 비트로서 비트 8이 사용되고, 옥텟(N)이 다음에 오는 옥
텟(Na,Nb,...)으로 확장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이하의 규정에 준거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비트값 "O"은 대응하는 비트가 끝이 아님을 지시하고 비트값 "1"은 대응하는 비트가 끝임을 지시한다. 하나의 옥텟(예
를 들면 Nb)이 존재하면 그 이전의 옥텟(N) 및 옥텟(Na)도 존재한다.

또, 2.5.2.4.3.1.3.5절 등의 설명에서는 비트8은 아래와 같이 표시되고 있다.

"0/1확장"은 다른 옥텟이 한 옥텟에 후속하고 이들 옥텟이 동일한 옥텟 군에 속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1확장"은 다른 옥텟이 한 옥텟에 후속하고 이들 옥텟이 동일한 옥텟 군에 속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0확장"은 다른 옥텟이 한 옥텟에 반드시 후속하고 이들 옥텟이 동일한 옥텟 군에 속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명세서(specification)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추가 옥텟이 이전의 최종 옥텟의 다음에 정의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1확장"의 기재가 "0/1확장"의 기재로 변화된다. 따라서, 본 발명 시스템의 장치는 그러한 추가 옥텟을 접수해야 한
다. 단지, 각 장치는 이들 추가 옥텟을 해석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서 기능할 필요는 없다.

(d) 상기에서 정의된 확장방법에 추가하여, 옥텟(N)의 비트8∼1의 지시는 다음의 옥텟(N.1) 및 옥텟(N.2)으로 확장
될 수 있다.

(e) 상기 확장방법(c) 및 (d)는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단지, 확장방법(c)는 높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옥텟(Na,Nb,...)은 옥텟(N.1,N.2,...)보다 선행해야 한다. 이 규칙은 옥텟(N.1,N.2,...)이 옥텟(Na,Nb,...)의 확
장방법을 사용하여 확장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확장방법(d)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
어야 한다. 즉, 옥텟(N.1,N.2,...)은 옥텟(N.2)보다 선행하여야 한다.

(f) 선택(option) 옥텟에는 *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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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정보요소가 부필드(subfield) 식별자를 사용하여 조립된 경우에는 이들 서브필드 식별자는 위치에 의존하지 않는
다. 즉, 그들은 정보요소내에서 특정한 순서로 정렬할 필요는 없다.

단지, 상기 확장방법(c)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옥텟4a에 대한 확장방법은 옥텟4b로 되어야 하는 
옥텟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프로토콜 설계자는 복수의 확장법을 사용하는 경우 결과적인 코딩은 유일한 해석으로 되
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또, 모든 정보요소에는 코딩 표준 필드가 부착되어 있다. 상기 코딩 표준 필드
가 "국내표준"으로 규정된 정보요소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의 표준의 규정과 같이 포맷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규정은 ITU-T 권고 Q.2931의 정수형 코딩(integer coding)에 적용한다. 특히, 코딩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규정을 적용한다.

(a) 정수치가 2옥텟 이상으로 코딩되는 경우에는 보다 작은 옥텟을 포함하는 옥텟 번호를 가지는 옥텟이 상위(superi
or) 비트를 포함한다. 특히, 최소 옥텟번호를 가진 옥텟은 MSB(최상위 비트)를 포함하고, 최대 옥텟번호를 가진 옥텟
은 LSB(최하위 비트)를 포함한다.

(b) 1 옥텟내에 있는 필드 또는 옥텟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필드에 대해서는 이하의 것을 적용한다.

보다 큰 비트 번호를 가진 비트는 보다 상위의 비트를 구성한다.

특히, 최대 비트 번호를 가진 비트는 MSB(최상위비트)를 지시한다.

특히, 최소 비트 번호를 가진 비트는 LSB(최하위비트)를 지시한다.

비트 코딩은 작은 비트 번호를 가진 비트에서부터(우측에서부터) 행하여진 다. 즉, 선행하는 0의 부분은 옥텟 또는 필
드에서의 더 큰 비트 번호측에서(좌측에서) 나타난다.

(c) 고정길이 옥텟으로 정수치를 표현하는 경우, 비트 코딩은 큰 옥텟번호를 가진 옥텟에서부터 수행된다. 즉, 선행하
는 0의 부분은 더 작은 옥텟 번호측에서 나타난다.

(d) 가변길이 옥텟으로 정수치를 표현하는 경우(예를 들면, 비트8을 확장비트로서 사용하는 경우), 코딩은 최소의 옥
텟수가 되도록 수행된다. 즉, 선행하는 비트가 모두 "0"으로 되는 옥텟은 존재하지 않는다.

2.5.2.4.3.1.2 코드 군의 확장

다음에, 코드군의 확장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3.1.3.1절에서 설명한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 정보요소 식별자는 
여러 개의 값을 취할 수 있다.

    
정보요소식별자의 각각은 8개의 코드군으로 확장가능하다. 1개의 코드군으로부터 다른 코드군으로의 시프트를 쉽게 하
기 위해서, 이들 코드군을 위하여 공통의 정보요소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 시프트 정보요소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
음에 오는 정보요소군 또는 정보요소를 위하여 사용되는 코드군이 식별될 수 있다. 임의의 주어진 시점에서 사용되는 
코드군은 "비지 코드군(busy 패실리티)"으로 사용되고, 코드군 0은 절대적으로 "초기 비지 코드군(initial busy 패실
리티)"으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2개의 코드군 시프트 수속, 즉 고정 시프트(locking shift)와 
일시 시프트(non-locking shift)가 적용되고 있다.
    

각 코드군의 예약상황을 이하에 열거한다.

코드군1∼3은 ITU-T 또는 TTC에 대한 장래의 사용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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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군4는 ISO 또는 IEC의 표준사용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코드군5는 국내에서 이용되는 정보요소군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코드군6은 공중망 또는 사설망에 대하여 특유한 정보요소군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코드군7은 사용자에 대하여 특유한 정보요소군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또한, 2.5.2.4.3.1.3.1절에서 규정한 코딩규정은 임의의 비지 코드군에 속하는 정보요소에 적용된다.

비지 코드군으로부터 다른 코드군으로의 (고정 시프트에 의한) 시프트는 새로운 코드군의 값이 이전 코드군의 값보다 
높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시 시프트 수속을 사용하면, 코드군4,5,6 및 7에 속하는 정보요소는 비지 코드군에서의 하나, 즉 코드군0에 속하는 
정보요소와 함께 출현할 수 있다. (2.5.2.4.3.1.3.4절 참조).

사용자 또는 망 장치는 고정 시프트 및 일시 시프트 양쪽의 시프트정보요소를 인식할 능력 및 그 다음에 계속되는 정보
요소 길이를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지, 이들 장치는 이들 정보요소의 내용에 따라서 해석하거나 기능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장치는 그후에 계속되는 정보요소의 개시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코드군7은 장래의 서비스정의, 양자의 합의, 또는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로컬 망을 통해 지지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
는 경우에, 인식되지 않은 정보요소 처 리수속(ITU-T 권고 Q.2931 참조)에 따라서 로컬 망의 최초의 교환설비에서 
처리된다.

코드군6은 로컬 망(공중 망 또는 사설 망)에 대하여 특유한 정보요소를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이것은 로컬 망사이의 
경계, 국내 망 또는 국제 망사이의 경계를 통하여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코드군6에서의 정
보요소는 두 개 망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메시지가 로컬 망의 경계를 통해서 전송된 후에 최초의 교환설
비에 의하여 인식되지 않는 정보요소의 처리수속(ITU-T 권고 Q.2931의 5.6.8.1절 참조)에 따라서 처리된다.

코드군5는 메시지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정보요소를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 사이의 경계를 통하여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코드군5의 정보요소는, 두 개 망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 사이
의 경계를 통하여 메시지가 전송된 후에 최초의 교환설비에 의하여 인식되지 않는 정보요소에 대한 처리수속(ITU-T 
권고 Q.2931의 5.6.8.1절 참조)에 따라서 처리된다.

코드군4는 ISO 또는 IEC의 표준사용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코드군1∼3은 ITU-T 또는 TTC의 장래 사용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다.

2.5.2.4.3.1.3.3 광대역 고정 시프트 수속

    
다음에, 광대역 고정 시프트 수속에 관해서 설명한다. 광대역 고정 시프트 수속에서는 새로운 비지 코드군을 지시하기 
위해서 정보요소를 사용한다. 지시된 코드군은 다른 코드군의 사용을 지시하는 다른 광대역 고정 시프트 정보요소가 나 
타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면, 메시지내용 해석의 개시 시에는 코드군0이 비지 상태라고 한다. 코드군5의 
사용을 지시하는 광대역 고정 시프트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보요소에서부터는 다른 시프트 정보요소가 나타
날 때까지 코드군5에 의하여 할당된 정보요소 식별자가 적용된다.
    

본 수속은 그 값이 이전 코드군보다 높은 새로운 코드군으로 시프트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광대역 고정 시프트 정보
요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만이 관련된다. 또, 메시지 내용의 해석 개시시에서의 초기 비지 코드군은 코드군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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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5 및 도650은 광대역 고정 시프트 정보요소의 코딩 포맷을 나타낸다

2.5.2.4.3.1.3.4 광대역 일시 시프트 수속

다음에, 광대역 일시 시프트 수속에 관해서 설명한다.

    
광대역 일시 시프트 수속은 보다 낮은 또는 보다 높은 우선권을 가진 지정된 코드군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시프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광대역 일시 시프트 수속에서는 광대역 일시 시프트 정보요소를 사용하여, 다음의 단일의 정보요
소의 해석에 사용하는 비지 코드군을 지시한다. 따라서, 다음의 단일의 정보요소의 해석의 후에, 일시 시프트 전에 사용
된 상기 비지 코드군이 그 다음에 계속되는 임의의 정보요소의 해석을 위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면, 메시지 내용해석의 
개시시에는 코드군O이 비지 상태에 있다고 한다. 코드군6의 사용을 지시하기 위하여 광대역 일시 시프트가 나타난 경
우에는, 코드군6에 의하여 할당된 정보요소 식별자가 다음의 정보요소에만 적용된다. 이 정보요소의 해석의 후, 그 다
음에 계속되는 정보요소의 해석에는 다시 코드군0이 사용된다. 또, 광대역 일시 시프트 정보요소가 현재의 코 드군을 
지시하는 경우에도 광대역 일시 시프트 정보요소는 에러로서 간주되어 해석되지 않는다.
    

광대역 고정 시프트 정보요소는 광대역 일시 시프트 정보요소의 바로 다음에 배열될 수 없다. 이러한 조합이 수신된 경
우에는 광대역 고정 시프트 정보요소만이 수신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도106 및 도651은 광대역 일시 시프트 정보요소의 코딩 포맷을 나타낸다.

2.5.2.4.3.1.3.5 AAL 파라미터

다음에, AAL(ATM Adaptation Layer) 파라미터에 관해서 설명한다. AAL 파라미터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 무선구간에 ATM이 적용될 때, 본 정보요소는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이는 더 연구되어야 한
다).

AAL 파라미터 정보요소는 호에 대하여 사용되는 AAL 수속 요소를 위하여 요구되며 종단간에서 의미를 갖는 AAL 파
라미터를 지시하기 위하여 설정되어 있다. 이 정보요소는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 가능한 AAL 부층에 대한 모든 파라미
터를 포함한다.

상기 AAL 파라미터 정보요소는 도107~도111 및 도652~도65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부호화되어야 한다. 이 정보요
소의 최대 길이는 21 옥텟이어야 한다.

또, 도108에서 "주(note)"가 첨부된 옥텟은 옥텟7.1이 "n×64 kbps" 또는 "n×8 kbps"를 지시하는 경우에만 포함된
다. 또한, 도109 및 도110에서, 접속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옥텟 군6∼8의 표시는 ITU-T 권고 Q.2931에 지정되어 있
다.

2.5.2.4.3.1.3.6 ATM 트래픽 기술자(ATM traffic descriptor)

다음에, ATM 트래픽 기술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ATM 트래픽 기술자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파라미
터이지만, 장래 무선구간에 ATM이 적용될 때, 본 정보요소는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이 정보요소는 더 연구되어
야 한다). ATM 트래픽 기술자 정보요소는 트래픽 제어능력을 규정하기 위한 트래픽 파라미터 군(set)을 규정할 목적
으로 설치된다.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ATM 트래픽 기술자에 의해서 지시되는 ATM 피크 셀 속도(peak cell rate)(TTC 표준 JT-3
71 참조)의 값이 사용자 플레인 정보속도(user plane information rate) 및 사용자에 의하여 생성된 종단간 OAM(동
작/운영/유지) F5 흐름의 총량을 나타낸다. 사용자가 종단간 OAM F5 흐름 메시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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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접속의 반대방향의 피크 셀 속도는 "0"으로 지시되지 않아야 한다. 또, 피크 셀 속도는 초당 셀 수이며, 서브 필
드(subfield)에 의해 계속되는 3옥텟에 정수로 표시된다.
    

ATM 트래픽 기술자 정보요소는 도112 및 도65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20옥텟이
어야 한다.

또, CLP(cell loss priority)가 0인 셀의 피크 셀 속도는 도112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CLP가 0인 셀의 피크 셀 속도
가 지시되는 경우, 망자원 할당에서는 CLP이 0 또는 1인 셀의 피크 셀 속도와, CLP이 0인 셀의 피크 셀 속도 사이의 
차분이, CLP이 1인 셀의 셀 속도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CLP가 0 또는 1인 셀의 피크 셀 속도가 지시되는 경우, 
망자원 할당에서는 완전한 피크 셀 속도가 CLP이 0인 셀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5.2.4.3.1.3.7 광대역 베어러 능력(Broadband Bearer Capability)

다음에, 광대역 베어러 능력에 관해서 설명한다. 광대역 베어러 능력은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파라미터
이지만, 장래 무선구간에 ATM이 적용될 때, 본 정보요소는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본 파라미터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광대역 베어러 능력 정보요소는 망에 의하여 제공되는 필요로 되는 광대역 접속 배향 베어러 서비스(broadband conn
ection-oriented-bearer service)(ITU-T 권고 F811 참조)를 지시하기 위하여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광대역 베
어러 능력 정보요소는 망에 의해서 사용되는 메시지에만 포함된다. 통신 가능성 확인과 관련하여 광대역 베어러 능력 
정보요소의 사용에 대해서는 ITU-T 권고 Q.2931을 참조한다.

상기 광대역 베어러 능력에 대한 디폴트(default)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광대역 베어러 능력 정보요소는 망 및 
사용자의 쌍방의 장치에 의해서 처리된다. 광대역 베어러 능력 정보요소는 도113 및 도65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코딩
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7옥텟이다.

또, 도113에서, "주(note)"가 첨부된 옥텟은 옥텟5이 베어러 등급(class) "X"를 지시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

2.5.2.4.3.1.3.8 광대역 상위층 정보(Broadband High Layer Information; B-HLI)

다음에, 광대역 상위층 정보에 관해서 설명한다. 광대역 상위층 정보 정보요 소는 어드레스 지정된 엔티티[예를 들면, 
발신 사용자에 의해 어드레스 지정된 원거리(remote) 사용자와 인터워킹 유니트(interworking unit) 및 망의 상위층 
기능 노드]에 대하여 통신능력을 점검하는 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광대역 상위층 정보 정보요소는 B-
ISDN 망에 있어서 발신측 엔티티(예를 들면, 발신 사용자)와 어드레스 지정된 착신측의 엔티티 사이에서 전달된다.

상기 광대역 상위층 정보요소는 도114 및 도657에 나타낸 받와 같이 코딩되어야 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13
옥텟이어야 한다.

2.5.2.4.3.1.3.9 광대역 하위층 정보(Broadband Low Layer Information; B-LLI)

다음에, 광대역 하위층 정보에 관해서 설명한다. 광대역 하위층 정보 정보요소는 어드레스 지정된 엔티티[예를 들면, 발
신 사용자에 의해 어드레스 지정된 원거리 사용자와 인터워킹 유니트 및 망의 상위층 기능 노드]에 대하여 통신 능력을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상기 광대역 하위층 정보 정보요소는 B-ISDN에 있어서 발신측 엔티티(예를 들면, 발신 사용자)와 어드레스 지정된 착
신측 엔티티 사이에서 전달된다. 또한, 광대역 하위층 정보의 교섭(ITU-T 권고 Q.2931 참조)을 위해서, 광대역 하위
층 정보 정보요소는 어드레스 지정된 착신측 엔티티로부터 발신측 엔티티에 대하여도 전달된다.

광대역 하위층 정보요소는 도115, 도116 및 도658∼도66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코딩되어야 한다. 본 정보요소의 최
대 길이는 17옥텟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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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115에서, "주l(note 1)"이 첨부된 옥텟은 옥텟6이 확인형 HDLC(acknowledge type HDLC)의 수속을 지시하
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주2(note 2)"가 첨부된 옥텟은 옥텟6이 사용자 고유 층2(user-specific layer 2) 프로토콜
을 지시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또한, "주3(note 3)"이 첨부된 옥텟은 옥텟7이 도658∼도600에서의 ITU-T 권고 
X.25, ISO/IEC 8208, ITU-T 권고 X.223 또는 ISO/IEC 8878에 따라서 층3 프로토콜을 지시하는 경우에만 존재한
다. 또한, "주4(note 4)가 첨부된 옥텟은 옥텟7이 사용자 고유 층3 프로토콜을 지시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또한, "주
5(note 5)"가 첨부된 옥텟은 옥텟7이 ISO/IEC TR9577을 지시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2.5.2.4.3.1.3.11 착신측 번호

다음에, 착신측 번호에 관해서 설명한다. 착신측 번호 정보요소는 착신측을 지시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착신측 번호 정
보요소는 도117 및 도66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코딩되어야 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망에 의존한다.

또, 도117에 있어서, 번호 디지트(digit)는 옥텟6에서의 하위 4비트로부터 시작하여 입력된 수순과 같은 수순으로 나
타난다. 또, 상기 디지트는 BCD로 코딩된다. 또한, 어드레스/번호 계획 식별에 NSAP 어드레스의 사용을 표시한 경우, 
어드레스는 ITU-T 권고 X.213 또는 ISO/IEC8348의 표현으로 코딩된다. 또, 필러(filler)는 "1111"이다.

2.5.2.4.3.1.3.12 착신측 서브어드레스(Called party sub-address)

다음에, 착신측 서브어드레스에 관해서 설명한다. 착신측 서브어드레스 정 보요소는 착신측의 서브어드레스를 지시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서브어드레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ITU-T 권고 I.330을 참조하면 된다. 착신측 서브어드레스 정보요
소는 도118 및 도66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25옥텟이다.

2.5.2.4.3.1.3.13 발신측 번호

다음에, 발신측 번호에 관해서 설명한다. 발신측 번호 정보요소는 호의 발측을 지시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발신측 번호 
정보요소는 도119 및 도663∼도66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망에 의존한다.

도119에서 "주1(note 1)"이 첨부된 부분에 있어서, 번호 디지트는 옥텟6의 하위 4비트로부터 시작하여 입력된 수순과 
같은 수순으로 나타난다. 또, 디지트는 BCD로 코딩된다. "주2(note 2)"가 첨부된 부분에 있어서, 어드레스/번호 계획 
식별에 NSAP 어드레스의 사용을 표시한 경우, 어드레스는 ITU-T 권고 X.213 또는 ISO/IEC8348의 표현으로 코딩
된다. 또한, 필러(filler)는 "1111"이다.

2.5.2.4.3.1.3.14 발신측 서브어드레스(Calling party sub-address)

다음에, 발신측 서브어드레스에 관해서 설명한다. 발신측 서브어드레스 정보요소는 호의 발신측의 서브어드레스를 지시
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서브어드레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ITU-T 권고I.330을 참조하면 된다. 발신측 서브어드레스 정
보요소는 도120 및 도663∼도66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25옥텟이다.

2.5.2.4.3.1.3.15 요인(cause)

요인 정보요소의 정의 및 사용법에 대해서는 ITU-T 권고 Q.2610에 정의되어 있다.

2.5.2.4.3.1.3.16 접속식별자

다음에, 접속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접속식별자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필요한 파라미터는 아니지만, 장래 무선구
간에 ATM이 적용될 때 본 정보요소는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이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접속 식별자 정보요소는 
인터페이스상의 로컬 ATM 접속자원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본 정보요소는 셋업 메시지에서 선택사항(option)
으로 포함되며, 셋업 메시지에 대한 최초의 응답 메시지에 선택사항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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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식별자 정보요소는 도121 및 도66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길이는 9옥텟이다.

또, 도121에 있어서 "변경 부가 지시자(change addition indicator)" 필드가 "임의의 VCI"를 지정하는 경우, VCI 필
드는 무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개시 등급(restart class)이 "001"(ITU-T 권고 Q.2931 참조)인 경우, VCI 필드는 
무시되어야 한다. 또, 옥텟5에서 VP-연합 신호(VP-associated signalling)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VPCI 필드는 무
시되어야 한다.

2.5.2.4.3.1.3.17 종단간 중계 지연(end-to-end transit delay)

    
다음에, 종단간 중계지연에 관해서 설명한다. 종단간 중계지연 정보요소는 각 호에서 허용되는 실질적인 최대 종단간 
중계지연을 지시하고, 가상 접속에서 예상되는 누계 중계지연을 지시하기 위하여 설정되어 있다. 이 중계지연은 발신측 
사 용자와 착신측 사용자사이에서의 사용자 플레인상의 데이터 전송 국면(data transfer phase) 동안에 전송되는 사
용자 데이터의 종단간의 단방향(uni-directional) 종단간 중계지연이다. 이는 종단 사용자 시스템(end user system)
에서의 전체 처리시간과 누계 중계지연을 포함한다. 상기 종단 사용자 시스템에서의 전체 처리시간은 처리시간, AAL 
취급(handling) 지연, ATM 셀 조립 지연, 기타 모든 처리의 지연을 포함한다. 상기 망 전송 지연은 예를 들면 전파지
연, ATM 층 전송지연, 기타 모든 망내 처리지연을 포함한다.
    

    
발신측 사용자에 의하여 셋업 메시지에서 지시된 누계 중계 지연치(존재하는 경우)는 발신측 사용자로부터 망 경계까
지의 중계지연을 지시한다. 또한, 착신 사용자에게 보내지는 셋업 메시지에서 망에 의하여 지시되는 누계 중계 지연치
는 발신측 사용자와 접속된 UNI에 의하여 지시된 값과 망에서 축적된 전송지연의 합계이다. 상기 누계 중계 지연치는 
망경계와 착신측 사용자사이의 루트에서의 전송지연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양 UNIs상의 접속 메시지에서의 각 누계 
중계 지연치는 대응하는 호에 제공되는 가상 채널 접속상의 사용자 데이터 전송에 대하여 예상되는 총 종단간 중계 지
연치(total end-to-end transit delay)이다.
    

또한, 최대 종단간 중계 지연치는 발신 사용자에 의해 그 호의 종단간 중계 지연요구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필드는 망에 의해서 셋업 메시지내에 포함되며, 발신측 사용자가 이 호에 대하여 종단간 중계지연요구를 명령한 것
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또, 적용 가능한 수속에 대해서는 ITU-T 권고 Q.2931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최대 종
단간 중계지연은 접속 메시지내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

종단간 중계 지연 정보요소는 도122 및 도66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10옥텟이다.

2.5.2.4.3.1.3.18 QOS 파라미터

다음에, 서비스 품질(QOS) 파라미터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 시스템에 있어서는, 상기한 종단간 중계지연 정보요
소에 추가하여, QOS 파라미터 정보요소가 규정된다. 이 QOS 파라미터 정보요소는 어떤 QOS 등급을 지시하기 위하여 
설정되어 있다.

QOS 파라미터 정보요소는 B-ISUP 해방(Release)1에서는 지지(support)되지 않는다. 즉, 어떤 망은 QOS 파라미터 
정보요소를 전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그 망은 종단 인터페이스에서 QOS 등급을 지시하지 않는 QOS 파라미터 정보
요소의 디폴트 값을 생성한다.

QOS 파라미터 정보요소는 도123 및 도66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6옥텟이다.

2.5.2.4.3.1.3.19 광대역 반복 식별자(Broadband Repeat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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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광대역 반복 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광대역 반복 식별자 정보요소는 동일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복수
의 동일한 종류의 정보요소를 해석하는 방법을 지시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이 정보요소는 동일 종류의 정보요소중 첫 
번째 것의 바로 앞에 배열된다. 단지, 단일 메시지내에 포함된 단지 1회 밖에 존재하지 않은 정보요소의 앞에 광대역 반
복 식별자 정보요소가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는 에러로서 해석되지는 않는다.

광대역 반복 식별자 정보요소는 도124 및 도66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5옥텟이다.

2.5.2.4.3.1.3.20 재개시 지시자(Restart indicator)

다음에, 재개시 지시자에 대하여 설명한다. 재개시 지시자는 장래에 상세히 정의되어야 한다(본 지시자는 더 연구되어
야 한다). 재개시 지시자 정보요소는 초기에 지정되는 패실리티 등급(facility class)을 식별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2.5.2.4.3.1.3.21 광대역 송신완료

다음에, 광대역 송신완료에 관해서 설명한다. 광대역 송신완료 정보요소는 착신측 번호의 완료를 선택사양(option)으
로서 지시하기 위하여 설치된다(ITU-T 권고 Q.2931참조). 본 정보요소는 일괄 모드(batch mode) 수속의 경우에 필
수적이다. 그러나, 이 정보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필수 정보요소 미싱(mandatory information element missing)"에 
대하여 정상 에러처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광대역 송신완료 정보요소는 도1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길이는 5옥텟이다.

2.5.2.4.3.1.3.22 중계망 선택(Transit network selection)

다음에, 중계망선택에 관해서 설명한다. 중계망선택 정보요소는 요구되는 하나의 중계망을 지시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복수의 중계망선택 정보요소는 호가 송신되는 중계망의 순서를 지시하기 위해서 동일한 메시지내에 포함될 수 있다(IT
U-T 권고 Q.2931 참조).

중계망선택 정보요소는 도126 및 도67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길이는 망에 의존한다.

2.5.2.4.3.1.3.23 통지 지별자(notification indicator)

다음에, 통지 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통지 식별자 정보요소는 호에 관련된 정보를 통지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통지 
식별자 정보요소는 도1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메시지의 최대길이에 모순하지 않
는 한 길게 적용가능하다.

2.5.2.4.3.1.3.24 OAM 트래픽 기술자(OAM traffic descriptor)

다음에, OAM 트래픽 기술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OAM 트래픽 기술자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파라미
터이지만, 장래 무선구간에 ATM이 적용되는 경우에 본 정보요소는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본 정보요소는 더 연구
되어야 한다). OAM 트래픽 기술자 정보요소는 호에 포함되는 사용자 접속에 관한 성능을 관리하고 사용자에 의해 생
성된 고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종단간 OAM F5 정보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본 OAM 트래픽 기술자 정보요소는 도128 및 도67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6옥텟
이다.

