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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ＰＴＴ 호출 설정 지연들을 감소시키는 방법 및 장치

(57) 요약

실질적으로 감소된 푸쉬-투-토크(PTT) 호출 설정 지연들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실시예들이 본원에 서술되어 있다. IS-

2000 재접속 메시지 및 IS-2000 발신 메시지와 같은 채널 할당 요청 메시징(400)에 대한 수정들이 서술되어 있다. 게다

가, 공통 제어 채널 시그널링의 사용(예를 들어, 201), 페이지 응답 메시징으로의 변경들(예를 들어, 301) 및 A9-단문 데

이터 전달 메시징을 위한 새로운 사용(예를 들어, 203 및 303)들이 서술되어 있다. 이들 프로토콜 변경들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포함하는 실시예들은 현재 IS-2000 시스템들에 존재하는 바와 같은 PTT에 대해서 감소된 종단간 호출 설정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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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푸쉬-투-토크(PTT) 호출 설정 지연들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CDMA 공통 제어 채널을 통해서 PTT 접속 정보를 원격 유닛으로부터 기지국(BS)에 의해 수신하는 단계와,

패킷 제어 기능(PCF)과 상응하는 A9/A8 설정에 앞서 A9-단문 데이터 전달 메시지를 사용하여 상기 PTT 접속 정보를 상

기 BS에 의해 상기 패킷 제어 기능(PCF)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원격 유닛의 활성 패킷 데이터 세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트래픽 채널을 상기 BS에 의해 상기 원격 유닛에 할당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푸쉬-투-토크(PTT) 호출 설정 지연들을 감소시키는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유닛은 발신자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PTT 접속 정보는 PTT 접속 요청 정보를 포함하고, 상

기 방법은,

상기 CDMA 공통 제어 채널을 통해서 채널 할당 요청을 상기 발신자 유닛으로부터 상기 BS에 의해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푸쉬-투-토크(PTT) 호출 설정 지연들을 감소시키는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기지국(BS)으로서,

송수신기와,

상기 송수신기에 통신가능하게 결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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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공통 제어 채널을 통해서 PTT 접속 정보를 상기 송수신기를 통해서 원격 유닛으로부터 수신하도록 적응되며,

패킷 제어 기능(PCF)과 상응하는 A9/A8 설정에 앞서 A9-단문 데이터 전달 메시지를 사용하여 상기 PTT 접속 정보를 상

기 패킷 제어 기능(PCF)에 전송하도록 적응되고,

상기 원격 유닛의 활성 패킷 데이터 세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트래픽 채널을 상기 원격 유닛에 할당하도록 적응되는 제어기

를 포함하는, 기지국.

청구항 10.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출원은 2003년 12월 5일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PTT 호출 셋업 지연들을 갑소시키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REDUCING PTT CALL SETUP DELAYS)"인 가출원 60/527,603호의 우선권을 주장한 것이며, 이 출원

의 전반이 본원에 참조되어 있다.

본 출원은 2001년 6월 22일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CDMA 통신 시스템에서 호출 발생 디스패치 및 셋업(DISPATCH

CALL ORIGINATION AND SET UP IN A CDMA MOBILE COMMUNICATION SYSTEM)"인 공동 계류중인 출원 09/

887,172호와 관계되며, 이 출원은 본 출원인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

본 출원은 2002년 5월 6일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CDMA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간섭-효율적인 방법 및 장치

(INTERFERENCE-EFFICIENT METHOD AND APPARATUS TO PROVIDE CDMA SERVICES)"인 공동 계류중인 출

원 10/139,867호와 관계되며, 이 출원은 본 출원인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

본 출원은 2002년 5월 28일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감소된 딜레이를 갖는 무선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WIRELESS DATA TRANSFER WITH REDCUCED DELAY)"인 공동 계류중인 출

원 10/108,405호와 관계되며, 이 출원은 본 출원인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

본 출원은 2002년 3월 28일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무선 데이터 전송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TO REDUCE WIRELESS DATA TRANSFER DELAY)"인 공동 계류중인 출원 10/108,783호와 관

