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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통신시스템내의 2개의 송수신장치간의 채널상에서 중단된 데이터패킷통화를 복구하는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

의 실시예에서는, 통화중에 소정시간 주기동안 패킷데이터가 발송 또는 수신되지 않았을 때, 통화가 해제되고 통화구성정

보가 적어도 송수신장치들중의 하나에 저장된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통화용 패킷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있으면, 송수신

장치들중의 하나는 소정시간 주기이내에 통화를 복구하기 위한 통화복구메시지의 발송을 개시한다. 상기 통화복구메시지

는 통화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한다. 통화해제시 저장된 정보는 상기 복구메시지내에서 발송되지 않는다. 상

기 복구메시지내의 정보는 통화해제시에 저장되었던 통화구성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리하여, 상기 복구메시

지내의 정보와 상기 복원된 정보를 사용하여 통화가 복구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송수신장치와 제2 송수신장치 사이의 채널상에서 패킷데이터통화를 복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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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송수신장치에서 상기 제2 송수신장치로 패킷데이터통화가 해제됨을 표시하고 식별자 값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되, 상기 패킷데이터통화는 상기 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에 진행중인 통화인, 메시지 발송 단계;

상기 제1 송수신장치에 적어도 상기 식별자 값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통화 구성 데이터 집합과 상기 식별자 값을 상기 제2 송수신장치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1 송수신장치와 상기 제2 송수신장치의 채널에서 상기 패킷데이터통화를 해제하는 단계;

제1 소정시간 주기동안 실행하도록 설정된 복구 타이머를 가동하는 단계;

상기 제1 소정시간 주기 이내에 패킷데이터통화를 위한 부가 패킷데이터를 검출하는 단계; 및

부가 패킷데이터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송수신장치와 상기 제2 송수신장치 사이의 패킷데이터통화를 상기 제2 송수

신장치에 저장된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복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가동 단계는 상기 제1 송수신장치내의 타이머를 가동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부가 패킷

데이터 검출단계는 상기 소정시간 주기 이내에 상기 제1 송수신장치로부터 발송된 부가 패킷데이터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제1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복구단계는

상기 부가 패킷데이터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송수신장치에서 상기 제2 송수신장치로 상기 식별자 값을 구비하는 제

2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상기 식별자값을 사용하여 상기 제2 송수신장치내의 저장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을 복원하는 단계; 및

복원된 상기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상기 패킷데이터통화를 복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송수신장치와 상기 제2 송수신장치는 각각 이동국과 기지국을 포함하고, 상기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은 이동국데이터와 통화숫자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지 발송 단계 이전에 임의로 식별자값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메시지

발송단계는 임의 발생된 상기 식별자값을 구비하는 제1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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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가동단계는 제2 소정시간 주기동안 동작되도록 설정되는 제2 타이머 가동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제1 메시지 발송 단계 이전에 제1 소정시간 주기이내에 채널상에서 패킷데이터가 송신 또는 수신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제1 타이머의 만료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메시지 발송단계는 상기 제1 타이머 만료

의 검출에 응답하여 제1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제1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제1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송수신

장치에서 상기 제1 송수신장치로 제2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송수신장치에서는 상기 제2 메시

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송수신장치에 적어도 식별자값이 저장되고, 상기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의 저장단계는 상기

제2 송수신장치에서 상기 제1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송수신장치에 상기 통화구성데이터 집합과 상기 식별

자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가동단계는 상기 제2 송수신장치내의 타이머를 가동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부가 패킷

데이터 검출단계는 상기 소정시간 주기이내에 상기 제2 송수신장치로부터 발송되는 부가 패킷데이터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제1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복구단계는,

상기 부가 패킷데이터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송수신장치로부터 상기 제1 송수신장치로 제2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

계;

상기 제2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송수신장치로부터 상기 제2 송수신장치로 상기 식별자값을 구비하는 제3 메

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상기 식별자값을 사용하여 저장된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을 복원하는 단계; 및

복원된 상기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상기 패킷데이터통화를 복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송수신장치와 상기 제2 송수신장치는 각각 이동국과 기지국을 포함하고, 상기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은 이동국데이터와 통화 숫자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지 발송 단계 이전에 임의로 식별자값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메시지

발송단계는 임의 발생된 상기 식별자값을 구비하는 제1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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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제2 소정시간 주기동안 실행되도록 설정되는 비활성 타이머를 가동하는 초기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메시지 발송 단계 이전에 상기 제1 소정시간 주기이내에 채널상에서 패킷데이터가 전송 또는 수신되지 않았

음을 표시하는 비활성 타이머의 만료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메시지 발송단계는 상기 비활성타이머 만

료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 송수신장치와 제2 송수신장치 사이의 채널상에서 패킷데이터통화를 복구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송수신장치에서 상기 제2 송수신장치로 상기 패킷데이터통화가 해제됨을 표시하고 식별자 값을 포함하는 메시

지를 발송하되, 상기 패킷데이터통화는 상기 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에 진행중인 통화인, 메시지 발송 수단;

상기 제1 송수신장치에 적어도 상기 식별자 값을 저장하는 수단;

상기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통화 구성 데이터의 집합과 상기 식별자 값을 상기 제2 송수신장치에 저장하는 수단;

상기 제1 송수신장치와 상기 제2 송수신장치의 채널에서 상기 패킷데이터통화를 해제하는 수단;

제1 소정시간 주기동안 실행하도록 설정된 복구 타이머를 가동하는 수단;

상기 제1 소정시간 주기 이내에 패킷데이터통화를 위한 부가 패킷데이터를 검출하고 신호를 발생하는 수단; 및

상기 부가 패킷데이터 검출수단에 의해 발생된 상기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송수신장치와 상기 제2 송수신장치 사이의

패킷데이터통화를 상기 저장된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복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복구 타이머 가동 수단은 상기 제1 송수신장치내에 위치하고, 상기 상기 부가 패킷데이터 검출수단

은 상기 소정시간 주기 이내에 상기 제1 송수신장치로부터 발송된 부가 패킷데이터를 검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제1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복구수단은,

상기 부가 패킷데이터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송수신장치에서 상기 제2 송수신장치로 상기 식별자 값을 구비하는 상

기 제2 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단;

상기 식별자값을 사용하여 상기 제2 송수신장치내에 저장된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을 복원하는 수단; 및

복원된 상기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상기 제2 송수신장치의 패킷데이터통화를 복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송수신장치와 상기 제2 송수신장치는 각각 이동국과 기지국을 포함하고, 상기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은 이동국데이터와 통화숫자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등록특허 10-0572888

- 4 -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임의로 상기 식별자값을 발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제2 소정시간 주기동안 실행되는 비활성 타이머를 가동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제2

소정시간 주기이내에 채널상에서 패킷데이터가 전송 또는 수신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상기 비활성타이머의 만료를 검출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메시지 발송수단은 상기 비활성타이머 만료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메시지를 발송하는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송수신장치로부터 상기 제1 송수신장치로 제2 메시지를 발송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가동수단은 상기 제2 송수신장치내에서 타이머를 가동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부가 패

킷데이터 검출수단은 상기 제1 소정시간 주기이내에 상기 제2 송수신장치로부터 발송된 부가 패킷데이터를 검출하는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제1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복구수단은,

상기 부가 패킷데이터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송수신장치로부터 상기 제1 송수신장치로 제2 메시지를 발송하는 수

단;

상기 제2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송수신장치로부터 상기 제2 송수신장치로 상기 식별자값을 구비하는 제3 메

시지를 발송하는 수단;

상기 식별자값을 사용하여 상기 제2 송수신장치에 저장된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을 복원하는 수단; 및

복원된 상기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상기 제2 송수신장치의 패킷데이터통화를 복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송수신장치와 상기 제2 송수신장치는 각각 이동국과 기지국을 포함하고, 상기 통화구성데이터

