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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의 단말기에서 단절된 호 복원 방법및 그 통보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통화중 비정상적으로 호 단절되면, 트래픽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던 섹터들중에서 충분한 에너
지를 갖는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를 선택한 후 자동 재발호를 통해 호 단절을 능동적으로 복원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호 단절시 사용자가 별도의 재발호 시도 없이도, 또한 초기 포착 상태로 천이하여 수행하게 되
는 수초에 달하는 장시간의 파일럿 신호의 초기동기포착 동작없이도, 재빨리 단절된 호를 복원하여 통화 링크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한 단절된 호 자동 복원 동작 시에, 단말기의 동작 상태를 사용자에게 통보 함으로써, 사용
자가 재접속 진행중임을 인식하여 수동으로 재 발호 동작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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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DROP, SEARCH TASK, UNSLEW STATE, USER INTERFAC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메인 콘트롤 타스크에서 단절된 호를 처리하는 절차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서치 타스크의 상태 천이도를 도시한 일 예.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서 단절된 호를 처리하는 흐름도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단절된 호를 처리하기 위한 서치 타스크의 상태 천이도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절단호 자동복원 동작 통보 방법을 도시한 흐
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코드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이하 CDMA라고 함)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단말
기의 통화중 단절된 호를 자동으로 복원 및 그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DMA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단말기는 크게 메인 콘트롤 타스크(Main Control Task)와 서치 타스크(Se
arch Task)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타스크(User Interface Task)등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이때, 상기 메인 콘트롤 
타스크는 단말기에 구비되는 각 타스크들을 생성(Create) 시키고, 각 타스크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서치 타스크는 파일롯 채널(Pilot Channel)의 탐색 및 핑거(Finger) 할당, 및 액티브 섹터(Active Sect
or), 캔디데이트(Candidate Sector) 그리고 네이버 섹터(Neighbor Sector) 등의 셋(Set) 관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타스크는 사용자의 기능 키데이터 입력 및 단말기의 동작상태 표시 동작을 수행한다.
    

    
한편, CDMA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단말기(Mobile Station)는 전원이 켜지면 수신 파일럿 신호의 동기를 획득해야만 
향후의 채널 복호(Channel Decoding) 및 디인터리빙(Deinterleaving) 과정을 통한 데이터 복조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말기는 무선 채널을 통해 수신된 수많은 기지국(Base station)들의 파일럿 신호를 탐색하여 
그 중 가장 큰 에너지를 갖는 기지국의 경로 위상에 단말기의 PN 위상을 동기시키는 초기 동기와 소프트 핸드오프를 위
해 다중 경로 신호에 대한 파일롯 포착동작을 수행하여 일정 전력 레벨 이상의 다중 경로 신호를 해당 상태에서 지속적
으로 검출한다. 이때, 상기한 초기동기 및 다중 경로 신호 검출동작은 서치 타스크의 제어에 의해 이동국내에 구비되는 
서쳐(Searcher)라는 하드웨어에서 수행한다.
    

이러한 CDMA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단말기는 통화중에 채널 환경이 급격히 나쁘거나 신호의 감쇄가 심하거나 신호의 
수신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전력 제어의 이상으로 통화가 단절되는 경우 또는 이상 상태의 핸드오프 상황에 의한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 통화 링크를 끊을 수밖에 없다. 즉, 종래 CDMA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단말기는 통화 채널이 단
절되는 경우(call drop) 이를 복원하지 않고 통화를 강제 종료(releas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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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메인 콘트롤 타스크에서 단절된 호를 처리하는 절차를 도시한다.

도 2는 종래의 서치 타스크의 상태 천이도를 도시한다.

    
서치 타스크는 메인 콘트롤 타스크의 제어에 의해 동작하며, 도시된 바와 같이, 서치 타스크는 파일롯 획득 상태(Pilo
t Acqusition State)(230)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파일롯 신호 동기 포착에 성공하면, 서치 타스크는 상기 파
일롯 신호에 해당하는 기지국(이하 '서비스 기지국'이라 칭함.)으로부터의 동기 채널 메시지(Sync Channel Message) 
수신을 위하여 동기 채널 상태(Sync Channel State)(240)로 천이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상기 동기 채널 메시지를 복
조함으로써, 시스템 타임(System Time) 및 기타 각종 파라미터(Parameter) 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상기 동기 채
널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복조하게 되면, 상기 서치 타스크는 페이징 채널 상태(Paging Channel State)(260)로 천이
하게 된다. 그리고 서치 타스크는 상기 페이징 채널 상태(260)에서 페이징 채널 신호를 관찰하여 호출(Paging) 메시
지 및 시스템 파라미터 메시지가 수신되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만약 단말기가 슬롯드 모드(Slotted Mode)로 동작하
고 있다면, 서치 타스크는 자신에게 할당된 특정 페이징 슬롯만을 수신하고 그 외의 시간 동안은 단말기의 전력 절약(
Power Saving)을 위해 아이들 슬립 상태(Idle Sleep State)(60)로 천이하게 된다.
    