2.5.2.4.3.1.4 64kbps 회선교환 모드 ISDN 서비스를 지지하기 위한 정보요소

다음에, 64kbps 회선교환 모드 ISDN 서비스를 지지하기 위한 정보요소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3.1.4.1 코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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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기 정보요소의 코딩규정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3.1.4절에서 기술하는 정보요소는 도103에 나타낸 일반
적인 정보요소 포맷에 준하여 코딩된다. 이들 정보요소의 코딩은 ITU-T 권고 Q.931 및 ITU-T 권고 Q.2931의 코딩
규정에 따른다.

2.5.2.4.3.l.4.2 협대역 베어러 능력

    
다음에, 협대역 베어러 능력(narrow0band bearer capability)에 관해서 설명한다. 협대역 베어러 능력은 본 발명 시
스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파라미터이지만, 장래 무선 구간에 ATM이 적용되는 경우에 본 정보요소는 필요하게 될 가
능성이 있다(본 정보요소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협대역 베어러 능력 정보요소는 망에 의해서 제공되는 협대역 ISDN 
회선교환 모드 베어러 서비스(narrow-band ISDN circuit switched mode bearer service)의 요구를 지시하기 위하
여 설정된다. 본 정보요소는 망에 의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만을 포함한다(ITU-T 권고 Q.931 참조). 통신 
가능성(feasibility) 확인에 관련되는 협대역 베어러 능력 정보요소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ITU-T 권고 Q.931을 참조
하면 된다. 또, 협대역 베어러 능력 정보요소는 광대역 ISDN 내에서는 투과적으로 전송된다. 협대역 베어러 능력 정보
요소는 도12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2.5.2.4.3.1.4.3 협대역 상위층 정합성

협대역 상위층 정합성(narrowband high layer compatibility) 정보요소는 착신 사용자가 통신 가능성을 확인하하는 
수속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설치된다(ITU-T 권고 Q.931 참조). 협대역 상위층 정합성 정보요소는 도130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7옥텟이다.

단지, 협대역 상위층 정합성 정보요소는 광대역 lSDN 내에서 발신측 엔티티(예를 들면 발신측 사용자)와 발신측 엔티
티에 의해 어드레스 지정된 착신측 엔티티(예를 들면 상대측 사용자 또는 망의 상위층 기능 노드)와의 사이를 투과적으
로 전송된다. 사용자에 의하여 가입계약시에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텔리(tele)-서비스를 실행하는 기능을 가지는 
망은 이 정보를 특정한 텔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석하여도 된다.

2.5.2.4.3.1.4.4 협대역 하위층 정합성

다음에, 협대역 하위층 정합성에 관해서 설명한다. 협대역 하위층 정합성(narrowband low layer compatibility) 정보
요소는 어드레스 지정된 엔티티(예를 들면, 발신 사용자에 의해서 어드레스 지정된 원거리 사용자, 인터워킹 유니트 또
는 망의 상위층 기능 노드)와의 통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설치된다.

본 협대역 하위층 정합성 정보요소는 광대역 ISDN 내에서 발신측 엔티티(예를 들면 발신측 사용자)와 발신측 엔티티
에 의하여 어드레스 지정된 착신측의 엔티티 사이에서 투과적으로 송신된다. 또한, 협대역 하위층 정합성 교섭(ITU-
T 권고 Q.931참조)을 위해서, 협대역 하위층 정합성 정보요소는 착신측의 엔티티로부터 발신측의 엔티티로 투과적으
로 송신된다.

협대역 하위층 정합성 정보요소는 도1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20옥텟이다.

2.5.2.4.3.1.4.5 진행 지시자

다음에, 진행 지시자(progress indicator)에 관해서 설명한다. 진행 지시자 정보요소는 호의 생성 동안에 일어난 이벤
트(event)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서 설치된다. 본 정보요소는 동일한 메시지내에 거의 2개가 포함된다.

본 진행 지시자 정보요소는 도1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딩되어야 한다. 본 정보요소의 최대 길이는 6옥텟이다.

2.5.2.4.3.2 MM-T 엔티티 메시지에서의 정보요소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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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MM-T 엔티티 메시지에서의 정보요소 포맷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하, 도672에 나타낸 MM-T 고유 정보요
소의 리스트를 참조하여 각 정보요소에 관해서 설명한다.

(1) TMUI

TMUI는 이동국을 식별하는 임시인 번호이며, 위치등록시 또는 위치갱신시에 갱신된다. 호 발착 및 호 착신시에, 망이 
TMUI 불일치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 TMUI는 갱신되지 않는다.

도133은 TMUI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TMUI 정보요소는 M-SCP 식별번호(10비
트)와 유일(unique) 식별번호(20비트+ 2비트)로 구성되고, 정상 2진(normal binary) 코딩으로 코딩된다. 단지, 상
기 유일 식별번호에서의2비트는 2중 할당 회피용 비트로 할당된다.

M-SCP 식별번호는 TMUI를 할당한 M-SCP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0∼999의 값을 갖는다. 또, 유일 
식별번호는 TMUI 할당 노드내에서 이동국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0∼999999의 값을 갖는다. 또한, 2중 
할당 회피용 비트는 TMUI의 2중 할당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0∼3의 값을 갖는다.

(2) TMUI 할당 소오스 lD

다음에, TMUI 할당 소오스 ID에 관해서 설명한다. TMUI 할당 소오스 ID는 도1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MCC(Mobile 
Country Code), MNC(Mobile Network Code) 및 LAI로 구성되며, 또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BCD로 엔코딩된다.

(3) IMUI

다음에, 도135를 참조하여 IMUI에 관해서 설명한다. IMUI는 이동국을 인식하기 위한 번호로서 망내에서 사용된다. 
또,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MCC 및 MNC을 포함하며, 15자리수 이하의 가변길이로 구성되고, BCD로 엔코딩된다.

(4) 실행 인증 유형

다음에, 도136을 참조하여 실행 인증 유형(Execution Authentication Type)에 관해서 설명한다. 실행 인증 유형은 
이동국에 대하여 복수의 인증수속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실행될 인증 수속을 지시하기 위한 정보이다.

(5) 인증 랜덤 패턴(Authentication Random Pattern)

다음에, 도137을 참조하여 인증 랜덤 패턴에 관해서 설명한다. 인증 랜덤 패턴은 이동국에서 인증을 위한 랜덤 패턴을 
지시한다.

(6) 인증 암호 패턴(Authentication Ciphering Pattern)

다음에, 도138을 참조하여 인증 암호 패턴에 관해서 설명한다. 인증 암호 패 턴은 인증 랜덤 패턴에 근거하여 이동국에 
의하여 구한 암호패턴을 지시한다.

(7) 실행 암호 유형

다음에, 도139를 참조하여 실행 암호 유형(Execution Ciphering Type)에 관해서 설명한다. 실행 암호 유형은 이동국
에 대하여 복수의 암호수속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실행될 암호수속을 지정하기 위한 정보이다.

(8) TC 정보

다음에, 도140을 참조하여 TC 정보에 관해서 설명한다. TC 정보는 이동국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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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3.3 RBC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

다음에, RBC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3.3.1 메시지 유형 식별자

메시지 유형 식별자는 도1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응하는 송출된 메시지의 기능을 식별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이 식별
자는 동작 명령 지시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도141의 각종 유형의 메시지 관해서는 후술한다.

2.5.2.4.3.3.2 정보요소 식별자

    
다음에, 정보요소 식별자에 관해서 도14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정보요소 식별자는 대응하는 메시지에 포함되는 선택
사항(option) 정보를 식별한다. 상기 식별자의 옥텟1이 "11111l11"인 경우에는 옥텟2와 그 다음의 옥텟은 유효가 된
다. 또한, 옥텟 2의 8비트와 그 다음의 옥텟은 확장 플래그(extention flag)로서 사용되고, 이에 따라 다음의 옥텟은 
유효가 된다. 또, 각 고유 파라미터에 관한 식별자는 설정하지 않는다. 또한, 도142에서의 각종 유형의 메시지에 대해
서는 후술한다.
    

2.5.2.4.3.3.3 무선 베어러 셋업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도143은 무선 베어러 셋업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radio bearer setup specific parameter)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
43에 있어서, RBC ID(RBC 식별자)는 RBC의 접속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RBC 접속은 CC 프로토콜에 있어서 C
R(호 기준; Call Reference)에 의하여 식별되는 접속 및 CONN ID(접속 식별자)에 유일하게 대응한다. 상기 CR은 C
C 프로토콜용 호 식별자이다(2.5.2.4.3.1절 참조). 상기 CONN ID는 CC프로토콜용 접속식별자이다(2.5.2.4.3.1절 참
조).

2.5.2.4.3.3.4 무선 베어러 해방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도144는 무선 베어러 해방 고유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4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선 베어러 해방 메시지 고
유 파라미터는 RBC ID와 요인 지시자(cause indicator)로 구성되어 있다.

2.5.2.4.3.3.5 무선 베어러 해방 완료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도145는 무선 베어러 해방 완료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4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선 베어러 해
방 완료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는 RBC ID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2.5.2.4.3.3.6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도146은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4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는 호출 ID(INVOKE ID)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호출 ID(INVOKE ID)는 핸드오버 명령이 
기동된 경우에 핸드오버 명령과 응답신호를 연합시키기 위한 식별 번호이다.

2.5.2.4.3.3.7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도147은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4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 고
유 파라미터는 호출 ID(INVOKE ID)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2.5.2.4.3.3.8 무선 베어러 셋업 정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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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8 내지 도151은 무선 베어러 셋업정보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48에서, "정보요소 식별자"필드는 무선 베어러 셋
업 기본 정보요소를 지시하는 것으로 8비트 길이를 갖는다. "길이"필드는 정보요소의 길이를 지시하며, "주파수대역"필
드는 제1호에서 지시된 주파수대역을 지시한다. 상기 "주파수대역"필드에서는 256개의 주파수대역이 지지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주파수대역 fl은 "00000000"로 지시되며, 주파수대역 f256은 "1111l111"로 지시된다. 또한, "BTS 번호"
필드는 1이상인 망내의 BTS 식별번호를 지시하며, "섹터번호"필드는 BTS 내의 섹터 식별번호를 지시하는 것으로, 섹
터1은 "00000001"로 지시되며, 섹터12는 "00001100"로 지시된다.
    

또한, "업링크 단코드 유형(uplink short code type)"필드는 업링크 코드에 대한 정보 전송속도를 지시하며(도150 참
조), "업링크 코드수"필드는 단일 접속에 대하여 복수의 업링크 단코드가 사용되는 경우에 1~N의 업링크 단코드수를 
지시하고, "업링크 단코드 번호"필드는 0~2047의 업링크 단코드의 식별번호를 지시한다.

또, "다운링크 단코드 유형"필드는 다운링크 코드에 대한 정보 전송속도를 지시하며(도150 참조), "다운링크 코드수"
는 단일 접속에 대하여 복수의 다운링크 단코드가 사용되는 경우에 1~M의 다운링크 단코드수를 지시하고, "다운링크 
단코드번호"필드는 0~2047의 다운링크 단코드의 식별번호를 지시한다.

또한, "프레임 오프셋군(frame offset group)"은 이동국이 통신할 때에 단일 무선 프레임에서 타임 슬롯(time slot)
이 논리 프레임의 전단(front end)에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유선 회선내에서 단일 프레임 시간단위에서 트래
픽의 균일화를 위해서 설치된다. "프레임 오프셋군"필드는 0~15의 값을 갖는다(도151 참조).

또, "슬롯 오프셋군"필드는 단코드에 대한 다운링크 전송 타이밍의 오프셋 값을 지시한다. 이 다운링크 전송 타이밍은 
파이롯 심볼(pilot symbol)의 용장(redundancy)을 저감하기 위해서 많아야 3개의 서브슬롯(subslot)에 의하여 오프
셋된다. 제1호에서의 "슬롯 오프셋군"에 의한 지시는 이동국의 모든 호의 해방시까지 계속된다(도151 참조)

2.5.2.4.3.3.9 DH0 브란치 추가 정보요소

도152∼도154는 DH0(Diversity HandOver) 브란치 추가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52에서, "정보요소 식별
자"필드는 DH0 브란치 추가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8비트 길이를 가지며, "RBC ID 수"필드는 동시 접속의 수(1
∼H)를 지시한다. 또,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2.5.2.4.3.3.10 DH0 브란치 삭제 정보요소

도155는 DH0(Diversity HandOver) 브란치 삭제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55에서, "정보요소 식별자"필드는 
DH0 브란치 삭제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8비트의 길이를 가지며,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2.5.2.4.3.3.11 ACCH 전환 정보요소

도156는 ACCH 전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56에서, "정보요소 식별자"필드는 ACCH 전환 정보요소를 나타
내는 것으로 8비트 길이를 가지며,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2.5.2.4.3.3.12 브란치 전환 정보요소

도157∼도159는 브란치 전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57에 서, "정보요소 식별자"필드는 브란치 전환 정보요
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8비트 길이를 가지며,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2.5.2.4.3.3.13 사용자 속도 전환 정보요소

도160∼도163은 사용자 속도전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60에 있어서, "정보요소 식별자"는 사용자 속도전
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8비트 길이를 가지며,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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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3.3.14 코드전환 정보요소

    
도164∼도165는 코드전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64에서, "정보요소 식별자"필드는 코드전환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8비트 길이를 가지며, "구 단코드 수(number of former short codes)"필드는 단코드 전환 또는 재
배열 수속 이전에 사용된 이전 단코드의 수(1∼N)를 지시하고, "구 단코드 번호"필드는 단코드 전환 또는 재배치 수속 
이전에 사용된 이전 단코드의 식별번호(0∼2047)를 지시하며, "신규 단코드 수(number of new short codes)"필드
는 단코드 전환 또는 재배치 수속 이후에 사용되는 새로운 단코드의 수(1∼M)를 지시하고, "신규 단코드 번 호"는 단
코드 전환 또는 재배치 수속 이후에 사용되는 새로운 단코드의 식별번호(0∼2047)를 지시한다. 다른 필드는 위에서 이
미 설명하였다.
    

2.5.2.4.3.4 RRC 엔티티 메시지 정보요소

다음에, RRC 엔티티 메시지 정보요소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3.4.1 메시지 유형 식별자

메시지 유형 식별자에 관해서 도16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메시지 유형 식별자는 송출되는 메시지의 기능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2.5.2.4.3.4.2 패실리티 정보요소

다음에, 패실리티 정보요소의 포맷은 도167에 나타낸다. 도167에서 "프로파일(profile)"필드는 4옥텟 이후에 포함되
는 PDU(Protocol Data Unit)의 유형, 즉 ROSE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 CMIP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 또는 ACSE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를 지시한다. "PDU"필드는 "프로파일"필드에 의하여 식별되는 ASEs(Application Service E
lements)인 하나 이상의 PDU를 지시한다.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ROSE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2.5.2.4.3.4.3 ROSE PDU

    
다음에, 도168 및 도169는 ROSE PDU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68에서 "구성요소 유형 태그(component type tag)"
필드는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필수적이며, 구성요소의 유형[즉, 호출(invoke), 결과반송(종료; termination), 에러 반
송, 거부, 결과반송(진행; proceeding) 등]을 지시한다. "구성요소 길이"필드는 구성요소 유형 태그 필드와 구성요소 
길이 필드를 제외하는 구성요소의 길이를 지시한다. "호 출 식별자 태그(invoke identifier tag)"필드는 동작 호출(o
peration invoke)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번호로서 사용되며, 그에 따라 요구와 응답이 연합된다. 또한, "호출 식별자 길
이(invoke identifier length)"는 "호출 식별자"필드의 길이를 지시한다. "호출 식별자(invoke identifier)"필드는 호
출식별자를 지시한다. "동작값 태그"필드는 호출(invoke) 구성요소 등에 포함되어, 호출(invoke)되어야 하는 동작(로
컬 동작 또는 글로벌 동작)의 유형을 지시한다. "동작값"필드는 동작을 정의하기 위한 정보의 유형, 즉 발신 또는 착신
에 대한 후보 존의 정보, 통신중(in-use) 존의 정보, DH0에 대한 추가 존의 정보, DH0에 대한 삭제 존의 정보, HHO
에 대한 존의 정보, 외측 루프(outer loop)의 정보, 품질열화 통지의 정보를 지시한다.
    

2.5.2.4.3.4.4 동작 고유 파라미터

다음에, 동작을 정의하기 위한 고유 파라미터에 관해서 설명한다.

(a) 발신 또는 착신에 대한 후보 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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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신 또는 착신에 대한 후보 존 정보의 고유 파라미터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정보는 이동국에 의해 측정된 발신 
또는 착신시의 방문(visited) 섹터의 무선상태와 그 주변 섹터에 관한 무선 수신상태를 망에 통지하기 위해서, 이동국
에서 망으로 송신된다. 도673은 후보 존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또, 도673에 있어서, 퍼치 채널 수신 SIR 및 퍼
치 채널 전송전력은 다운링크 전송전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b) 통신중 존 정보(in-use zone information)

다음에, 통신중 존 정보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정보는 이동국에 의해 측정된 통신중 섹터에 대한 무선 수신상태에 근거
하여 무선 채널 다운링크 전송전력 제어를 기동하기 위해서, 이동국에서 망으로 송출된다. 도674는 통신중 존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c) DHO에 대한 추가 존 정보

다음에, DH0에 대한 추가 존 정보의 고유 파라미터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정보는 통신중에 1이상의 다이버시티 링크
를 망이 추가하도록 이동국에 의하여 호출(invoke)되며, 추가될 후보섹터의 파라미터와, 후보 섹터와 통신중 섹터에 
대한 무선수신상태를 포함한다. 도675는 DHO에 대한 추가 존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또, 무선수신상태가 DHO 브란치 추가에 대한 임계치를 초과하는 후보 섹터만이 추가된다. 그러나, 후보 섹터에 대한 
상태가 통신중 섹터의 수가 최대일 때 통신중 섹터의 상태보다도 나쁘면, DH0에 대한 추가 존 정보를 지시하는 DH0 
계기(trigger)는 송출되지 않는다.

(d) DH0에 대한 삭제 존 정보

다음에, DH0에 대한 삭제 존 정보의 고유 파라미터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정보는 이동국에 의해서 측정된 통신중 섹
터에 대한 무선수신상태에 근거하여, 망이 다이버시티 링크 삭제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국에 의하여 호출(inv
oke)된다. 도676은 DHO에 대한 삭제 존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통신중 섹터에 대한 무선 수신상태는 DHO 브란치 삭제에 대한 임계치와 비교 된다. 그후, 무선 수신 상태가 DHO 브란
치 삭제에 대한 임계치보다 낮은 섹터만이 삭제된다. 반면에, 본 정보는 무선 수신 상태가 상기 임계치보다 낮지 않더라
도 DHO 브란치 추가에 의하여 추가된 섹터의 대신에 삭제되는 섹터에 대해서는 송신되지 않는다.

(e) HHO(Hard HandOver) 존 정보

다음에, HHO 존 정보의 고유 파라미터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정보는 이동국에 의해서 측정된 통신중 섹터 및 그 주변 
섹터의 무선수신상태에 근거하여, 망이 브란치 전환 핸드오버를 실행하도록 이동국에 의하여 호출(invoke)된다. 도67
7은 HH) 존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f) 외측 루프(outer loop) 정보

다음에, 외측 루프 정보의 고유 파라미터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정보는 망이 다운링크 무선 채널에 대한 외측 루프 전
송전력제어를 실행하도록 이동국에 의하여 호출(invoke)된다. 도678은 외측 루프 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g) 품질열화 통지 정보

다음에, 품질열화 통지 정보의 고유 파라미터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정보는 이동국이 다운링크 무선 채널에 대한 품질
열화를 검출한 때, 망이 다른 주파수를 갖는 채널로 전환되는 브란치 전환을 망이 실행하도록 이동국에 의하여 호출된
다. 도679는 품질열화 통지정보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2.5.2.4.3.4.5 동작에 대한 고유 파라미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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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동작을 정의하기 위한 고유 파라미터의 정의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3.4.5.1 방문(visited) 후보 섹터 수, 통신중(in-use) 방문 섹터수, DH0에서 추가되는 후보 섹터 수, DH0에
서 삭제되는 섹터 수, HHO에 대한 후보 섹터

도170은 방문 후보 섹터 수, 통신중 방문 섹터수, DH0에서 추가되는 후보 섹터 수, DH0에서 삭제되는 섹터 수 및 HH
O에 대한 후보 섹터의 파라미터의 공통 포맷을 나타낸다. 도170에서, "섹터 수"필드는 1∼N의 값을 나타내는 2진 코
드를 포함한다.

2.5.2.4.3.4.5.2 BTS 번호

도171은 BTS 번호의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71에서, "BTS 식별자"필드는 망내에서 대응하는 BTS를 식별
하기 위한 1이상의 번호이다.

2.5.2.4.3.4.5.3 섹터번호

도172는 섹터번호의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72에서, "섹터 식별자"필드는 BTS내에서 대응하는 섹터를 식별
하기 위한 것으로 1~12의 값을 갖는다.

2.5.2.4.3.4.5.4 퍼치 채널 수신 SIR

도173은 퍼치 채널 수신 SIR의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73에서, "퍼치채널수신 SIR"필드는 이동국에서 측정
한 방문(visited) 섹터, 주변 섹터 또는 통신중 섹터의 퍼치 채널 수신 SIR를 지시한다.

2.5.2.4.3.4.5.5 퍼치채널 전송전력

도174는 퍼치채널 전송전력의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4.5.6 장코드 위상차

도175는 장코드 위상차(long code phase difference)의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75에서, "장코드 위상차"필
드는 방문(visited) 섹터 또는 통신중의 섹터의 장코드 위상과, 주변 섹터(접속이 핸드오버되는 섹터)의 장코드 위상 
사이의 차를 지시한다. 이것은 DHO를 실행할 때 또는 호발신 및 호수신시에 존을 선택할 때 사용된다. 또, 상기 차가 
128 칩(chip)을 넘는 경우, 장코드 위상차의 필드는 확장 비트를 "1"로 설정함으로써 확장된다.

2.5.2.4.3.4.5.7 RBC ID 수

도176은 RBC ID 수(number of RBC IDs)의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76의 "RBC ID 수"필드는 1∼N의 값을 
나타내는 2진 코드를 포함한다.

2.5.2.4.3.4.5.8 RBC ID

도177은 RBC ID의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177에서, "RBC ID"필드는 CC 프로토콜에서 CR(Call Reference) 
및 CONN ID(connection identifier)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접속에 유일하게 대응하는 RBC 접속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서 1∼H의 값을 갖는다.

2.5.2.4.3.4.5.9 소요 SIR

도178은 소요 SIR(necessary SIR)의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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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3.4.5.10 FER 측정

도179는 FER 측정 파라미터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5 TAC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의 포맷

다음에, TAC(Terminal Association Control)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의 포 맷에 관해서 설명한다.

2.5.2.4.3.5.1 TAC 엔티티 메시지의 개요

각 TAC 엔티티 메시지는 다음의 요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a) 프로토콜 식별자

(b) 메시지 유형

(c)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필요한 경우)

(d) 기본 정보요소(필요한 경우)

(e) 확장 정보요소(필요한 경우)

상기 정보요소 (a) 및 (b)은 모든 TAC 엔티티 메시지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정보요소 (c)∼(e)는 요구에 따라
서 특정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

도180은 TAC 엔티티 메시지의 일예를 나타낸다. 최초의 2개의 정보요소(프로토콜 식별자, 메시지 유형)는 도180에 
지정된 순서로 나타나야만 한다.

2.5.2.4.3.5.2 프로토콜 식별자

우선, 프로토콜 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프로토콜 식별자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다른 메시지로부터 TAC 
엔티티 메시지를 식별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다른 ITU-T 권고, TTC 권고 및 다른 권고에 따라서 엔코딩된 다른 
OSI 망 층 프로토콜 유니트의 메시지로부터 TAC 엔티티 메시지를 식별한다. 이 프로토콜 식별자는 각 TAC 엔티티 메
시지의 첫 번째 부분에 위치하고, 도181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2.4.3.5.3 메시지 유형 식별자(메시지 정합성 명령 지시자를 포함한 다)

다음에, 메시지 유형 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메시지 유형 식별자는 TAC 엔티티 메시지의 기능을 식별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이 메시지 유형 식별자는 각 TAC 엔티
티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에 위치되고, 도182 및 도680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메시지 정합성 명령 지시자는 정의된 로컬 구간에서만 유효하다. 코딩이 다른 방식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 한, 망으로
부터 사용자 단말로 송신되는 메시지의 메시지 정합성 명령 지시자에 어떤 값을 설정할 것인지의 결정은 망측의 선택사
항(option)이다.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메시지 정합성 명령 지시자가 "000"으로 설정된다.

2.5.2.4.3.5.4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는 메시지를 위하여 필요한 고유 정보를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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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3.5.4.1 TAC 엔티티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도681은 TAC 엔티티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1) 단말 연합 셋업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단말 연합 셋업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terminal association setup message specific parameter)는 도183 및 도6
8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엔코딩된다.

(2) 페이징 응답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페이징 응답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paging response message specific parameter)는 도184 및 도68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엔코딩된다.

(3) 단말 연합 해방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

단발 연합 해방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terminal association release message specific parameter)는 도185 및 도
68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엔코딩된다.

2.5.2.4.3.5.4.2 TAC 엔티티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서브필드

다음에, TAC 엔티티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서브필드에 관해서 설명한다.

(1) 코딩 규정

    
먼저, TAC 엔티티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서브필드의 코딩규정에 관해서 설명한다. TAC 엔티티 메시지 고유 파라미
터의 서브필드의 코딩은 이하에 말하는 코딩 규정에 따른다. 이들 규정은 TAC 엔티티 메시지를 처리하는 각 장치가, 
수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 순서로 설치되어 있다. 도685는 TAC 엔티티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서브필드에 포함되는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를 나타낸다. TAC 엔티티 메시지 고유 파라미터의 서브필드에서의 
정수치의 코딩은 이하의 규정을 적용한다.
    

(a) 정수치가 2옥텟 이상의 길이로 코딩되는 경우에는 보다 작은 옥텟 번호를 갖는 옥텟이 보다 상위의 비트를 포함한
다. 특히, 가장 작은 옥텟번호의 옥텟이 MSB(최상위비트)를 포함하고, 가장 큰 옥텟번호의 옥텟이 LSB*최하위비트)
를 포함한다.

(b) 1옥텟내에 있는 필드 또는 옥텟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필드에 관하여는 이하의 것을 적용한다.

보다 큰 비트번호를 갖는 비트가 보다 상위의 비트를 구성한다.

특히, 최대 비트번호를 갖는 비트가 MSB(최상위비트)를 지시한다.

특히, 최소 비트번호를 갖는 비트가 LSB(최하위비트)를 지시한다.

비트 코딩은 작은 비트 번호를 갖는 비트로부터(우측으로부터) 수행된다. 즉, 선행하는 0의 부분은 하나의 옥텟 또는 
필드에서 더 큰 비트번호 측(좌측)에 나타난다.