집합은 이동국데이터와 통화 숫자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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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자값을 임의로 발생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메시지 발송수단은 임의 발생 수단에

의하여 발생된 상기 식별자값을 구비하는 상기 제1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제2 소정시간 주기동안 실행되도록 설정되는 비활성 타이머를 가동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장치

는 상기 제2 소정시간 주기이내에 채널상에서 패킷데이터가 전송 또는 수신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비활성 타이머의 만료

를 검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메시지 발송수단은 상기 비활성타이머 만료의 검출에 응답하여 제1 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내의 이동국(mobile station)과 상기 이동국 외부의 다른 국(station) 사이에서 패킷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과 상기 이동국 외부의 다른 국을 경유한 상기 통신 네트워크 사이의 할당된 무선 채널상에서 패킷데이터통화

를 수립하는 단계;

할당된 상기 무선 채널상으로 패킷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패킷데이터 통화가 중지됨을 표시하기 위하여 식별자를 구비하는 제1 메시지를 할당된 상기 무선채널상으로 전송하되, 상

기 패킷데이터통화는 상기 제1 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에 진행중인 통화인, 제1 메시지 전송 단계;

패킷데이터통화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패킷데이터통화를 중지하고 할당된 상기 무선채널을 반환하는 단계;

소정 타임아웃 주기이내에 패킷데이터통화를 복구하기 위하여 식별자를 구비하는 제2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수신된 식별자를 사용하여 복원되는 저장정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로 하여 동일 또는 상이한 할당 무선 채널상에서

패킷데이터통화를 복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시스템들내에서의 통화 복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통신시스템들내에서 중단된 패킷데이터통화(packet

data call)를 복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상적인 셀방식 시스템에서는 기지국에 의하여 페이징 채널상으로 페이징 메시지(paging message)를 이동국으로 전송

하고, 그 다음에는 이동국이 엑세스 채널을 통하여 페이징 응답메시지(paging response message)를 기지국으로 전송하

거나 또는 엑세스 채널을 통하여 시스템에 엑세스하는 이동국에 의하여 개시 메시지(origination message)를 기지국으로

전송함으로써 통화 수립(call establishment)이 시작된다. 이러한 통화 수립들의 어떤 경우에서도, 이동국은 엑세스 채널

을 통하여 시스템에의 엑세스를 달성하고, 특정한 통화 수립에 대하여 고유적인 수립정보가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엑

세스 채널이나 시스템 공중 영역(system air interface)의 다른 채널들을 통하여 교환되어야 한다. 어떤 시스템들에서는

페이징 응답 메시지와 개시 메시지가 이러한 수립정보의 많은 부분을 전달하기도 한다. 특정한 통화 수립에 대하여 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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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립정보는 통화숫자데이터(called number data), 이동국 식별 및 용량관련 데이터(mobile station identification and

capability related data), 증명정보(authentiation information)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수신한 다음, 시스템은 상

기 시스템 내에서 통화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각기 다른 통신 계층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상기 정보를 사용한다.

셀방식 시스템에서 통화가 진행중일 때 진행중인 통화의 접속이 끊어지면, 통화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그 통화가 복구되어

야 한다. 예를들어, 공중영역상의 교신의 중단은 통화가 끊어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음성채널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

다. 그 통화는 그 다음 복구되어야 한다.

주요 셀방식 시스템 종류들은 이동 글로벌 서비스(GSM: global services for mobile) 표준, 듀얼모드 확장 스펙트럼 셀방

식 시스템을 위한 TIA/EIA/IS-95 이동국-기지국 호환표준, TIA/EIA/IS-136 이동국-기지국 호환표준, 및 TIA/EIA 553

아날로그 표준(AMPS/TACS)에 따라 동작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기타 주요 셀방식 시스템들은 IS-95 기초(based)

ANSI-J-STD-008 1.8 ~ 2.0 GHz 표준에 따라 동작하는 것들 또는 GSM 기초 PCS1900(1900 MHz 주파수 범위)에 따

라 동작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IS-95, IS-136 및 AMPS/TACS 시스템 표준들에 따라 동작하는 시스템들은 통화에 포함된

어느 한 편에서 그 통화를 수동적으로 재시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통화 복구 메카니즘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동국과 기지국은 처음 통화가 수립되었을 때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는 동일 메시지 송달을 사용하여

통화 수립 과정을 재실행하여야 한다.

GSM 표준을 기초로 하는 시스템들은 오직 이동국의 가입자 식별과 이동국의 분류부호(classmark)만을 포함한 통화 복구

메시지를 사용하는 이동국 개시 통화 복구 과정을 지원한다. 상기 과정은 이동국에서 시스템으로 복구가 요청됨을 표시하

는 엑세스 요청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와, 상기 시스템으로부터 채널 할당을 허락하는 단계와, 및 할당된 채널상으로 상

기 복구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통화복구 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GSM 시스템은 네트워크내에 저

장된 정보로부터 가입자 식별 및 분류부호만을 사용하여 접속을 복구하여야 한다.

GSM 통화 복구는 복구 과정을 개시시키는 이동국에 의존한다. 시스템은 통화를 설정하는 동안 시스템이 통화 복구 과정

을 지원한다는 것을 이동국으로 표시하는 한 복구를 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일 시스템이 통화 복구를 지원한다면

GSM 사양은 통화중에 접속을 잃어버린 경우 이동국이 통화 복구를 개시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GSM 통화 복구 과정과 유사한 이동국 개시 통화 복구 과정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른 디지털 셀방식 시스템들에서 범

용적인 통화의 복구에 응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다른 시스템들의 표준들과 더불어 가용 서비스 종류가 확대되면서 보다

유동적인 통화 복구 과정에 대한 욕구가 창출되고 있다.

현재에는, 예를들어, 주요 셀방식 표준체들이 패킷데이터 서비스들을 그 디지털 셀방식 사양들로 구현하고 있다. 패킷데이

터 서비스 사양은 GSM에 대하여 완결되었으며, IS-95 및 IS-136 표준들과 호환되는 패킷데이터 서비스 사양들이 준비되

고 있다. TIA/EIA IS-657 패킷데이터 서비스 사양 및 TIA/EIA TSB-74 통신 시스템 회보에서는 IS-95 기초 네트워크들

에 대한 접속기초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접속기초 패킷데이터 서비스에서는, 패킷데이터통화가 지속되는

동안 셀방식 시스템에 의하여 통화를 위한 물리적인 회로 접속이 유지된다. IS-657/TSB-74 시스템은 14.4 kbps까지의

속도에서 패킷데이터의 전송을 허용한다. 또한, 고속패킷데이터(HSPD: high speed packet data)를 78.8 kbps까지의 속

도에서 IS-657 및 TSB-74를 기초로 한 표준으로 구현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IS-657/TSB-74 접속기초 패킷스위칭서비스와 같은 응용에서, GST형 통화복구 과정은 누락접속(lost call)을 복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지 못한다. IS-657/TSB-74 접속 기초 패킷데이터는 각 기지국/이동스위칭센터(MSC:

mobile switching center) 및 이동국내의 타이머 특징부(timer feature)를 사용한다. 각 기지국/이동스위칭센터 및 이동

국내의 패킷비활성타이머는 패킷데이터프레임이 전송되거나 수신될 때 마다 리셋된다. 만일 이동국이나 기지국/MSC의

어느것에서 데이터가 더 전송되거나 수신되기전에 패킷비활성타이머가 만료된다면, 상기 패킷비활성타이머가 만료된 이

동국 또는 기지국/이동스위칭센터는 해제명령(release order)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패킷스위칭 서비스옵션을 접속해제

한다. 해제 명령 메시지는 이동국 및 기지국/이동스위칭센터 모두에 의하여 접속이 해제되도록 한다. 이동국 또는 기지국/

이동스위칭센터가 접속이 해제된 이후에 전송할 잔여 통화 패킷데이터를 갖는다면, 패킷데이터의 전송이 요구되는 이동국

또는 기지국/MSC는 통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처음에 사용된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사용하여 통화를 복구하여야 한다. 패

킷데이터통화는 단방향의 패킷데이터 교환을 포함할 수 있고, 이동국 또는 기지국/이동스위칭센터의 어느것으로부터 패킷

데이터통화의 복구 개시가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GSM 통화 복구 과정은 IS-657/TSB-74 복구 상황에서 유용하지 않다.