    
한편, 서치 타스크는 페이징 채널 상태(260)에서 현재 단말기가 등록된 서비스 기지국 및 인근 기지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관리한다. 상기 정보로는 현재 페이징 채널 메시지를 송신하는 서비스 기지국 즉, 액티브 섹터에 대한 정보
와, 향후 핸드 오프(Hand-Off)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네이버 섹터에 대한 정보와, 인근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파일
롯 채널 에너지 크기 및 각 기지국의 피-엔 옵셋(PN Offset)에 대한 정보 등이 있다. 그리고 상기 파일롯 채널 에너지 
크기는 핸드오프 수행여부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또한 상기 서치 타스크의 액티브 섹터 및 여러 네이버 섹터들에 대한 에너지 측정과 측정된 에너지 저장등의 동작은 단
말기의 통화중 즉, 트래픽 채널 상태(Traffic Channel State)(270)에서도 수행된다. 이는 통화의 단절 없는 핸드오프
와 외부 채널 환경에 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여러 기지국들에 대한 지속적인 에너지 측정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기 페이징 채널 상태(260)에서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 호출 메시지가 수신되거나 또는 단말기 사용자가 발호
를 하면, 단말기와 서비스 기지국은 통화 링크를 형성하며 각종 데이터를 송/수신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통화가 성
공적으로 종료(Normal Release)되면, 서치 타스크는 트래픽 채널 상태(270)에서 관리하고 있던 액티브, 캔디데이트 
및 네이버 섹터들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기지국을 새로운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Reference Active Sector)
로 선택하고 동기 채널 상태(240)로 천이한다. 그리고 서치 타스크는 동기채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전력 절약을 위하
여 호출메시지가 수신되거나 또는 발호하기 전까지 페이지 채널 상태(260)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통화중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큰 에너지를 가지는 기지국 신호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주 단말기에 구
비되는 핑거(Finger)라는 하드웨어에 할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양질의 통화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고 통화의 
단절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나 채널 환경이 급격히 안 좋아져 신호의 감쇄가 심하거나 신호의 수신 자체가 불가능할 경
우 데이터 복조의 동작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일정시간 간격 이상 지속적으로 배드 프레임(Bad Fr
ame)이 발생하면, 종래에는 단말기는 데이터 복조를 포기하고 통화 링크를 단절(Release)한다. 즉, 종래의 단말기는 
일정시간 간격 이상 지속적으로 배드 프레임이 발생하면, 호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고 데이터 복조를 포기한다. 즉, 단
말기는 상기 도 1의 통화 상태(40)에서 호 단절을 파악하면,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메인 콘트롤 타스크(Main Con
trol task)를 해제 부상태(release substate;45)에서 시스템 결정 부상태(system determination substate;11)로 
천이한다. 그리고 단말기는 상기 도 2의 파일롯 획득 상태(230)에서 초기동기포착동작을 다시 수행한다. 따라서 종래
에는 통화중 호가 단절(Call Drop)될 때, 단절된 호를 복원시켜주는 방법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말기는 그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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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통화링크를 포기하고 최초의 초기동기 포착동작부터 다시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발호를 재
시도 하지 않는 이상, 통화는 종료된다.
    