계되며, 이 출원은 본 출원인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

본 출원은 2002년 11월 25일자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통신 장비에서 동작의 상태들 사이에서 트랜지션을 촉진시키는 방

법(METHOD FOR EXPEDITING TRANSITIONS BETWEEN STATES OF OPERATION IN COMMUNICATIONS

EQUIPMENT)"인 공동 계류중인 출원 10/303,255호와 관계되며, 이 출원은 본 출원인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특히, 푸쉬-투-토크 (PTT:Push-To-Talk) 서비스 호출 설정과

관련된 지연들을 감소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IS-2000 컴플라이언트 시스템들과 같은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시스템들을 통해서 푸쉬-투-토크(PTT) 호출들을

제공하는 한 가지 기존 방법은 우선, 패킷 데이터 접속을 설정하고 나서, 이 데이터 접속을 통해서 PTT 호출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느린데, 그 이유는 발신 이동국(MS)이 우선 트래픽 채널(TCH)를 할당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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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접속을 설정하여야만 비로서 발신측 PTT 호출 제어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호출에 의해 목표

로 되는 MS는 우선 페이징되며, TCH를 할당받은 후, 데이터 접속을 설정하고 나서야 비로서, 목표측 RTT 호출 제어 정보

를 전송하거나 발신측 호출 제어 정보를 수신한다. 데이터 접속들이 설정된 후 세션 설정 메시지들을 전송하는 이 공정은

PTT 호출을 설정하는데 대략 10-15초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게 한다. 서비스를 위한 이와 같은 대기 시간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이 PTT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PTT 호출 설정 지연들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 및 장

치가 매우 바람직하게 된다.

발명의 구성

실질적으로 감소된 PTT 호출 설정 지연들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실시예들이 본원에 서술되어 있다. IS-2000 재접속 메시

지 및 IS-2000 발신 메시지와 같은 채널 할당 요청 메시징에 대한 수정들이 서술되어 있다. 게다가, 공통 제어 채널 시그널

링의 사용, 페이지 응답 메시징으로의 변경들 및 A9-단문 데이터 전달 메시징을 위한 새로운 사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이

들 프로토콜 변경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실시예들은 현재 IS-2000 시스템들에 존재하는 바와 같은 PTT에 대해

서 감소된 종단간 호출 설정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일 예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호출 설정 시간을 10-15초로부터 3

초 미만으로 되게 한다.

서술된 실시예들은 도 1 내지 4와 관련하여 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1은 본 발명의 다수의 실시예들을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100)의 블록도이다. 통신 시스템(100)은 널리 공지된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시스템, 특히 본 발

명을 구현하는데 적합하게 수정되는 미국 통신 산업 협회/미국 전자 공업 협회(TIA/EIA) 표준들 IS-2000 및 IS-2001을

기반으로 한 cdma 2000 시스템이다.

당업자는 도1이 시스템(100)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도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설명과 특히 관련된 이들 시스템 구성요소들 및 논리 엔터티들 만을 도시한 것을 이해할 것이다. 특히, 시스템(100)의 네트

워크 장비는 기지국들(BS들)(121 및 122), 이동 교환실들(MSC들)(171 및 172), 패킷 제어 기능들(PCF들)(131 및 132),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들)(141 및 142),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151), 및 PTT 서버(161)와 같은 구성요

소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BS들, MSC들, PCF들, PDSN들, IP 네트워크들, 및 PTT 서버들은 종래 기술에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BS들는, 특히 도1에 도시되어 있지 않는 기지국 제어기(BSC들) 및 기지국 송수신 시스템들(BTS들)과 같

은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널리 공지되어 있다.

대신, BS들(121 및 122)은 제어기들(125 및 126) 및 송수신기들(127 및 128)을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서 도1에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BS 제어기들 및 BS 송수신기들과 같은 구성요소들은 널리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BS 제어기들은 마

이크로프로세서들, 마이크로컨트롤러들, 메모리 장치들 및/또는 논리 회로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으

로 공지되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BS 구성요소들은 통상적으로, 고레벨의 설계 언어들 또는 디스크

립션들을 사용하여 표현되며, 컴퓨터 명령들을 사용하여 표현되며, 메시징 흐름도들을 사용하여 표현되며 및/또는 논리 흐

름도들을 사용하여 표현되는 알고리즘들 및/또는 프로토콜들을 구현하도록 적응된다. 따라서, 알고리즘, 논리 흐름, 메시

징 흐름 및/또는 프로토콜 명세(specification)가 제공되면, 당업자는 소정 논리를 수행하는 BS를 구현하는데 이용가능한

많은 설계 및 개발 기술들을 인지한다.