(c) 고정길이 옥텟으로 정수치를 표현하는 경우, 비트 코딩은 큰 옥텟번호를 가진 옥텟부터 수행된다. 즉, 선행하는 0
의 부분은 작은 옥텟번호 측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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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변길이 옥텟으로 정수치를 표현하는 경우, 코딩은 최소의 옥텟수가 되도록 실행된다. 즉, 선행하는 내용이 모두 "
0"인 옥텟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요인 정보요소(cause information element)

요인 정보요소는 단말 연합의 요인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도186 및 도68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엔코딩된
다.

(3) 이동국 유형 정보요소

이동국 유형 정보요소는 이동국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도187 및 도68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엔코
딩된다.

(4) 페이지드 MS ID 정보요소(paged MS ID information element)

페이지드 MS ID 정보요소는 페이지드 이동국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으로, 도188 및 도688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엔코딩된다.

(5) 페이징 ID 정보요소

페이징 ID 정보요소는 이동국이 호출힐 때에 호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호에 할당되는 것으로, 본 정보요소는 도189에 
나타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6) TMUI 정보요소

TMUI 정보요소는 각각의 이동국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위치등록시 및 위치갱신시에 갱신된다. 이 정보
요소는 도190 및 도689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2.4.3.5.5 확장정보요소

TAC 엔티티 메시지에 대한 확장정보요소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장래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 TAC 엔티티 메시지에 대한 확장정보요소는 도191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2.4.3.6 기타

여기서는, RACH, FACH, BCCH 및 PCH상에서 전달되는 다른 층3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된다.

2.5.2.4.3.6.1 메시지 유형

도192는 메시지 유형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2 길이

도193은 메시지의 길이를 지시하는 길이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3 퍼치 채널 수신 SIR

도194는 퍼치 채널로부터 수신된 신호의 신호대 간섭비(SIR)를 지시하는 퍼치 채널 수신 SIR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4 단코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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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95는 업링크 또는 다운링크 SDCCH에 대한 단코드를 지시하는 것으로 0~2047의 값을 갖는 단코드 번호 정보요소
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5 프레임 오프셋군

도196은 SDCCH에 대한 프레임 오프셋군을 지시하는 프레임 오프셋군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6 슬롯 오프셋군

도197은 SDCCH에 대한 슬롯 오프셋군을 지시하는 슬롯 오프셋군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7 망 번호

도198은 망 번호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8 망 버전

도199는 망 버전을 지시하는 망 버전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9 이동국 공통 파라미터 버전

도200은 파라미터 공통의 버전을 이동국에 지시하는 이동국 공통 파라미터 버전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10 BTS 번호

도201은 BTS의 식별번호를 나타내는 BTS 번호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11 섹터번호

도202는 BTS내의 섹터번호를 지시하는 섹터번호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1~6 또는 1~12의 값
을 갖는다.

2.5.2.4.3.6.12 중첩 등록영역 수(number of overlapped registration areas)

도203은 하나의 무선 존에서 중첩된 등록영역 수를 지시하는 정보요소의 포맷이다.

2.5.2.4.3.6.13 영역번호

도204는 이동국이 존재하는 등록영역을 지시하는 영역번호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0∼255의 값
을 갖는다.

2.5.2.4.3.6.14 영역등록 타이머

도205는 영역 등록 타이머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15 기지국 수신을 위한 필요 측정 전력레벨

도206은 기지국에서의 수신을 위해 필요한 측정 전력레벨(calibrated power level)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16 업링크 장코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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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요소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업링크 장코드 번호 정보요소는 장래에 RACH 및 SDCCH상에서의 업링크 장코드 
번호를 지시한다.

2.5.2.4.3.6.17 방문 존 판정용 퍼치 채널 LC 수

도207은 방문(vised) 존을 판정하기 위한 퍼치채널 LC의 수(M)를 지시하는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18 퍼치 채널 LC 번호

퍼치 채널 LC 번호는 장래에서 사용될 것이다. 이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2.5.2.4.3.6.19 기지국 사용 주파수대역 수

도208은 기지국에 의하여 사용된 주파수대역의 수를 지시하는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20 주파수대역

도209는 TCH상에서 사용된 주파수대역을 지시하는 주파수대역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21 규제 정보(restricted information)

본 정보요소는 구성(construction) 또는 고장(malfunction)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한 액세스 규제(access restriction)
를 이동국에 지시하기 위하여 장래에서 사용된다. 본 정보요소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2.5.2.4.3.6.22 호접수 정보

호접수 정보요소는 새로운 호를 접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동국에 지시하기 위하여 장래에 사용된다. 이 정보요소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2.5.2.4.3.6.23 제어 채널 포맷 정보

제어채널 포맷 정보요소는 PCH 수, 장코드용 RACH 수, 단코드용 RACH 수, 장코드용 FACH 수, 단코드용 FACH 수, 
사용하는 코드번호 및 slot위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장래에 사용된다. 본 정보요소는 패킷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도 된
다. 이 정보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2.5.2.4.3.6.24 BCCH 수신 기간(BCCH reception duration)

도210은 본 정보요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후에 이동국이 BCCH로부터의 보고정보(broadcasting informatio
n)를 수신해야 할 기간을 지시하는 BCCH 수신기간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25 페이지드 이동국 수(number of paged mobile stations)

도211은 하나의 페이징 메시지에 의한 페이지드 이동국 수를 지시하는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이 수는 1~2의 
값을 갖는다.

2.5.2.4.3.6.26 페이지드 MS ID(paged MS ID)

도212는 페이지드 이동국의 IMUI 또는 TMUI를 지시하는 것으로, 112비트의 길이를 갖는 페이지드 MS ID 정보요소
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의 상세 코딩방식은 더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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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3.6.27 페이징 ID

도213은 페이징 ID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2.5.2.4.3.6.28 확장 정보요소

다른 확장정보요소에 대해서는 장래에서 결정된다.

2.5.3 BTS-MCC 인터페이스의 명세

다음에 BTS-MCC 인터페이스 명세에 관해서 설명한다.

2.5.3.1 개요

먼저, 개요에 관해서 설명한다. 2.5.3장에서는 BTS-BCC 인터페이스에서의 층1로부터 층3까지의 각 프로토콜을 규정
한다.

2.5.3.2 층1

층1은 BS(기지국) 전송 라인 인터페이스 및 교환국(BSC) 전송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치된다. 여기서는 그 설명
을 생략한다.

2.5.3.3 ATM 층

마찬가지로, ATM 층은 BS 전송라인 인터페이스 및 BSC 전송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치된다.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2.5.3.4 AAL 공통부분 부층(AAL common part sublayer)

마찬가지로, AAL 공통부분 부층은 BS 전송라인 인터페이스 및 BSC 전송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치된다. 여기서
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2.5.3.5 AAL 서비스 고유 부층(AAL service specific sublayer)

마찬가지로, AAL 서비스 고유 부층은 BS 전송라인 인터페이스 및 BSC 전송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치된다. 여기
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2.5.3.6 층3

이하, 층3에 관해서 설명한다.

2.5.3.6.1 프로토콜 구조

이하, 본 BTS-MCC 인터페이스에서의 층3 프로토콜 구조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한, 층3 프로토콜 제어 엔티티에 대하
여 설명한다. BTS-BCC 인터페이스에서 실행되는 수속은 이하와 같다.

(1) BTS-MCC 링크 제어수속

SCMF와 TACF 사이에서 및 SCMF와 SACF 사이에서 SDCCH에 대한 링크설정 및 해방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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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F과 BCFr 사이에서 액세스 링크설정

(2) 페이징 수속

TACF로부터 BTS로의 페이징 명령

(3) 무선 상태 관리수속

RFTR과 RRC 사이에서의 무선 채널의 상태 측정(단, 본 수속은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BTS에의 정보전송 등의 수속

상기한 수속에 따라서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이하의 층3 프로토콜제어 엔티티를 사용한다.

(a) BC (Bearer Control : 베어러 제어)

본 엔티티는 TACF와 BCFr 사이의 링크를 제어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준비하고 송신한다. 즉, 본 엔티티는 상기한 수속
(1)중 하나를 수행한다.

(b) BSM(Base Station Management : 기지국관리)

본 엔티티는 BTS에 페이징을 명령하기 위한 메시지 및, 그 밖의 BTS를 관리하기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송신한다. 
즉, 본 엔티티는 상기한 수속 (2) 및 (4)를 수행한다.

(c) RCM(Radio Condition Management : 무선상태관리)

본 엔티티는 무선 통신자원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준비하고 송 신하는 것으로,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사
용되지 않는다.

다음에, 본 인터페이스에서의 프로토콜 구조에 관해서 설명한다. BTS-MCC 인터페이스에서의 제어신호용 링크상에서, 
데이터 링크 층으로부터의 메시지는 프로토콜 식별자, 링크기준 및 트랜잭션 ID(transaction ID)에 의하여 식별되고, 
그후 착신 프로토콜 제어 엔티티(destination protocol control entities)로 분배된다. 도214는 BTS-MCC 인터페이
스상의 프로토콜 구조를 나타낸다.

2.5.3.6.2 메시지 포맷

다음에, BTS-MCC 상에서 전송되는 메시지의 포맷에 관해서 설명한다.

2.5.3.6.2.1 BC 엔티티 메시지

먼저, BC 엔티티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2.5.3.6.2.1.1 BC 엔티티 메시지의 유형

도690은 BC 엔티티 메시지의 유형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본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BC 엔티티 메시지에는 베
어러 셋업 메시지, 베어러 해방 메시지 및 그 밖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다.

2.5.3.6.2.1.2 BC 엔티티 메시지의 유형 분류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BC 엔티티 메시지를 아래와 같이 2개 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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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군은 TCH 또는 SDCCH를 위한 AAL 유형(type) 2에 따른 링크의 설정 및 해방을 위한 메시지를 포함한다. ACCH
를 위한 AAL 유형(type) 2에 따른 링크의 설정 및 해방에 관한 요구 및, BTS 내에서의 무선 채널의 제어를 위한 요구
는, 상기 메시지중의 하나에 정보요소로서 포함된다.

다른 군은 BC 프로토콜 엔티티의 상태 이행(state transition)에 관련되지 않은 메시지를 포함한다. 상기한 ACCH을 
위한 요구 또는 BTS내에서 무선채널을 제어하기 위한 요구가 TCH 또는 SDCCH를 위한 AAL 유형2에 따른 링크의 제
어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BC 프로토콜 엔티티의 상태이행에 관계하지 않는 메시지는 상기 요구를 포함하여 정보요
소로서 준비되어 전송된다. 도691은 상기 분류에 따른 BC 엔티티 메시지를 나타낸다.

2.5.3.6.2.1.3 메시지 포맷

각 메시지는 도2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시지 공통부와 하나 이상의 선택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기본 정보요소는 
필요한 수속에 따른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그 파라미터는 해당 수속에 의존한다.

2.5.3.6.2.1.3.1 링크 셋업 피요구 메시지(link setup requested message)

    
다음에 링크 셋업 피요구 메시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메시지는 SDCCH의 확립개시 동안에 BTS에 의한 단코드 및 
무선 패실리티 등의 자원의 선택후에, 상기 자원에 대응하는 쇼트 셀(short cell) 접속을 선택하기 위해서 BTS로부터 
MSCNW(보다 상세하게는 BSC 기능)으로 송출된다. 도692는 링크 셋업 피요구 메시지의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
이다. 상기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BC를 지시하고, 접속식별은 BTS와 MSCNW(
BSC 기능)사이의 제어신호이며, 그 방향은 BTS의 SCMF에서 MSCNW(BSC 기능)의 SACF 및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1.3.2 링크 셋업 메시지

    
다음에, 링크 셋업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메시지는 MSCNW(BSC 기능)이 TCH의 설립시에만 쇼트 셀(short 
cell) 접속을 선택하도록 된 경우에 MSCNW(BSC 기능)로부터 BTS로 송출된다. 또, 본 메시지는 무선 베어러를 기동
하기 위하여 MSCNW(BSC 기능)로부터 BTS로 송출된다. 도693은 링크 셋업 메시지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 리스
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BC이며, 접속식별은 BTS와 MSCNW(BSC 기능)사이의 제어
신호이고, 그 방향은 MSCNW(BSC 기능)의 SACF 및 TACF에서 BTS의 SCMF로의 방향 또는 MSCNW(BSC 기능)
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1.3.3 링크 셋업 진행 메시지

    
다음에, 링크 셋업 진행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메시지는 제1호, 제2호 하드 핸드오버(hard handover)시에 무
선 통신자원의 선택결과 및 무선 패실리티의 기동결과를 통지하기 위해서 BTS에서 MSCNW(BSC 기능)로 송출된다. 
도694는 링크 셋업 진행 메시지의 각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상기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
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BC를 지시하고, 접속식별은 BTS와 MSCNW(BSC 기능)사이의 제어신호이며, 그 방향은 B
TS의 BCFr에서 MSCNW(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1.3.4 링크셋업 응답 메시지

    
다음에,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메시지는 제1호, 제2호 및 하드 핸드오버시에 첫번째 무선 브란
치에 대한 무선 베어러의 설정이 완료한 것을 통지하기 위해서 BTS에서 MSCNW(BSC 기능)로 송출된다. 또, 본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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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제2 호 및 하드 핸드오버시에 무선 통신자원의 선택결과 및 무선 패실리티의 기동결과를 통지하기 위해서 BTS에
서 MSCNW(BSC 기능)로 송출된다. 또한, 본 메시지는 SDCCH 확립시에 기지국에서의 동기확립 명령 결과를 통지하
기 위해서 BTS에서 MSCNW(BSC 기능)로 송출된다. 도695는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BC를 지시하고, 접속식별은 BTS와 MSC
NW (BSC 기능)사이의 제어신호이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MSCNW(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 및 BTS의 
SCMF에서 MSCNW(BSC 기능)의 SACF 및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1.3.5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

    
다음에,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메시지는 셀내(intra-cell) H0SH0가 수행될 때에 무선 통신자
원 및 무선 패실리티의 추가 및 삭제를 기동하기 위해서, 또한 ACCH 전환을 기동하기 위해서 MSCNW(BSC 기능)에
서 BTS로 송출된다. 도696은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BC이고, 접속식별은 BTS와 MSCNW(BSC 기능)사이의 제어신호이며, 그 
방향은 MSCNW(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1.3.6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

    
다음에,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는 2.5.3.6.2.1.3.5절에서 설명한 링크 패
실리티와는 다른 것이다. 본 메시지는 셀내(intra-cell) HOSHO가 수행될 때에 무선 통신자원 및 무선 패실리티의 추
가 및 삭제하기 위한 기동의 결과를 통지하기 위해서, 또한 ACCH 전환의 기동결과와 스??치(squelch)를 통지하기 위
해서, BTS에서 MSCNW(BSC 기능)로 송출된다. 도697은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난타내는 리스
트이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BC이고, 접속식별은 BTS와 MSCNW(BSC 기
능)사이의 제어신호이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MSCNW(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1.3.7 링크 해방 메시지

    
다음에, 링크 해방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메시지는 무선 베어러를 해방하기 위해서 MSCNW(BSC 기능)에서 
BTS로 송출된다. 도698은 링크 해방 메시지의 정보요소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
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BC이고, 접속식별은 BTS와 MSCNW(BSC 기능)사이의 제어신호이며, 그 방향은 MSCNW
(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 및 MSCNW(BSC 기능)의 SACF 및 TACF에서 BTS의 SCMF로의 
방향이다.
    

2.5.3.6.2.1.3.8 링크해방 완료 메시지

    
다음에, 링크해방 완료 메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 본 메시지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장치가 링크 기준(link reference) 
및 접속식별자를 해방한 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BTS 또는 MSCNW(BSC 기능)로부터 송신된다. 본 메시지를 수신한 
장치는 링크 기준을 해방해야 한다. 도699는 본 메시지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BC이고, 접속식별은 BTS와 MSCNW(BSC 기능)사이의 제어신호이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MSCNW(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 및 BTS의 SCMF로부터 MSCNW(BSC 기능)의 SA
CF 및 TACF로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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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메시지가 최초의 링크 기준 해방 메시지인 경우에는 요인지시(cause indication) 정보요소는 필수적이다. 또한, 
본 메시지가 에러 처리상태의 결과로서 송신된 경우에도 본 정보요소는 본 메시지에 포함된다.

    
상기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700은 각종 용도의 링크 셋업에서의 기본 정보요소의 조합에 대한 리스트를 나타내
고, 도701은 각종 용도의 링크 진행 메시지에서의 기본 정보요소의 조합에 대한 리스트를 나타내며, 도702는 각종 용
도의 링크 셋업응답에서의 기본 정보요소의 조합에 대한 리스트를 나타내고, 도703 및 도704는 각종 용도의 링크 패실
리티 메시지에서의 기본 정보요소의 조합에 대한 리스트를 나타내며, 도705 및 도706은 각종 용도의 다른 링크 패실리
티 메시지에서의 기본 정보요소의 조합에 대한 리스트를 나타낸다.
    

2.5.3.6.2.2 BSM 엔티티 메시지의 포맷

다음에, BSM 엔티티 메시지의 포맷에 관해서 설명한다. 각 BSM 엔티티 메시지는 도2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토콜 
식별자, 메시지 유형 식별자, 하나 이상의 기본정보요소로 구성되다.

도217은 기본 정보요소의 패턴을 나타낸다. 도217에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 정보요소에서는 각 파
라미터의 앞에 정보요소식별자와 길이 식별자가 설치된다.

도707은 BSM 엔티티 메시지에 속하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리스트이다. 도707 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S
M 메시지에는 페이징 메시지만이 속한다.

2.5.3.6.2.2.1 페이징 메시지

다음으로, 페이징 메시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메시지는 이동국에 대하여 착신되는 것을 통지할 목적으로 페이징하기 
위해서 망(BSC 기능)에서 BTS로 송출된다. 도708은 페이징 메시지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 리스트이다. 이 리스
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시지의 프로토콜 식별자는 BSM이고, 접속식별은 BTS와 망(BSC 기능)사이의 제어신호
이며,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또, 페이징 메시지의 영역번호 정보요소는 BTS가 다중 영역 등록을 위하여 복수 페이징 영역에서 페이징 하기 위하여 
복수 영역번호를 관리한다. 또한, IMUI 또는 TMUI는 페이지드 MS ID로서 사용된다.

2.5.3.6.2.3 정보요소의 상세 설명

다음에, 정보요소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2.5.3.6.2.3.1 BC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

BC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에 관해서 설명한다.

2.5.3.6.2.3.1.1 각 기본 정보요소의 패턴

도218은 각 기본 정보요소의 패턴을 나타낸다.

2.5.3.6.2.3.1.1.1 링크 ID 정보요소

도709는 링크 ID 정보요소(기본 정보요소중 하나)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및 링크 해방 메시지
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SACF 및 TACF에서 BTS의 SCMF 및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2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요구 정보요소(호 개시; call initiated)

 - 161 -



등록특허 10-0366286

 
도710은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요구 정보요소(TCH setup request information element without frequency 
indication)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메시지에 포함되며,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3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요구 정보요소(액티브; active)

도 711은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메시지에 포함되며,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4 주파수 지시형 TCH 셋업요구 정보요소

도712는 주파수 지시형 TCH 셋업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
는 것으로, 그 방향은 망 (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5 DHO 브란치 추가요구 정보요소

도713은 DH0 브란치 추가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6 기지국내 DHO 브란치 추가요구 정보요소

도714는 기지국내 DHO 브란치 추가요구(intra-BS DHO branch addition request)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또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
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7 ACCH 셋업 요구 정보요소

도715는 ACCH 셋업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또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8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접수 정보요소(호 개시; call initiated)

도716은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접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진행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9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접수 정보요소(액티브; active)

도717은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접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진행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10 주파수 지시형 TCH 셋업접수 정보요소

도718은 주파수 지시형 TCH 셋업접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진행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11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응답 정보요소(호 개시; call initiated)

도719는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
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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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2.3.1.1.12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응답 정보요소(액티브; active)

도720은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13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응답 정보요소

도721은 주파수 무지시형 TCH 셋업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14 DH0 브란치 추가 응답 정보요소

도722는 DH0 브란치 추가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 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15 기지국내 DH0 브란치 추가 응답 정보요소

도723은 기지국내 DHO 브란치 추가 응답 정보요소(intra-BS DHO branch additon response information eleme
nt)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응답 또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BT
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16 ACCH 셋업응답 정보요소

도724는 ACCH 셋업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응답 또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MSCNW(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17 기지국내 DH0 브란치 추가 요구 정보요소

도725는 기지국내 DH0 브란치 추가 셋업요구(intra-BS branch addition request)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
이다.

2.5.3.6.2.3.1.1.18 기지국내 DH0 브란치 삭제요구 정보요소

도726은 기지국내 DH0 브란치 삭제요구(intra-BS DHO branch delete request)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
다.

2.5.3.6.2.3.1.1.19 기지국내 HHO 기동요구 정보요소

도727은 기지국내 HHO 개시요구(intra-BS HHO initiation request) 정보요소 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20 ACCH 해방요구 정보요소

도728은 ACCH 해방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21 주파수 무지시형 주파수 전환 요구 정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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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29는 주파수 무지시형 주파수 전환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
될 수 있고,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22 주파수 지시형 주파수 전환 요구 정보요소

도730은 주파수 지시형 주파수 전환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23 셋업 완료 통지 정보요소

도731은 셋업 완료 통지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
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24 기지국내 HHO 브란치 삭제 응답 정보요소

도732는 기지국내 HHO 브란치 삭제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 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
될 수 있고,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25 기지국내 HHO 브란치 추가 응답 정보요소

도733은 기지국내 HHO 브란치 추가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26 ACCH 해방 응답 정보요소

도734는 ACCH 해방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방
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27 주파수 지시형 주파수 전환 셋업 응답 정보요소

도735는 주파수 지시형 주파수 전환 셋업 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
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l.1.28 주파수 지시형 주파수 전환 셋업요구 정보요소

도736은 주파수 지시형 주파수 전환 셋업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
함될 수 있고,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29 주파수 무지시형 주파수 전환 접수 정보요소

도737은 주파수 무지시형 주파수 전환 접수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
될 수 있고,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30 주파수 무지시형 주파수 전환응답 정보요소

도738은 주파수 무지시형 주파수 전환응답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
될 수 있고,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31 코드전환요구 정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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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39는 코드전환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패실리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
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32 TCH 해방 요구 정보요소

도740은 TCH 해방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해방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망(BSC 기능)의 TACF에서 BTS의 BCFr로의 방향이다.

2.5.3.6.2.3.1.1.33 SDCCH 해방요구 정보요소

도741은 SDCCH 해방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해방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
은 망(BSC 기능)의 SACF 및TACF에서 BTS의 BCMF로의 방향이다.

2.5.3.6.2.3.1.1.34 요인 정보요소

도742는 요인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해방 메시지 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BTS의 
BCFr에서 망(BSC 기능)의 TACF로의 방향 및 BTS의 SCMF에서 망(BSC 기능)의 SACF 및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35 SDCCH 설정요구 정보요소

도743은 SDCCH 설정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피요구(requested) 메시지에 포함
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BTS의 SCMF에서 망(BSC 기능)의 SACF 및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1.1.36 LAI 셋업 요구 정보요소

도744는 LAI 셋업 요구 정보요소의 포맷을 나타낸다. 본 정보요소는 링크 셋업 요구된 메시지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BTS의 SCMF에서 망BSC 기능의 SACF 및 TACF로의 방향이다.

2.5.3.6.2.3.l.2 BC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 정의

다음에, BC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한다.

2.5.3.6.2.3.1.2.1 프로토콜 식별자

먼저, 프로토콜 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프로토콜 식별자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 사용된 다른 메시지로부터, 그리고 
다른 ITU-T 권고, TTC 권고 및 다른 권고에 따라서 엔코딩된 OSI 망 층 프로토콜 유니트의 메시지로부터, BC 엔티
티 메시지를 식별할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프로토콜 식별자는 각 BC 엔티티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에 위치되며, 
도219 및 도74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엔코딩된다.

2.5.3.6.2.3.1.2.2 메시지 유형 식별자

다음에, 메시지 유형 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메시지 유형 식별자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기능을 식별하기 위하여 설
치되어 있다. 이 메시지유형 식별자는 각 BC 엔티티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에 위치되며, 도220 및 도746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엔코딩된다.

2.5.3.6.2.3.1.2.3 링크 기준

다음에, 링크 기준에 대하여 설명한다. 링크 기준은 TCH 또는 SDCCH를 위한 AAL 유형2/유형5 링크에 대하여 생성되
는 BC 프로토콜 엔티티의 각 인스턴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 링크 기준은 도221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
코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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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21에 있어서, "플래그(flag)"는 E/A 플래그를 나타내며, 이 플래그는 메시지가 링크 기준의 생성측에서 전송되는 
경우에는 "0"를 지시하며,메시지가 링크 기준의 생성측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1"을 지시한다. 또한, 옥텟2 및 그 이
후의 옥텟은 사용되는 링크 기준의 값에 따라서 확장된다.

2.5.3.6.2.3.1.2.4 정보요소 식별자

다음에, 정보요소 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정보요소 식별자는 각 메시지에 포함되는 선택적(option미) 정보요소를 
식별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다. 정보요소 식별자는 도222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2.3.1.2.5 정보요소의 길이

다음에, "정보요소의 길이"에 관해서 설명한다. 정보요소의 길이는 기본 정보요소에서 모든 파라미터의 전체 길이를 지
시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이 정보요소의 길이는 도223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2.3.1.2.6 AAL 유형 및 링크 식별자

"AAL 유형"은 AAL 유형을 지시하는 것으로, 도224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여기서, "0010"으로 엔코딩되면 
AAL 유형2를 지시하며, "0101"로 엔코딩되면 AAL 유형5를 지시한다.

    
엔코딩된 링크 식별자의 일예는 도225에 나타낸다. 도225에서, VPCI의 크기 및 VCI(virtual channel identifier; 가
상 채널식별자)의 크기는 UNI(user-network interface; 사용자-망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ATM 명세(specifica
tion)의 표준 셀(standard cell)에 준거하고 있다. 또한, VPCI 에 대해서는 본 시스템에서는 0을 지시하는 한 종류를 
사용하지만, 상용에서는 4비트 이상의 길이를 갖는 16 종류 이상의 VPCI가 사용될 수 있다. VCI는 256/VPCI이고 U
CI는 256/VCI이다.
    

2.5.3.6.2.3.1.2.7 전송품질

다음에, 전송품질에 관해서 설명한다. 전송품질은 ATM 링크의 품질을 지시하는 것으로, 도226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
코딩된다. 본 발명 시스템에 따르면, 1옥텟의 전송지연 필드에서는 허용지연의 길이가 3비트, 셀 손실율(cell loss ra
te)은 3비트, 예약 비트는 2비트로 상정하고 있다.

