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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의 지원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신호 향상들이 제공된

다. 이들 향상들은 오버-더 에어 시그널링을 감소시키면서, 다중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더 빠른 데이터 호 셋업들, 재활성

화들, 및 휴지 핸드오프들을 초래할 것이다.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을 위해, 모바일(101)은 단일 발신 메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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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6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업까지를 요청한다(예컨대, 400). 패킷 데이터 휴지 핸드오프들을 위해, 모바일은 단일

메시지를 사용하여 6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핸드오프까지를 요청한다. 그리고 재활성화들을 위해, 모바일은 단일 메시

지에 의해 다중, 휴지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재접속을 요청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패킷 데이터 접속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이동국(MS)에 의해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접속들에 대한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기 위하여 기지국(BS)에 상기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

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상기 이동국(MS)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간의 접속이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메시

지 필드내의 서비스 참조 식별자 값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식별되며,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은 접속 발신(connection

origination), 접속 재활성화, 및 휴지 모드 핸드오프(dormant mode handoff)로 이루어진 동작들의 그룹으로부터의 동작

을 포함하는, 상기 메시지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의 지원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메시지 확장내에 표시된 각각의 서비스 참조 식별자 값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는 상기 메시지 확장을 포함하

고, 각각의 기록은 상기 서비스 참조 식별자 값들 중 하나를 표시하는,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의 지원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CDMA 발신 메시지, CDMA 향상된 발신 메시지, 및 CDMA 재접속 메시지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의

CDMA 메시지를 포함하는,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의 지원 방법.

청구항 4.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패킷 데이터 접속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이동국(MS)에 의해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접속들에 대한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기 위하여 기지국(BS)에 상기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

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상기 이동국(MS)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간의 접속이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메시

지 필드내의 비트맵내의 비트 값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식별되며,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은 접속 발신, 접속 재활성화, 및

휴지 모드 핸드오프로 이루어진 동작들의 그룹으로부터의 동작을 포함하는, 상기 메시지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의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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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패킷 데이터 접속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이동국(MS)으로부터 기지국(BS)에 의해 수신

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접속들에 대한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기 메시지를 처리하는 단계로서,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상기 이동국(MS)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간의 접속이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메시지 필드내

의 서비스 참조 식별자 값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식별되며,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은 접속 발신, 접속 재활성화, 및 휴지

모드 핸드오프로 이루어진 동작들의 그룹으로부터의 동작을 포함하는, 상기 메시지 처리 단계를 포함하는, 다중 패킷 데이

터 서비스 접속들의 지원 방법.

청구항 6.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패킷 데이터 접속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이동국(MS)으로부터 기지국(BS)에 의해 수신

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접속들에 대한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기 메시지를 처리하는 단계로서,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상기 이동국(MS)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간의 접속이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메시지 필드내

의 비트맵내의 비트 값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식별되며,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은 접속 발신, 접속 재활성화, 및 휴지 모

드 핸드오프로 이루어진 동작들의 그룹으로부터의 동작을 포함하는, 상기 메시지 처리 단계를 포함하는,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의 지원 방법.

청구항 7.

이동국(MS)에 있어서,

송신기; 및

상기 송신기에 통신 가능하게 결합되며, 복수의 패킷 데이터 접속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생성하

도록 적응되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에 대한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기 위하여 기지국(BS)에 상기 메시지를 송신하

도록 상기 송신기에 명령하도록 적응된 프로세서로서,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상기 이동국(MS)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

크(RAN)간의 접속이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메시지 필드내의 서비스 참조 식별자 값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식별

되며,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은 접속 발신, 접속 재활성화, 및 휴지 모드 핸드오프로 이루어진 동작들의 그룹으로부터의 동

작을 포함하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이동국(MS).

청구항 8.

이동국(MS)에 있어서,

송신기; 및

상기 송신기에 통신 가능하게 결합되어, 복수의 패킷 데이터 접속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생성하

도록 적응되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에 대한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기 위하여 기지국(BS)에 상기 메시지를 송신하

도록 상기 송신기에 명령하도록 적응된 프로세서로서,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상기 이동국(MS)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

등록특허 10-0712875

- 3 -



크(RAN)간의 접속이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메시지 필드내의 비트맵내의 비트 값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식별되

며,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은 접속 발신, 접속 재활성화, 및 휴지 모드 핸드오프로 이루어진 동작들의 그룹으로부터의 동작

을 포함하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이동국(MS).

청구항 9.