따라서, BS들(121 및 122)은 본원의 설명에 따라서 본 발명의 다수의 실시예들을 구현하도록 적응되는 공지된 BS들을 나

타낸다. 게다가, 제어기들(125 및 126) 및 송수신기들(127 및 128)은 BSC들 및 BTS들 각각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어기들(125 및 126) 및 송수신기들(127 및 128) 각각은 아마도 심지어 공통으로 위치되지 않는 분리된

물리적 구성요소들에 걸쳐서 확장될 수 있는 장치들을 나타낸다.

BS들(121 및 122)은 채널들(111-114)을 포함하는 공중 인터페이스들을 사용하여, 원격 유닛들(101 및 102)과 통신한

다. IS-2000 용어집은 원격 유닛들을 이동국들(MS들)이라 칭한다. 그러나, 원격 유닛들은 반드시 이동국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격 유닛/MS 플랫폼들은 이동 전화들, 컴퓨터들,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들, 게임 장치들, 등

과 같은 장치들을 포함한다는 것이 종래 기술에 공지되어 있다. 특히, MS들(101 및 102) 각각은 프로세서들(105 및 106),

송수신기들(107 및 108), 키패드들(도시되지 않음), 스피커들(도시되지 않음), 마이크로폰들(도시되지 않음) 및 디스플레

이들(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한다. MS들에 사용되는 바와 같은 프로세서들, 송수신기들, 키패드들, 스피커들, 마이크로폰

들 및 디스플레이들모두는 종래 기술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MS 프로세서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들, 디지털 신호 처리기들(DSP들), 마이크로컨트롤러들, 메모리 장치들 및

/또는 논리 회로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MS

구성요소들은 통상적으로, 고레벨의 설계 언어들 또는 디스크립션들을 사용하여 표현되고, 컴퓨터 명령들을 사용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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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고, 메시징 흐름도들을 사용하여 표현되며 및/또는 논리 흐름도들을 사용하여 표현되는 알고리즘들 및/또는 프로토콜

들을 구현하도록 적응된다. 따라서, 알고리즘, 논리 흐름, 메시징 흐름 및/또는 프로토콜 명세(specification)가 제공되면,

당업자는 소정 논리를 수행하는 BS를 구현하는데 이용가능한 많은 설계 및 개발 기술들을 인지한다. 따라서, MS들(101

및 102)은 본원의 설명에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구현하도록 적응되는 공지된 MS들을 나타낸다.

본 발명을 따른 실시예들의 동작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된다. 도2 및 도3은 본 발명의 다수의 실시예들에 따라서

PTT 호출을 위하여 호출 설정 메시징을 나타내는 메시징 흐름도들(200 및 300)을 도시한다. MS(101)의 프로세서(105)

가 MS 사용자에 의해 눌려지는 PTT 버튼과 같은 사용자 PTT 요청 표시를 검출할 때, 프로세서(105)는 일반적으로 공중

인터페이스 자원(111)으로 표시되는 CDMA 공통 제어 채널 및 송수신기(107)를 통해서 PTT 접속 요청을 BS(121)에 전

송한다. IS-2000 채널들(111 및 112) 각각은 브로드캐스트 채널들, 페이징 채널들, 액세스 채널들 및 공통 제어 채널들과

같은 널리 공지된 각종 비트래픽 채널 유형들을 포함한다. IS-2000 채널들(113 및 114) 각각은 사용자 서비스들을 지원

하기 위하여 동적으로 할당받고 해제되는 전용 트래픽 채널들을 포함한다.