2.5.3.6.2.3.1.2.8 다운링크(순방향) 전송속도

다음에, 순방향 또는 다운링크(forward or downlink) 전송속도에 관해서 설명한다. 순방향 전송속도는 순방향 정보 
전송속도를 지시한다.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순방향 전송속도가 8kbps, 12.8kbps, 32kbps, 34.4kbps, 64kbps, 76.
8kbps, 128kbps, 162.4kbps, 384kbps로 이루어지는 군중에서 선택된다.

2.5.3.6.2.3.1.2.9 업링크 전송속도

다음에, 역방향 또는 업링크(reverse or uplink) 전송속도에 관해서 설명한다. 역방향 전송속도는 역방향 정보 전송속
도를 지시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역방향 전송속도가 8kbps, 12.8kbps, 32kbps, 34.4kbps, 6.4kbps, 76.8kbps, 128
kbps, 162.4kbps, 384kbps로 구성된 군중에서 선택된다.

2.5.3.6.2.3.1.2.10 섹터번호

다음에, 섹터번호에 관해서 설명한다. 섹터번호는 BIS에서 대응하는 섹터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1∼12의 번호이며, 
도227에 나타내는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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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2.3.1.2.11 베어러 능력

다음에, 베어러 능력에 관해서 설명한다. 정보 베어러 능력은 도228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되는 것으로, 본 발명 시
스템에서는 음성/패킷/비제한 디지털을 상정하고 있다.

2.5.3.6.2.3.1.2.12 주파수대역 선택정보

다음에, 주파수대역 선택정보에 관해서 설명한다. 주파수대역 선택정보는 이동국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주파수대역
을 지시하는 0~225의 값을 갖는 정보요소이며, 기지국이 통신주파수를 선택할 때에 이동통신 교환국에서 기지국으로 
통지된다. 기지국은 주파수선택정보가 수신되면 기지국 자신 및 이동국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한다. 상기 주파수 선택정보는 도229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2.3.1.2.13 주파수

다음에, 주파수에 관해서 설명한다. 주파수 정보요소는 기지국에 의하여 선택된 주파수를 지시한다. 동일 이동국에 대
한 동시 링크 접속은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f1∼f256중 하나를 지시하는 주파수 정보요소는 도230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2.3.1.2.14 프레임 오프셋군

다음에, 프레임 오프셋군에 관해서 설명한다. 프레임 오프셋군은 이동국이 통신할 때에 단일 무선 프레임내의 타임 슬
롯을 논리 프레임의 선두임을 지시한다. 프레임 오프셋군은 유선 구간내의 단일 프레임 시간내에서의 트래픽의 균일화
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이 프레임 오프셋군은 0~15의 값을 갖으며, 도231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2.3.1.2.15 슬롯 오프셋군

    
다음에, 슬롯 오프셋군에 관해서 설명한다. 슬롯 오프셋군은 하나의 단코드에 대한 다운링크 송신 타이밍의 오프셋 값
을 지시한다. 이 다운링크 송신 타이밍은 파일롯 심볼(pilot symbol)의 용장을 저감하기 위해서 15개 슬롯에 의하여 
오프셋 될 수 있다. 상기 오프셋 값은 제1호가 발생한 때에 BTS에서 취득되며, 망의 BSC기능에 의하여 저장되며, 슬롯 
오프셋군 정보요소에 포함된다. 제1호에서 슬롯 오프셋군에 의한 지시는 이동국의 모든 호가 해방될 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슬롯 오프셋군은 도232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2.3.1.2.16 장코드 위상차

    
다음에, 장코드 위상차에 관해서 설명한다. 장코드 위상차는 방문(visited) 퍼치 채널을 위한 장코드 카운터(SFN) 또
는 통신중(in-use) 섹터의 업링크 장코드 위상에 의하여 계산된 장코드 위상과, 칩 타임(chip time)에서 나타낸 주변 
섹터(핸드오버 착신 섹터)의 퍼치를 위한 장코드 카운터(SFN)에 의하여 계산된 장코드 위상 사이의 차분을 지시한다. 
이것은 DHO의 실행 및 발신 또는 착신시의 존선택시에 사용된다. 이 장코드 위상차는 이동국에 의해서 측정되어 망의 
BSC에 보고된다. 상기 장코드 위상차는 0∼2-1의 침 타임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도233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
다. 장코드 위상차가 128 침 타임을 넘는 경우에는 확장 비트에 의해서 확장되어야 한다.
    

2.5.3.6.2.3.1.2.17 역방향 장코드 번호

다음에, 역방향 또는 업링크 장코드 번호에 관해서 설명한다. 통신중역방향 장코드 번호는 이동국에 고유 정보이다. 본 
정보는 주파수대역이 갱신되더라도 계속하고 사용될 수 있다. 이 역방향 장코드 번호는 도234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
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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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2.3.1.2.18 역방향 단코드 유형

다음에, 역방향 또는 업링크 단코드 유형에 관해서 설명한다. 역방향 단코드 유형은 도235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
다.

2.5.3.6.2.3.1.2.19 역방향 단코드 수

다음에, 역방향 또는 업링크 단코드 수에 관해서 설명한다. 역방향 코드 수는 복수의 역방향 단코드가 1접속의 역방향 
채널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역방향 단코드 수를 지시한다. 상기 역방향 단코드 수는 도236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 
다.

2.5.3.6.2.3.1.2.20 역방향 단코드 번호

    
다음에, 역방향 또는 업링크 단코드 번호에 관해서 설명한다. 역방향 단코드 번호는 사용된 역방향 단코드를 식별하기 
위하여 0∼1023의 값을 갖는 번호이다. 상기 역방향 단코드 번호는 단일 장코드가 이동국을 위하여 사용되더라도 동일
한 이동국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코드로부터, 대응하는 단코드를 구별하기 위한 유일한 번호이다. 첫 번째 단코드 번
호 필드에는 ACCH에 대한 단코드 번호가 포함된다. ACCH용 VPCI, VCI 및 UCI가 동시에 지정되는 경우, BTS는 AC
CH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 약방향 단코드 번호는 도237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2.3.1.2.21 순방향 단코드 유형

다음에, 순방향 또는 다눙링크 단코드 유형에 관해서 설명한다. 순방향 단코드 유형은 도238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
된다.

2.5.3.6.2.3.1.2.22 순방향 단코드 수

다음에, 순방향 또는 다운링크 단코드 수에 관해서 설명한다. 순방향 단코드 수는 복수의 순방향 단코드가 1접속의 순
방향 채널을 위하여 사용된 때에 순방향 단코드 수를 지시한다. 이 순방향 단코드 수는 도239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
딩된다.

2.5.3.6.2.3.1.2.23 ACCH용의 AAL 유형 및 링크 식별자

ACCH용의 "AAL 유형"은 AAL 유형을 지시한다. 이것은 AAL 유형2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항상 "0010"로 엔코딩되며, 
도240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다음에, ACCH용의 엔코딩된 링크 식별자의 일예는 도241에 나타낸다. 또, 링크 식별자와 TCH는 개별의 값을 사용하
여도 된다.

2.5.3.6.2.3.1.2.24 ACCH용의 전송품질

다음에, ACCH용의 전송품질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전송품질은 ATM 링크의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도242에 나타
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1옥텟의 전송품질 필드에서는 허용 지연의 길이는 3비트, 셀 손실율(cell 
loss rate)은 3비트, 예약 비트는 2비트로 상정하고 있다.

2.5.3.6.2.3.1.2.25 ACCH용 순방향 전송속도

다음에, ACCH용의 "순방향 또는 다운링크 전송속도"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순방향 전송속도는, TCH용으로 사용되는 
코드에 의하여 제약되는 순방향 정보전송속도를 지시한다.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순방향 전송속도는 8kbps, 12.8kbp
s, 32kbps, 34.4kbps, 64kbps, 76.8kbps, 128kbps, 162.4kbps, 384kbps중에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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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2.3.1.2.26 ACCH용 역방향 전송속도

다음에, ACCH용의 "역방향 또는 업링크" 전송속도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역방향 전송속도는 역방향 정보전송속도를 
지시한다. 본 발명 시스템에서는 역방향 전송속도로서 8kbps, 12.8kbps, 32kbps, 34.4kbps, 64kbps, 76.8kbps, 1
28kbps, 162.4kbps, 384kbps중에서 선택된다.

2.5.3.6.2.3.1.2.27 순방향 단코드 번호

다음에, "순방향 또는 다운링크" 단코드 번호에 관해서 설명한다. 순방향 단코드번호는 사용된 순방향 단코드를 식별하
기 위한 것으로 0∼1023의 값을 갖는다. 이 순방향 단코드 번호는 이동국에 대하여 단일의 장코드가 사용되더라도 동
일한 이동국에 대하여 사용되는 다른 단코드로부터, 대응하는 단코드를 구별하기 위한 유일한 번호이다. 이 순방향 단
코드 번호는 도243에 나타내는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2.3.1.2.28 결과

"결과(result)"는 결과, 즉 OK 또는 NG를 지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도244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2.3.1.2.29 요인(cause)

다음에, 요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링크 해방 완료 메시지가 최초의 링크 기준 해방 메시지인 경우는 본 정보요소는 필수
적이다. 에러 처리 상태의 결과로서 링크 해방 완료 메시지가 송신되는 경우에도 본 정보요소가 포함된다. 이 요인은 도
245에 난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2.3.1.2.30 초기 전송전력

다음에, "초기 전송전력(initial transmission power)"에 관해서 설명한다. 초기 전송전력은 다운링크 전송전력을 지
시하는 것으로, 도24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엔코딩된다.

2.5.3.6.2.3.1.2.32 위치 식별

다음에, "위치식별(location identity)에 관해서 설명한다. 위치식별은 이동 국이 방문하고 있는 위치등록 영역을 식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0∼255의 값을 갖으며, 도247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3.2 BSM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 포맷

다음에, BSM 엔티티 메시지의 정보요소 포맷에 관해서 설명한다.

2.5.3.6.3.2.1 프로토콜 식별자

    
먼저, 프로토콜 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프로토콜 식별자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 정의되는 다른 메시지로부터, BSM 
엔티티 메시지를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설치되어 있다. 또한, 프로토콜 식별자는 다른 ITU-T 권고, TTC 표준 및 
다른 표준에 따라서 엔코딩되는 0SI 망 층 프로토콜 유니트의 메시지로부터, BSM 엔티티 메시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 프로토콜 식별자는 BSM 엔티티 메시지의 1번째 부분에 배치되며, 도248 및 도747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3.2.2 메시지 유형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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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메시지 유형 식별자에 관해서 설명한다. 메시지 유형 식별자는 BC 엔티티 메시지의 기능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
으로서 설치되어 있다. 이 메시지 유형 엔티티는 각 BC 엔티티 메시지의 2번째 부분에 배치되며, 도250 및 도748에 나
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3.2.3 PCH군 연산정보

다음에, PCH군 연산정보(PCHs calculation information)에 관해서 설명한다. PCH군 연산정보는 BTS가 퍼치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요소이다. 이 정보요소는 예를 들면 2진 엔코딩된 IMUI의 하위 16비트로 표현된다. 즉, PCH군 연
산정보는 각 이동국의 IMUI의 일부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도250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3.2.4 영역번호

다음에, 영역번호에 관해서 설명한다. 영역번호는 이동국이 방문하고 있는 위치등록 영역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0∼255의 값을 가지며, 도251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3.2.5 페이지드 MS ID

다음에, 페이지드(Paged) MS ID에 관해서 설명한다. 페이지드 MS ID는 페이징에 주(subject) 이동국을 페이징 하기 
위한 IMUI 또는 TMUI이다. IMUI가 페이지드 MS ID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BCD로 코딩된 IMUI를 변환한 정수형 
IMUI가 설정된다. 이 페이지드 MS ID는 도252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3.2.5.1 번호유형

번호유형은 페이지드 MS ID에서의 옥텟4 및 그 이후의 옥텟에 포함되는 번호의 유형을 지시한다. 이 번호 유형은 도7
49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2.5.3.6.3.2.5.2 번호길이

다음에, 번호길이는 페이지드 MS ID에서의 옥텟4 및 그 이후의 옥텟에 포함되는 번호의 길이를 지시하는 것으로, 옥텟
으로 표현된다. 이 번호길이는 도750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번호길이는 페이지드 MS ID의 옥텟1∼3의 총 길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2.5.3.6.3.2.5.3 TMUI

다음에, TMUI 정보요소에 관해서 설명한다. TMUI는 이동국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IMUI는 이동국의 
위치등록 및 위치갱신이 수행될 때에 갱신되는 것으로, 동적으로 이동국에 할당되는 번호이다. 또, TMUI 정보요소는 
4옥텟으로 고정된다.

2.5.3.6.3.2.5.4 정수형 IMUI

다음에, 정수형 IMUI(integer IMUI)에 관해서 설명한다. 정수형 IMUI는 이동국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IMU
I는 TMUI를 사용한 첫 번째 페이징에 응답하는 이동국에 저장된 TMUI가 오류(wrong)임을 망측에서 인식한때에 재 
페이징에 사용된다. 정수형 IMUI는 BCD로 코딩된 IMUI로부터 변환되는 것으로, 최대 7 옥텟 길이의 가변길이를 갖는
다.

2.5.3.6.3.2.5.4 페이징 ID

다음에, 페이징 ID에 관해서 설명한다. 페이징 ID는 이동국을 호출할 떼에 페이징 호(paging call)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페이징시에 일시적으로 할당된다. 페이징 ID 정보요소는 도253에 나타낸 방식으로 엔코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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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4.1 BC용 SDL 다이어그램

    
상기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베어러 제어(BC)용의 각종 SDL 다이어그램을 도255∼도258에 나타낸다. 도255는 망
의 BSC기능에서 실행된 SDCCH에서의 베어러 제어용 SDL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도256은 망의 BSC기능에서 실행
된 TCH/ACCH에서의 베어러 제어용 SDL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며, 도257은 BTS에서 실행된 SDCCH에서의 베어러 제
어용 SDL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도258은 BTS에서 실행된 TCH/ACCH 에서의 베어러 제어용 SDL 다이어그램을 나
타낸다.
    

2.5.3.6.4.2 BSM용 SDL 다이어그램

또한, BSM(base station management)용의 SDL 다이어그램을 도254에 나타낸다.

3 본 발명 시스템에 의하여 특유하게 수행되는 제어 수속

본 시스템은 이상에서 설명한 구성 및 프로토콜 명세(specification)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 없는 특유한 제
어를 실시를 할 수가 있다. 이하, 본 발명 시스템에 있어서 제공되는 특유의 제어에 관해서 설명한다.

3.l 암호개시 순간 통지

3.1.1 본 수속의 발명 배경

상술한 바와 같이, 암호개시 순간이 인식되지 않으면, 착신 장치는 암호화된 신호를 수신하더라도 암호화된 신호(제어
신호)를 해독할 수 없다. 즉, 해독의 개시시간을 잘못 추정하면, 신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망으로부터 이동국에 대하여 암호개시요구의 송신후에 망과 이동국은 송신신호를 암호
화하고 수신신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해결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도755 및 도75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755는 망으로부터 이동국에 대하여 
암호개시요구를 통지한 후, 망 및 이동국이 송신신호를 암호화하고 및 수신신호를 해독하도록 한 경우의 이동국과 망 
사이의 정상동작시의 암호처리 시퀀스도를 나타낸다. 초기 상태에 있어서, 이동국 및 망의 송수신신호의 암호는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한다.

우선, 도75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텝 S21에서 망(NW)은 이동국(MS)에 대하여 암호개시요구를 통지한다. 망은 암
호개시요구의 통지후, 스텝 S22에서 송신신호의 암호화 및 수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한다.

한편, 이동국은 암호개시요구의 통지를 수신하면 스텝 S23에서 송신신호의 암호화 및 수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한다. 이
후, 망과 이동국은 송신신호를 암호화하고 수신 신호를 복호한다

그런데, 상기 종래의 암호처리 시퀀스에서는, 암호개시요구의 송신장치가 송신신호의 암호화를 개시하는 시간과 착신(
destination) 장치가 수신신호를 해독하는 시간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암호화의 실패 가능성이 있었다.

    
예를 들면, 도75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망이 스텝 S24에서 암호개시요구를 전송했더라도 이동국은 이동국에서의 암호
개시요구의 수신전에 망에게 호를 절단하기 위한 호 해방 요구를 스텝 S25에서 전송했다고 하자. 이 경우, 망이 수신 
시간 Tx에서 비암호화(non-ciphered) 호 해방 요구를 수신하면, 망은 스텝 S26에서 수신신호를 해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망이 동일 모드에서 암호화 및 비암호화 신호의 양자를 인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이러한 종류의 망
은 통상 시스템 간략화를 위하여 사용됨), 상기 망은 비암호화 호 해방 요구를 독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수속이 차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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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국, 망 및 이동통신 시스템이 송신장치에서의 암호개시와 착신장치에서의 동시적인 해독
개시에 의하여 최소의 실패 량으로 수신 신호를 독출하도록 하는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3.1.2 암호개시 순간 통지에 대한 실시형태의 개요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른 암호 개시 순간 통지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757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정상동작에서
의 암호 수속 시퀀스도를 나타낸다. 초기 상태에 있어서, 이동국과 망사이에서는 전송신호가 암호화되지 않는다.

도75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텝 S31에서 망(NW)은 이동국(MS)에 대하여 암호개시요구를 통지한다. 망(NW)은 암
호개시요구의 통지 후에 스텝 S32에서 송신신호(다운링크 또는 업링크 신호)의 암호화를 개시한다.

이동국은 암호개시요구의 통지를 수신하면 스텝 S33에서 수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하게 된다. 그후, 망은 송신 신호를 암
호화하는 한편, 이동국은 수신신호를 해독하게 된다.

그후, 이동국은 스텝 S34에서 암호개시요구의 수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개시응답을 암으로 송신한다. 이동국은 암
호개시응답의 통지 후에, 스텝 S35에서 전송신호(업링크 또는 역방향 신호)의 암호화를 개시한다.

또한, 망은 암호개시응답을 수신하면 스텝 S36에서 수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한다.

따라서, 이동국은 암호개시요구를 수신할 때까지 수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망은 암호개시응답
을 수신할 때까지 수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착신장치는 송신장치에서의 암호개시와 착신장치에
서의 동시적인 해독개시에 의하여 최소의 실패 량으로 수신신호를 독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75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망이 스텝 S37에서 암호개시요구를 송신하고, 이동국이 암호개시요구의 수신 
전에 스텝 S38에서 망으로의 호를 절단하기 위한 호 해방 요구를 송신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망이 수신시간 Tx1에
서 암호화되지 않은 호 해방 요구를 수신한 때에, 망은 송신신호를 암호화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스텝 S39에서 아직 
수신신호를 해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망이 동일한 모드에서 암호화 및 비암호화 신호의 양자를 인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시스템의 간략화를 위한 통상적인 망의 경우에도), 망은 비암호화 호 해방 요구를 원활하게 
해독할 수 있다.
    

3.1.3 본 실시형태의 암호개시 순간 통지의 상세한 설명

    
이하, 본 실시예의 암호개시 순간 통지에 대하여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64의 기능 모델을 참조하여, 암호개시 
순간 통지 수속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6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MS)은 UIMF, MCF 및 TACAF라는 기능 엔티
티를 포함한다. UIMF는 이동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며, 사용자 인증 및 암호 연산을 제공한다. 또한, MCF 기능
은 호에 관련없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망과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한다. TACAF는 발신, 페이징 등의 이동단말
에의 액세스 처리를 제어한다.
    

한편, 망은 SACF, TACF, LRCF 및 LRDF라는 기능 엔티티가 설치된다. SACF는 호와 관련없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
하여 이동단말과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한다. 또한, TACF는 발신, 페이징 등의 이동단말에의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하
여 TACAF와 접속되어 있다. 또한, LRCF는 이동 관리의 제어를 하기 위하여 TACF와 SACF에 접속 되어 있다. 또한, 
LRDF는 이동 관리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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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암호개시의 상호 통지에 앞서서 사용자 인증 수속2.4.5.1장 참조)이 도6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행된다. 이 사용자 인증 수속의 실행에 있어서, 망과 이동단말은 인증된 암호 키를 UIMF 및 LRDF에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TACAF, MCF, TACF, SACF로 전달한다.

    
그후, 도65에 나타내는 시퀀스에 따라서 암호개시의 타이밍의 상호 통지가 행하여진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우선, 
망측의 LRCF는 암호의 개시를 지시하는 암호개시 요구지시(START CIPHERING request indication)을, 망의 TAC
F 및 SACF를 통해 이동단말의 TACAF 및 MCF에 통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단말은 이후에 망으로부터 송신되는 신호
에는 암호가 실시하여지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암호개시 요구지시의 송신후, 망의 TACF 및 SACF는 미리 선택된 암
호 키를 사용하는 미리 선택된 암호수속에 따라서 이후의 송신신호를 암호화한다. 이동단말이 암호화 신호를 수신하면, 
TACAF 및 MCF가 수신신호의 해독을 제어한다. 이 해독처리에 앞서서, TACAF 및 MCF는 해독의 실시를 위하여 U
IMF로부터 암호키를 수신한다. 이에 따라, 망으로부터의 송신되는 다운링크 신호는 비밀로 전송되고 이동단말에 의해
서만 해석될 수 있다.
    

    
다음에, 이동단말의 TACAF 및 MCF는 암호개시 응답확인을 망의 TACF 및 SACF로 전송하는데, 이 응답확인은 이동
국이 다음에 암호화 신호의 송신을 개시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이에 따라, 망측 엔티티는 이동국으로부터 전송된 후속 
신호가 암호화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암호개시 응답확인의 송신 후에, 이동단말 의 TACAF 및 MCF는 미리 
선택된 암호 키를 사용하는 미리 선택된 암호수속에 따라서 후속 신호를 암호화 한다. 단말 엔티티가 암호화 신호를 수
신하면, TACF 및 SACF는 수신신호를 해독한다. 이에 따라, 이동단말로부터 송신된 업링크 신호는 비밀로 전송되고 
망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망이 시스템의 간략화를 위해서 동일 모드에서 암호화 및 비암호화 신호의 양자를 인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동국과 망간의 통신은 송신장치에서의 암호개시와 착신장치에서의 동시적인 해독개시에 의하여 최소의 실
패 량으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3.2 이동국과 망의 교섭에 의한 암호방식 선택

3.2.1 본 수속의 도입의 배경

도759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고유 암호방식만을 채용한 암호방법을 나타내는 개략 시퀀스도를 나타낸다. 이러
한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동국(MS)이 스텝 S41에서 망(NW)과의 통신을 요구하면, 이동국은 통신중에(스텝 
S42) 하나의 고유 암호 수속만을 포함하거나 또는 하나의 고유 암호수속과 암호 키 준비 수속의 조합을 포함하는 고유 
암호방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이동국의 사용자가 시큐리티(security)의 레벨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암호화 수속 및 암
호 키 준비 처리를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이동국 또는 망은 통신 시스템이 음성 및 동화상의 전송을 허용하더라도 음성 및 동화상의 전송과 같은 멀티미디
어 서비스를 위한 적합한 암호화 수속 또는 적합한 암호 키 준비 수속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장래에 이동통신 시스템의 새로운 서비스와 같은 기능확장을 고려하여 암호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새로
운 적합한 암호수속 또는 새로운 적합한 암호키 준비 수속을 채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이동국이 여러 이동 통신 망의 서비스영역 사이에서 로밍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동 통신 망이 모든 암호수속을 공
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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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각종 암호수속 또는 암호 키 준비 수속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 이동국, 망 및 이동
통신 시스템에 대한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에 도760 내지 도76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
에 관해서 설명한다.

3.2.2 본 실시형태에 따라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의 교섭에 의한 암호방식의 선택에 대한 개요

도760은 본 실시형태에 따라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의 교섭에 의한 암호방식의 선택을 나타내는 개략 시퀀스도이다. 우
선, 이동국(MS)은 스텝 S51에서 망(NW)과의 통신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이동국은 이동국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
는 암호방식의 유형을 망에 통지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암호방식 유형은 암호수속만을 포함하거나 또는 암호수속과 
암호 키 준비 수속을 포함할 수 있지만, 도760에서는 암호수속 유형 A, B, C를 나타낸다.

망은 이동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따라 스텝 S52에서 암호방식의 유형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도760에서는 암호 수속의 
유형 A가 선택된다. 망 은 암호통신의 개시에 앞서서, 스텝 S53에서는 선택된 암호방식을 지시하는 암호 개시 요구를 
이 동국에 송신한다.

그후, 스텝 S54에서 이동국은 망에 의해 선택된 암호방식의 유형(도760에서는 암호수속 A)에 대응하는 내부 기능을 
설정한다. 또한, 스텝 S55에서 망은 망에 의해 선택된 암호방식의 유형(도760에서는 암호수속)에 대응하는 내부 장치 
기능을 설정한다.

이 결과, 스텝 S56에서 이동국과 망은 선택된 암호방식(도760에서는 암호수속 A)을 사용하여 상호간의 통신을 허용한
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이동국의 사용자가 시큐어리티의 레벨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암호수속 또는 적합한 암
호수속 및 적합한 암호 키 준비 수속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통신 시스템이 음성 또는 동영상의 전송을 허용하는 경우, 이동국 또는 망은 음성 또는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서
비스에 대한 적합한 암호수속 또는 적합한 암호 키 준비 수속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장래에 이동통신 시스템의 새로운 서비스와 같은 기능확장을 고려하여 암호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새로
운 적합한 암호수속 또는 새로운 적합한 암호 키 준비 수속을 채택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또, 복수의 이동통신 망이 최소의 암호방식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동국이 이동통신 망의 서비스 영역사이에서 
로밍할 때에 적합한 암호수속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러 가지 통신 망이 모든 암호 수속을 공통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각 통신 망은 공통 암호방식 이외에 망내에서는 독자의 암호방식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3.2.3 본 실시형태에서 이동국과 망사이의 교섭에 의한 암호 방식 선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본 실시형태에 따라서 이동국과 망사이의 교섭에 의한 암호 방식 선택에 대하여 도761 및 도762로 구성된 시퀀스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암호수속 및 암호 키 준비 수속은 암호방식의 선택시에 선택된다. 도76
1 및 도762에서는 설명의 간략화를 위해서 암호에 관계하는 파라미터만을 설명하며, 인증에 필요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는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이동국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는 통신을 개시하기에 앞어서, 이동국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암호수속의 유형에 대한 우
선순위와, 이동국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암호 키 수속의 유형에 대한 우선 순위를 단계 S61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이동국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는 스텝 S62에서 망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로 호 셋업 요구를 송신한다. 상기 호 셋업 요구
는 이동국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암호 수속의 유형 A, B, C에 대한 정보와, 이동국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암호 키 
준비 수속 X, Y, Z의 유형에 대한 정보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망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는 호 셋업 요구
를 수신하면 암호수속 유형 A, B, C에 대한 정보를 스텝 S63에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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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망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는 스텝 S64에서 망의 사용자 정보 제어부로 암호 키 준비 수속 X, Y, Z에 대한 정보를 
통지한다. 사용자 정보 제어부는 상기 정보를 수신하면 스텝 S65에서 난수를 준비한다. 또한, 망의 사용자 정보 제어부
는 스텝 S66에서 암호 키 준비 수속 X, Y, Z에서 하나의 암호 키 준비 수속을 선택한 다.