기지국(BS)에 있어서,

수신기; 및

상기 수신기에 통신 가능하게 결합되어, 복수의 패킷 데이터 접속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이동국

(MS)으로부터 상기 수신기를 통해 수신하도록 적응되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에 대한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적응된 프로세서로서,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상기 이동국(MS)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간의 접속이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메시지 필드내의 서비스 참조 식별자 값을 사용하여 개별적으

로 식별되며,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은 접속 발신, 접속 재활성화, 및 휴지 모드 핸드오프로 이루어진 동작들의 그룹으로부

터의 동작을 포함하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기지국(BS).

청구항 10.

기지국(BS)에 있어서,

수신기; 및

상기 수신기에 통신 가능하게 결합되어, 복수의 패킷 데이터 접속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이동국

(MS)으로부터 상기 수신기를 통해 수신하도록 적응되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에 대한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적응된 프로세서로서,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상기 이동국(MS)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간의 접속이고, 상기 복수의 접속들 각각은 메시지 필드내의 비트맵내의 비트 값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식별되며, 상기 서비스 요청 동작은 접속 발신, 접속 재활성화, 및 휴지 모드 핸드오프로 이루어진 동작들의 그룹으로부터

의 동작을 포함하는, 상기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기지국(BS).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2년 12월 6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APPARATUS FOR SUPPORTING MULTIPLE

PACKET DATA SERVICE CONNECTIONS"인 가출원 제60/431,556호로부터 우선권 주장하며, 상기 가출원은 본원에

서 그 전부가 공통으로 소유되고 인용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IS-2000은, 모바일이 서비스 인스턴스들 각각을 순차적으로 발신(originate)하기 위해 다중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요구하

는 패킷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셋업을 요청하는 것을 요구한다. 트래픽 채널이 모바일에 할당되지 않았다면, 모바일은 먼

저 발신 메시지(Origination Message: ORM)를 기지국(BS)에 전송하고,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된 부

가 서비스 인스턴스들 각각에 대한 향상된 발신 메시지(Enhanced Origination Message: EOM)를 전송한다. 트래픽 채널

이 이미 모바일에 할당되었다면, 모바일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된 부가 서비스 인스턴스들 각각에 대한

EOM을 전송한다.

휴지 상태인 패킷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재접속을 위해, IS-2000은 모바일이 서비스 인스턴스에 대한 서비스 참조 식별

자(즉, SR_ID)를 ORM/OEM내에 포함함으로써 단일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의 재활성화를 요청하도록 허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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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바일이 SR_ID 필드를 "7"(IS-2000-C 당)로 세팅함으로써 모바일내의 모든 휴지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재활성화를

요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 모바일내의 모든 휴지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1회 이상 재활성화를 요구한다

면, 모바일은 다중 ORM/EOM을 전송하도록 요구되고, 이들 각각은 패킷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요구된 휴지 서비스

인스턴스들 각각에 대한 것이다.

더욱이, 핸드오프(handoff)가 휴지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해 요구될 때, IS-2000은 모바일내의 휴지 서비스

인스턴스들 각각에 대한 핸드오프를 요청하기 위해, 모바일이 다중 ORM/EOM을 BS에 전송하도록 요구한다. 각각의 메시

지는 단일 서비스 인스턴스와 연관된 서비스 옵션 필드 및 SR_ID를 포함한다. 이들 서비스 요청들에 대한 다중 메시지들

의 사용은 유익한 에어 인터페이스 자원(air interface resource)을 낭비하고 서비스 요청들을 완료하기 위한 전체 지연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실시예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신호 향상들이 제공된

다. 이들 향상들은 오버-더-에어 시그널링(over-the-air signalling)을 감소시키면서, 다중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더 빠른

패킷 데이터 호 셋업들, 재활성화들, 및 휴지 핸드오프들을 초래할 것이다. 다중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들의 발신들을 위

해, 모바일은 단일 발신 메시지에 의해 6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셋업까지 요청한다. 패킷 데이터 휴지 핸드오프들을 위

해, 모바일은 단일 메시지를 사용하여 6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핸드오프까지 요청한다. 그리고 재활성화를 위해, 모바

일은 단일 메시지에 의해 다중, 휴지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들의 재접속을 요청한다.

게시된 실시예들은 도 1 내지 6을 참조하여 더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100)

의 블록도이다. 통신 시스템(100)은 공지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시스템이고,

특히 CDMA2000 시스템이며, 상기 시스템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적합하게 변경된 미국 통신 산업 협회/미국 전자 공

업 협회(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TIA/EIA) 표준 IS_2000에 기

초한다. IS-2000 표준은 본원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TIA/EIA는 2001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006). 여러 실시예들에서, 통신 시스템(100)은 IS-856(HRPD)에 제한되지 않고 이와 같은 다른 셀룰러 통신 시스템 프

로토콜들을 이용할 수 있다.