PTT 접속 요청 정보는 발신자 유닛 정보, PTT 서버 정보, 호출 유형 정보, 및 PTT 목표 정보와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

다. 제 1 실시예에서, 발신자 유닛 정보는 MS(101)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며, PTT 서버 정보는 PTT 서버(161)의 IP 어

드레스를 포함하며, PTT 목표 정보는 (PTT 유닛 또는 PTT 그룹을 식별하는)PTT 목표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호출 유형

정보는 (목표 이동국에서 사용자 중재 없이도 오디오가 플레이를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지-인(barge-in) 또는 (목

표 이동국에서 오디오를 플레이하기 전 목표 사용자가 호출을 수신하도록 요청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초대(invite)와 같

은 호출 유형을 나타낸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IP 어드레스들 대신에 또는 이외에도 다른 어드레싱/식별자 방식들이 사

용될 수 있고, 다른 또는 부가적인 호출 유형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PTT 접속 요청 정보는 본원에 서술된 정보의 서브

셋만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및/또는 PTT 호출 제어 또는 설정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05)는 채널 할당 요청의 PTT 접속 요청 정보를 전송한다. 채널 할당 요청은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DBM) 부분을 포함하도록 확장된 IS-2000 재접속 메시지 또는 IS-2000 발신 메시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PTT

접속 요청 정보는 DBM 부분 내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정된 IS-2000 메시지는 재접속 메시지(201)로 도시된 바와 같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채널 할당 요청 및 PTT 접속 요청 정보는 다수의 메시지들을 사용하여 MS에 의해 전

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S는 DBM 및 채널 할당 요청을 각각 전송할 수 있음으로, 제공된 IS-2000 채널 할당 요청 메시

징을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물론, 당업자는 일반적으로 채널 할당 요청 메시징 내에서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많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도4는 본 발명의 다수 실시예들에 따라서 기존 메시징에 부가될 필드들에 대한 전형적인 비트 정의들을 도시한 표(400)이

다. IS-2000 재접속 메시지에 부가되는 바와 같은 표(400)의 필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채널 할당 요청 내에서 PTT

접속 요청 정보의 전송을 지원할 수 있는 수정된 메시지 통신의 예로서 이하에 제공된다.

이 장 및 표는 C.P0005-D/TIA-2000.5D(3GGP2 참조/TIA 참조)를 참조하였다. 서술된 변경들은 2.7.1.3.2.15장에 규정

된 바와 같은 재접속 메시지에 대한 것이다.

DBM_INCL

표시자에 포함된 데이버 버스트 메시지

P_REV_IN_USEs가 11 보다 작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생략할 것이다. 그렇치 않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포함하고 이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이 메시지가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를 반송하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1'로 설정할 것이다. 그렇치 않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

를 '0'으로 설정할 것이다.

MSG_NUMBER

데이터 버스트 스트림 내의 메시지 수

이동국은 이 필드를 데이터 버스트 스트림내의 이 메시지 수로 설정할 것이다.

BURST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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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버스트 유형

이동국은 "TSB58-B, Administration of Parameter Value Assignments for TIA/EIA Wideband Spread Spectrum

Standards, December 1999"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데이터 버스트의 유형에 대해 이 필드의 값을 설정할 것이다. 이동국

이 이 필드를 '111110'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이 메시지의 제 1의 2개의 CHARi 필드들을 이하의 CHARi의 정의에서 서술

된 바와 같은 EXTENDED_BURST_TYPE_INTERNATIONAL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이다. 이동국이 이 필드를 '111111'

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이 메시지의 제 1의 2개의 CHARi 필드들을 이하의 CHARi의 정의에 서술된 바와 같은

EXTENDED_BURST_TYPE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이다.

NUM-MSGS

데이터 버스트 스트림에서 메시지들의 수

이동국은 이 필드를 이 데이터 버스트 스트림 내의 메시지들의 수로 설정할 것이다.

NUM-FIELDS

이 메시지에서 문자들의 수

이동국은 이 필드를 이 메시지에 포함된 CHARi 필드들의 수로 설정할 것이다.

CHARi

캐릭터.

이동국은 이 필드의 NUM_FIELDS 실현값을 포함할 것이다. 이동국은 이들 필드들을 데이터 버스트 스트림의 상응하는

옥텟(octet)으로 설정할 것이다.