그후, 사용자 정보 제어부는 스텝 S65에서 준비된 난수 및 스텝 S66에서 선택된 암호 키 준비 수속의 유형(예를 들면 
도761에는 X)에 따라서 스텝 S67에서 암호 키를 준비한다. 계속해서, 사용자 정보 제어부는 준비된 난수, 준비된 암호 
키 및 선택한 암호 키 준비 수속의 유형(예를 들면 도761에서는 X)을 인증 정보로서 시큐어리티 제어부에 스텝 S68에
서 통지한다.

그후, 망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는 준비된 암호 키를 스텝 S69에서 저장하고, 준비된 난수와 선택된 암호 키 준비 수속의 
유형(예를 들면, 도761에서는 X)을 지시하는 인증요구를 스텝 S70에서 이동국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로 전송한다. 스텝 
S70의 전송에서는 인증요구에 있어서 인증연산를 위한 다른 파라미터도 포함된다.

이동국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는 인증 요구를 수신하면 난수 및 암호 키 준비 수속의 유형(예를 들면, 도761에서는 X)을 
지시하는 인증 연산 요구를 스텝 S71에서 이동국의 사용자 정보 제어부로 송신한다.

이동국의 사용자 정보 제어부는 인증 연산 요구를 수신하면 난수 및 암호 키 준비 수속의 유형(도761에서는 X)에 따라
서 스텝 S72에서 다른 암호 키를 준비한다. 도76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자 정보 제어부는 준비된 암호 키를 지시
하는 인증 연산 결과를 이동국의 시큐어리티 제어부에게 스텝 S74에서 송신한다.

그후, 이동국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는 이동국의 사용자 정보 제어부에서 준비된 암호 키를 스텝 S75에서 저장한다. 또한, 
상기 시큐어리티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 정보 제어부에서 연산에 의하여 얻은 인증 연산결과를 포함하는 인증응답을 망 
의 시큐어리티 제어부에게 스텝 S76에서 통지한다.

망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는 이동국에서 통지된 인증연산 결과를 지시하는 인증연산 비교결과를 스텝 S67에서 망의 사용
자 정보 제어부로 송신한다. 그후, 사용자 정보 제어부는 스텝 S67에서 준비된 암호 키와 인증을 위한 다른 파라미터(
도시 생략)에 따라서, 상기 인증 연산결과를 망에서 준비된 다른 인증 연산결과와 비교한다.

상기 인증의 완료 후에, 망의 사용자 정보 제어부는 망의 시큐어리티 제어부에게 암호 요구를 스텝 S78에서 송신할 수 
있다.

망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는 암호 요구를 수신하면 스텝 S69에서 저장된 암호 키와 스텝 S63에서 저장된 암호 수속의 유
형 A, B, C를 지시하는 다른 암호 요구를 망의 무선 액세스 제어부에게 스텝 S79에서 송신한다.

그후, 망의 무선 액세스 제어부는 스텝 S80에서 상기 암호수속의 유형 A, B, C에서 하나의 암호 수속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도762에서는 암호수속의 유형 B가 선택된다. 망의 무선 액세스 제어부는 선택된 암호 수속(B)을 지시하는 다른 
암호 요구를 이동국의 무선 액세스 제어부에게 스텝 S81에서 송신한다.

이동국의 무선 액세스 제어부는 상기 암호 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지시된 유형의 암호 수속(B)을 스텝 S82에서 저장한
다. 또한, 스텝 S83에서 이동국의 무선 액세스 제어부는 스텝 S75에서 저장된 암호 키를 이동국의 시큐어리티 제어부
가 독출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스텝 S84에서 이동국의 시큐어리티 제어부는 상기 저장된 암호 키를 무선 액세스 
제어부로 통지한다.

    
스텝 S85에서 이동국의 무선 액세스 제어부는 암호 응답을 망의 무선 액세스 제어부로 송신한다. 상기 암호 응답은 이
동국이 망에서 선택된 암호 수속의 유형(B)과 이동국에서 준비된 암호 키에 따라서 송신되는 메시지를 암호화 할 것을 
지시한다. 그후, 스텝 S86에서 무선 액세스 제어부는 암호화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개시한다. 스텝 S87에서 망
의 액세스 제어부는 암호 응답을 수신하면 망에서 암호 수속의 유형(B)과 준비된 암호키에 따라서 암호화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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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방법에 따르면, 이동국의 사용자가 시큐어리티 레벨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암호 수속을 선택하거나 
또는 적합한 암호 수속 및 적합한 암호 키 준비 수속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동국 또는 망은 통신 시스템이 음성 또는 동영상의 전송을 허용하는 경우에 음성 또는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적합한 암호 수속 또는 적합한 암호 키 준비 수속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장래에 이동통신시스템의 새로운 서비스와 같은 기능확장을 고려하여 암호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적
합한 암호 수속 또는 새로운 적합한 암호 키 준비 수속을 용이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수의 이동 통신 망이 최소의 암호방식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동국이 이동 통신 망의 사비스 영역 사이에서 
로밍할 때에 적합한 암호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동 통신 망이 모든 암호 수속을 
공통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각 통신 망은 공통 암호방식 이외에 망내에서는 독자의 암호방식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
다).

3.3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의 개시

3.3.1 본 수속의 도입의 배경

원래, 액세스 링크의 설정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의 개시는 별도의 수속이다. 따라서, 종래 통상적인 방법에서는 어떤 
이동국이 통신을 개시할 때에 그 이동국에 관해서 액세스 링크가 먼저 셋업되고, 그후 해당 이동국의 이동 등에 의해 다
이버시티 핸드오버가 필요할 때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가 수행된다.

그러나, 액세스 링크의 셋업시에 통상적으로 이동국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이 수행될 수 있는 위치에 소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종래의 방법에서는 액세스 링크 셋업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가 다른 시점에서 수행된다.

    
예를 들면 도76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지국(21)은 무선 존(11 및 12)을 가지고 있으며, 이동국(10)은 무선 존(11 
및 12)이 중복하는 영역인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존(13)에 소재하고 있다. 이 상태에 있어서, 호 시도가 이동국(10)으
로 개시되거나 또는 이동국(10)으로부터 개시되는 경우, 이동국(10)의 통신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성요소와의 
액세스 링크가 셋업된다. 예를 들면, 무선 액세스 링크(41)는 이동국(10)과 기지국(21)사이에서 확립되고, 유선 액세
스 링크(51)은 기지국(21)과 기지국 제어장치(30)사이에서 확립된다. 액세스 링크 셋업의 종료 후에 도763b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이행하기 위한 수속, 즉 무선 존(12)에 대응하는 무선 액세스 링크(42)를 
추가하는 수속이 수행된다.
    

    
또한, 액세스 링크 셋업시에 이동국이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가 실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도76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10)은 기지국(21 및 22)에 대응하는 무선 존(11 및 14)가 서로 중첩하는 다이버
시티 핸드오버 존(15)에 위치한다. 이 상태에서도 이동국(10)으로의 호 시도가 개시되거나 이동국(10)으로부터의 호 
시도가 개시된 때에는 이동국(10)의 통신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 구성요소와의 액세스 링크는 셋업된다. 예를 들면, 무
선 존(11)에 대응하는 무선 액세스 링크(41)는 이동국(10)과 기지국(21)사이에서 확립되고, 무선 액세스 링크(51)
은 기지국(21)과 기지국 제어장치(30)사이에서 확립된다. 액세스 링크 셋업의 종료 후에,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를 이행하기 위한 수속, 즉 무선 존(14)에 대응하는 무선 액세스 링크(44)를 추가하고 기지국(22)과 기지국 제어장치
(30)사이에서 무선 액세스 링크(52)를 추가 확립하는 수속이 수행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기술에서는 액세스 링크 셋업시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가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이들 수속이 
다른 시간에 수행된다. 즉, 액세스 링크 셋업이 먼저 수행되고, 그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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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액세스 링크의 셋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76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전송되는 일련의 정
보흐름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76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
과 망 사이에서 전송되는 일련의 정보흐름이 필요하다. 또한,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
76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전송되는 일련의 정보흐름이 필요하게 된다. 도765~도767에 나타낸 
정보흐름은 이미 설명한 것으로, 본 발명 제어방법의 설명을 위하여 기술되므로,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한 상황에 있어서는 호 시도가 개시된 다음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가 이행되기 전까지 이동국과 망사이에서 그리
고 망내에서 대량의 제어신호가 전송된다. 따라서 시스템은 무거운 제어부담을 견뎌야 한다.

또, 액세스 링크 셋업 직후에 단일 무선 액세스 링크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액세스 링크에 대한 전송 전력이 다른 
액세스 링크의 간섭량을 증대시킬 정도로 강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셀에서의 채널 용량 또는 채널 수은 감소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본 제어방법은 상기한 문제를 해결한다.

3.3.2 본 실시예의 제어방법에 대한 개요

    
본 발명 시스템에 있어서,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망은 이동국으로의 호출이 시
도될 때 또는 이동국으로부터의 호출이 시도될 때에 이동국에 대한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이동국의 다이버시티 핸
드오버를 촉진한다. 또, 이동국은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
면, 호 시도 시에, 메인 브란치의 확립에 추가하여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촉진하기 위하
여 확립되고, 이에 따라 이동국이 복수 브란치를 사용하여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할 수 있다.
    

도768a는 본 발명 시스템에 있어서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도768b는 본 발명 시스템에 있 어서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3.3.2.1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의 개시

도769는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의 개시를 나타내는 순차 흐름도이다. 본 수속은 이동국
(10)이 도768A에 나타낸 위치에 있는 경우, 이동국(10)으로의 호 시도시에 또는 이동국(10)으로부터의 호 시도시에 
개시한다.

도769에 있어서, TACAFa는 도768a에 나타낸 이동국(10)의 기능 엔티티이다. TACFa는 기지국 제어장치내의 앵커 
기능 엔티티로서, 이동국(10)이 통신을 개시한 후에 최초로 발생된다. 또, TACFv1은 이동국(10)이 방문하고 있는 기
지국(21)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지국 제어장치가 갖고 있는 기능 엔티티이다. 또한, BCFr1은 무선 통신자원 제어를 위
한 기능 엔티티이다. 이하, 도768a및 도769를 참조하여 본 제어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국은 항상 주변 존에 대응하는 퍼치 채널의 수신레벨을 감시한다. 따라서, 도768a에 있어
서 이동국(10)은 무선 존(11)을 방문하고 있는 경우에도 존(11)에 인접하는 무선 존(12)에 대응하는 퍼치 채널의 수
신 레벨을 감시한다.

여기서, 무선 존(12)에 대응하는 퍼치 채널의 수신레벨은 임계치를 넘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동국(10)은 무선 
존(12)에 대응하는 퍼치 채널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실현하기 위한 후보 브란치임을 망측으로 통지한다.

또,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존(13)내에 존재하고, 망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용 새로운 후보 존이 통지되며, 이
동국(10)이 호시도를 개시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지국 제어장치(30)는 이동국(10)에 대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의 확립을 결정함과 동시에, 이동국(10)에 대한 액세스 링크 셋업 요구 및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이행 요구를 생성한다. 
이 요구에 따라서, 본 발명 시스템은 다음의 수속으로 진행한다.

 - 177 -



등록특허 10-0366286

 
(1) 우선, 이동국(10)에 대한 액세스 확립을 위하여 기지국 제어장치(30)의 기능 엔티티 TACFa는 이동국(10)이 방
문하고 있는 기지국(21)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장치(30)의 기능 엔티티 TACFv에 대하여,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액
세스 링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도404 및 도433에 나타낸 정보요소를 포함한다.

    
(2) 기능 엔티티 TACFv1은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기지국(21)의 기능 엔티티 BCFr에 대하여, 베어
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와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의 양쪽 내용을 포함하는 1개의 메시지
를 송신한다.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내용은 도407에 나타낸 것과 동일 한 것이다.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기지국(21)과 이동국(10)간의 무선 액세스 링크와, 기지국(21)과 기지국 제어장치(
30)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를 구성하는 메인 브란치의 셋업을 요구한다. 또한, 상기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
가 요구지시는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한 보조 브란치의 셋업을 요구한다. 즉, 상기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
치 추가 요구지시는 도768a에 나타낸 무선 액세스 링크(42)의 셋업을 요구한다. 상기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
가 요구지시의 내용은 도434에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다.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와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의 양쪽 내용을 포함한 메시
지는 이미 2.5.3.6.2.1.3.2장에서 링크 셋업 메시지로서 설명한 것이다. 이 링크 셋업 메시지의 내용은 2.5.3.6.2.1.3.
2장에서 참조한 도693에 표시되어 있다. 도69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메시지는 액세스 링크의 셋업을 요구하는 ACC
H 셋업 요구 정보요소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해서 추가되는 보조 브란치의 정보를 지시하는 기지국내 DHO 브란
치 추가 요구 정보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3) 다음에 BCFr는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 및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응답확인의 양쪽 내용을 포
함하는 1개의 메시지를 TACFv1로 송신한다. 여기서,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는 무선 액세스 링크(도768a에
서의 41)가 확립되고 있음을 지시하는 보고이다.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의 내용은 도408에 나타낸 것과 동일
하다. 또한,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응답확인은 무선 액세스 링크(42)의 셋업이 완료되었음을 지시하는 보
고이다.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응답확인의 내용은 도435에 나타낸 것과 동일하다.
    

(4) TACFv1은 상기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 및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응답확인을 BCFr1로부터 
수신하면, 이동국(10)에 대하여 무선 액세스 링크(41 및 42)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TACFa에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는 도409 및 도436에 나타낸 정 보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

    
(5) 다음에 기지국 제어장치(30)의 TACFa는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포함하
는 1개의 메시지를 이동국(1O)의 TACAF에 대하여 송신한다. 이 메시지는 후에 독기확립의 주체가 되는 메인 브란치
에 속하는 무선 액세스 링크(41)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한 보조 브란치인 무선 액세스 링크(42)의 양쪽의 설정
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이 메시지는 이미 2.5.2.4.2.3.4.1장에서 설명한 무선 베어러 셋업 메시지이다. 이 무선 베어
러 셋업 메시지의 내용에서는 2.5.2.4.2.3.4.1장에서 참조한 도624에 표시되어 있다. 도6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메시지는 메인 브란치의 정보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하여 추가되는 보조 브란치의 정보를 지시하는 DH0추가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6) 다음에 이동국(10)의 TACAFa는 상기 메인 브란치의 무선 액세스 링크에 대하여 기지국의 BCFr1의 프로세스와 
TACAFa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동기확립동작을 개시한다.

 - 178 -



등록특허 10-0366286

 
(7) 동기 확립이 완료된 후에, 기지국(21)의 BCFr1은 기지국 제어장치(30)의 TACFv1에 대하여, 무선 액세스 링크
의 확립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된다. 도413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내용을 나타낸다.

(8) TACFv1은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TACFa에 대하여, 액세스 링크의 확립완료를 
보고하기 위한 베어러 셋업응답확인을 송신한다. 도414는 이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국에 대한 액세스 링크이 확립되고 시스템 상태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로 이행된다.

3.3.2.2 액세스 링크의 설정과 동시에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의 개시

도770은 액세스 링크의 설정과 동시에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의 개시를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본 수속은 이
동국(10)이 도768b에 나타낸 위치에 있을 때에 이동국(10)에의 호 시도를 행하는 경우 또는 이동국(10)으로부터의 
호 시도를 행하는 경우에 개시한다.

    
도770에 있어서, TACAFa는 도768b에 나타낸 이동국(10)의 기능 엔티티이다. TACFa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기능 엔
티티로서, 이동국(10)이 통신을 시작한 직후에 최초에 생성되는 기능 엔티티이다. 또한, TACFv1 및 TACFv2는 이동
국(10)이 방문하고 있는 각 기지국(21 및 22)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지국 제어장치(30)가 갖고 있는 기능 엔티티이다. 
또한, BCFr1 및 BCFr2는 무선 통신자원제어를 위한 기지국(21 및 22)의 기능 엔티티이다. 이하, 도768b 및 도770을 
참조하여, 본 제어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76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10)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존(13)으로 이동하고, 이동국(10)이 호 시도를 개시
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지국 제어장치(30)는 이동국(l0)에 대한 액세스 링크의 설정요구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에의 이행요구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이들 요구의 발생에 따라 본 시스템에서는 이하의 수속이 진행된다.

(1) 우선, 이동국(10)에 대한 액세스 링크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지국 제어 장치(30)의 TACFa는 TACFv1에게 베어
러 셋업 요구지시(액세스 링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내용은 도404에 나타나 있다.

(2) TACFv1은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기지국(21)의 BCFr1에 대하여, 기지국(21)과 이동국(1O) 사이
의 무선 액세스 링크(41)의 확립 및, 기지국(21)과 기지국 제어장치(30) 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내용은 도407에 나타나 
있다.

(3) 기지국(21)의 BCFr1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 을 수신하면, 상기 무선 액세스 링크 및 유선 액
세스 링크의 확립을 시작하여, 액세스 링크 확립중이라는 보고를 위한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TACFv1에 
송신한다.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의 내용은 도404에 나타나 있다.

(4) 기지국 제어장치(30)내의 TACFv1은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기지국(21)이 무선 액세스 
링크(41)를 확립하는 동안에 이동국(10)이 무선 액세스 링크(41)를 확립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무선 베어러 셋업요
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 요구지시는 도409에 나타낸 정보요소를 포함한다.

(5) 다음에 기지국 제어장치(30)의 TACFa는 이동국(10)이 방문하고 있는 1개의 기지국(22)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
어장치(30)내의 기능 엔티티 TACFv2에게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도442에 나
타낸 정보요소를 포함한다.

(6) TACFv2는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기지국(22)과 이동국(1O)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44)의 설정 
및 기지국(22)과 기지국 제어장치(30) 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을 요구하기 위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기지국(22)의 BCFr2에게 송신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내용은 도445에 나타나 있
다.

 - 179 -



등록특허 10-0366286

 
(7) 기지국(22)의 BCFr2는 상기 무선 액세스 링크 및 유선 액세스 링크의 셋업을 완료하면 그 완료를 통지하기 위해
서 도446에 나타낸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기지국 제어장치(30)의 TACFv2에 송신한다.

(8) 다음에 TACFv2는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이동국(10)에 대하여 무선 액세스 링크
(44)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하여 도447에 나타낸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게 송신한다.

(9) 다음에 TACFa는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양쪽의 내용을 포함하는 1개의 메시지를 이동국(1O)의 TACAF에게 송신한다. 이 메시지는 이후의 
동기확립의 주체가 되는 메인 브란치에 속하는 무선 액세스 링크(41)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한 보조 브란치인 
무선 액세스 링크(44)의 양쪽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10) 다음에 이동국(10)은 메인 브란치의 무선 액세스 링크(41)에 대하여 이동국의 프로세스와 기지국(21)의 프로세
스의 동기확립동작을 시작한다.

(11) 동기확립이 완료되면, 기지국(21)의 BCFr1은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 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기지국 제어장치(30)의 TACFv1에 송신한다. 도413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
인의 내용을 나타낸다.

(12) 다음에, TACFv1은 액세스 링크셋업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한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액세스 링크 셋업 응답확인)
을 TACFa에 송신한다. 도414는 이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액세스 링크가 확립되고 시스템 상태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로 이행된다.

3.3.3 본 제어방법에 대한 이동국 및 기지국의 동작

3.3.3.1 이동국의 동작

도786은 도770의 상세 내용을 나타낸다. 즉, 동 도면은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에서 이동국의 TACAFa로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양쪽의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가 송신된 후의 상세한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78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의 TACAFa은 상기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
를 수신하면 메인 브란치를 확립한다. 즉, 이동국은 이동국의 무선 트랜시버 장치에 무선 통신을 위한 물리자원(주파수 
및 코드)을 할당하고, 그후 업링크(역방향) 통신 및 다운링크(순방향) 통신에 대해서 이동국의 프로세스와 기지국의 
BCFrl의 프로세스와 동기확립동작을 개시한다. 이 동기확립의 완료 후에 음성 또는 데이터의 통신을 개시한다.

이렇게 하여 메인 브란치의 셋업 완료하면 이동국은 즉시 보조 브란치를 셋업한다. 이 경우, 이동국은 보조 브란치에 대
한 무선물리자원을 할당한다. 그후 즉시 이동국은 상기 보조 브란치를 통하여 신호의 수신을 개시하고, 이에 따라 메인 
브란치의 경우와는 달리 동기확립을 행하지 않고서 메인 브란치와 보조 브란치에 의하여 다이버시티 합성을 행한다.

    
도787은 상기한 동작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이동국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즉, 이 흐름도는 어떤 액세스 링크도 
확립되지 않은 때에 기지국 제어장치로부터 메인 브란치의 셋업 요구 및 보조 브란치의 추가 셋업 요구의 양자를 포함
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후에 이동국에서 처리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본 흐름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은 스텝 S1에
서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수신 대기 상태에서 스텝 S2로 이행한다. 스텝 S2에서 이동국은 상기 수신신호가 메인 브란치
의 정보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상기 결정이 긍정인 경우, 이동국은 스텝 S3에서 메인 브란치 정보에 따라서 
메인 브란치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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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동국은 스텝 S4에서 상기 수신신호가 보조 브란치의 정보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상기 판정이 
긍정인 경우, 이동국은 스텝 S5에서 보조 브란치 정보에 따라서 보조 브란치를 확립한다. 스텝 S4 및 S5를 통한 순환
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복수의 보조 브란치가 상기 수신신호에 의하여 지시되는 경우, 이동국은 상기 정보에 따라서 모
든 보조 브란치를 확립한다.

상기 수신신호에 보조 브란치의 다음의 지시가 없는 경우, 스텝 S4에서의 판정은 부정으로 되어, 이동국은 신호수신 대
기상태로 복귀한다.

    
상기한 설명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동국이 메인 브란치의 셋업 요구와 보조 브란치의 추가 셋업 요구의 
양자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이동국은 상기 메시지에 의하여 통지된 모든 브란치를 확립한다. 이 동작은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기 위한 도786에 나타내는 동작을 구성한다. 도786 및 도7
87을 참조하여 설명한 내용은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만, 마찬
가지의 동작이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의 개시에 적용될 수 있다.
    

    
도788은 액세스 링크 셋업 후의 이동국의 종래 동작을 나타낸 것이고, 도789는 액세스 링크 셋업을 실현하기 위한 동
작의 종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도78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종래예에 따르면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1번째 액
세스 링크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지국 제어장치에서 이동국으로 송신되고, 그후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는 다이
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기 위해서 기지국 제어장치에서 이동국으로 송신된다. 즉, 본 발명 시스템과 비교하여 볼 때, 
기지국 제어장치에서 이동국으로의 1회의 추가 메시지 전송이 더 필요하다.
    

    
또,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와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가 종래예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에 이동국으로 송신
되므로, 이동국은 도789에 나타낸 흐름도에 따라서 수신신호를 처리한다. 이 흐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은 스텝 
S11에서 신호를 수신하면 이동국은 신호수신 대기상태에서 스텝 S12로 이행한다. 스텝 S12 및 S13에 의해 설명된 바
와 같이, 상기 신호가 메인 브란치의 정보를 포 함하는 경우, 이동국은 메인 브란치 정보에 따라서 메인 브란치를 확립
한다. 한편, 신호가 보조 브란치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이동국은 스텝 S12 및 S14에 의해 설명된 바와 같이 보조 브
란치 정보에 따라서 보조 브란치를 확립한다.
    

본 발명 시스템에 따르면, 메인 브란치 및 보조 브란치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이동국으로 송신되고, 
이에 따라 이동국은 모든 브란치를 확립한다. 따라서, 망과 이동국 사이의 신호전송 회수는 감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로의 이행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3.3.3.2 기지국의 동작

도769를 참조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시스템에서는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을 위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 및 자국-BCFr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의 양쪽의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본 시스템에서의 기지국은 이 메시지에 포함된 모든 브란치에 대한 정보를 독출하고, 각 브란치 정보에 따라서 각 브란
치를 확립한다. 이 동작을 흐름도 형태로 나타내면 그 흐름도는 도787과 동일하다. 따라서, 그 흐름도 및 설명은 생략
한다.

3.4 브란치 전환과 동시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추가

3.4.1 본 수속의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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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이 방문하고 있는 무선 존으로부터 유효 주파수 대역이 이전에 방문하고 있는 무선 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인접 무선 존으로 이동할 때, 브 란치 전환이 실시된다. 또한, 이동국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통신 품질이 열화되는 
경우, 그 이동국에 의해 사용된 주파수 대역을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브란치 전환이 실시된다.

    
그런데, 종래 기술에서는 이 브란치 전환이 수행된 직후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이 필요한 적이 있었다. 도77
1은 상기와 같이 핸드오버에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의 하나를 나타낸다. 도77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셀1내에서는 주파
수 f1이 사용되는 동안, 셀2에서는 주파수 f2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셀1에 방문하고 있는 이동국이 화살표방향으로 
진행하여, 셀1, 2 및 3이 중복되는 존내에 진입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이동국이 셀1을 떠날 때, 셀2 및 3이 서로 
중복하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존에서 브란치 전환이 실행된다.
    

종래의 기술에서는, 우선, 이동국에 의해 사용된 셀1에 대응하는 브란치는 셀2 및 3에 대응하는 브란치로 전환되고, 그
후 셀3에 대응하는 다른 브란치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된다.

그러나, 상기 브란치 전환은 도77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전송되는 일련의 정보흐름을 필요로 한다. 
또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로의 이행을 위하여 도76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전송되는 일련의 정보 
흐름을 필요로 한다. 도772 및 도767에 나타내는 정보흐름은 이미 설명한 것이며, 본 발명 제어방법의 설명을 위해서 
기술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한 상황에 따르면, 브란치 전환을 위한 수속 및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한 수속을 위해서는 이동국과 망 사이에
서 대량의 제어신호가 전송되며, 또한 망내에서도 대량의 제어신호가 전송된다. 따라서, 시스템은 무거운 제어부담을 
견뎌야 한다.

또한, 이동국이 브란치 전환의 직후에 단일의 무선 액세스 링크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액세스 링크의 전송전력은 
다른 무선 액세스 링크에서의 간섭 레벨을 증가시킬 정도로 강하게 된다. 따라서, 셀에서의 채널 용량 및 채널 수는 감
소되게 된다.

상기한 문제는 도77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브란치 전환 후에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또한, 동일한 문제는 브란치 전환 후에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제어방법은 상기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3.4.2 본 실시예의 브란치 전환과 동시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브란치 전환

본 시스템의 실시예에 따르면, 브란치 전환의 계기의 발생시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기
발생 전의 브란치 구성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하여 필요한 브란치 구성으로 즉시 전환된다. 도773은 이동국이 셀
1로부터 셀2 및 3이 서로 중복하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존으로 이동한 경우에 수행되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도이다(도771 참조).