    
이와 같이, 종래 CDMA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단말기는 통화 채널이 끊긴 경우 이를 복원하지 않고 통화를 강제 종료(
release)하므로 단절된 통화 링크를 재형성시키 위해서는 사용자가 재발호를 시도해야만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또한, 
종래 CDMA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단말기는 재발호를 하기 전에 파일럿 획득 상태(pilot acquisition state;230)에서
의 초기 동기 포착 동작을 수행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종래 CDMA 시스템에서 운용되
는 단말기는 호가 단절된 이후에 접속 채널(access channel)을 이용하여 재발호를 하기 위해서 동기 채널 메시지(sy
nc channel message)를 수신하여 기지국 PN 오프셋(offset)을 알아낸다. 그런후 종래 CDMA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단말기는 페이징 채널 메시지(paging channel message)를 수신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 파라미터를 알아내야 하는데 
이러한 동작에 선행해야 하는 파일럿 신호 초기 포착 동작에 걸리는 시간이 동기 채널 및 페이징 채널 메시지를 수신하
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다. 따라서, 종래 CDMA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단말기는 파일럿 획득 상태에서 초기 
동기 포착 동작을 수행한 후에 재발호하는 경우 파일럿 신호 동기 포착에만 최소 4~5초 이상의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
므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단말기가 통화중 단절된 호를 자동으로 복원 시키는 동작을 수행 할 때 그 동작상태를 사용자에게 별도
의 약속방식에 의해 통보하여 준다면, 사용자는 통화중에 호가 단절 되었지만 현재 호 재접속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려
야 하는지의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가입자들이 상기 재접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발호 등과 같은 다른 절
차를 진행하여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CDMA 시스템의 단말기에서 통화 채널을 사용하던 중 비정상적인 호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재발호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CDMA 시스템의 단말기에서 비정상적인 호 단절 후에 사용자가 별도의 재발호 시도없이도 즉시 
통화 링크를 재접속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CDMA 시스템의 단말기에서 비정상적인 호 단절 후에 서치 타스크를 트래픽 채널 상태에서 
언슬루 상태로 천이하고 관리하던 파일롯 신호의 에너지를 검출하여 임계값과 비교하여, 상기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서치 타스크를 다시 동기 채널 상태 또는 페이징 채널 상태로 천이시키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코드분할다중접속 시스템의 단말기에서 단절된 호를 복원하는 방법으로서, 
통화가 종료되면, 트래픽 채널 상태에서 언슬루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과, 상기 언슬루 상태에서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
와 기존 액티브 섹터가 동일한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된 결과가 기존 액티브 섹터와 동일한 경우 상기 언슬루 
상태에서 페이징 채널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새로운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가 기존 액티브 섹터와 동
일하지 않은 경우 서처 및 핑거의 위치를 소정의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동기 채널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과, 상기 동기 채
널 상태에서 동기 채널 메시지를 복조하여 시스템 타입 확보 및 파일롯 신호의 포착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상기 
서처 및 핑거의 위치의 지연은 시스템 타임으로부터 2배의 파일럿 오프셋만큼 이격되며, 상기 언슬루 상태에서 래퍼런
스 액티브 섹터의 결정은, 상기 트래픽 채널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던 액티브, 캔디데이트, 네이버 섹터들에 대해 파일럿 
신호를 순차적으로 탐색하여 상기 탐색된 파일럿 신호가 특정 임계값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는 섹터를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로 선택한다.또한 본 발명에 따라 통화중 호가 단절된 경우 상기 시스템 타임 확보 및 파일롯 신호의 포착이 완료되
면 접속 채널을 통해 재발호를 수행하는 과정을 구비하며, 상기 통화중 호 단절은, 해제 명령 수신 또는 베드 프레임이 
설정된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고, 상기 호 단절 후 재발호 시까지 현재 재접속 상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구비하며, 상기 재발호 후 재발호의 성공 여부를 표시하는 과정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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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특정(特定) 사
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
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서 단절된 호를 처리하는 흐름도를 도시하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단절된 호를 처리
하기 위한 서치 타스크의 상태 천이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상기 도 1 또는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단절
된 호 복원 방법 및 그 상태 표시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른 CDMA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단말기는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 및 서치 타스크(Search t
ask)내에 정의된 각 상태 및 기본적인 상태 천이 구조는 종래의 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CDMA 시스템
에서 운용되는 단말기는 통화중 호 단절이 발생한 경우 종래와는 달리 상기 도 3에 도시된 ①~⑥까지의 동작을 수행함
으로써 단절된 호를 신속하게 복원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①~⑥까지의 동작을 수
행하는 동안 메인 콘트롤 타스크는 재접속 상태보고 ⑦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타스크(390)로 출력한다. 이로인해 사용
자 인터페이스 타스크(390)는 단말기에 구비되는 표시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단말기의 재접속 동작 상태를 표시한다. 
또한 재접속 동작이 완료되면, 메인 콘트롤 타스크는 재접속 결과 보고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타스크(390)로 출력한다.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는 통화 상태(40)내의 통화 부상태(conversation substate;44)에서 통화중 호 단절(
call drop)이 발생한 때(예를 들면, 해제 명령을 수신하는 경우, fade timer가 만료된 경우) 서치 타스크 리포트 대기 
부상태(waiting for search task report substate;300)로 천이한다.(①) 이때, 페이드 타이머(fade timer)는 일정 
시간 동안 배드 프레임(bad frame)이 발생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타이머이다. 다음으로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
sk)는 호 단절을 복구시키기 위한 상태로 천이할 것을 명령하는 메시지(SRCH_DCR_F)를 서치 타스크 리포트 대기 부
상태(300)를 통해 서치 타스크(search task)에게 전송한다.(②) 그리고 메인 콘트롤 타스크는 재접속 상태보고 ⑦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타크스(390)로 출력한다. 이로인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타스크(390)는 단말기에 구비되는 표시부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단말기의 재접속 동작 상태를 통보한다.
    