이 메시지의 BURST_TYPE 필드가 '111110'과 동일하다면, 제 1의 2개의 CHARi 옥텟들은 16 비트 EXTENDED_

BURST_TYPE_INTERNATIONAL 필드를 표시하며, 이는 메시징 확장(400)에 도시된 바에 따라서 엔코딩된다. 이 필드

의 제 1의 10개의 비트들은 MCC(Mobile Country Code)의 2진 맵핑을 포함한다. MCC의 엔코딩은 2.3.1.3장에서 규정

된 바와 같을 것이다. EXTENDED_BURST_TYPE_INTERNATIONAL 필드의 나머지 6개의 비트들은 COUNTRY_

BURST_TYPE을 규정할 것이다. 이동국은 이 데이터 버스트 유형을 사용하여야 하는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표준들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이 데이터 버스트의 유형에 따라서 COUNTRY_BURST_TYPE의 값을 설정할 것이다.

이 메시지의 BURST_TYPE 필드가 '111111'와 동일하다면, 제 1의 2개의 CHARi 옥텟들은 메시징 확장(40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의 16 비트 EXTENDED_BURST_TYPE 필드를 표시한다. 이동국은 "TSB58-B, Administration of

Parameter Value Assignment for TIA/EIA Wideband Spread Spectrum Standards, December 1999"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데이터 버스트의 유형에 따라서 EXTENDED_BURST_TYPE의 값을 설정할 것이다.

제 1 실시예에서, BS(121)의 제어기(125)는 송수신기(127)를 통해서 PTT 접속 요청 정보 및 채널 할당 요청(즉, 재접속

메시지(201))을 수신한다. 기존 IS-2000 시스템들에서, 호출 제어 정보는 TCH가 MS와 BS간에 설정될 때까지 MS에 의

해 전송되지 않는다. 반면에, 제 1 실시예에서, 이와 같은 호출 제어 정보가 공통 제어 채널을 통해서 채널 할당 요청과 함

께 전달된다. 호출 설정 시퀀스 초기에 이와 같은 정보를 전송하면 사용자가 겪게되는 전체 PTT 호출 설정 지연을 감소시

킬 수 있다. 이는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서 보다 명백하게 될 것이다.

호출 설정 초기에 PTT 정보를 수신하면, BS(121)의 제어기(125)는 PTT 접속 요청 정보를 A9-단문 데이터 전달 메시지

(203)를 사용하여 PCF(131)에 전송한다. 기존의 IS-2000 시스템들에서, 호출 제어 정보는 A8-베어러 데이터로서 전송

된다. 그러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BS(121)는 PCF(131)와 상응하는 A9/A8 설정을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A9/A8

설정전 A9-단문 데이터 전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PTT 접속 요청 정보를 전송한다. PTT 접속 요청 정보 및 채널 할당

요청 둘 다를 수신하면, BS(121)는 동시에, PTT 접속 요청 정보를 PCF(131)에 전송하고 TCH(113)로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래픽 채널을 MS(101)에 할당한다. 그러나, PTT 호출 설정 지연 감소의 중요성으로 인해, BS(121)는 먼저 PTT 정보를

PCF(131)에 전송하고나서 TCH(113)를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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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F(131)는 서비스중인 PDSN(141)을 통해서 PTT 접속 요청 정보를(아마도 정보 그차제로 표시된 바와 같이) PTT 서

버(161)상으로 전송한다. 그 후, PTT 서버(161)는 PTT 접속 요청 정보에 따라 요청된 PTT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PTT 서비스는 PTT 유닛 또는 PTT 그룹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도1 내지 도3은 PTT 유닛 또는 단일 MS가 목표로 되는

경우와 또한, 이 목표 MS(MS(102))가 서로 다른 BS, PCF 및 PDSN에 의해 서비스되는 경우를 도시한다. 명백하게, 이들

은 예시를 위한 것이고 일 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로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 예

들의 바탕을 이루는 개념들 및 메커니즘들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많은 다른 경우들 및 시나리오들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PTT 서버(161)는 PTT 접속 요청 정보 및 채널 할당 요청을 (PDSN(142)을 통해서) PCF(132)로 전송되어, 목표 MS