통신 시스템(100)은 BS(111)(하나 이상의 BTS들을 포함하는), PCF(120), PDSN(121), 및 MSC(130)와 같은 무선 액세

스 네트워크(radio access network: RAN) 엔티티들을 포함하고, 이동국(MS)(101)과 같은 원격 유닛들을 포함한다. 그러

나, 본 발명은 원격 유닛들 또는 모바일인 MS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원격 유닛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 무선으

로 접속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포함할 수 있다.

당업자는 도 1이 시스템(100)이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묘사한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 블록들 및 논

리 엔티티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기술에 특히 관련함을 인지할 것이다. 당업자는 이들 엔티티들 각각이 구현될 수 있

거나 및/또는 "MOTOROLA"와 같은 무선 통신 회사들로부터 구매될 수 있는 다수의 방법들을 알고 있다.

MS(101) 및 BS(111)는 프로세서들(104 및 114), 송신기들(102 및 112), 및 수신기들(103 및 113)과 같은 공지의 엔티티

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프로세서들은 컴퓨터 명령들로서 표현된 알고리즘들 및/또는 회로내의 알고리즘들을 구현하도록

설계된 논리 회로, 메모리, 디지털 신호 처리기들, 및/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들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통상적으로 포함한

다. 알고리즘 또는 논리 흐름이 주어지면, 당업자는 주어진 논리를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 다수의 설

계 및 개발 기술들을 알고 있다.

통상적으로, 송신기들 및 수신기들은 RAN 기지국들(BS)의 구성요소들이고, 통상적으로 BS들은 모바일 스위칭 센터들

(MSC), 패킷 제어 기능들(PCF), 및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들(PDSN)과 같은 다른 RAN 디바이스들과 인터페이스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BS(111)는 PCF(120) 및 PDSN(121)을 통해 인터넷(122)에 인터페이스하고, MSC(130)을 통해

공중 전화 시스템에 인터페이스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 알려진 CDMA 2000 BS는 알려진 텔레커뮤니케이션 설

계 및 개발 기술들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BS 양상을 구현하도록 적응된다. 결과는 BS(111)이다.

BS(111) 및 MS(101)는 CDMA 2000 에어 인터페이스 자원(110)을 통해 통신한다. MS(101)는 프로세서(104), 수신기

(103), 및 송신기(102)를 포함한다. CDMA MS들에서 사용되는 송신기들, 수신기들, 및 프로세서들은 당해 기술분야에 공

지되어 있다. MS 구성요소들의 이 통상적인 세트는 알려진 텔레커뮤니케이션 설계 및 개발 기술들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무선 유닛 양상을 구현하도록 적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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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제 1 실시예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발생한다. MS 프로세서(104)는 MS(101)와

PDSN(121)간의 다중 패킷 데이터 접속들에 대한 접속 발신, 접속 재활성화(즉, 재접속), 또는 휴지 핸드오프와 같은 서비

스 요청 동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생성한다. 이들 접속들 또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은 메시지 필드내의 서비스 참조 식별자

값(SR_ID)을 사용하거나, 또는 비트맵내의 비트 값을 사용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식별된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104)는

송신기(102)가 메시지를 BS(111)에 송신하도록 명령한다.

BS 프로세서(114)는 수신기(113)를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고, 서비스 요청 동작이 표시되도록 메시지를 처리한다. 도 2 및

3에 각각 도시된 메시지 흐름도들(200 및 300)은 이 메시징을 예시한다. 부가하여, 메시지 흐름도들(200 및 300)은 MS

(101), BS(111), 그리고 PDSN(121)과 같은, MS, BS, 그리고 PDSN간에 서비스 요청 동작이 표시되도록 최초로 발생하

는 관련된 메시징 및 절차들을 예시한다.

메시지 흐름(200)은 SR_ID들(1, 2, 및 3)에 대한 접속 발신/재접속을 요청하는 단일 발신 메시지 및 단일 재접속 메시지를

예시한다. 종래 기술 IS-2000 메시징은 어느 단일 메시지 대신에 3개의 메시지들을 요구할 것이다. 발신 경우에 대해, 발

신 메시지를 수신한 후, BS는 그것을 긍정 응답(acknowledge)하고, BS와 MS는 트래픽 채널(TCH)을 설정하기 위해 요구

된 메시징을 교환한다. BS는 또한 MS와 PDSN간에 서비스 인스턴스들(1, 2, 및 3)에 대한 패킷 데이터 접속들을 설정하기

위해 PDSN과 함께 패킷 호 셋업 절차들을 시작한다.