IS-657/TSB-74에서의 복구는 통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처음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개시 메시지를 사용하고, 초기 통화개

시과정에 사용된 시스템 엑세스 과정들이 사용된다. 상기 시스템 엑세스 과정은 시스템으로부터의 승인이 수신되거나, 시

간 제한에 도달하여 엑세스 시도가 중지될 때까지, 개시 메시지(origination message)를 포함하고 점진적으로 전력이 높

아지는 연속적인 엑세스 프로브들(access probes)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IS-95 기초 패킷데이터 시스템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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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부터의 승인이 수신되기 전에 이동국에 의하여 전송되어야 하는 엑세스 프로브들의 수에 따라 엑세스 시도가

3120 밀리초(ms)까지 걸리게 된다. 패킷데이터 응용들, 특히 고속 데이터를 포함하는 응용들에서, 이러한 지속기간을 갖

는 통화 복구 시간들은 시스템 성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통화 수립에 사용된 초기 수립프로토콜을 반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누락 통화(dropped

call)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킷데이터통화 복구방법 및 장치를 구비한다면 장점이 제공될 것이다. 또한, 패킷데이터는

링크의 어느 한쪽 단으로부터 다른 쪽 단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전송될 수 있으므로, 통화 복구 방법 및 장치가 패킷 통화중

인 한 조의 장치들 중의 어느것이던지 통화 복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장점이 제공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셀방식 통신 시스템에서 중단된 데이터 패킷통화를 복구하는 개선된 방법 및 장

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인 과제는 통신 시스템내에서 중단된 데이터 패킷통화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시그널링(signalling)을 저감시키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인 과제는 데이터 패킷통화시 교신하는 한조의 송수신 장치들중의 어느것으로부

터도 중단된 데이터 패킷통화가 복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방법들 및 장치에 의하여 상기 기술적인 과제들이 구현되고 상술한 문제점들 및 기타 다른 문

제점들이 극복된다.

본 발명은 통신시스템 내의 중단된 데이터 패킷 통화를 복구하는 향상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 방법 및 장치는 초

기상태에서 통화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시그널링 자원들을 더 적게 사용하면서도 데이터 패킷통화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

도록 한다. 패킷데이터통화에 포함되는 한 조의 송수신장치 사이의 영역상에서 교신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한 조의 송수

신장치들 중의 어느쪽이든 다른 한쪽에게 통화가 복구될 수 있음을 표시하면서 상기 통화를 해제할 수 있다. 만일 통화 복

구가 허용한다는 표시가 전송되면, 통화 복구를 허용한다는 정보는 송수신장치들내에 또는 시스템내에 저장된다. 예를들

어, 송수신장치들중 하나가 네트워크 하부구조의 일부라면, 통화의 통신계층들 설정에 관한 정보가 상기 시스템 하부구조

에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방법 및 장치는 통화상에서 교신하는 한 조의 송수신장치들중 어느 한쪽이 통화 복구를

개시하도록 한다.

통화 복구는 통화 복구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되는데, 상기 통화 복구 메시지는 통화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수신장치들에 의하여 저장되었던 복구 메시지내의 정보와 그 통화에 대한 고유의 정보는 재

전송할 필요가 없다. 이는 저장된 정보가 재전송되는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 시스템을 빠르게 엑세스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이는 통화가 중단된 다음에 오직 한 송수신장치만이 전송할 잔여 패킷데이터를 가질 때에도 송수

신장치가 통화 복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 및 장치는 고속 접속 기초 패킷데이터서비스를 구비하는 셀방식 통신 시스템내에서 구현된

다. 상기 시스템에서 패킷데이터통화에 포함된 이동국은 공중 영역상에서 트래픽 채널을 통하여 통화설정시에 결정된 데

이터 속도로 시스템의 기지국으로/으로부터 패킷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한다. 상기 기지국은 이동스위칭센터에 접속되고,

순번적으로 이동스위칭센터로/로부터 상기 패킷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한다. 상기 이동스위칭센터는 상기 패킷데이터통

화에 포함된 다른 송신 또는 수신장치를 구비하는 어떤 다른 종류의 통신 네트워크에도 접속될 수 있다. 상기 다른 통신 네

트워크는 다른 셀방식 시스템 또는 지상선 전화 네트워크(landline telephone network)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접속기초 패

킷데이터시스템에서 통화를 위한 물리적인 회로접속은 패킷데이터통화가 지속되는 동안 셀방식 시스템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다.

각 이동국 및 기지국/이동스위칭센터는 최종 패킷데이터가 발송되거나 수신되면 리셋되고 가동되는 타이머를 구비한다.

각 타이머는 소정 주기동안 실행되도록 설정되며, 만일 소정 주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타이머를 리셋하는 패킷데이터가 전

송 또는 수신되지 않으면, 타이머가 만료된 송수신장치(이동국 또는 기지국)는 다른 장치로 해제명령 메시지를 발송한다.

해제 명령 메시지는 타이머가 만료된 송수신장치가 통화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였고, 본 발명의 통화 복구 과정을

사용하여 통화 복구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필드를 포함한다. 해제명령 메시지는 또한 상기 해제명령 메시지를 발송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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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내에서 발생되는 임의값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타이머가 만료된 송수신장치(이동국 또는 기지국)로부터 해제명령 메시

지를 수신한 송수신장치는 또한 통화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응답으로써 해제명령 메시지를 리턴한다. 이동국내

에서 임의값이 아닌 이러한 정보의 저장은 선택적이다. 만일 저장이 수행되었다면, 완전성(integrity) 검사로써 저장된 정

보를 복구된 통화변수들과 비교할 수 있다.

통화가 해제된 다음, 이동국 또는 기지국/이동스위칭센터중 어느것이라도 해제된 통화에 속하는 전송할 패킷데이터를 가

진다면, 어느쪽이든 통화 복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동국은 기지국으로 복구요청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복구 과정을 개시

한다. 기지국은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복구요청메시지의 발송이 시작되도록 하는 페이징메시지(paging message)를 이

동국으로 발송함으로써 복구를 개시한다. 복구요청메시지는 처음에 통화를 설정하는데 사용되었던 통화수립 메시지내의

정보집합에 비하여 저감된 정보 집합을 포함한다. 복구요청메시지내의 정보 집합은 통화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최소 정보

만을 포함한다. 이 정보는 타이머가 완료되었던 이동국 또는 기지국에서 발생된 해제 메시지내에 구비되는 임의값을 포함

한다. 상기 임의값은 복구 요청 메시지가 수신될 때 시스템에 대한 종전의 구성(이동국 식별(MSID: mobile station

identity), 통화숫자등)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통화 복구 요청메시지내의 상기 정보는 또한 전(全) 증명과정을 실행하지

않고 이동국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명 데이터(authentication data)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복구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기지국/이동스위칭센터는 이동국의 식별을 결정하고 통화 복구에 필요한 저장정보를 복

원하기 위하여 복구 요청 메시지내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고,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의 물리적인 접속을 복구한다. 기지국

/이동스위칭센터는 다음으로 링크에 필요한 자원들을 할당하기 위한 채널 할당 메시지를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이러한 자

원들은 필요코드채널주파수, 파일로트 PN 번호등을 포함한다. 데이터속도구성은 통화시 이전에 사용된 최고속도(peak

rate), 또는 시스템이 이전의 최고속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용량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통화복구과정 수행시 할당될 수

있는 디폴트 속도로 된다.