(102)와의 데이터 접속을 설정한다. 그 후, PCF(132)는 BS(122)(즉, 송수신기(128)를 통해서 제어기(126))가 페이징 채

널(112)을 사용하여 MS(102)를 페이징하도록 메시징을 트리거하여, 데이터 접속이 요청(예를 들어, 서비스 옵션=33)되

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MS(102)(즉, 송수신기(108)를 통한 프로세서(106))는 페이지를 수신한다. 그러나, 제 1 실시예에

서, MS(102)는 기존 시스템들에서 IS-2000 페이지 응답에 응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MS(102)는 데이터 접속 요청을 토

대로 PTT 호출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예측하여, IS-2000 페이지 응답 대신에 CDMA 제어 채널(112)을 통해서 PTT 접속

수용 정보를 전송한다. 제 1 실시예에서 그리고 상기 수정된 재접속 메시지(201)에 대해서 서술된 바와 같이, MS(102)는

수정된 재접속 메시지(301)(예를 들어, DBM 부 내에서) PTT 접속 수용 정보를 전송한다. 그러나, 대안적인 실시예들에

서, DBM 및 재접속 메시지는 별도로 전송되어, PTT 접속 수용 정보를 전달한다.

PTT 접속 요청 정보와 유사하게, PTT 접속 수용 정보는 PTT 서버 정보 및 PTT 목표 정보와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

다. 제 1 실시예에서, PTT 서버 정보는 PTT 서버(161)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PTT 목표 정보는 MS(102)의 IP 어드

레스를 포함한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에서, 다른 어드레스/식별자 방식들은 IP 어드레스들 대신 또는 이외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PTT 접속 수용 정보는 단지 본원에 서술된 정보의 서브셋 만을 포함하며 및/또는 PTT 호출 제어 또는 설정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실시예에서, BS(122)의 제어기(126)는 송수신기(128)를 통해서 PTT 접속 수용 정보 및 채널 할당 요청(즉, 재접속

메시지(301))을 수신한다. 기존의 IS-2000 시스템들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호출 제어 정보는 TCH가 MS 및 BS 간에 설

정된 후 까지 MS에 의해 전송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널 할당 메시징, 서비스 접속 메시징 및 TCH 획득 보다 앞서 IS-

2000 페이지 응답은 호출 제어 정보를 모두 전송한다. 대신, 제 1 실시예에서, 이와 같은 호출 제어 정보는 페이지 응답/채

널 할당 요청을 공통 제어 채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전달된다. 또 다시, 호출 설정 시퀀스 초기에 이와 같은 정보를 전송

하면 사용자가 겪는 전체 PTT 호출 설정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호출 설정 초기에 PTT 정보를 수신하면, BS(122)의 제어기(126)는 A9-단문 데이터 전달 메시지(303)를 사용하여 PTT

접속 수용 정보를 PCF(132)에 전송한다. 기존의 IS-2000 시스템들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호출 제어 정보는 A8-베어러

데이터로서 전송된다. 그러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BS(122)는 PCF(132)와 상응하는 A9/A8 설정을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A9/A8 설정전 A9-단문 데이터 전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PTT 접속 수용 정보를 전송한다. PTT 접속 수용 정보

및 페이지 응답/채널 할당 요청 둘 다를 수신하면, BS(122)는 동시에, PTT 접속 수용 정보를 PFC(132)에 전송하고 TCH

(114)로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래픽 채널을 MS(102)에 할당한다. 그러나, PTT 호출 설정 지연 감소의 중요성으로 인해, BS

(122)는 먼저 PTT 정보를 PCF(132)에 전송하고나서 TCH(114)를 할당한다.