    
도773에 있어서, TACAFa는 도771에 나타낸 이동국의 기능 엔티티이다. TACFa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기능 엔티티로
서, 이동국이 통신을 개시한 후에 최초에 생성 된다. 또, TACFv1, TACFv2 및 TACFv3은 기지국 제어장치의 기능 엔
티티로서, 기지국 제어장치가 이동국(1O)의 방문중인 기지국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도771의 예에서는 TACFv1, 
TACFv2 및 TACFv3은 각각 셀1, 2 및 3에 대응한다. BCFr1, BCFr2 및 BCFr3은 기지국의 기능 엔티티로서, 무선 
통신자원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도771의 예에서는 BCFr1, BCFr2 및 BCFr3은 셀1, 2 및 3에 각각 대응한다. 이하, 
도771 및 도773을 참조하여, 본 제어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771에 있어서, 이동국이 셀1, 2 및 3이 서로 중복하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존에 진입한 때에, 이동국은 셀 2및 3이 

 - 182 -



등록특허 10-0366286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실현하기 위한 후보 셀임을 망에게 통지하고 망은 셀2 및 3이 후보 셀임을 인지한다고 가정한
다. 또, 이동국은 셀1에 존재하고 있다가 셀2 및 3이 서로 중복하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존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기지국 제어장치는 이동국에 대하여 브란치 전환 요구 및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이행 요구를 동시에 발생시킨
다. 이들 요구에 따라서 본 시tm템에서는 다음의 수속이 진행된다.
    

(1)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셀2의 기지국을 경유하여 기지국 제어장치와 이동국사이의 브란치를 확립하기 위하
여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2로 송신한다.

(2) TACFv2는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셀2의 기지국내의 BCFr2에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
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셀2의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 및 
해당 기지국과 기지국 제어장치 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3) 다음에 셀2의 기지국의 BCFr2는,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여 상기 무선 액세스 링크 
및 유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을 시작한 후, 액세스 링크 셋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2에 송신한다.

(4) 다음에 TACFv2는, 상기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이동국과 셀2의 기지국 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을 이동국에 요구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5) TACFa는,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또 다른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TACFv3에 송신한다.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셀3의 기지국을 경유하여 기지국 제어장치와 이동국 사이의 또 다른 브란치의 확립을 요구
하는 것이다.

(6) TACFv3은,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셀3의 기지국의 BCFr3에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
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이동국과 셀3의 기지국 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 및 해당 기지
국과 기지국 제어장치 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7) 셀3의 기지국의 BCFr3은,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요구된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
립 및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개시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셋업이 진행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
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기지국제어장치의 TACFv3으로 송신한다.

(8) TACFv3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이동국 과 셀2 및 3의 각 기지국 사이의 각 무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을 이동국에 요구하기 위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9) TACFa는,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 및 핸드오버 브란
치 추가 요구지시의 양쪽의 내용을 포함하는 1개의 메시지를 이동국의 TACAFa에 송신한다. 이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는 메인 브란치의 전환을 요구하고,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는 보조 브란치의 추가를 요구한다. 
이 메시지는 셀1에 대응하는 이전 브란치(주파수 fl을 사용)로부터 셀2에 대응하는 새로운 브란치(주파수 f2를 사용)
로의 전환을 이동국에 요구하고, 주파수 F2를 사용하는 셀3에 대응하는 보조 브란치의 추가를 이동국에 요구한다. 또, 
이 메시지는 이미 2.5.2.4.2.3.4.4장에서 설명한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2.5.2.4.2.3.4.4장에
서 참조한 도627에 나타나 있다. 도6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메시지는, 새로운 메인 브란치의 정보를 지시하는 브란
치 전환 정보요소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하여 추가되는 보조 브란치의 정보를 지시하는 브란치 추가 정보요소를 
포함한다.
    

(10) 다음에 이동국은 메인 브란치에 대해서 이동국의 프로세스와 셀2의 기지국의 프로세스의 동기확립동작을 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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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기 확립후에 셀2의 기지국의 BCFr2는 무선 액세스 링크의 동기확립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2에 송신된다.

(12) TACFv2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액세스 링 크 셋업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
러 셋업 응답확인을 TACFa에 송신한다.

(13)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이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이동국과의 통신을 위하여 셀1의 기지국에 
의하여 이전에 사용된 액세스 링크의 해방을 요구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TACFv1에 송신한다.

(14) TACFv1은, 이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이동국과의 통신을 위해서 셀1의 기지국에 의하여 이전에 사용
된 무선 액세스 링크 및 유선 액세스 링크의 해방을 요구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셀1의 기지국내
의 BCFr1에 송신한다.

(15) 셀1의 기지국의 BCFr1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이동국과의 통신을 위해서 셀1의 
기지국에 의하여 이전에 사용된 무선 액세스 링크 및 유선 액세스 링크를 해방하고, 액세스 링크의 해방 완료를 보고하
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TACFv1에 송신한다.

(16)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1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액세스 링크 해방 완료를 보
고하는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TACFa에 송신한다.

이에 따라 이동국은 셀2 및 3에 대응하는 각 브란치를 사용하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

    
브란치 전환 직후에 이동국이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이 수행 가능한 경우의 본 시스템의 동작에 대하여 도
771 및 도773을 참조하여 설명했지만, 브란치 전환 직후에 이동국이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의 이행이 수행 가능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기지국 제어장치는 브란치 전환을 명령하는 정보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를 명령하는 정보를 포함한 단일의 메시지를,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사용되는 
단일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3.4.3 본 제어방법에서의 이동국 및 기지국의 동작

3.4.3.1 이동국의 동작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시스템에서는 브란치 전환의 명령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한 보조 브란치 추가의 명령의 양
쪽을 포함한 단일 메시지가 이동국으로 송신된다. 따라서, 이동국은, 망으로부터 이러한 종류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브
란치 전환을 수행하고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한 보조 브란치 추가를 수행한다. 이 경우, 3.3.3.1장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동작이 수행된다.

3.4.3.2 기지국의 동작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시스템에서는 브란치 전환의 명령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한 서브 브란치 추가의 명령의 양
쪽을 포함하는 단일의 메시지가 기지국으로 송신된다. 따라서, 기지국은, 망으로부터 이러한 종류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브란치 전환을 수행하고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하여 보조 브란치의 추가를 수행한다.

3.5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이 하나의 기존 호를 처리하는 동안에 새로운 하나의 호가 발생한 때에 
브란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의 제1 제어방법

3.5.1 본 제어방법의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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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이동국이 제공되어 있다. 종래의 기술에서, 이러한 종류의 이동국은 모든 호
에 대하여 브란치 구성과 주파수 대역을 균일화하는 수산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이동국이 복수의 호를 처리하는 동안에 그들 호에는 다른 브란치 구성과 다른 주파수 대역이 할당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망은 이동국의 핸드오버 및 전송전력에 대해서 호를 제어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망은 메시지의 오버헤드에 
대하여 과대한 부담을 견뎌야 한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제어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3.5.2 실시 방법

도77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BTS1 및 BTS2는 각각 주파수 f1이 사용되는 무선 존들을 가지고 있다. 호1을 처리하는 
이동국(MS)은 BTS1에서 BTS2로의 다이버시티 수신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이행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BTS1 및 B
TS2와 통신한다. 이 상태에서 이동국(MS)으로 새로운 호 시도가 발생하거나 이동국(MS)으로부터 새로운 호 시도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본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호(도774에서는 호2)를 위해 사용되는 브란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은 기존 호(
도774에서는 호1)를 위하여 사용되는 브란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과 일치되도록 제어된다. 즉, 도77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 호1을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 f1이 사용되었으며, 호1을 위해서는 BTS1 및 BTS2에 대응하는 브란치가 사
용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초2가 발생하면 도77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호2를 위하여 주파수 f1이 사용되며 BTS1 및 
BTS2에 대응하는 브란치가 사용된다.
    

    
도775는 본 시스템의 도774에서 간략화한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도775에 있어서, TACAFa는 도774에 
나타낸 이동국(MS)의 기능 엔티티이다. TACFa는 기지국 제어장치내의 기능 엔티티로서, 이동국(MS)이 통신을 개시
한 후에 최초로 생성되는 것이다. 또한, TACFv1 및 TACFv2는 이동국(MS)이 방문하고 있는 BTS1 및 BTS2를 제어
하기 위한 기지국 제어장치내의 각 기능 엔티티이다. BCFr1 및 BCFr2는 각각 BTS1 및 BTS2의 기능 엔티티로서, 무
선 통신자원을 제어한다. 도774 및 도775를 참조하여, 본 제어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77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MS)이 BTS1 및 BTS2로부터 다이버시티 수신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이행 상태
에서 수행되도록 기존 호1을 처리하는 동안에, 이동국(MS)으로부터 새로운 호2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동국(MS)으로 
새로운 호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신규 호2에 대응하는 신규 액세스 링크의 확립 요구와, 호2
의 브란치 구성의 호1의 브란치 구성과의 동일화 요구를 수신한다. 이들 요구에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이하의 수속
이 진행된다.
    

(1)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이동국(MS)이 방문하고 있는 BTS1을 경유한 신규 호2를 위한 액세스 링크의 확립
을 요구하기 위해서, BTS1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1에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2) TACFv1은,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신규 호2를 위하여 BTS1과 이동국(MS)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
크의 확립과, BTS1과 기지국 제어장치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
시를 BTS1의 BCFr1에 송신한다.

(3) BTS1의 BCFr1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요구된 무선 액세스 링크 및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개시하고, 액세스 링크 셋업을 진행중임을 보고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기지국 제어장치
의 TACFv1에 송신한다.

(4) TACFv1은,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무선국(MS)와 BTS1 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
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 185 -



등록특허 10-0366286

 
(5) 한편,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BTS2를 경유한 신규 호2를 위한 액세스 링크의 확립하기 위하여, BTS2를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2에 또 다른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6) TACFv2는, 이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이동국(MS)과 BTS2 사이의 또 다른 무선 액세스 링크 및 BT
S2와 기지국 제어장치 사이의 또 다른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B
TS2의 BCFr2에 송신한다.

(7) BTS2의 BCFr2는, 상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요구된 무선 액세스 링크 및 유선 액세
스 링크를 확립하고, 액세스 링크 셋업 완료의 보고를 위해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TACFv2에 송신
한다.

(8) TACFv2는,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이동국(MS)과 BTS2 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
의 확립을 요구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9) TACFa는, 2개의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수신했다. 즉, 그 첫 번째는 이동국(MS)과 BTS1 사이의 무
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하여 TACFv1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이동국(MS)과 BTS사이의 무
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하여 TACFv2로부터 수신한 것이다. TACFa는, 상기 TACFv2로부터 두번째 무
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양쪽의 내
용을 포함하는 1개의 메시지를 이동국(MS)의 TACAFa에 송신한다. 여기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메인 브란
치(후에 동기확립의 주체로 되는 브란치로서 여기서는 BTS1경유의 브란치)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한 서브 브란치(여기서는 BTS2경유의 브란치)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BTS1을 경유하는 메인 브란치의 무선 액세스 링크 및 BTS2를 경유하는 보조 
브란치의 무선 액세스 링크를, 신규 호2를 위해서 확립할 것을 이동국(MS)에 요구하는 것이다.
    

(10) 다음에, 이동국(MS)은 상기 메인 브란치의 무선 엑세스 링크에 대해서 이동국(MS)의 프로세스와 BTS1의 프로
세스의 동기확립 동작을 개시한다.

(11) 동기 확립의 완료 후에, BTS1의 BCFr1은 무선 액세스 링크의 동기확립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및 무
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TACFv1에 송신된다.

(12) TACFvl은,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액세스 링크 셋업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
러 셋업 응답확인을 TACFa에 송신된다. 이에 따라, 이동국(MS)은 기존 호1 및 신규 호2의 양쪽에 대해서, BTS1 및 
BTS2를 경유하여 동일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브란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주파수 f1을 사용할 수 있다.

3.6 복수 호를 동시에 처리 가능한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에 브란치 구성과 주파
수 대역을 제어하기 위한 제2 제어방법

3.6.1 본 제어방법의 도입의 배경

상기 3.5절에서 발명한 제어방법에서는, 이동국의 통신중에 새로운 호 시도가 발생한 경우에, 신규 호의 통신의 브란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을 기존 호의 것에 동일화시키는 제어를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호 시도가 발생한 때에, 기존 호의 통신의 브란치 구성에 있어서의 적어도 하나의 트래픽이 혼잡하거나, 
혹은 기존 호의 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혼잡한 경우, 기존 호의 브란치 구성이나 주파수 대역과 동일한 브
란치 구성이나 주파수 대역을 신규 호에 할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호 시도가 접수될 수 없
다. 본 제어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입된 것이다.

3.6.2 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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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형태의 제어방법에서는, 복수 호의 통신이 가능한 이동국이 기존 호 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 신규 호가 발생하고, 
또한 통신용량의 부족 등의 이유에 의해 신규 호의 통신의 브란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을 기존 호의 것과 동일하게 활 
당할 수 없는 경우에 수행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신규 호의 확립시에 기존 호 및 신규 호의 양자를 계속할 수 있는 다
른 브란치 구성 및 다른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여, 기존 호 및 신규 호의 양자에 상기 선택한 브란치 구성 및 주파
수 대역을 할당한다.
    

도776a 및 도776b는 본 제어방법이 구체적인 적용예를 나타낸다. 도776a에 있어서, 이동국(MS)은 BTS1과의 사이에
서 주파수 f1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호1을 처리한다. 그후, 이동국(MS)으로부터 신규 호2의 시도가 발생하지만, BTS
1에는 신규 호2에 할당하기에 충분한 용량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BTS1에 인접하는 BTS2에는 기존 호1 및 신규 호2를 위하여 충분한 통신용량이 남아 있다. 또한, 이 BTS2는 
BTS1과 같이 주파수 f1의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BTS1 및 BTS2를 통한 브란치를 포함하는 다이버시티 핸드오
버를 호1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 브란치에 대한 전송전력은 감소될 수 있으며 BTS1의 용량은 호2에 새롭게 할당
하는 만큼의 여유를 생기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어방법에 있어서는, 신규 호2의 설정시에, 도776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 호1을 위한 브란치 구성을 B
TS1 및 BTS2를 통한 브란치를 포함하는 다이버시티 브란치 구성으로 전환하여, 신규 호2에도 기존 호1과 같은 브란
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수 있다.

도777은 본 제어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777a에 있어서, 이동국(MS)은 BTS1과 이동국(MS) 사이
에 설정된 주파수 f1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호1을 처리한다. 이 상태에서 이동국(MS)으로부터 신규 호2의 시도가 발
생하지만, BTS1의 용량은 신규 호2에 할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BTS1에 인접하는 BTS2에는 기존 호1 및 신규 호2의 양쪽을 조달하는 만큼의 통신용량이 남아 있다. 다만, B
TS2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f2로서 BTS1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BTS1 및 BTS2를 사용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제어방법에 있어서는, 호1에 대한 이전 브란치 구성은 도77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호2의 확립시에 BTS2를 
통한 단일 브란치로 구성된 다른 브란치 구성으로 전환된다. 동일한 브란치 구성 및 동일한 주파수 대역이 신규 호2에
도 할당된다.

    
도778은 도776에 예시된 본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도이다. 도778에 있어서, TACAFa는 도776a 및 도77
6b에 나타낸 이동국(MS)의 기능 엔티티이다. TACFa는 기지국 제어장치내의 기능 엔티티로서, 이동국(MS)이 통신을 
개시한 후에 최초에 생성된 것이다. 또한, TACFv1-2는 이동국(MS)이 방문하고 있는 BTS1을 기지국 제어장치가 제
어하기 위한 기지국 제어장치의 기능 엔티티의 인스턴스로서, 호1에 대응하는 것이다. TACFv2-1 및 TACFv2-2는 
이동국(MS)이 방문하고 있는 BTS2를 기지국 제어장치가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기능 엔티티의 인스턴스로서, 
각각 호1 및 호2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BCFrl-2는 무선 통신자원을 제어하기 위한 BTS1의 기능 엔티티의 인스턴
스로서, 호1에 대응하는 것이다. BCFr2-1 및 BCFr2-2 는 무선 통신자원을 제어하기 위한 BTS2의 기능 엔티티의 인
스턴스로서, 호1 및 호2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이하, 도776 및 도778을 참조하여 본 제어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776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동국(MS)이 BTS1을 사용하여 기존 호1을 처리하는 동안에 새로운 호2가 이동국으
로부터 또는 이동국으로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기존 호1에 의해서 점유된 무선 통신자원과 이동
국(MS)가 방문하고 있는 기지국(도776a의 경우, BTS1 및 BTS2)에서의 사용가능한 무선 통신자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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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TACFa는 상기 확인결과에 근거하여 신규 호를 포함하는 이동국(MS)에 대한 모든 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즉,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이동국(MS)과 BTS1사이의 브란치 및 이동국(MS)와 BTS2사이의 브란
치로 구성된 브란치 구성을, 도776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호1 및 호2에 할당하도록 결정한다. 상기 결정에 따
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다음의 수속이 진행된다.

(1)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이동국(MS)이 방문하고 있는 BTS1을 통해서 신규 호2에 대한 액세스 링크를 확립
하기 위해서, BTS1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1-2에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2) TACFv1-2는,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호2에 대하여 BTS1과 이동국(MS)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
크의 확립 및 BTS1과 기지국 제어장치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BTS1의 BCFrl-2에 베어
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3) 또한,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MS가 방문하고 있는 BTS2를 통해서 기존 호1에 대한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BST2를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2-1에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4) TACFv2-1은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호1에 대하여 BTS2와 이동국(MS)사이의 다른 무선 액세
스 링크의 확립 및 BTS2와 기지국 제어장치 사이의 다른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BTS2의 BCFr
2-1에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5) BTS1의 BCFr1-2는 상기 TACFv1-2로부터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무선 액세스 
링크 및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개시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셋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하기 위하여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I-2에 송신한다.

(6) TACFv1-2는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이동국(MS)과 BTS1 사이의 신규 호2를 위한 무
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7) 한편, BTS2의 BCFr2-1은, 상기 TACFv2-1부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무선 액세스 
링크 및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개시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셋업이 진행중임을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
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TACFv2-1에 송신한다.

(8) TACFv2-1은,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이동국(MS)과 BTS2 사이의 기존 호1을 
위한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는 무 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9) 또한, TACFa는 이동국(MS)이 방문하고 있는 BTS2를 통해서 신규 호2에 대한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BTS2를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2-2에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1O) TACFv2-2는,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신규 호2에 대하여 BTS2와 이동국(MS)사이의 다른 무
선 액세스 링크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른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BTS2의 BCFr2-2에 송신한다.

(11) BTS2의 BCFr2-2는, 상기 TACFv2-2로부터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무선 액세스 
링크 및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개시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셋업을 진행중임을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
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TACFv2-2에 송신한다.

(12) TACFv2-2는,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이동국(MS)과 BTS2 사이의 신규 호2를 위
한 무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을 요구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13) 이 단계까지 TACFa는 3개의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를 수신했다. 그 첫 번째는 신규 호2에 대하여 이동국
(MS)과 BTS1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상기 TACFv1-2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두 번째
는 기존 호1에 대하여 이동국(MS)과 BTS2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를 요구하기 위해서 TACFv2-1로부터 송신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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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 세 번째는 신규 호2에 대하여 이동국(MS)과 BTS2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를 위해서 TACFv2-2로부터 송
신된 것이다. TACFa는 TACFv2-2로부 터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
지시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포함하는 단일 메시지를 이동국(MS)의 TACAFa로 송신한다. 상기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다음에 동기확립의 주체인 호2에 대한 메인 브란치를 BTS1을 통해서 확립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상기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는 호1 및 호2의 양자에 대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해서 BTS2를 
통한 보조 브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14) 다음에 MS는 신규 호2를 위한 메인 브란치의 무선 액세스 링크에 대해서 이동국(MS)의 프로세스와 BTS1의 프
로세스의 동기확립을 개시한다.

(15) BTS1의 BCFrl-2는 상기 동기확립의 완료 후에 무선 액세스 링크 셋업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해서 베어러 및 무
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1-2에 송신한다.

(16) BTS1의 TACFv1-2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액세스 링크 셋업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에 송신한다. 따라서, 이동국(MS)은 기존 호1과 신규 호2
의 양쪽에 대해서 BTS1 및 BTS2를 경유한 동일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브란치 및 동일한 주파수 f1을 사용할 수 있
다.

다음에, 도779는 도777에 예시한 본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도이다. 또, 도782에서 TACAFa, TACFv1-1 
등의 의미는 도778에 표시된 것과 같다. 이하, 도777 및 도779를 참조하여 본 제어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77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MS)이 BTS1을 사용하여 호1을 처리하는 동안에 이동국으로의 신규 호2 또는 이
동국으로부터의 신규 2가 발생한 경우,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기존 호l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는 무선 통신자원 
및 이동국(MS)이 방문하고 있는 모든 기지국(도777a의 경우, BTS1 및 BTS2)에서의 사용가능한 무선 통신자원을 확
인한다.

그후, TACFa는 상기 확인결과에 근거하여 신규 호를 포함하는 이동국(MS)에 대한 모든 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즉,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도777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국(MS)과 BTS2사이의 무선 브
란치를 호1 및 호2에 할당할 것을 결정한다. 이 결정에 근거하여 본 시스템에서는 이하의 동작을 진행한다.

(1)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이동국(MS)을 방문하고 있는 BTS2를 경유하는 기존 호1에 대한 액세스 링크를 확
립하기 위해서, BTS2를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2-1에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2) TACFv2-1은,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기존 호1에 대하여 BTS2와 이동국(MS)사이의 무선 액세
스 링크 및 해당 BTS2와 기지국 제어장치 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BTS2의 BCFr2-1에 송신한다.

(3) 따라서,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MS가 방문하고 있는 BTS2를 통하여 신규 호에 대하여 액세스 링크의 확립
을 요구하기 위해서, BTS2를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2-2에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4) TACFv2-2는,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신규 호2에 대하여 BTS2와 이동국(MS)사이의 다른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 및 BTS2와 기지국 제어장치 사이의 다른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BTS2의 B
CFr2-2에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5) 한편, BTS2의 BCFr2-1은, 상기 TACFv2-1부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무선 액세스 
링크 및 유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을 개시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셋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하기 위한 무선 베어러 셋
업 진행 요구지시를 TACFv2-1에 송신한다.

(6) TACFv2-1은,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이동국(MS)과 BTS2 사이에서 기존 호1을 위한 무
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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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TS2의 BCFr2-2는, 상기 TACFv2-2로부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무선 액세스 링
크 및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개시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셋업이 진행중임을 보고하기 위한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TACFv2-2에 송신한다.

(8) TACFv2-2는, 이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이동국(MS)과 BTS2 사이에서 신규 호2를 위한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9) TACFa는,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의 내용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의 내용을 포함하는 단일 메
시지를 이동국(MS)의 TACAFa로 송신한다.

여기서, 난-소프트 핸드오버 브란치 실행 요구지시는, 기존 호1에 대하여 BTS1을 경유한 기존의 무선 액세스 링크를, 
BTS2를 경유한 신규 브란치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또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는 신규 
호2에 대하여 BTS2를 경유한 무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10) 다음에 MS는 기존 호1를 위한 신규 무선 액세스 링크에 대해서 이동국(MS)의 프로세스와 BTS2의 프로세스 사
이의 동기확립동작을 개시한다.

(11) 또한, 이동국(MS)은 신규 호2를 위한 신규 무선 액세스 링크에 대해서 BTS2의 프로세스와 이동국(MS)의 프로
세스 사이의 동기확립동작을 개시한다.

(12) 기존 호1에 대한 동기확립의 완료 후에, BTS2의 BCFr2-1은 무선 액세스 링크의 동기확립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TACFv2-1에 송신한다.

(13) 또한, 신규 호2에 대한 동기확립의 완료 후에, BTS2의 BCFr2-2는 무선 액세스 링크의 동기확립의 완료를 보고
하기 위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TACFv2-2에 송신된다.

(14) TACFv2-1은, 상기 BCFr2-1부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기존 호1에 대하여 BTS2
를 경유한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해서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
Fa에 송신한다.

(15) 또한, TACFv2-2는, 상기 BCFr2-2로부터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신규 호2에 대해
서 BTS2를 경유한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기지국 제어장
치의 TACFa에 송신한다.

(16) TACFa는, TACFv2-1로부터의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 및 TACFv2-2로부터의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
면 기존 호1에 대한 액세스 링크의 해방을 요구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TACFv1-1에 대하여 송신한다.

(17) TACFv1-1은, 이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기존 호1에 대하여 BTS1을 경유한 이전 액세스 링크의 해
방을 요구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BCFr1-1에 송신한다.

(18) BCFrl-1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기존 호1에 대한 이전 액세스 링크를 해방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의 해방완료를 보고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 확인을 TACFv1-1에 송신한다.

(19) 다음에, BTS1의 TACFv1-1은 액세스 링크의 해방완료를 보고하기 위한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기지국 제어장
치의 TACFa에 송신한다. 따라서, 이동국(MS)은 BTS2를 경유한 신규 브란치 및 주파수 f2를 사용하여 호1 및 호2를 
처리한다.

3.7 이동국이 복수 호를 처리하는 동안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생긴 경우의 브란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의 제어방법

3.7.1 본 제어방법의 도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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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설명되는 본 제어방법은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에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국이 복수의 호를 처리하는 동안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호에 대한 핸드
오버 제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면 다른 브란치 구성 및 다른 주파수 대역이 각 호에 할당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망이 이동국의 핸드오버 및 전송전 력에 대해서 각 호를 제어할 필요가 있으므로, 망이 메시지의 오버헤드
에 관하여 과도한 부담을 견뎌야 한다. 본 제어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입된 것이다.
    

3.7.2 본 제어방법의 내용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어방법에서는,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동국에 핸드
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중의 모든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브란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이 선택되고, 이 선택
된 브란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이모든 호에 공통으로 할당된다.

    
도780은 본 제어방법이 구체적인 적용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780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MS)은 이동국(MS)
과 BTS1 사이의 브란치 및 이동국(MS)과 BTS2 사이의 브란치를 포함하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브란치 구성을 사용
하여 주파수 f1에서 호1 및 호2를 처리한다. 이동국(MS)이 BTS3쪽으로 이동하여, MS와 BTS3 사이에서 주파수 f1
을 사용한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된다. 또한, BTS3의 용량이 충분하여, 호1 및 호2의 양쪽에 관해서 이동국(MS)과 B
TS3 사이에서 무선 액세스를 확립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도780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MS)와 BTS3 사이의 브란치가 현행 브란치 구성에 추가되도록 핸드오버
가 수행되어, 호1 및 호2는 이동국(MS)과 BTS1 사이의 브란치, 이동국(MS)과 BTS2사이의 브란치 및 이동국(MS)
와 BTS3 사이의 브란치를 포함하는 브란치 구성에 의하여 처리된다.