    
그리고,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는 서치 타스크(search task)로부터의 보고(report)를 기다린다. 이때, 가능한 
보고(report) 메시지는 동일 보고 메시지(SRCH_UNSLEW_OLD_R)와 상이 보고 메시지(SRCH_UNSLEW_NEW_R)
의 두가지가 있다. 상기 동일 보고 메시지(SRCH_UNSLEW_OLD_R)는 상기 서치 타스크가 관리하던 기존의 액티브(
Active), 캔디데이트(Candidate) 및 주변 섹터들(Neighbor Sector)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신호를 탐색한 결과 주어
진 임계값ㅇ르 넘는 섹터가 기존의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Reference Active Sector)와 일치했을 경우이며, 상기 상
이 보고 메시지(SRCH_UNSLEW_NEW_R)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언슬루(Unslew) 상태(280)는 
통화가 종료되어 트래픽 채널을 끊고 동기 채널 상태로 천이하기 위한 상태이다. 본 발명에서는 언슬루 상태에서 이하
에서 설명되는 바에 따른 동작을 더 수행한다.
    

한편, 서치 타스크(search task)는 상기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로부터 호 단절을 복구시키기 위한 상태로 천이
할 것을 명령하는 메시지(SRCH_DCR_F)를 전송받아 트래픽 채널 상태(270)에서 언슬루(Unslew) 상태(280)로 천
이한다.(③) 이때, 본 발명에 따른 단절된 호를 처리하기 위한 서치 타스크(search task)의 처리 흐름도는 도 4에 도시
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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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치 타스크(search task)는 언슬루(Unslew) 상태(280)하에서 본 발명에 따라 트래픽 채널 상태(270)에서 확
보하고 있던 액티브(active) 섹터와 캔디데이트(candidate) 섹터와 네이버(neighbor) 섹터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신
호의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측정한다. 즉, 서치 타스크(search task)는 관리하던 기존의 액티브(Active), 캔디데이트
(candidate) 및 네이버(neighbor) 섹터들을 순차적으로 탐색하여 파일럿 신호의 에너지를 측정한다. 그리고, 서치 타
스크(search task)는 상기 측정된 파일럿 신호의 에너지를 이미 설정된 임계값과 비교하여 그 값이 임계값보다 큰 섹
터를 새로운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reference Active sector)로 설정한다.
    

    
그리고 서치 타스크는 상기 새로운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가 기존의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와 동일한지를 검사한다. 상기 
새로운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가 기존의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와 동일하지 않으면, 서치 타스크는 상기 새로운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에 대하여, 본 발명에 따라 언슬루 상태(280)에서 서쳐(searcher) 및 핑거(finger) 하드웨어의 위치(po
sition)를 마스크된 위치(masked position)로 옮긴다. 즉, 이전의 트래픽 채널 상태(270)에서 서쳐 및 핑거의 위치는 
시스템 타임(system time)에 있었고, 마스크된 위치는 시스템 타임으로부터 파일럿 오프셋(pilot offset)만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서치 타스크(search task)는 언슬루 상태(280)를 경유하면서 시스템 타임에 있었던 서쳐 
및 핑거 하드웨어의 위치를 마스크된 위치(masked position)로 옮긴다. 이로인해 마스크된 위치(masked position)
는 본래 마스크된 위치(masked position)보다 파일럿 오프셋만큼 더 떨어진 지점(즉, 시스템 타임으로부터 두 배의 
파일럿 오프셋만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할 것이다. 이러한 동작은 이후에 서치 타스크가 동기 채널 상태(240)(sync 
channel state)로 진입한 후 이루어질 새로운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에 대한 파일럿 신호 포착을 위한 사전 동작이 된다.
    