PCF(132)는 서비스중인 PDSN(142)을 통해서 PTT 접속 수용 정보를 PTT 서버(161)상으로 전송한다. 그 후, PTT 서버

(161)는 PTT 접속 수용 정보(또는 단지 MS(101)에 의해 필요로 되는 정보의 서브셋)를 PDSN(141)에 전송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BS(121) 및 BS(122) 각각은 TCH들(113 및 114)을 MS들(101 및 102)에 각각 할당한다. 따라서, MS들(101

및 102)(즉, 송수신기들(107 및 108)을 통한) 각 프로세서들(105 및 106))는 채널 할당 메시징을 수신하고 이들의 TCH들

을 획득한다. 제 1 실시예에서, 이들 각각의 TCH들을 획득한 후, 각 MS는, 각 MS의 각 TCH를 통해서 다른 MS와 관련된

PTT 접속 정보를 수신한다. 그러므로, MS(101)는 PTT 서버(161)보다 앞서 PTT 접속 수용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징

(205)을 수신하고, 마찬가지로, MS(102)는 PTT 서버(161)보다 앞서 PTT 접속 요청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징(305)을 수

신한다. 따라서, 각각의 TCH들을 사용하는 MS들(101 및 102)은 활성 패킷 데이터 세션들을 설정하고, 이 세션들에서 이

들 MS들은 (예를 들어, 실시간 프로로토콜을 사용하여) PTT 음성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다른 말로서, 상술된 실시예들

을 사용하면, MS 사용자들은 PTT 서비스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설정 지연들을 덜 겪게된다.

상기 설명에서,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서술되었다. 그러나, 당업자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원리 및 영역을 벗어남이 없이 각종 수정들 및 변경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

및 도면들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시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모든 이와 같은 수정들은 본 발명의 영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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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어야 한다. 게다가, 당업자는 전체 도면들 내의 소자들은 간단 명료하게 도시되어 있고 반드시 원래 크기로 도시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도면들 내의 소자들중 일부 소자의 치수들은 다른 소자들에 비해

확대되어 도시되었는데, 이는 본 발명의 각종 실시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점들, 다른 장점들 및 문제들에 대한 해법들은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상술되었다. 그러나, 이점들, 장점

들, 문제들에 대한 해법들 및 이와 같은 이점들, 장점들 또는 해법들이 될 수 있거나 보다 명백하게 되는 이점들, 장점들 또

는 해법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소자(들)은 어떤 청구항들 또는 모든 청구항들의 중요하며, 필요로되거나 또는 필수적인 특징

또는 소자로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원에 사용되고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용어 "포함", "포함하는" 또는 이들의

어떤 다른 변형은 포괄적인 포함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소자들의 목록을 포함하는 공정, 방법, 제조 물품 또는 장치는 목

록 내의 소자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공정, 방법, 제조 물품 또는 장치에 본래 존재하거나 목록에 표현되지

않는 다른 소자들도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들의 단수 표현은 하나 이상으로서 정의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다수"는 2개 또

는 2개 이상으로서 정의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또 다른"은 적어도 제 2 또는 그 이상으로서정의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포함 및/또는 갖는"은 포함(즉, 개방적인 언어)으로서 정의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결

합된"은 반드시 직접적이고 반드시 기계적일 필요는 없지만 접속된 것으로서 정의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들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및 컴퓨터 명령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실행하도록 설계된 명령들의 시퀀스로서 정의된다. 이 명

령들의 시퀀스는 서브루틴, 함수, 절차, 오브젝트 방법, 오브젝트 구현, 실행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애플릿, 서브렛(servlet)

, 공유된 라이브러리/동적 로드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및/또는 어셈블리 코드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

한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현재 IS-2000 시스템들에 존재하는 바와 같은 PTT에 대해서 감소된 종단간 호출 설정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일 예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호출 설정 시간을 10-15초로부터 3초 미만으로 되게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다수의 실시예들을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도2는 본 발명의 다수의 실시예들을 따른 PTT 호출을 위한 발신자측 호출 설정 메시징을 도시한 메시징 흐름도.

도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다른 PTT 호출을 위한 목표-측 호출 설정 메시징을 도시한 메시징 흐름도.

도4는 본 발명의 다수의 실시예들을 다른 기존 메시징에 부가될 필드들을 위한 전형적인 비트 정의들(bit definitions)을

도시한 테이블.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7, 108, 127,128: 송수신기

125, 126: 제어기

105, 106: 프로세서

151:IP 네트워크

161: PTT 서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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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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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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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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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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