첨부된 도면들과 함께 이하에서 기술되어질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독취할 때 상술한 본 발명의 특징들과 다른 특징들이

보다 명백하여질 것이다.

본 발명은 접속 기초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통신 시스템에 적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본 발명은 접속

기초 패킷통화에서 패킷데이터를 발송 및 수신할 수 있는 송수신장치로 구현될 수 있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무선 사용자 단말기 또는 이동국(10: mobile station)과 셀방식 네

트워크(32)가 도시되어 있다. 이동국(10)은 신호를 전송하고 기지 지국(base site) 또는 기지국(30)으로부터 신호를 수신

하기 위한 안테나(12)를 포함한다. 기지국(30)은 이동 스위칭 센터(MSC: mobile switching center)를 포함하는 셀방식

네트워크(32)의 일부이다. 이동 스위칭 센터(34: MSC)는 이동국(10)이 통화에 포함될 때 지상선 트렁크(landline trunks)

로의 접속을 제공한다.

이동국(10)은 변조기(14a), 전송기(14), 수신기(16), 복조기(16a), 및 변조기(14a)로 신호들을 공급하고 복조기(16a)로부

터 신호들을 수신하는 제어기(18)를 포함한다. 이러한 신호들은 셀방식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공중 영역 표준에 따라 이동

국(10)과 기지국(30) 사이에서 전송되는 시그널링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또한 음성, 데이터 및/또는 패킷데이터를 포함

할 수도 있다.

제어기(18)는 디지털신호처리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장치와, 각종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들,

및 기타 지원회로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동국의 제어 및 신호처리 기능들은 그들 각각의 능력에 따라 이러한 장치들 사이

에서 배치된다. 이동국(10)은 또한 범용의 이어폰 또는 스피커(17), 범용의 마이크로폰(19), 디스플레이(20), 및 일상적으

로 키패드(22)인 사용자 입력장치로 구성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이들 모두는 제어기(18)에 연결된다. 키패

드(22)는 이동국(10)을 동작시키기 위하여 범용의 숫자키(0 ~ 9) 및 관련키들(22a: #, *)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타 키들

(22b)은 일예로 발송(SEND)키, 각종 메뉴 스크롤 및 소프트 키, 및 전원(PWR)키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동국(10)은

이동국을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회로들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26)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동국(10)은 집합적으로 메모리(24)로 나타낸 각종 메모리들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이동국의 동작중에 제어기(18)

에 의하여 사용되는 복수의 상수들 및 변수들이 저장된다. 예를들어, 메모리(24)는 각종 셀방식 시스템 변수 또는 숫자 할

당 모듈(NAM: number assignment module)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24)에는 제어기(18)의 동작을 제어하는 동

작 프로그램이 저장된다(일상적으로 롬(ROM) 장치내에). 또한, 메모리(24)는 전송 이전 또는 수신 이후의 패킷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24)는 기술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화 복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루틴들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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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동국(10)은 패킷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데이터 단말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이동국

(10)은 적절한 데이터 포트(21)를 통하여 휴대용 컴퓨터 또는 팩스 장치에 접속될 수 있다.

또한, 기지국(30)은 이동국(10)과의 신호 교환을 하기위해 필요한 전송기 및 수신기를 포함한다. 기지국(30) 또는 이동 스

위칭 센터(34)내에 위치할 수 있는 제어기들, 프로세서들 및 결합된 메모리들은 기지국(30) 또는 이동 스위칭 센터(34)의

제어를 제공하고, 기술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화 복구 방법 및 장치를 위한 루틴들을 구현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동국(10)과 네트워크(32)는 IS-95A 시스템 표준을 기초로 하는 직접확장-코드분할 다중접속

(DS-CDMA: direct srea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을 사용하여 동작한다. 상기 네트워크는 IS-95A 표준에 따른

800 MHz의 주파수 범위, 또는 IS-95 기초 ANSI-J-STD-008 표준에 따른 1.8 ~ 2.0 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동작할 수

있다. 상기 네트워크는 IS-657 및 TSB-74 표준들을 기초로 한 고속 패킷데이터(HSPD: high speed packet data) 특징부

를 구비할 수도 있지만, HSPD IS-95A 기초 시스템들을 위하여 제안되었던 기법들도 역시 사용한다. 예를들어, 동일한 사

용자 전송에 속하는 개별 패킷데이터를 동시에 반송함으로써 보다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이상의 월쉬 채

널이 순방향 트래픽 채널(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역방향 트래픽 채널(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상에

서는 데이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멀티플렉싱된 채널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직렬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

전송속도보다 빠른 입력 데이터속도로 송신기/변조기에 입력된다. 상기 직렬 데이터는 20 밀리초 IS-95 전송 프레임의 지

속기간과 동일한 지속기간을 갖는 시간주기에 걸쳐 수신되어, 복수의 입력 데이터 집합들로 디멀티플렉싱된다. 다음으로

복수의 각 입력 데이터 집합들은 복수의 처리 데이터 집합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시스템 채널 엔코딩 및 인터리빙 구조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브채널들중의 하나로 처리된다. 다음에는 서브채널로부터의 복수의 처리 데이터 집합들을 멀티플렉싱

함으로써 직렬 출력데이터 스트림이 발생된다. 직렬 출력데이터 스트림내에 포함되는 최초로 수신된 직렬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 속도로 생성되도록 상기 직렬 출력 스트림이 생성된다. 다음으로 직렬 출력 데이터 스트림은 하나이상의 확장 데이

터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하여 확장되고 IS-95 전송 프레임의 지속기간과 동일한 지속기간을 갖는 제2 시간주기동안에 상

기 채널상으로 전송됨으로써 하나이상의 확장 데이터 스트림내에 포함되는 상기 직렬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 속도로 전송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고속 패킷데이터에서 패킷데이터 전송속도는 14.4 kbps의 4배, TSB-74에 의하여 제공되는 최

고속도까지 사용될 수 있다. 표 1에는 패킷데이터 서비스 옵션(속도설정번호 및 멀티플렉스 옵션들)과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고속 패킷데이터로써 사용할 수 있는 전송 속도들을 나타내었다.

[표 1]

패킷데이터 서비스 옵션은 통화개시 동안에 또는 통화도중의 이후시간에 결정된다. 서비스 옵션 결정은 고속패킷데이터

(HSPD) 서비스 옵션을 포함한 결정가능(negotiable) 패킷데이터 서비스 옵션들을 구비하는 IS-95A 및 IS-657/TSB-74

표준들에 따라 수행된다. 통화 설정중에 교환되는 메시지들은 고속패킷데이터 서비스 변수들이 내재된 고속데이터(HSD:

high speed data)를 포함한다. 이는 표 2의 고속패킷데이터 변수들이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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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변수들은 패킷데이터 서비스가 요청될 때 결정될 수 있고, 또는 상기 패킷데이터 서비스와 함께 고정값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속도 설정은 표 1에서 정의된 가용 속도설정들의 표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유휴 속도는 예를들어, 속도 설정에서 가장 느

린 속도일 수 있다. 중간속도는 예를들어, 속도 설정의 기본 속도일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속도 설정에서 가장 높은 속도이

거나, 이동국(10)의 용량이나 가용 시스템의 용량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속도일 수 있다.

유휴 시간 및 종료 시간은 네트워크 로딩(loading)과 패킷데이터 서비스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한된 가용 용

량을 가지고 과중하게 로딩된 네트워크상에서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유휴 시간을 적은 지속기간을 갖도록 설정함으로써

비활성 사용자가 차지하는 용량을 신속하게 활성 사용자에게로 재할당시킨다. 상기 네트워크는 유휴 시간이 경과된 다음

에 중간 속도를 지원하기 위한 용량을 남겨둔다. 종료시간은 실제 사용되는 용량이 유휴 속도 전송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덜 중요하며, 네트워크(32)에 의하여 남겨둔 중간 속도 용량은 일반적으로 최고 속도 미만이다. 이동국(10)과 기지국(30)

내에서는 시간들을 추적하여 적절한 신호들을 발생하기 위하여 비활성 타이머들이 사용된다. 이동국(10) 또는 기지국(30)

내의 타이머들은 각각 이동국(10) 또는 기지국(30)에 의하여 패킷데이터가 발송되거나 수신될 때 마다 리셋된다.