그런 후에, 서치 타스크(search task)는 탐색 결과로 선택된 새로운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가 기존 레퍼런스 액티브 섹
터와 다를 경우 상기 보고 메시지(SRCH_UNSLEW_NEW_R)를 메인 콘트롤 타스크로 보고한다.(④) 즉, 서치 타스크
(search task)는 이전에 통화하였던 기지국과 임계값을 넘는 섹터가 다를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한 상이 보고 메시지(S
RCH_UNSLEW_NEW_R)를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로 전송한다.

    
다른 한편, 서치 타스크는 탐색 결과로 주어진 임계값을 넘는 섹터로서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로 설정된 섹터가 기존 레
퍼런스 액티브 섹터와 일치했을 경우 동일 보고 메시지(SRCH_UNSLEW_OLD_R)를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로 
보고한다.(④) 즉, 서치 타스크(search task)는 임계값을 넘는 새로운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와 기존 레퍼런스 엑티브 
섹터가 일치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한 동일 보고 메시지(SRCH_UNSLEW_OLD_R)를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
k)로 전송한다.
    

    
그러면,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는 서치 타스크(search task)로부터 상이 보고 메시지(SRCH_UNSLEW_OLD
_R)를 보고받으면, 서치 타스크(search task)를 언슬루 상태(280)에서 페이징 채널 상태(260)로 천이할 것을 명령
하는 메시지(SRCH_PC_F)를 서치 타스크(search task)에게 전송한다.(⑤) 이와 달리,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
는 서치 타스크(search task)로부터 SRCH_UNSLEW_NEW_R를 보고받으면, 서치 타스크(search task)를 언슬루 
상태에서 동기 채널 상태로 천이할 것을 명령하는 메시지(SRCH_SC_F)를 서치 타스크에게 전송한다.(⑤)
    

그러면, 서치 타스크(search task)는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로부터 언슬루 상태에서 페이징 채널 상태로 천이
할 것을 명령하는 메시지(SRCH_PC_F)를 수신하여 언슬루 상태(280)에서 페이징 채널 상태(260)로 천이한다.

이와 달리, 서치 타스크(search task)는 메인 콘트롤 타스크로(MC task)부터 언슬루 상태에서 동기 채널 상태로 천이
할 것을 명령하는 메시지(SRCH_SC_F)를 수신하여 언슬루 상태(280)에서 동기 채널 상태(240)로 천이한다. 그리고 
서치 타스크는 동기 채널 상태(240)에서 상기 새로운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 즉, 새로운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의 동기
채널 메시지를 복조하여, 시스템 타임 확보 및 파일롯 신호의 포착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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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는 서치 타스크(search task)로부터 동일 보고 메시지(SRCH_UNSLEW_OLD_R)
를 보고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서치 타스크 리포트 대기 부상태(300)에서 유휴 상태(20)로 천이한다.(⑥) 그런후, 메
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는 접속 채널(access channel)을 통해 자동 재발호한다.

이와 달리,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는 서치 타스크(search task)로부터 상이 보고 메시지(SRCH_UNSLEW_N
EW_R)를 보고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서치 타스크 리포트 대기 부상태(300)에서 동기 채널 획득 부상태(13)로 천이한
다.(⑥) 그런후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는 동기 채널 획득 부상태(13)와 타이밍 변경 부상태(14)를 거쳐 유휴 
상태(20)로 천이한다. 그리고, 메인 콘트롤 타스크(MC task)는 접속 채널을 통해 자동 재발호한다.

그리고 상기 재발호 동작이 수행되어 통화 상태(40)가 되면, 메인 콘트롤 타스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타스크(390)로 
재접속 결과보고 ⑧를 출력한다. 이로인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타스크(390)는 단말기에 구비되는 표시부를 통하여 사용
자에게 단말기의 현재 재접속 동작 상태를 통보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절단호 자동복원 동작 통보 방법을 도시한 흐
름도이다.