도781은 본 제어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781a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이동국(MS)은 이동국(MS)와 
BTS1 사이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주파수 f1에서 호1 및 호2를 처리한다. 이동국(MS)이 BTS1에서 멀어져 BTS3에 근
접함에 따라서, 이동국(MS)과 BTS3 사이의 브란치를 MS에 추가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한다. 또한, BTS3의 용량 충
분하고 이에 따라 호1 및 호2의 양쪽에 대하여 MS와 BTS3 사이에서 무선 액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BTS3은 BTS1와는 다른 주파수 f2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이동국(MS)은 BTS1 및 BTS2를 사용하는 다이버
시티 핸드오버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실시방법에서는 도78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호1 및 호2의 양쪽에 관해서, 
브란치 구성이 BTS3으로 전환된다.

    
도782는 도780에 예시한 본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도이다. 도782에 있어서, TACAFa는 도780에서의 이동
국(MS)의 기능 엔티티이다. TACFa는 기지국제어장치내의 기능 엔티티 TACF로서, 이동국(MS)이 통신을 개시할 때
에 최초에 생성된 것이다. 또한, TACFv3-1 및 TACFv3-2은 이동국(MS)이 방문하고 있는 BTS3을 제어하기 위해
서 기지국 제어장치내의 기능 엔티티의 각 인스턴스로서, 각각 호1 및 호2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BCFr3-1 및 BC
Fr3-2는 무선 통신자원 제어를 위한 기능 엔티티의 인스턴스로서, 각 호1 및 호2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하, 도782를 
참조하여, 도780a의 상태로부터 도780b의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본 제어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1)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기존 호1을 위한 액세스 링크를 확립하기 위해서 BTS3에 대응하는 기지국 제어장
치의 TACFv3-1에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 신한다.

(2) TACFv3-1은,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BTS3의 BCFr3-1에 대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는 호1에 대하여 BTS3과 이동국(MS)사이의 무선 액세
스 링크 및 BTS3과 기지국 제어장치 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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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호2에 대하여 BTS3과 이동국(MS)사이의 액세스 링크를 확립하기 위해서 B
TS3에 대응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기능 엔티티 TACFv3-2에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4) TACFv3-2는,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BTS3의 BCFr3-2에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
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지시는 호2에 대하여 BTS3와 이동국(MS)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 
및 BTS3과 기지국 제어장치 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5) 한편, BTS3의 BCFr3-1은, 호1에 대하여 TACFv3-1부터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에 따라서 액
세스 링크를 확립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셋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
을 TACFv3-1에 송신한다.

(6) TACFv3-1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호1에 대하여 이동국(MS)과 BTS3 사이에서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에 송신한다.

(7) 또한, BTS3의 BCFr3-2는, 상기 TACFv3-2로부터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에 따라서 액세스 링
크를 확립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셋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해서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3-2에 다른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8) TACFv3-2는,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호2에 대하여 이동국(MS)과 BTS3 사이에서 
무선 액세스 링크의 설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9) 그후 TACFa는 이동국(MS)의 TACAFa에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을 송신한다. 이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는 호1 및 호2에 대하여 기존에 사용된 BTS1 및 BTS2를 경유한 무선 액세스 링크를 해방하지 않고서 호1 및 
호2에 대하여 BTS3과 이동국(MS)사이에서 신규 무선 액세스 링크를 추가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1O) TACAFa는 상기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요구지시에 따라서, 호1 및 호2에 대하여 BTS3와 이동국(MS)사이에서 
추가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완료하고, 그후 그 완료를 통지하기 위하여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에 핸드오버 브
란치 추가 응답확인을 송신한다. 이에 따라, 이동국(MS)은 호1 및 호2의 양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BTS1, BTS2 및 B
TS3을 경유한 브란치를 포함하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브란치 구성을 사용한다.

    
도783은 도78l에서 예시한 본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도이다. 도783에 있어서, TACAFa는 도781에서의 이
동국(MS)의 기능 엔티티이다. TACFa는 기지국 제어장치내의 기능 엔티티로서, MS가 통신을 개시할 때에 최초로 생
성되는 것 이다. 또한, TACFv1-1 및 TACFv1-2는 BTS1을 제어하기 위한 기지국 제어장치내의 기능 엔티티의 각 
인스턴스로서, 각각 호1 및 호2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TACFv3-1 및 TACFv3-2는 BTS3을 제어하기 위한 기지
국 제어장치내의 기능 엔티티의 각 인스턴스로서, 각각 호1 및 호2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BCFr1-1 및 BCFr1-2
는 무선 통신자원 제어를 위한 기능 엔티티의 인스턴스로서, 각각 호1 및 호2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BCFr3-1 및 
BCFr3-2는 무선 통신자원 제어를 위한 기능 엔티티의 인스턴스로서, 각 호1 및 호2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하, 도783
을 참조하여 도781a에 나타낸 상태로부터 도78lb에 나타낸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본 제어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1)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호1에 대하여 BTS3과 이동국(MS) 사이에서 액세스 링크를 확립하기 위해서 BTS
3에 대응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3-1에 대하여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2) TACFv3-1은,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BTS3의 BCFr3-1에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
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지시는 호1에 대하여 BTS3와 MS사이에서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
립 및 BTS3와 기지국 제어장치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3) 또한, 기지국제어장치의 TACFa는, 호2에 대하여 BTS3와 이동국(MS)사이의 다른 액세스 링크를 확립하기 위해
서 BTS3에 대응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3-2에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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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ACFv3-2는,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BTS3의 BCFr3-2에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
시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지시는 호2에 대하여 BTS3와 이동국(MS)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
의 확립 및 BTS3과 기지국 제어장치 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5) 한편, BTS3의 BCFr3-1은 상기 TACFv3-1부터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에 따라서 액세스 링크
의 확립을 개시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셋업이 진행중임을 보고하기 위한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TACFv3-1에 송신한다.

(6) TACFv3-1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호1에 대하여 이동국(MS)과 BTS3 사
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에 송
신한다.

(7) BTS3의 BCFr3-2는 상기 TACFv3-2부터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에 따라서 액세스 링크의 확립
을 개시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셋업중에 있음을 보고하기 위하여 다른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기
지국 제어장치의 TACFv3-2에 송신한다.

(8) TACFv3-2는,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호2에 대하여 이동국(MS)과 BTS3 사
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TACFa에 송신한다.

(9) TACFa는 두 번째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이동국(MS)의 TACAFa에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이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는 호1 및 호2에 대하여 BTS1을 경유한 무선 액세스 
링 크를 BTS3을 경유한 무선 액세스 링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1O) 이동국(MS)의 TACAFa는 상기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에 따라서 무선 액세스 링크를 전환하고, 신
규 무선 액세스 링크에 관해서 호1을 위하여 이동국의 프로세스와 BTS3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동기확립동작을 개시한
다.

(11) 또한 이동국(MS)은 신규 액세스 링크에 대해서 호2을 위하여 이동국의 프로세스와 BTS3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동기확립동작을 개시한다.

(12) 호1에 대한 동기확립의 완료 후에, BTS3의 BCFr3-1은 무선 액세스 링크의 동기확립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3-1에 송신된다.

(13) TACFv3-1은 상기 BCFr3-1로부터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응답확인을 수신하면 무선 액세스 링크 셋업
이 완료하였음을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TACFa에 송신한다.

(14) 한편, 호2에 관해서 동기확립을 완료한 후에, 무선 액세스 링크 셋업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다른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BTS3의 BCFr3-2는 TACFv3-2에 송신한다.

(15) TACFv3-2는 상기 BCFr3-2로부터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무선 액세스 링크 셋업
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다른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TACFa에 송신한다.

(16) TACFa는 TACFv3-1로부터의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 및 TACFv3-2로부터의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
면, TACFv1-1에 대하여, 호1에 대한 이전 및 현행 액세스 링크의 해방을 요구하는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17) TACFv1-1은 이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호1에 대하여 BTS1을 경유한 이전 액세스 링크의 해방을 요
구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BCFr1-1에 송신한다.

(18) BCFrl-1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호1에 대하여 BTS1을 경유한 이전 액세스 링
크를 해방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해방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TACFv1-
1에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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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에, BTS1의 TACFv1-1은 액세스 링크 해방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한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기지국 제어
장치의 TACFa에 송신한다.

또한, 도783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23)에서는 상기 (16)∼(19)와 같은 동작이 호2에 관해서 실행된다. 따라서, 
이동국(MS)은 호1 및 호2의 양쪽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동국(MS)과 BTS3 사이의 단일 브란치를 사용한다.

3.8 이동국이 복수 호를 처리하는 동안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의 브란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제어방
법

3.8.1 본 제어방법의 도입의 배경

상기 3.7의 제어방법에서는 이동국이 복수의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 모든 호를 계
속할 수 있는 브란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브란치 구성 및 주파수 대역을 모든 호에 공통으로 할
당하였다.

그러나, 새로 방문한 기지국의 통신용량의 부족 등의 이유에 의해 이동국에 대한 모든 호에 상기 새롭게 방문한 기지국
의 무선 통신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모든 
호가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신중인 호의 우선도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즉, 긴급을 요하는 호가 있을 수 있다. 모든 호가 유지될 
수 없더라도 우선도가 높은 1이상의 호에 무선 통신자원을 할당하여 그들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
우에는 모든 호의 해방은 불합리하다.

본 제어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3.8.2 본 제어방법의 내용

본 제어방법에서는 복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국의 이동 등에 의해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에 이하의 수속에 
따라서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a. 모든 호를 계속하기 위한 브란치 구성 또는 주파수 대역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이동국 또는 망측의 장치(예를 들면 
기지국 제어장치)가 판단한다.

b. 모든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브란치 구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모든 호를 계속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국에 대하여 유효한 신규 방문 기지국의 유휴 용량을 이동국 또는 망측의 장치가 인식한다.

c. 우선도가 높은 호가 상기 유휴 용량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처리되는 호중에서 1이상의 호를 우선도에 따라서 
선택한다. 그리고 다른 호는 해방한다. 또, 복수의 호가 동일한 우선도를 갖는 경우, 모든 호를 해방하거나 또는 다른 방 
식에 의하여(예를 들면, 무작위 선택에 의하여, 또는 접속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1이상의 호를 선택하고 다른 호를 해
방한다.

d. 선택한 호에 대해서는 상기 유휴 용량과 관련된 새로운 브란치 또는 주파수로 핸드오버한다.

본 제어방법에 따르면, 우선도가 높은 호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도가 낮은 호를 해방하고, 우선도가 높은 
복수의 호를 계속하도록 선택되는 경우에는 이들 높은 우선도의 호에 대해서는 공통의 브란치 구성 및 공통의 주파수대
역을 이동하도록 핸드오버를 행한다.

도784는 본 제어방법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84a에 있어서, 이동국(MS)은 BTS1과 이동국(MS)사이에서 
주파수 f1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호1 및 호2를 처리한다. 이동국(MS)이 BTS1에 대응하는 무선 종으로부터 BTS3에 
대응하는 무선 존으로 이동하면, 이때 이동국(MS)은 BTS1로부터 BTS3으로의 핸드오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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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TS3의 용량이 불충분하여 호1 및 호2의 양자를 계속할 수 없다. 본 상세하게는 높은 우선도의 호1만을 계속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파수 f2가 BTS3에 의하여 사용되어 BTS1에서 BTS3으로의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는 이루
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도78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국(MS)에 대한 우선도가 낮은 호2를 해방하고, 우선도가 
높은 호1에 대해서만 BTS1을 경유한 브란치로부터 BTS3을 경유한 브란치로 핸드오버를 행하여, 우선도가 높은 호1
을 유지하도 록 제어한다.

도785는 도784에서 예시한 본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도이다. 또, 도788에 있어서, TACAFa 및 TACFv1-
1 등의 의미는 도783을 참조하여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이하, 도785를 참조하여 도784a에 나타낸 상태로부터 도784b에 나타낸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본 제어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1)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호1에 대하여 BTS3과 이동국(MS)사이에서 액세스 링크를 확립하기 위해서, BTS
3에 대응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기능 엔티티 TACFv3-1에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2) TACFv3-1은 상기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BTS3의 BCFr3-1에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
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요구지시는 호1에 대하여 BTS3과 이동국(MS)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 
및 BTS3과 기지국 제어장치 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3) 또,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는 우선도가 낮은 호2에 대한 액세스 링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BTS1에 대응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v1-2에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송신한다.

(4) TACFv1-2는 상기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BTS1의 BCFr1-2에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
를 송신한다.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요구지시는 호2에 대하여 BTS1과 MS 사이의 무선 액세스 링크 및 BTS1
과 기지국 제어장치 사이의 유선 액세스 링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5) 한편, BTS3의 BCFr3-1은 상기 TACFv3-1부터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지시에 따라서 액세스 링크
의 확립을 개시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 셋업의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하기 위한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기지
국 제어장치의 TACFv3-1에 송신한다.

(6) TACFv3-1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진행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MS와 BTS3 사이에서 호1을 위한 무선 
액세스 링크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요구지시를 기지국 제어장치의 TACFa에 송신한다.

(7) BTS1의 BCFrl-2는 상기 TACFv1-2로부터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호1에 대한 BT
S1을 경유한 호2에 대한 액세스 링크를 해방하고, 호2에 대한 액세스 링크 해방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TACFv1-2에 송신한다.

(8) BTS1의 TACFv1-2는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호2에 대한 액세스 링크 해방의 완료
를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기지국의 TACFa에 송신한다.

(9) TACFa는 이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BTS1을 경유한 무선 액세스 링크를 이동국(MS)에 대한 BTS3을 
경유한 무선 액세스 링크로의 전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를 이동국(MS)의 TACAFa
에 송신한다.

(1O) 이동국(MS)의 TACAFa는 상기 난-소프트 핸드오버 실행 요구지시에 따라서 무선 액세스 링크를 전환하고, 신
규 액세스 링크에 대해서 호1을 위하여 이동국의 프로세스와 BTS3의 프로세스 사이의 동기확립동작을 개시한다.

(11) 호1에 대한 동기확립 완료 후에, BTS3의 BCFr3-1은 무선 액세스 링크의 동기확립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TACFv3-1에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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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ACFv3-1은 상기 BCFr3-1로부터의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무선 액세스 링크 셋업
의 완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TACFa에 송신한다.

(13) TACFa는 TACFv3-1로부터의 베어러 셋업 응답확인을 수신하면 호1에 대하여 불필요해진 이전 액세스 링크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다른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TACFvI-1에 송신한다.

(14) TACFv1-1은 이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호1에 대하여 BTS1를 경유한 액세스 링크의 해방을 요구하
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BCFr1-1에 송신한다.

(15) BCFrl-1은 이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요구지시를 수신하면 호1에 대하여 BTS1을 경유한 액세스 링크를 
해방하고, 그후 액세스 링크의 해방완료를 보고하는 베어러 및 무선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TACFv1-1에 송신한다.

(16) 다음에, TACFv1-1은 TACFa에 대하여, 액세스 링크의 해방완료를 보고하기 위한 베어러 해방 응답확인을 송신
한다. 따라서, 우선도가 높은 호1에 대해서만 BTS3을 경유한 브란치를 사용하여 계속된다.

3.9 브란치의 동기확립의 확인을 하지 않고 브란치 추가 수속을 완료하는 핸드오버 제어방법

3.9.1 본 제어방법의 도입 배경

종래의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는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수속을 이하와 같이 수행하고 있다.

(1) 이동국과 새로운 기지국 사이에서 새로운 브란치를 추가 설정한다.

(2) 새로운 기지국은 자체의 수신 프로세스가 이동국으로부터의 무선신호와의 동기 확립을 확인한다.

(3) 새로운 기지국은 기지국 제어장치에 동기 확립의 완료를 보고한다.

(4) 브란치 추가 수속을 종료한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시스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된 1이상의 보조 브란치를 포함하는 복수의 브란치에 
의하여, 최소 전송 전력을 소비하더라도 필요한 통신품질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각 브란치가 통신품
질의 필요한 레벨을 만족하도록 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송전력이 낮은 보조 브란치에 대하여 동기확립을 실행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 상기한 스텝(1)~(4)를 포함하는 종래의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 수속을 적용하면, 새로운 브란치에 
대하여 동기확립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브란치 추가 수속이 불필요하게 장시간동안 계속된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본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3.9.2 실시방법

본 시스템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브란치의 동기확립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서 층3 메시지의 통신 개시 시점에서 브란
치 추가 수속을 완료한다.

즉, 기지국 제어장치는 새로운 브란치 셋업 요구를 기지국 및 이동국에 송신하였더라도 새롭게 추가된 브란치에 대한 
동기확립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서 핸드오버 브런치 추가 수속을 종료한다.

또한, 이동국은, 새로운 브란치에 대한 셋업 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새로운 브란치에 내부 기능 및 통신 주파수를 설정하
여, 상기 새로운 브란치를 사용한 신호수신이 가능한 상태로 한다. 그후, 이동국은 상기 새로운 브란치를 통해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새로운 브란치가 확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새로운 브란치 및 다른 브란치를 통해 수신
한 신호를 사용하여 다이버시티 합성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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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기지국은, 새로운 브란치의 셋업 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새로운 브란치에 내부 기능 및 통신 주파수를 설정
하여, 상기 새로운 브란치를 사용한 신호수신이 가능한 상태로 한다. 그후, 기지국은 상기 새로운 브란치를 통해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새로운 브란치가 확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새로운 브란치를 경유한 신호 전송을 개시
한다. 이와 동시에, 기지국은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새로운 브란치 및 다른 브란치를 통
해 수신한 신호를 사용하여 다이버시티 합성을 개시한다.
    

또한, 기지국 제어장치가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기지국은 새로운 브란치에서 수신한 신호를 
기지국 제어장치로의 송신을 개시하여, 기지국 제어장치가 상기 새로운 브란치 및 다른 브란치를 통해 수신한 신호를 
사용하여 다이버시티 합성을 개시할 수 있다.

상기한 방법은 이미 설명한 이전 장까지의 각종 제어방법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41은 단일 셀에서 섹터간 핸
드오버 브란치 추가의 정보 흐름도이고, 도43은 셀간 핸드오버 브란치 추가의 정보 흐름도이다. 이들 도면의 브란치 추
가 수속에서는 층1 접속이 확립되면 이동국은 통신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은 새롭게 추가된 보조 브란치에 대한 동기확
립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서 브란치 추가 수속을 종료한다.

도770은 액세스 링크 셋업과 동시에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의 개시를 나타내는 시퀀스 흐름도이다. 이 수속에서 이
동국은 TACAFa와 BCFr1사이의 메인 브란치에 관해서 층1상의 동기확립이 완료되면 층3 메시지의 통신을 개시할 수
가 있다. 따라서, TACAFa와 BCFr2사이에서 보조 브란치에 대한 동기확립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핸드오버 수속
을 종료하게 된다.

도773은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존으로 이동할 때에 수행되는 본 발명 시스템에서의 동작을 나타내는 스퀀스 
흐름도이다. 이 수속에서 이동국은 TACAFa와 BCFr2사이에서 브란치 전환 후의 메인 브란치에 대한 층1상의 동기확
립이 종료하면 층3 메시지의 통신을 개시할 수가 있다. 따라서, TACAFa와 BCFr3사이의 보조 브란치에 대한 동기확립
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서 핸드오버 수속 종료시키고 있는 것이다.

도775 및 도778 등에 개시된 다른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수속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3.10 코드자원관리 제어방법

3.10.1 본 제어방법의 도입 배경

일반적인 코드자원 관리 제어방법에서는 호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때에 코드자원이 재할당된다(호가 재배치된다). 그러
나, 호발생시에 코드자원이 재할당되면 링크 확립에 긴 지연이 발생한다. 코드자원이 호의 종료시에 재할당되면 재할당
을 위한 제어가 장황하게 되어 제어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이 복수의 코드자원으로 분할될 수 있고, 어떠한 원래의 코드자원과 상기 분
할된 코드자원이 필요한 대역에 대응하는 길이에 따라서 선택되어 호에 할당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분할된 코드
자원의 할당 및 해방이 반복될 때에 코드자원 공간에서는 플래그먼트(fragment)된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이 흩어지게 
된다. 대역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역폭에 대응하는 길이를 갖는 미사용 코드자원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필요가 
있다.
    

따라서, 코드자원의 재할당시에는 플래그먼트를 재배열하여 필요한 대역폭을 갖는 미사용의 코드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코드자원이 호발생시에 재할당되면 링크 확립에 긴 지연이 발생한다. 코드자원이 호의 종료시에 재할당되면 다
음의 호가 넓은 대역의 호일 필요가 없으므로 재할당을 위한 제어가 장황하게 되어 제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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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자원을 재할당(호를 재배치)하기 위한 계기의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은 동작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부담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코드자원을 재할당하는 계기 타이밍을 최적화하여, 재할당의 빈도 를 저감시키고 링크 셋업의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 기지국, 기지국 제어장치 및 그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10.2 실시방법

도793은 코드자원이 채널에 할당된 상태를 나타낸다. 도79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드자원 CR5-2, CR5-7, CR5-8, 
CR5-9, CR5-11, CR5-15 및 CR5-16만이 미사용이거나 할당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레벨 5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코드자원의 상위의 노드(node)는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모든 하위 리프(lower leaves) 및 상위 노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상위 레벨에 대하여 임의 노드의 코드자원은 사
용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드 N1에 대하여 하위 리프 CR5-15 및 CR5-16 및 상위 노드 N2가 사용되고 있
지 않으므로 노드 N1에서 코드자원 CR4-8은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이유는 어떤 하나의 상위 코드자원이 복수의 하위 코드자원으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역
폭의 관계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WCR1 = 2×(WCR2) = 4×(WCR3) = 8×(WCR4) = 16×(WCR5)

여기서, WCR1은 레벨1의 코드자원 CR1에 대응하는 대역폭이고, WCR2는 레벨2의 코드자원 CR2에 대응하는 대역폭
이며, WCR3은 레벨3의 코드자원 CR3에 대응하는 대역폭이고, WCR4는 레벨4의 코드자원 CR4에 대응하는 대역폭이
며, WCR5는 레벨5의 코드자원 CR5에 대응하는 대역폭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레벨4의 코드자원 CR4에 대응하는 대
역폭 WCR4는 레벨5의 두 개의 코드자원 CR5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도793에 나타낸 상황에서는, 레벨5에서 7개의 미사용 코드자원 CR5-2, CR5-7, CR5-8, CR5-9, CR5-11, CR5-
15 및 CR5-16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5의 4개의 코드자원 CR5로 분리될 수 있는 레벨3의 코드자원 CR3을 확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레벨3의 코드자원 CR3-1∼CR3-4는 서로 독립하고 어떤 연속적인 코드자원은 각 코드자원 
CR3-1∼CR3-4의 일부로부터 조립될 수 없으며 각 코드자원 CR3-1∼CR3-4의 일부가 하위 레벨에서 이미 사용되
었기 때문이다.
    

레벨3의 코드자원 CR3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79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코드자원 CR3 이하의 레벨4 또는 레벨5의 
사용된 코드자원의 대신에 다른 코드자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무선 기지국은 필요한 대역폭에 대응하는 코드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기지국 제어장
치는 상기 판결에 근거하여 코드자원을 재할당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코드자원 CR3-4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무선기지국이 판별한 경우, 기지국 제어장치는 스텝 S
1에서 미사용 코드자원 CR5-11의 대신에 동일한 길이인 미사용 코드자원 CR5-9를 할당한다. 또한, 기지국 제어장치
는 스텝 S2에서 미사용 코드자원 CR4-6의 대신에 동일한 길이인 미사용 코드자원 CR4-7을 할당한다. 따라서, 코드
자원 CR3-4가 확보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코드자원을 재할당(호를 재배열)하기 위한 계기 타이밍의 선택은 시스템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방법에서는 미리 선택된 대역폭에 대응하는 모든 확보가능한 코드자원이 할당되면 재
할당 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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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는 레벨3의 코드자원 CR3은 사용가능한 최대 대역폭에 대응하는 할당 가능한 최장의 코드자원인 기준 
코드자원으로 선택되는 것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레벨3의 코드자원 CR3에 대응하는 대역폭은 기준 대역폭으로 선택된
다. 모든 기준 코드자원 CR3이 도79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할당될 수 없으면, 도79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드자원의 재
할당의 계기가 발생하게 된다. 상기 재할당 수속이 호발생시에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링크 셋업의 지연은 최소화 될 수 
있다. 또, 호 해방시에 항상 재할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시스템의 제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의 설명과 같이, 재할당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링크 셋업의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품질 및 사용자의 
동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 이동국에 개인 식별자를 각각 미리 할당하고서 복수의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는 이동통신방법에 있어서,

상기 망과 통신할 수 있는 상기 이동국에 각각 일시적인 식별자를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망이 상기 개인식별자와 상기 일시적 식별자를 각각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이 상기 개인식별자와 상기 일시적 식별자를 각각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망이, 자체에 저장된 상기 일시적 식별자의 하나가 상기 대응하는 이동국에 저장된 상기 일시적 식별자와 다른 것
임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망이, 자체에 저장된 상기 임시 식별자가 상기 대응하는 이동국에 저장된 것과 다른 것임이 검출되는 경우에 상기 
이동국에 다른 임시 식별자를 재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방법.

청구항 2.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복수의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으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이동국에 송신해야 할 송신정보에 대하여 암호처리를 행하여 암호송신정보를 생성
하는 암호처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3.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복수의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에러 검출시 발생하는 신호 재전송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교환국에 의하여 이전에 암호화된 암호송신정보에 재전송제
어정보를 부가하는 재전송제어정보부가수단과,

상기 재전송제어정보가 부가된 상기 암호송신정보를 상기 무선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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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 및 제2항에 따른 기지국 제어장치를 통해 통신을 행
하는 교환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송신해야 할 송신정보를 암호처리를 행하여 암호송신정보를 생성하는 암호처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교환국.

청구항 5.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
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측에서 상기 이동국측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정보를, 기지국 제어장치에 송신하기 전에, 상기 기지국 제어장
치가 상기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6.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
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측에서 상기 이동국측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정보를, 상기 무선 기지국에 분배하기 전에, 상기 교환국이 암
호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7.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
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OSI 참조 모델의 층2 이상인 1이상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층2 암호처리수단을 구비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8.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
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OSI 참조 모델의 층3 이상인 1이상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층3암호처리수단과,

상기 OSI 참조 모델의 층2에 대응하는 다른 장치의 층들과의 사이에서 암호정보의 전송개시에 대하여 통지를 촉진하는 
층2상호통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9.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
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OSI 참조 모델의 층3 이상인 1이상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층3암호처리수단과,

상기 OSI 참조 모델의 층2에 대응하는 층에서 상기 층3암호처리수단에 의해 이전에 암호처리된 정보에 재전송제어정
보를 부가하는 재전송제어정보부가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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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전송제어정보가 부가된 상기 암호송신정보를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10.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복수의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으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이동국에 송신해야 할 송신정보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기지국 제어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11.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복수의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
어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에 의하여 이전에 암호처리된 암호송신정보에 재전송제어정보를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재전송제어정보가 부가된 상기 암호송신정보를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12.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 및 제3항에 따른 기지국 제어장치를 통해 통신을 행
하는 교환국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송신해야 할 송신정보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
환국의 제어방법.