도 3a 내지 도 3c에는 패킷데이터통화중의 패킷데이터 비활성 타이머 기능을 나타낸 도면을 도시하였다. 이 도면들은 이

동국(10)과 기지국(30) 모두에서의 비활성 타이머 기능들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 주기(100) 동안에 패킷데이터 서비스가

접속된 다음, 시간주기(110) 동안에 데이터 패킷들이 최고 속도로 전송된다. 패킷들이 전송되지 않을때는 시간주기(125)

동안 상기 속도가 자동적으로 유휴속도로 절환된다. 시간주기(125)는 유휴시간주기(120)와 종료시간주기(122)를 포함한

다. 상기 패킷데이터 서비스는 유휴시간주기(120)가 만료될 때까지 유휴속도로 유지된다. 만일 종료시간주기(122)가 시간

(130)에서 만료되기 전까지 패킷전송이 재시작되지 않으면, 패킷 서비스는 시간(130)에서 접속이 단절된다. 시간주기

(140) 동안에는 통화가 해제된 상태이다.

도 3b는 유휴시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패킷데이터 전송이 재시작되는 것을 도시하였다. 최고 속도 시간주기(200) 동안의

패킷전송이 시간(202)에서 중지되고 유휴 프레임들이 시간주기(210) 동안 유휴 만료시간 미만의 시간주기에 걸쳐 유휴 속

도로 전송되면, 전송을 위한 부가 패킷데이터가 준비되었다고 가정하여 시간주기(220) 동안 최고 속도 전송이 재시작될

수 있다.

도 3c는 유휴시간이 만료된 이후와 종료시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패킷데이터 전송이 재시작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만일 최

고속도 주기(300) 동안에 패킷 전송이 유휴 만료시간(320)보다 길게 중지되면, 시간(340)에 승인(ACK:

acknowledgement)이 수신될 때까지 시간주기(330) 동안 중간속도로 천이된다. 이 승인 메시지(ACK)는 신규 데이터 속

도와 요청 코드 채널들을 표시하는 현재속도 변경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 지점에서 시간주기(350) 동안에 최고 속도 전송

이 재시작될 수 있다. 승인(ACK)의 수신(340)은 송신기에게 최고 속도 전송의 재시작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이 존

재함을 알려주게 된다.

각 이동국(10)과 기지국(30)내의 비활성 타이머들은 각각 만료시간을 갖는 두 개의 개별적인 타이머들로써 구현될 수 있

다. 예를들어,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타이머들은 메모리(24)의 재생/기록부내에서 유지되는 소프트웨어 타이머들(타이머

(1,2)들)로써 구현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제1 만료를 검출하기 위하여 타이머값과 유휴시간값을 비교하는 단일 비활성

타이머가 사용될 수도 있으며, 다음으로 상기 단일 타이머는 카운팅을 계속하고 제2 만료를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타이머

값을 상기 종료값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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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셀방식 시스템내에서 통화 해제 및 복구 과정 동안에 수행되는 과정의 단계들을

나타낸 흐름도를 도시하였다. 도 4에서는 통화를 위하여 패킷데이터 서비스옵션과 트래픽 채널들이 할당되어진 다음에 이

동국(10)내에서 비활성 타이머가 만료된 경우를 나타내었다.

이동국(10)내에서 비활성 타이머가 만료되면 상기 과정은 단계(402)에서 시작된다. 비활성 타이머가 만료되면, 이동국

(10)내에서 해제 명령 메시지가 포맷된다. 상기 해제 명령 메시지는 이 통화 해제와 함께 통화 복구가 가능함을 네트워크

(32)로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정된 IS-95 해제명령이다.

도 9a 및 도 9b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각각 이동국 또는 기지국에 의하여 발송될 수 있는 해제 명령 구성들을 도시

하였다. 도 9a에는 역방향 트래픽 채널상으로 발송되는 이동국 해제 명령(606)을 나타내었다. 상기 해제명령(906)은 통화

복구가 가능함을 표시하면서 이동국(10)이 통화 해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IS-95 해제명령으로부터 수정된다. MSG_

TYPE 필드(902), ACK_SEQ 필드(904), MSG_SEQ 필드(908) 및 ACK_REQ 필드(910)는 도 6의 통화 복구 메시지(600)

의 해당 필드들과 유사한 기능들을 갖는다. ENCRYPTION 필드(912)는 채널할당 메시지내에서 마지막으로 수신된 암호

모드, 채널 할당 메시지, 또는 핸드오프(hand-off) 방향 메시지로 설정된다. ORDER 필드(914)는 이것이 명령 메시지임을

표시한다. ADD_RECORD_LENGTH 필드(916)는 상기 메시지내의 추가적인 레코드의 길이를 표시하고, RSVD 필드

(920)는 향후의 표준화를 위하여 예비로 남겨진 것이다. ORDQ 필드(918) 및 RA_VALUE 필드(919)는 통화 복구를 표시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화 해제 메시지(906)에 대하여 특정적이다. 통화 복구 가능한 해제는 일예로써 00000011로 설정

되는 ORDQ 필드(918)로써 표시된다. RA_VALUE 필드는 이동국(10)과 이동스위칭센터(34: MSC) 사이의 다음 교신에서

해제 통화 구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의 생성된 8 비트 숫자이다.

도 9b에는 기지국 해제명령(912)을 나타내었다. 기지국 해제 명령(912)은 기지국에 의하여 순방향 트래픽 채널 명령으로

서 전송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동국 해제 명령(906)에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MSG_TYPE 필드(922), ACK_

SEQ 필드(924), MSG_SEQ 필드(926) 및 ACK_REQ 필드(928)는 도 6의 통화 복구 메시지의 해당 필드들과 유사한 기능

들을 갖는다. ENCRYPTION 필드(930)는 채널할당 메시지내에서 마지막으로 이동국에 발송된 암호 모드, 채널 할당 메시

지, 또는 핸드오프 방향 메시지로 설정된다. USE_TIME 필드(932)는 ACTION_TIME 필드(934) 값이 상기 메시지내에 포

함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만일 USE_TIME 필드(932)가 ACTION_TIME 필드(934) 값이 포함되는 것으로 표시하면,

명령이 발효될 때 시스템 시간에 따른 시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ACTION_TIME 필드(939)가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

면, ACTION_TIME 필드(939)는 0으로 설정될 수 있다. ORDER 필드(936)는 이것이 명령 메시지임을 표시한다. ADD_

RECORD_LENGTH 필드(938)는 상기 메시지내의 부가 레코드의 길이를 표시하고, RSVD 필드(942)는 향후의 표준화를

위하여 예비로 남겨진 것이다. 이동국 해제 명령 메시지(906)에 있어서, 기지국 해제 메시지(912)는 일예로써 00000011

로 설정되는 ORDQ 필드(940)에 의하여 식별된다. 기지국 해제 메시지(912)는 또한 이동국(10)과 이동스위칭센터(34:

MSC) 사이의 다음 교신에서 해제 통화 구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RA_VALUE 필드(941)를 포함한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다음 단계(404)에서 이동국(10)에 의하여 역방향 트래픽 채널을 통하여 기지국(30)으로 해제 명령

메시지(906)가 전송된다. 다음으로 단계(406)에서 기지국(30)은 해제 명령 메시지(912)를 응답적으로 순방향 트래픽 채

널상으로 리턴한다. 다음으로 단계(408)에서 기지국(30)은 해제 타이머를 가동하고 현재 서비스 구성 정보를 저장한다. 저

장된 상기 정보는 IS-95 기초 통화 개시 메시지내에서 이동스위칭센터(34)로 최초로 발송된 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가장