    
510단계의 통화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호가 단절되면(515단계), 520단계에서 단말기는 표시기능에 등록되어 있는
지를 검사한다. 즉, 사용자는 메뉴선택등을 통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동복원 동작 표시의 수행여부를 미리 결
정할 수가 있다. 상기 표시기능에 등록되어 있으면, 525단계에서 단말기는 재접속 동작중 상태를 구비되는 표시부에 표
시한다. 그리고 530단계에서 단말기는 표시장치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표시장치에 등록되어 있으면, 5
35단계에서 단말기는 등록된 표시장치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재접속 동작상태를 통보한다. 이때, 상기 표시장치의 통보
방법은 기약속된 벨 소리, 특정 톤, 진동, 멜로디, 음성 경보등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540단계에서 단말기는 절단호에 대한 자동 복원 동작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동작은 상기 도 3 내지 도 4의 동
작이 된다. 그리고 545단계에서 단말기는 상기 복원동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복원동작이 성
공되었으면, 550단계에서 단말기는 상기 표시기능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표시기능에 등록되어 있으면, 
555단계에서 단말기는 재접속 동작 성공 상태를 구비되는 상기 표시부에 표시한다. 그리고 560단계에서 단말기는 상
기 표시장치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표시장치에 등록되어 있으면, 565단계에서 단말기는 현재 통보중인 
상기 표시장치의 동작을 중지 시킨다.
    

한편, 상기 545단계에서 상기 복원동작이 성공되지 않았으면, 570단계에서 단말기는 상기 표시기능에 등록되어 있는
지를 검사한다. 상기 표시기능에 등록되어 있으면, 575단계에서 단말기는 재접속 동작 실패 상태를 구비되는 상기 표시
부에 표시한다. 그리고 580단계에서 단말기는 상기 표시장치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표시장치에 등록되
어 있으면, 585단계에서 단말기는 현재 통보중인 상기 표시장치의 동작을 중지 시킨다.

    
이처럼 본 발명은 CDMA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통화중 호 단절시 종래와 같이 시스템 결정 부상태부터의 동작을 다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된 파일럿 신호의 기지국에 따라 동기 채널 획득 부상태 또는 유휴 상태부터의 동작을 다시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종래에 시스템 결정 부상태부터의 동작을 다시 수행하는 것보다 동기 채널 획득 부상태 
또는 유휴 상태부터의 동작을 다시 수행하므로써 단절된 호를 복원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한 단
절된 호 자동 복원 동작 시에, 단말기의 동작 상태를 사용자에게 통보 함으로써, 사용자가 재접속 진행중임을 인식하여 
수동으로 재 발호 동작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발명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발명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 7 -



등록특허 10-0342565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CDMA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단말기에서 통화 채널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호 단절을 짧은 
시간내에 복원하여 통화 링크를 재형성시킬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트래픽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던 섹터
들중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를 선택한 후 자동 재발호를 통해 호 단절을 능동적으로 복원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는 호 단절시 사용자가 별도의 재발호 시도 없이도, 또한 초기 포착 상태로 천
이하여 수행하게 되는 수초에 달하는 장시간의 파일럿 신호의 초기동기포착 동작없이도, 재빨리 단절된 호를 복원하여 
통화 링크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한 단절된 호 자동 복원 동작 시에, 단말기의 동작 상태를 사용자에게 
통보 함으로써, 사용자가 재접속 진행중임을 인식하여 수동으로 재 발호 동작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편리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드분할다중접속 시스템의 단말기에서 단절된 호를 복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화가 종료되면, 트래픽 채널 상태에서 언슬루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과,

상기 언슬루 상태에서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와 기존ㄴ 액티브 섹터가 동일한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된 결과가 기존 액티브 섹터와 동일한 경우 상기 언슬루 상태에서 페이징 채널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을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가 기존 액티브 섹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서처 및 핑거의 위치를 소정의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동기 채널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과,

상기 동기 채널 상태에서 동기 채널 메시지를 복조하여 시스템 타입 확보 및 파일롯 신호의 포착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서처 및 핑거의 위치의 지연은 시스템 타임으로부터 2배의 파일럿 오프셋만큼 이격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언슬루 상태에서 래퍼런스 액티브 섹터의 결정은,

상기 트래픽 채널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던 액티브, 캔디데이트, 네이버 섹터들에 대해 파일럿 신호를 순차적으로 탐색
하여 상기 탐색된 파일럿 신호가 특정 임계값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는 섹터를 레퍼런스 액티브 섹터로 선택함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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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통화중 호가 단절된 경우 상기 시스템 타임 확보 및 파일롯 신호의 포착이 완료되면 접속 채널을 통해 재발호를 수행하
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중 호 단절은,

해제 명령 수신 또는 베드 프레임이 설정된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호 단절 후 재발호 시까지 현재 재접속 상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재발호 후 재발호의 성공 여부를 표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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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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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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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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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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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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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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