청구항 13.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
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측에서 상기 이동국측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정보를, 상기 기지국 제어장치에서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에 
분배하기 전에 암호처리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4.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
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측에서 상기 이동국측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정보를, 상기 교환국에서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으로 분배하
기 전에, 암호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5.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
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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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 참조 모델의 층2 이상인 1이상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6.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
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OSI 참조 모델의 층3 이상인 1이상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OSl 참조 모델의 층2에 대응하는 다른 장치의 층들과의 사이에서 암호정보의 전송 개시에 대하여 통지를 촉진하
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7.

다이버시티 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국과,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교환국의 제어하에서 상기 무선 기지국을 통해 통
신을 행하는 기지국 제어장치를 구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OSI 참조 모델의 층3 이상인 1이상의 층에서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암호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OSI 참조 모델의 층2에 대응하는 층에 있어서 상기 암호처리단계에 의해 이전에 암호처리된 정보에 재전송제어정
보를 부가하는 단계와,

상기 재전송제어정보가 부가된 상기 암호송신정보를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18.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에 있어서,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를 개시하는 해독처리개시 시간
을, 상기 이동국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고 상기 망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 시간에 의
존하여 설정하는 해독처리개시 시간설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망으로부터 상기 공중을 통해 수신한 암호수신신호를 해독처리하는 해독처리수단을 더 구비하
고,

상기 해독처리개시 시간설정수단은, 상기 망으로부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하였는지를 판별하는 암호개시요구
판별수단과,

상기 판별에 따라서 상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한 시간에 근거하여 상기 해독처리수단에 해독처리를 개시하도
록 명령하는 해독처리명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20.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에 있어서,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는 암호처리의 개시시간을, 암호
수신신호의 해독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여 설정하는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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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망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송신암호처리 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송신암호처리 개시요구수단
과,

상기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암호처리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수단은 상기 송신암호처리 개시요구가 송신된 시간에 따라서 상기 암호처리수단에게 암호처
리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암호처리명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22.

이동국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망 제어장치에 있어서,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를 개시하는 해독처리
개시시간을, 상기 제어장치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고 상기 이동국에 있어서의 송신신호의 암
호처리개시시간에 의존하여 설정하는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공중을 통해 수신한 암호수신신호를 해독처리하는 해독처리수단을 더 구
비하고,

상기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수단은, 상기 망으로부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가 수신되는지를 판별하는 암호처리개시요
구판별수단과,

상기 판별에 따라서 상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가 수신된 시간에 근거하여 상기 해독처리수단에 해독처리를 개시하도
록 명령하는 해독처리명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

청구항 24.

이동국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망 제어장치에 있어서, 송신신호의 암호처리하는 암호처리의 개시시간
을,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여 설정하는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수
단과,

상기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암호처리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수단은 상기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가 송신된 시간에 따라서 상기 암호처리수단에 암호처리
를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암호처리명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

청구항 26.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망은,

상기 이동국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암호처리개시요구수단과,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의 송신 후에, 상기 망에서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제1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제1
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제1암호송신신호생성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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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암호송신신호를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제1암호송신신호송신수단과,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가 접수될 수 있음을 지시하는 상기 이동국에 의한 암호처리개시응답이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
별하는 응답판별수단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를 접수하는 경우에 상기 응답판별수단의 판별에 따라서 상기 이동국로부터 송신
된 제2암호송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하는 제1해독처리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이동국은,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가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요구판별수단과,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가 접수되는 경우에 상기 요구판별수단의 판별에 따라서 상기 암호처리개시응답을 송신하는 암
호처리개시응답수단과,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가 접수되는 경우에 상기 망으로부터 송신된 상기 제1 암호송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하는 제2해독
처리수단과,

상기 암호처리개시응답의 송신 후에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망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제2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제2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제2암호송신신호생성수단과,

상기 제2암호송신신호를 상기 망으로 송신하는 제2암호송신신호송신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
템.

청구항 27.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를 개시하는 해독처
리개시시간을, 이동국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고 상기 망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
에 의존하여 설정하는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망으로부터 상기 공중을 통해 수신한 암호수신신호를 해독처리하는 해독처리단계를 더 구비하
고,

상기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는 상기 망으로부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암호처리
요구판별단계와,

상기 판별에 따라서 상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한 시간에 근거하여 상기 해독처리단계에서 해독처리를 개시하
도록 명령하는 해독처리명령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

청구항 29.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는 암호처리의 개시시간을,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개시시간과는 독립하여 설정하는 암호처리
개시시간설정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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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망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단계와,

상기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암호처리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는 상기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한 시간에 따라서 상기 암호처리단계에서 암호처
리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암호처리명령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의 제어방법.

청구항 31.

이동국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를 개시하는 해독처리개시시간을, 상기 제어장치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과는 독
립하고 상기 이동국에서의 송신신호의 암호처리개시시간에 의존하여 설정하는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를 구비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공중을 통해 수신한 암호수신신호를 해독처리하는 해독처리단계를 더 구
비하고,

상기 해독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는, 상기 망으로부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암호요구
판별단계와,

상기 판별에 따라서 상기 수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수신한 시간에 근거하여 상기 해독처리단계에서 해독처리를 개시하
도록 명령하는 해독처리명령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33.

이동국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는 암호처리의 개시시간을 암호수신신호의 해독처리 개시시간과는 독립하여 설정하는 암호처리
개시시간설정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단
계와,

상기 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암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암호처리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암호처리개시시간설정단계는 상기 송신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한 시간 에 따라서 상기 암호처리단계에서 암호처
리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암호처리명령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35.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대하여 상기 공중을 통해 상기 망에서 암호처리개시요구를 송신하는 암호처리개시요구단계와,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의 송신 후에 상기 망에서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제1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제1암
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제1암호송신신호생성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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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암호송신신호를 상기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제1암호송신신호송신단계와,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가 접수될 수 있음을 지시하는 상기 이동국에 의한 암호처리개시응답이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
별하는 응답판별단계와,

상기 이동국이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를 접수하는 경우에 상기 응답판별단계에서의 판별에 따라서 상기 이동국으로부
터 송신된 제2암호송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하는 제1해독처리단계와,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가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요구판별단계와,

상기 암호개시요구를 접수하는 경우에 상기 요구판별단계에서의 판별에 따라서 상기 암호처리개시응답을 송신하는 암
호처리개시응답단계와,

상기 암호처리개시요구를 접수하는 경우에 상기 망에 의해 송신된 상기 제1암호송신신호의 해독을 개시하는 제2해독처
리단계와,

상기 암호개시응답의 송신 후에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망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제2송신신호를 암호처리하여 제2암
호송신신호를 생성하는 제2암호송신신호생성단계와,

상기 제2암호송신신호를 상기 망으로 송신하는 제2암호송신신호송신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
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36.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의 실시가능한 1이상의 암호처리를 특정하는 
암호처리특정정보를 상기 망에 통지하는 암호처리통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37.

암호처리통지수단이 이동국의 처리가능한 1이상의 암호 키의 생성처리를 특정하기 위한 암호키생성처리특정정보를 상
기 망측에 통지하는 암호키 생성처리통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38.

제36에 있어서, 망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망에서 통지되는 암호처리요구에 대응하는 암호처리를 행하여 상기 망과 통신을 행하는 암호통신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39.

제38에 있어서, 상기 암호통신수단은, 상기 망에 의하여 통지되는 암호 키생성처리를 특정하는 암호키생성처리특정정
보에 대응하는 암호 키를 생성하는 암호키생성수단과,

상기 암호키생성수단에 의하여 생성한 상기 암호 키를 이용하여 상기 암호처리를 행하는 암호처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40.

이동국과의 사이에서 공중을 통해 통신을 행하는 망 제어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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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국에 의하여 통지된, 해당 이동국에서 실시가능한 1이상의 암호처리를 특정하는 암호처리특정정보에 근거하
여, 통신을 위한 암호처리를 선택하는 암호처리선택수단과,

상기 암호처리선택수단에 의하여 선택된 암호처리를 이용하여 암호처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암호처리요구를 상기 
이동국에 통지하는 암호처리요구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의하여 통지된, 해당 이동국에서 처리가능한 1이상의 암호키처리를 특정하는 암호키
생성처리특정정보에 근거하여, 암호키생성처리를 선택하는 암호키생성처리선택수단과,

상기 암호키생성처리선택수단에 의해 선택한 암호키생성처리를 상기 기지국으로 통지하는 암호키통지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망 제어장치.

청구항 42.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액세스 링크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동국으로의 호 시도 또는 그 이동국으로부터의 호 시도가 있는 때에, 하나의 메인 브란치와, 상기 이동국이 다이
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를 포함하
는 복수의 브란치를 상기 망과 상기 이동국 사이에서 확립하여, 상기 이동국이 상기 복수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다이버
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링크 제어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브란치가 상기 망과 상기 이동국 사이에서 단일 기지국을 통하여 확립되어, 상기 이동국
이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링크 제어방법.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브란치가 상기 망과 상기 이동국 사이에 복수의 기지국을 통하여 각각 확립되어, 상기 
이동국이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링크 제어방법.

청구항 45.

제42항에 있어서, 이동국은 주변 기지국들로부터의 수신레벨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에 대한 후보 존을 선택하며 상기 망에 그 후보 존에 대하여 통지하고, 상기 망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의 통지에 근거하
여 브란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링크 제어방법.

청구항 4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망은 복수의 브란치의 확립 요구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이동국에 송신하여, 상기 이동국과
의 통신을 위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링크 제어방법.

청구항 47.

망과의 사이에서 액세스 링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때에 망으로부터 복수의 브란치의 확립요구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 망과 이동국의 사이에 해당 복수의 브란치를 확립하고 상기 복수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다이버시티 핸드
오버를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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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재47항에 있어서, 상기 확립요구가 이동국과 단일 기지국 사이의 브란치의 확립을 명령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은 상기 
이동국과 상기 단일 기지국 사이에서의 상기 요구된 브란치를 확립하여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확립요구가 이동국과 복수 기지국 사이의 브란치의 확립을 명령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은 상기 
이동국과 상기 복수 기지국 사이에서의 상기 요구된 브란치를 확립하여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50.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동국으로 호 시도 또는 그 이동국으로부터 호 시도가 
발생한 때, 하나의 메인 브란치와, 상기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
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를 포함하는 복수의 브란치를 망 및 해당 이동국 사이에 설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51.

    
이동국과 기지국이 복수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하는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의하여 통신할 수 있는 위치
에 있는 이동국으로 호 시도 또는 그 이동국으로부터 호 시도가 발생한 때, 하나의 메인 브란치와, 상기 이동국이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를 포
함하는 복수의 브란치의 확립을 위한 요구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국의 양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52.

이동국이 복수의 기지국과 통신하는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의하여 통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동국으로 호 시
도 또는 그 이동국으로부터 호 시도가 발생한 때, 상기 이동국과 대응하는 기지국사이에서 복수 브란치의 확립을 위한 
요구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상기 복수의 기지국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53.

    
이동국과 기지국이 복수의 브란치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하는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의하여 통신할 수 있는 위치
에 있는 이동국으로 호 시도 또는 그 이동국으로부터 호 시도가 발생한 때, 하나의 메인 브란치와, 상기 이동국이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를 포
함하는 복수의 브란치를, 기지국 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국 사이에서 확립하여, 상기 이동
국이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54.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브란치전환이 수행되면 상기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의한 통
신을 개시할 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망과 상기 이동국사이의 적어도 하나의 현행 브란치를, 다이버시티 핸드오
버에 의한 통신에 필요한 복수의 브란치로 전환하여, 상기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전환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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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망은 상기 이동국을 위한 보조 브란치를 추가로 확립하고 그후 현행 브란치를 해방하여, 다이버
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하기 위한 브란치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전환제어방법.

청구항 56.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브란치전환이 수행되면 상기 이동국이 다이버시시티 핸드오버 브란치를 
사용한 통신을 개시할 수가 있는 경우에, 망과 상기 이동국의 사이의 적어도 하나의 현행 브란치를, 다이버시티 핸드오
버를 사용하여 통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수의 브란치로 전환하여,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국.

청구항 57.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브란치 전환이 수행되면 상기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망과 상기 이동국 사이의 적어도 하나의 현행 브란치를, 다이버시티 핸드
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하기 위한 복수의 브란치로 전환하여, 이동국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58.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브란치 전환이 수행되면 상기 이동국과 기지국이 복수의 브란치를 사용
하여 서로 통신하며 상기 이동국이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에 의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
당 기지국 및 해당 이동국에, 브란치 전환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및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는 통신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브란치를 추가하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59.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브란치 전환이 수행되면 상기 이동국이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
용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하여 필요한 브란치를 설정하도록 하
는 명령을 복수의 기지국에 송신하고, 브란치 전환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하
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를 추가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당 이동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60.

기지국이 브란치 전환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통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용되
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를 추가하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기지국 제어장치로부터 수신하면, 상기 메
시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국을 위하여 브란치를 전환하고 상기 이동국을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보조 브란치를 추가하
여,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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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에 대한 브란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
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기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이 서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기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브란치 구성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상기 기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통신 주파수 대역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제어방법.

청구항 62.

동시에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에 대한 브란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
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신규호에는 기존 호와 동일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브란치 제어방법.

청구항 63.

동시에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이동국은 망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신규 호에 대하여 상기 기존 호와 동일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
역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64.

동시에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
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기지국 제어장치는 상기 기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이 서로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기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브란치 구성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상기 기
존 호와 상기 신규 호에 대한 통신 주파수 대역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65.

동시에 복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
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 우, 기지국 제어장치는 상기 신규 호에는 기존 호와 동일한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66.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브란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
하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신규 호에는 상기 기존 호과 동일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
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 상기 기존 호와 신규 호의 양자가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브란치 구성 또는 다른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상기 기존 호 및 신규 호의 양자에 할당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브란치 제어방법.
    

청구항 67.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기존 호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브란치에 할당하고, 상기 신규 호를 가능하면 동일한 다이버시
티 핸드오버 브란치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제어방법.

청구항 68.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에 있어서,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신규 호에는 상기 기존 호과 동일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 망의 명령에 따
라서 상기 기존 호와 신규 호의 양자가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브란치 구성 또는 다른 통신 주파수 대역을 상기 기존 호 
및 신규 호의 양자에 할당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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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9.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기존 호를 처리
하고 있는 동안에 신규 호가 발생한 경우, 상기 신규 호에는 상기 기존 호과 동일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
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 상기 기지국 제어장치는 상기 기존 호와 신규 호의 양자가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브란치 구성 
또는 다른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상기 기존 호 및 신규 호의 
양자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70.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브란치 제어방법에 있어서, 복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상기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 모든 호를 계속할 수가 있는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모든 호에 대하여 공통으로 상기 선
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제어방법.

청구항 71.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에 있어서, 복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상기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
한 경우, 망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이동국은 모든 호에 대한 기존의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모든 호에 
대하여 공통인 새로운 브란치 구성 또는 새로운 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변경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72.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되는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복수 호를 처리하고 있는 상기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
한 경우, 모든 호를 계속할 수가 있는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모든 호에 대하여 공통으로 상기 
선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73.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브란치 제어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호를 처리하는 상기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
우,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든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브란치 구성이 없거나 또는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든 호를 계속 
할 수 있는 통신 주파수 대역이 없는 경우에, 상기 복수의 호중 상위 우선 순위에 있는 복수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브란치 구성 또는 다른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상기 우선 순
위의 호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란치 제어방법.
    

청구항 74.

복수의 호를 처리하는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든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브란
치 구성이 없거나 또는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든 호를 계속 할 수 있는 통신 주파수 대역이 없는 경우에, 망으로부터
의 명령에 따라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복수의 호중 하위 우선 순위에 있는 1이상의 호를 해방하고 상기 망에 의하여 선
택된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역을 우선 순위에 있는 복수의 호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75.

    
이동국을 위하여 채용된 기지국 제어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호를 처리하는 이동국에 핸드오버의 계기가 발생한 경우,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든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브란치 구성이 없거나 또는 상기 이동국에 관련한 모든 호를 계속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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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통신 주파수 대역이 없는 경우에, 상기 기지국 제어장치는 상기 복수의 호중 상위 우선 순위에 있는 복수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브란치 구성 또는 다른 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 브란치 구성 또는 통신 주파수 대
역을 상기 우선 순위의 호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76.

이동국이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을 사용하여 복수의 호를 처리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채널의 확립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의하여 복수의 호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하나에 의하여 제어채널
이 형성되도록, 망과 상이 이동국 사이에서 제어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단일 채널을 확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
어채널의 확립방법.

청구항 77.

    
이동국이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복수의 호를 처리하고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한 개에 의하여 형성
된 단일의 제어채널을 통해 망으로부터 제어정보를 수신하거나 또는 망으로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동안, 상기 복수 조의 
무 선 통신자원중 한 개에 의하여 형성된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제1호를 해방해야 하고 제2호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상
기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하나에 의하여 형성되고 해방되어야 하는 상기 제어채널을, 상기 무선 통신자원중 다른 
조에 의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제어채널로 전환하여, 상기 제2호를 계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채널의 전환제어방
법.
    

청구항 78.

    
이동국이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복수의 호를 처리하고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한 개에 의하여 형성
된 제어채널을 통해 망으로부터 제어정보를 수신하거나 또는 망으로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동안, 상기 복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한 개에 의하여 형성된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제1호를 해방해야 하고 제2호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상기 복
수 조의 무선 통신자원중 하나에 의하여 형성되고 해방되어야 하는 상기 제어채널을, 상기 무선 통신자원중 다른 조에 
의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제어채널로 전환하여, 상기 제2호를 계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79.

각 기지국은 대응하는 퍼치채널을 통해 퍼치채널 전송전력 레벨 및 업링크 간섭 레벨을 포함하는 보고정보를 송신하고,

이동국은, 주변의 각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보고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주변 기지국에 대한 퍼치채널의 수신레벨을 검지하며,

상기 각 수신레벨 및 상기 보고정보내의 퍼치채널 전송전력 레벨에 근거하 여, 상기 이동국과 각 주변 기지국 사이의 전
송손실을 산출하며,

상기 산출한 각 전송손실, 상기 보고정보내의 각 업링크 간섭 레벨 및, 상기 주변 기지국에 의한 수신시에 포함된 소요 
수신 SIR(Signal-to-Interference Ratio)에 근거하여, 상기 이동국과 각 주변 기지국 사이의 각 소요 업링크 전송전
력 레벨을 산출하고,

상기 각 소요 업링크 전송전력 레벨이 최대인 무선 존을 선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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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무선 존의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과의 통신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거나 또는 핸드오버 후에 상기 이동국과의 
통신을 개시할 수 있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존 및 업링크 전송전력의 제어방법.

청구항 80.

퍼치채널을 통해 퍼치채널 전송전력 레벨 및 업링크 간섭 레벨을 포함하는 보고정보를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81.

이동국 주변의 각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각 퍼치채널을 통해 퍼치채널 전송전력 레벨 및 업링크 간섭 레벨을 지시하는 
각 보고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주변 기지국에 대한 퍼치채널의 각 수신레벨을 검지하며,

상기 각 수신레벨 및 상기 보고정보내의 각 퍼치채널 전송전력 레벨에 근거하여, 상기 이동국과 각 주변 기지국 사이의 
전송손실을 각각 산출하며,

상기 산출한 각 전파손실, 상기 보고정보내의 각 업링크 간섭 레벨 및, 상기 각 주변 기지국에 의한 수신시에 포함된 각 
소요 수신 SIR에 근거하여, 상기 이동 국과 각 주변 기지국 사이의 각 소요 업링크 전송전력 레벨을 산출하고,

상기 각 소요 업링크 전송전력 레벨이 최대인 무선 존을 선택하며,

상기 선택된 무선 존의 소요 업링크 전송전력 레벨에 근거하여 상기 선택된 무선 존에서의 업링크 전송전력을 제어하며,

상기 선택된 무선존의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과의 통신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거나 또는 핸드오버 후에 상기 이동국과의 
통신을 개시할 수 있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82.

이동국 및 망 사이에서 핸드오버 브란치를 추가 설정하기 위한 핸드오버 제어방법에 있어서, 모든 브란치에 대한 동기
확립의 확인을 기다리는 일없이, 해당 이동국이 통신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의 이행에 의하여 브란치 추가 확립의 수
속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제어방법.

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브란치 추가 확립을 위한 수속은 이동국을 위하여 확립된 브란치중에서 하나의 브란치에 대한 
동기확립의 확인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제어방법.

청구항 84.

이동국과 망 사이에서 새로운 추가 브란치를 확립하도록 하는 요구가 상기 망으로부터 수신되는 경우에, 이동국은 새로
운 브란치를 확립하고, 그후 상기 새로운 브란치를 통해서 신호를 수신할 때에 다이버시티 수신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
으 로 하는 이동국.

청구항 85.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셀내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추가 브란치를 확립하도록 하는 요구
가 기지국 제어장치로부터 수신되는 경우에, 상기 기지국은 새로운 브란치를 추가 확립하고, 그후 상기 새로운 브란치
를 통해서 신호를 수신할 때에 셀내 다이버시티 수신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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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6.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추가 브란치를 확립하도록 하는 요구
가 기지국 제어장치로부터 수신되는 경우에, 상기 기지국은 새로운 브란치를 확립하고, 그후 상기 새로운 브란치를 통
해서 신호를 수신할 때에 셀간 다이버시티 수신을 실행하는 상기 기지국 제어장치로 상기 수신된 신호의 송신을 개시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87.

이동국과 망사이에서 새로운 브란치를 추가 확립하는 경우에, 상기 새로운 브란치의 추가 확립 요구를 제공한 후에, 상
기 이동국과 상기 망사이의 모든 브란치에 대한 동기확립의 확인을 기다리는 일없이, 새로운 브란치의 추가 확립에 대
한 수속을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88.

제87에 있어서,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해서 필요한 상기 새로운 브 란치의 확립을 위한 요구를 제공하고, 그후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위하여 필요한 브란치를 통해서 신호가 수신될 때에 셀간 다이버시티 수신을 개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89.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복수의 채널을 확립할 수 있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대응하는 채널에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할당 가능한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복수의 채널중 하나에 할당하
기 위한 코드자원할당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일부는 상기 전송속도에 대응하는 소정의 대역폭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90.

제89항에 있어서, 이동국을 위하여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상기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의 일부가 할당된 상기 복수 채
널중 하나를, 상기 이동국에 할당하는 채널할당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91.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복수의 채널을 확립할 수 있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각 코드자원이 소정 대역폭에 대응하며 다른 코드자원에 독립하는 복수의 할당가능한 코드자원과,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따라서 상기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중 미사용 코드자 원을 상기 복수 채널중 하나에 할당할 때에 
상기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적합한 대역폭에 대응하는 미사용 코드자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할당가능한 코
드자원의 일부가 이미 할당되어 있는 상기 복수 채널중 하나에 대하여, 상기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의 일부를 다시 할당
하는 재할당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92.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따라서 미사용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을 상기 복수채널중 하나에 할당할 
때에 상기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적합한 코드자원 길이를 갖는 미사용 코드자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미
사용 코드자원판별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

 - 214 -



등록특허 10-0366286

 
청구항 93.

제91항에 있어서, 미리 설정한 대역폭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준 코드자원이 미리 선택되어 있고,

적어도 하나의 미사용 기준 코드자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설정한 소정 시간마다 판별하는 할당가부판별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재할당수단은 상기 할당가부판별수단의 판별결과가 부정인 경우, 상기 다른 할당가능 코드자원의 일부가 이미 할
당되어 있는 상기 복수 채널중 하나에, 미사용 코드자원이 확보될 때까지, 상기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중 일부를 다시 할
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94.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복수의 채널을 확립할 수 있는 무선 기지국에 있어서,

대응하는 채널에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할당 가능한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복수의 채널중 하나에 할당 가
능한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코드자원할당가부판별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일부는 상기 전송속도에 대응하는 소정의 대역폭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청구항 95.

제94항에 따른 무선 기지국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방치에 있어서, 이동국을 위하여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상기 할
당가능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가 할당된 상기 채널을 상기 이동국에 할당하는 채널할당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기지국 제어장치.

청구항 96.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복수의 채널을 확립할 수 있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
에 있어서,

대응하는 채널에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할당 가능한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복수의 채널중 하나에 할당하
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일부는 상기 전송속도에 대응하는 소정의 대역폭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

청구항 97.

각 코드자원이 소정 대역폭에 대응하며 다른 코드자원에 독립하는 복수의 할당가능한 코드자원과, 코드분할 다중 액세
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확립될 수 있는 복수의 채널을 포함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따라서 상기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중 미사용 코드자원을 상기 복수 채널중 하나에 할당하기 위
하여,

상기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따른 코드자원 길이를 갖는 미사용 코드자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판별결과에 의하여 상기 필요로 되는 전송속도에 적합한 대역폭을 갖는 미사용 코드자원이 없는 것이 지시되는 경
우, 상기 다른 할당가능 코드자원의 일부가 이미 할당되어 있는 상기 복수 채널중 하나에, 상기 할당가능한 코드자원중 
일부를 다시 할당하는 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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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8.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에 의해 단일 캐리어 주파수상에 복수의 채널을 확립할 수 있는 무선 기지국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대응하는 채널에 필요한 전송속도에 따라서 할당 가능한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복수의 채널중 하나에 할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코드자원할당가부판별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일부는 상기 전송속도에 대응하는 소정의 대역폭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의 제어방법.

청구항 99.

제94항에 따른 무선 기지국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의 전송속도에 따라서 할당가능 코드자원의 적어도 일부
가 할당된 채널을 상기 이동국에 할당하는 채널할당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의 제어방법.

요약

    
망이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TMUI)를 사용하여 이동국을 페이징하면, 해당 이동국은 망에 응답을 송신한다. 그후, 
망은 상기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에 대응하는 암호키와 난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증을 행한다(S8~S10). 상기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가 인증되는 경우, 정상 호 접수 수속이 실행된다. 상기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가 잘못된 
것이라도 이동국이 인증되면, 상기 망은 새로운 일시적 이동 사용자 식별자를 상기 이동국에 재할당하고 상기 통신을 
종료한다. 통신시에 상기 망과 이동국은 암호 개시 시간을 상호 통지하며 망호방식에 대하여 서로 교섭한다. 또, 다이버
시티 핸드오버는 호 시도시에 개시된다. 또한, 브란치 전환이 필요한 경우, 현행 브란치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실행
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란치로 잔환된다. 또한,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으로 신규 호가 발생하거나 그 
이동국으로부터 신규 호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은 모든 호에 대하여 동일한 브란치 구성 및 동일한 통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또, 동시에 복수의 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국으로 신규 호가 발생하거나 그 이동국으로부터 신규 호
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호를 계속할 수 있는 브란치 구성 및 통신 주파수 대역이 선택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본 이동통
신시스템은 멀티미디어의 발전에 따라서 각종 데이터의 전송에 적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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