최근에 결정된 고속 데이터 서비스 구성, 이동국 식별정보(이동국 식별자(MSID: mobile station identifier), 식별자 형식

(MSID_TYPE: identifier type), 식별자 길이(MSID_LEN: identifier length)), 이동국 프로토콜 정정(MOB_P_REV:

mobile station protocol revision), 확장 국 분류기호(EXT_SCM: extended station class mark), 삽입모드 표시자

(SLOTTED_MODE: slotted mode indicator), CDMA, 아날로그 전용 등등을 표시하는 요청모드 코드(REQUEST_

MODE: requested mode indicator), 프라이버시 모드 표시자(PM: privacy mode indicator), 종료통화허락표시(MOB_

TERM: terminated call acceptance indication), 통화숫자정보(DIGIT_MODE, NUMBER_TYPE, NUMBER_PLAIN,

MORE_FIELDS, NUM_FILEDS, CHARi)를 포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409)에서 이동국(10)은 해제 명령 메시지(912)를 수신하고, 선택적으로 현재 서비스 구성을 저장한다. 만

일 저장되었다면, 저장된 정보는 다음에 통화가 복구될 때 완전성 검사로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일예로서, 이동국(10)은

현재 속도 설정 및 멀티플렉스 옵션 데이터(표 1)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된 통화를 위하여 설정되는 상기 속도

설정 및 멀티플렉스 옵션과 비교할 수 있다. 실제로 이동국(10)은 RA-VALUE 정보만을 저장할 필요가 있다.

단계(410)에서 이동국(10)은 이동국 복구 타이머를 가동하고 이동국측에서 상기 통화를 해제한다. 상기 복구 타이머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복구 타이머는 이동국

(10)의 메모리(24)내에 타이머(3)로써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복구 타이머는 통화 해제 메시지내에 복구 가능 표시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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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화가 해제된 다음에, 이동국(10) 또는 이동스위칭센터(34)가 복구를 개시하지 않고 얼마나 긴 통화 구성 정보가 저장

되는지를 결정한다. 유사한 복구 타이머가 이동 스위칭 센터(34)내에 구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411)에서는 기지국

(30)은 단계(408)에서 가동된 해제 타이머가 만료될 때 통화를 해제한다. 단계(412)에서 기지국(30)은 또한 기지국 복구

타이머를 가동한다. 다음으로, 단계(414)에서 이동국(10)은 이동국 초기화 서브상태(substate)로 들어간다. 이동국 초기

화 서브상태에서는 이동국(10)이 기지국(30)의 파일로트 채널을 수집하여 기지국(30)의 동기 채널로 동조시키며 다음에

는 상기 동기채널상에서 수신되는 시스템 타이밍 정보를 수신하고 처리한다. 다음으로 단계(416)에서 이동국(10)은 유휴

상태로 이동된다. 유휴상태에서 이동국(10)은 기지국(30)의 할당 페이징 채널을 감시한다. 이동국(10)은 이를테면 이동국

(10)이 페이징 채널상에서 모든 80 밀리초 페이징 슬롯을 감시하는 것과 같이 비삽입 모드에서 페이징 채널을 감시한다.

만일 이동국(10)이 유휴상태에 있을 때 엑세스 변수 메시지가 수신되면 오버헤드 정보가 갱신된다.

이동국(10)은 복구 타이머가 만료되거나 이동국(10) 또는 이동스위칭센터(34)가 해제 패킷 통화에 속하는 전송할 데이터

를 더 가지고 있을 때까지 단계(416)의 유휴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작용들은 단계(420)에서 과정 입력으로서 수신되고,

이로 인하여 상기 과정은 단계(420)로 이동된다. 단계(420)에서 이동국(10) 또는 스위칭센터(34)내의 복구 타이머가 만료

되었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이동국(10) 또는 스위칭센터(34)내의 복구 타이머가 만료되었으면 상기 과정은 내부에서 상기

타이머가 만료된 장치의 메모리로부터 종전 구성이 삭제되는 단계(425)로 이동된다. 다음으로 상기과정은 단계(426)로 이

동되어 종료된다. 하지만, 만일 복구 타이머가 만료되지 않았으면 상기 과정은 단계(422)로 이동한다. 그러면 단계(422)에

서는 도 5a 및 도 5b에서 도시한 과정에 따라 통화가 복구된다.

도 4에는 이동국(10)내의 비활성 타이머가 먼저 만료된 때의 과정을 도시하였다. 만일 기지국(30)내의 비활성 타이머들이

먼저 만료되면, 상기 과정은 도 4의 단계(402) 내지 단계(412)에서 이동국(10)과 기지국(30)의 표시들이 서로 바뀐다는

차이를 제외하고 유사하게 된다.

도 5a 및 도 5b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각각 이동국에 의하여 개시된 통화 복구 동안 및 기지국에 의하여 개시된 통

화 복구 동안에 수행되는 과정 단계들을 나타낸 흐름도를 도시하였다. 이동국(10)이 발송할 데이터가 있고 통화 복구가 개

시되면, 상기 과정은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다. 도 5a와 도 5b 사이의 차이점은 도 5a에서는 이동국(10)이 발송할 패킷데

이터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502)에서 이동국(10)이 복구 메시지를 발송하는 반면, 도 5b에서는 이동스위칭센터

(34)가 발송할 패킷데이터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528)에서 이동스위칭센터(34)에서 수신된 페이징 메시지에 응답

하여 기지국(30)으로부터 발송되는 페이징 메시지로써, 단계(530)에서 이동국(10)이 복구 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것이다.

도 5a 및 도 5b에서 나타낸 각 경우들에서믐 유사하게 포맷된 통화 복구 메시지가 사용된다.

도 6에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통화 복구 메시지를 도시하였다. 상기 메시지(600)는 메시지 종류(MSG_TYPE:

message type) 필드(601), 승인 시퀀스 번호(ACK_SEQ: acknowledge sequence) 필드(602), 메시지 시퀀스(MSG_

SEQ: message sequence) 필드(604), 승인 요청(ACK_REQ: acknowlodge required) 필드(606), 유효 승인(VALID_

ACK: valid acknowlodge) 필드(608), 승인 형식(ACK_TYPE: acknowlodge type) 필드(610), 인증 모드(AUTH_

MODE: acknowlodge mode) 필드(612), 인증 데이터(AUTHR: authenticate mode) 필드(614), 복구 원인(REEST_

CAUSE: re-established code) 필드(616), 임의값(RA_VALUE: random value) 필드(618), 및 예비(RESERVED) 필드

(620)를 포함한다. MSG_TYPE 필드(601)는 상기 메시지가 복구 요청 메시지임을 표시한다. ACK_SEQ(602) 필드는 페

이징 채널상에서 가장 최근에 수신된 어떤 MSG_SEQ 값으로 설정된다. 만일 페이징 채널상에서 그러한 메시지가 수신되

지 않았으면 ACK_SEQ(602) 필드는 모든 비트들이 1로 설정되는 것과 같이 디폴트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MSG_SEQ 필

드(604)는 이 메시지에 대한 시퀀스 번호로 설정된다. ACK_REQ 필드(606)는 이 메시지에 대하여 승인이 요구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통화 복구 메시지의 경우, ACK_REQ 필드(606)는 승인이 요구된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설정된다.

VALID_ACK 필드(608)는 통화 복구를 개시하기 위하여 기지국에 의하여 발송된 페이징 채널 메시지에 응답하여 복구 요

청 메시지가 발송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ACK_TYPE 필드(610)는 존재할 경우 승인을 요청하는 가장 최근에 수신된

페이징 채널 메시지로부터의 ADDR_TYPE 필드값으로 설정된다. 만일 그러한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 ACK_

TYPE 필드(610)는 모두 영과 같은 디폴트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AUTH_MODE 필드(612)는 승인이 사용되는지의 여부

를 표시한다. AUTHR 필드(614)는 AUTH_MODE 필드(612)가 승인이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하도록 설정된다면 승인에

사용되는 AUTHR 값으로 설정된다. 인증은 통화 복구에 사용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REEST_CAUSE 필드(616)

는 상기 복구 메시지에 따라 고유적이고, 상기 복구가 이동국 개시 통화 복구(즉, 이동국으로부터의 개시 메시지를 사용하

여 처음으로 접속이 수립되어진)인지 이동국 종료 통화 복구(즉, 기지국으로부터의 페이지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처음

으로 접속이 수립되어진)인지를 표시한다. RA_VALUE 필드(618)는 통화 복구 메시지에 따라 고유적이며 이동국(10) 또

는 이동스위칭센터(34)가 통화 해제를 개시하였는지에 따라 이동국(10)에 의하여 발송되거나 수신된 해제 명령에 포함되

었던 임의값(919,941)로 설정된다. RSVD 필드(620)는 복구 메시지에 수정이 가해지는 경우, 향후 사용을 위하여 예비로

남겨진 것이다. 상기 복구 메시지는 도 4의 단계(406)에서 저장된 통화 구성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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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정은 이동국(10)에 의하여 시작되는 통화 복구에 대한 도 5a를 참조하여 기술될 수 있다. 상기 과정은 이동국(10)

이 기지국(30)을 통하여 이동스위칭센터(34)로 복구 요청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502)로 시작한다. 단계(502)에서 발송

된 복구 요청 메시지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다. 복구 요청 메시지(601)의 필드들은, 도 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동국

개시 복구의 결과로서 복구 요청 메시지(601)가 발송된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설정된다. RA_VALUE는 도 4의 단계(404)

에서 발송된 해제 명령 메시지내에 포함된 RA_VALUE로 설정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인증이 수행되지 않

는다. 대안적으로서, AUTHR 필드(514)는 통화 개시에 대하여 실행되는 바와 같이 이동국(10)내에서 계산되고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스위칭센터(34)는 다음으로 복구 메시지(600)내의 AUTHR 값(614)과 RA_VALUE 필드(618)를 수신

하고, RA_VALUE를 사용하여 단계(408)에서 저장되고 각자의 AUTHR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값들을 복원하며, 각자의 계

산 AUTHR을 복구 메시지(600)내에서 수신된 AUTHR 필드(514)와 비교함으로써 이동국(10)을 재인증할 수 있다.

복구 요청 메시지(601)는 수정된 IS-95형 엑세스 프로브(modified IS-95 type access probe)로서 기지국(30)의 엑세스

채널상으로 전송된다. 도 7a 및 도 7b에는 각각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복구 요청 엑세스 채널 구조와 엑세스 프로브

시퀀스를 도시하였다. 도 7a를 참조하면, 시스템 시간이 시스템 시간축상에 일련의 연속적인 엑세스 채널 프레임들(702)

로 나타내어져 있다. 통화 복구 메시지(700)는 프리앰블(preamble) 및 메시지 캡슐(message capsule)을 포함한다. 상기

프리앰블의 길이는 1 + PAM_SZ 엑세스 채널 프레임들(하나의 엑세스 채널 프레임 = 20 밀리초)이고, 메시지 캡슐 길이

는 하나의 엑세스 채널 프레임에 해당한다. PAM_SZ는 시스템 정의값이며, ACCESS 변수 메시지내의 네트워크에 의하여

엑세스 채널상으로 주기적으로 발송된다. 통화 복구 메시지(700)는 3개의 20 밀리초 엑세스 채널 프레임(702)의 지속기

간을 갖는다. 이 경우 PAM_SZ는 1과 같다. 상기 프리앰블은 두 엑세스 채널 프레임들(702) 동안 계속되고 상기 메시지 캡

슐은 한 엑세스 채널 프레임들(702) 동안 계속된다. 상기 통화 구성은 통화 복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국스위칭센터(34)

에 의하여 저장되기 때문에, 통화 복구 메시지(700)의 메시지 캡슐에 전송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20 밀리초의 한 엑세스 채

널 프레임(702)만을 필요로 한다.

상기 (복구 요청) 엑세스 채널 슬롯은 1 + PAM_SZ + 3 CAP_SZ 엑세스 채널들을 갖는다. CAP_SZ 값은 시스템 정의된

것이고 또한 페이징 채널내의 엑세스 변수 메시지내에서 주기적으로 수신된다. 상기 엑세스 채널 슬롯들은 t를 프레임 단

위의 시스템 시간이라고 할 때 t mod (4 + PAM_SZ + CAP_SZ) = 0인 엑세스 채널 프레임들로 시작한다. 상기 복구 요청

채널 슬롯은 엑세스 채널 프리앰블 및 메시지 캡슐과 "대기 시간주기(waiting period)"를 포함한다. 상기 대기 시간주기는

엑세스 채널 슬롯내의 잔여 시간이 만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복구 요청 엑세스 채널 슬롯은 상기 엑세스 채

널 슬롯과 동일한 지속기간을 갖는다.

엑세스 프로브들은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송된다. 엑세스 프로브 시퀀스는 1+NUM_STEP 엑세스 프로브들까지 포

함하며, 여기서 NUM_STEP은 시스템 정의 변수이다. 각 엑세스 프로브 시퀀스는 엑세스 프로브 1로 시작하고 시스템으

로부터 승인이 수신되지 않으면 엑세스 프로브 1+NUM_STEP까지 계속 증가된다. 엑세스 프로브 1은 초기 전력 레벨

(P1)로 전송되며, 뒤따르는 엑세스 프로브는 P2 만큼 증가된 전력 레벨로 전송된다. 본 실시예의 복구 엑세스 시도는 각 엑

세스 프로부의 끝에서 승인 응답 타임-아웃(TA: time-out)을 제거함에 의하여 IS-95 엑세스로부터 변형된 것이다. 엑세

스 프로브들은 오직 프로브 백오프(RT: probe backoff) 시스템 상수에 의하여 분리된다. 복구 요청 메시지는 최대 전송횟

수(MAX_REQ_SEQ)에 도달하거나 시스템으로부터 승인이 수신될 때 까지 이동국(10)에 의하여 전송된다.

도 5a는 이 과정을 기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도 5b의 과정 단계들(532 내지 552)은 도 5a의 과정 단계들(506 내지 524)

과 동일하다. 단계(504)에서는 이동국(10)에 의해 이동국스위칭센터(34)로부터 기지국(30)을 통하여 승인 명령이 수신된

다. 상기 승인 명령은 이동스위칭센터(34)가 통화복구 메시지를 포함하는 엑세스 프로브를 수신하였음을 이동국(10)으로

표시한다. 다음으로 단계(506)에서는 채널 할당 메시지가 이동스위칭센터(34)로부터 기지국(30)을 통하여 이동국(10)으

로 전송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채널 할당 명령은 수정된 IS-95 채널 할당 메시지이다. 도 8a 및 도 8b에는 본 발

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채널 할당 메시지들을 도시하였다. 각 메시지는 복구 요청 메시지(600)의 필드들(601 내지 608)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필드들(806 내지 814)을 포함한다. 또한 각 메시지는 어드레스 종류(ADDR_TYPE) 필드(816),

어드레스 길이(ADDR_LEN) 필드(818), 어드레스(ADDRESS) 필드(820), 및 부가 레코드 길이(ADD_RECORD_

LENGTH: additional record length) 필드(824)를 포함한다. ADDR_TYPE 필드(818)는 수신 이동국을 어드레스하기 위

하여 발신 기지국에 의하여 ADDRESS 필드(820)내에서 사용된 어드레스로서 전자 일련번호(ESN: electronic serial

number), 국제 이동국 감식(IMS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 또는 임시 이동국 감식(TMSI: temporary

mobile station identity)의 종류를 표시한다. ADDR_LEN 필드(818)는 ADDRESS 필드의 길이를 표시한다. ADD_

RECORD_LEN 필드(824)는 이것을 뒤따르는 부가 필드들의 길이를 표시한다. 통화 복구에서 사용되는 각 채널 할당 메시

지는 할당 모드(ASSIGN_MODE) 필드(822)에 대한 새로운 고속 데이터 트래픽 할당기능을 포함하도록 IS-95 채널 할당

메시지로부터 수정된다. ASSIGN_MODE = 110은 고속 데이터 및 고속 패킷데이터 접속들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도 8b에는 ASSIGN_MODE = 110일 때 사용된 필드들을 도시하였다. 채널 할당 메시지는 HSPD 초기속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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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_RATE_SET) 필드(848) 및 초기 멀티플렉스(INITIAL_MULTIPLEX) 필드(850)를 포함하도록 수정된다.

INITIAL_RATE_SET 필드(848)는 채널 할당 메시지가 수신된 직후에 사용된 초기 속도 설정 번호를 표시한다. 상기 속도

설정 번호는 통화 설정절차 동안에 서비스 결정 절차를 사용하여 변경될 수 있다. INITIAL_MULTIPLEX 필드(850)는 채

널 할당 메시지가 수신된 직후에 사용된 멀티플렉스 옵션을 표시한다. 멀티플렉스 옵션도 역시 통화 설정 절차 동안에 변

경될 수 있다. 또한, ASSIGN_MODE = 110일 때 할당 메시지(800)는 주파수 포함(FREQ_INCL: frequency included) 필

드(842), 예비(RSVD: reserved) 필드(844), 허가 모드(GRANTED_MODE: granted mode) 필드(846), 추가8진코드수

(NUM_ADD_OCTETS: number of addtional octets(i)) 필드(852), 코드채널수(NUM_CODE_CHAN: number of code

channel) 필드(854), 코드 채널 I(CODE_CHANi) 필드(856), 프레임 오프셋(FRAME_OFFSET) 필드(858), 암호 모드

(ENCRYPT_MODE) 필드(860), 대역구분(BAND_CLASS) 필드(862) 및 CDMA 주파수(CDMA_FREQ) 필드(864)를 포

함한다. FREQ_INCL 필드(842)는 채널 할당 메시지 내에 CDMA_FREQ 필드(864)가 포함되는지를 표시한다.

GRANTED_MODE 필드(846)는 제1 소정값으로 설정되어, 이동국(10)이 INITIAL_MUTIPLEX 필드(850)와 INITIAL_

RATE_SET 필드(848)내에 각각 기술된 초기 멀티플렉스 옵션 및 속도 설정 번호를 사용한다는 것과, 기지국이 제1 서비

스 접속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서비스 결정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표시한다. GRANTED_MODE 필드(846)는

이동국(10)이 INITIAL_MUTIPLEX 필드(850)와 INITIAL_RATE_SET 필드(848)내에 각각 기술된 초기 멀티플렉스 옵

션 및 속도 설정 번호를 사용한다는 것과 기지국이 제1 서비스 접속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서비스 결정이 발생한다는 것

을 표시하는 제2 소정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NUM_ADD_OCTETS 필드(852)는 이 필드를 뒤따르는 추가 8진수를 표시

한다. NUM_CODE_CHAN 필드(854)는 메시지내에 있는 CODE_CHANi 필드(856)의 수를 표시한다. CODE_CHANi 필

드는 사용된 고속 데이터 전송 방법에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 링크들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병렬 월쉬(WALSH) 채널을

할당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 FRAM_OFFSET 필드(858)는 시스템 타이밍에 대한 상대적인 프레임 지연을 표시한다.

ENCRYPT_MODE 필드(860)는 암호가 사용되어지는지를 표시한다. BAND_CLASS 필드(862)는 FREQ_INCL 필드

(842)가 1로 설정되면 IS-95(800 MHz 또는 1.8 내지 2.0 GHz) CDMA 대역 구분을 표시하도록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

면, BAND_CLASS 필드(862)는 0으로 설정된다.

다시 도 5a를 참조하면, 단계(508)에서 상기 과정은 트레픽 채널 초기화 서브상태로 이동한다. 단계(508)에서 기지국(30)

은 새로운 채널을 사용하여 필러(filler) 프레임의 발송을 시작한다. 이동국(10)은 0.2초 이내에 소정수의 양호한 필러 프레

임들을 수신하여야 한다. 이동국(10)이 요구되는 수 만큼의 필러 프레임들을 수신하면 이동국(10)은 트래픽 채널 프리앰

블들을 발송하기 시작하고 기지국(30)은 기지국 승인(BS ACK: base station acknowlodge) 명령 메시지를 사용하여 상

기 프리앰블들을 승인한다. 기지국 승인 명령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동국(10)은 프리앰블들의 발송을 중단하고 시스템 초

기화는 종료된다. 다음으로 단계(510)에서 종전의 최고속도가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이 수행된다. 만일 이동스위

칭센터(34)가 시스템이 종전의 최고속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상기 과정은 단계(512)로 이동한다. 단계(512)에

서 이동스위칭센터(34)는 기지국(30)을 통하여 이동국(10)으로 서비스접속메시지를 발송한다. 상기 서비스접속메시지는

이전의 최고속도가 사용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고속데이터 서비스 구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단계(514)에서 이동국(10)

은 서비스 접속종료메시지를 기지국(30)으로 리턴하고, 상기 과정은 단계(522)로 이동하며, 이동국(10)과 기지국(30) 사

이의 종전 최고속도를 사용하는 고속패킷데이터 접속이 복구된다. 상기 통화 복구 과정은 단계(522)로 종료된다.

하지만, 만일 이동스위칭센터(34)에 의하여 종전 최고속도가 사용되어지지 않는다고 결정된다면 상기 과정은 단계(516)

로 이동한다.단계(516)에서 이동스위칭센터(34)는 기지국(30)을 통하여 이동국(10)으로 서비스접속메시지를 발송한다.

상기 서비스접속메시지는 디폴트 속도가 사용되어짐을 표시하는 고속패킷데이터 서비스 구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단계

(514)에서 이동국(10)은 서비스접속종료메시지를 기지국(30)으로 리턴하고, 상기 과정은 단계(524)로 이동하며, 상기 디

폴트 속도를 사용하여 이동국(10)과 기지국(30) 사이의 고속패킷데이터 접속이 복구된다.

본 발명은 특히 그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하여 개시되고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범위와 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형태

및 세부사양들에서 변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음이 당업자에 의하여 이해되어진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패킷데이터통화 복구 방법 및 장치는 셀방식 통신 시스템에서 중단된 데이터패킷통화를

복구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 통화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시그널링을 저감시키며, 교신하는 한조

의 송수신 장치들중의 어느 하나로부터 통화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되고 동작되는 이동전화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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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되고 동작되는 패킷데이터 네트워크와 교신하는 이동전화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되고 동작되는 패킷데이터 네트워크내의 패킷데이터 비활성 타이머 기

능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셀방식 시스템내에서 수행되는 과정의 단계들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셀방식 시스템에서 각각 이동국과 기지국에 의하여 개시된 통화 복구 동안에

수행되는 과정의 단계들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화 복구 메시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a 및 도 7b는 각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복구요청 엑세스채널구조 및 엑세스 프로브 시퀀스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채널 할당 메시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9a 및 도 9b는 각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과 기지국으로부터 발송되는 해제 명령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이동국, 12...안테나,

14...송신기, 16...수신기,

17...스피커, 18...제어기,

19...마이크로폰, 20...디스플레이,

21...데이터 포트, 24...메모리,

26...배터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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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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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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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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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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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등록특허 10-0572888

- 21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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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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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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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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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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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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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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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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