메시지 흐름(300)은 SR_ID들(1, 2, 및 3)에 대한 휴지 핸드오프를 요청하는 단일 발신 메시지를 예시한다. 종래 기술 IS-

2000 메시징은 대신 6개의 메시지들을 요구할 것이다. 발신 메시지를 수신한 후, BS는 PDSN과 함께 휴지 모드 핸드오프

절차들을 시작하고, 트래픽 채널이 요구되지 않으면 릴리즈(release)를 MS에 전송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발신 메시지(400)의 블록도이다. 제 1 실시예에 관련한 각각의 필드는 그것의 연관

된 비트-길이와 함께 도 4에 도시된다. 도시된 대부분의 필드들은 숫자가 뒤따르는 "0 또는"의 비트 길이를 갖는다. 물론,

이는 상기 필드가 메시지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표시한다. SERVICE_OPTION, DRS, SR_ID, SYNC_ID_LEN, 및

SYNC_ID 필드들은 본 IS-2000 발신 메시지의 모든 부분이다. 메시지(400)에 명확하게 도시된 남은 필드들은 아래 상세

히 기술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대해 제안된다.

먼저, 더 일반적인 기술이 순서한다. 서비스 옵션들은 고속 데이터 및 보이스 오버 아이피(voice over IP: VoIP)와 같은 특

정 패킷 데이터 서비스들을 참조한다. 메시지(400)는 메시지 확장내에 표시된 각각의 SR_ID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는 메시

지 확장을 포함한다. 각각의 SR_ID는 MS-PSDN 접속, 패킷 데이터를 참조한다. 일부 발신 메시지들은 서비스 옵션 값이

하나 이상의 이들 패킷 데이터 접속들에 대응하도록 표시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옵션 표시기들을 포함할 것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시지(400)는 SR_ID 필드, SERVICE_OPTION 필드, ADD_SR_ID(부가 SR_ID) 필드, 및

ADD_SERVICE_OPTION(부가 서비스 옵션) 필드를 포함한다. ADD_SR_ID_INCL 필드, NUM_ADD_SR_ID 필드, 및

ADD_SERVICE_OPTION_INCL 필드가 또한 도시된다. 이들 필드들은 특정 메시지가 하나 이상의 부가 SR_ID들을 포함

하는지, 얼마나 많은 부가 SR_ID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정 메시지가 하나 이상의 부가 서비스 옵션들을 포함하는지를 각

각 표시한다.

메시지(400)의 메시지 확장내의 각각의 필드의 상세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ADD_SR_ID_INCL

부가 서비스 참조 식별자들이 포함된 표시기.

이 메시징이 지원된다면(즉, P_REV_IN_USES가 11 보다 작으면), 또는 DRS 필드가 '1'로 세팅되고, SYNC_ID 필드가 '0'

으로 세팅되거나 또는 SR_ID 필드가 '111'로 세팅된다면, MS는 이 필드를 생략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동국은 이 필

드를 포함하고 다음과 같이 세팅할 것이다:

DRS 필드가 '0'으로 세팅되고 MS가 단일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의 휴지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중이라면, 또는 DRS

필드가 '1'로 세팅되고 이동국이 저장된 서비스 구성으로부터 단일 서비스 옵션 접속의 복원(restoration)을 요청한다면,

MS는 이 필드를 '0'으로 세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1'로 세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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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_ADD_SR_ID

부가 서비스 참조 식별자들의 수가 포함됨.

ADD_SR_ID_INCL이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포함되고 '0'으로 세팅된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생략할 것이고; 그렇지 않

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포함하고 이 메시지에 포함된 ADD_SR_ID 필드의 발생들의 수보다 1 적은 값으로 세팅할 것이

다.

ADD_SR_ID_INCL이 포함되고 '1'로 세팅된다면, 이동국은 다음 가변-필드 기록의 NUM_ADD_SR_ID+1 발생들을 포함

할 것이다:

ADD_SR_ID

부가 서비스 참조 식별자.

DRS 필드가 '0'으로 세팅되고 MS가 부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의 휴지 핸드오프를 수행중이라면, 또는 DRS 필드

가 '1'로 세팅되고 이동국이 저장된 서비스 구성으로부터 부가 서비스 옵션 접속의 복원을 요청한다면, MS는 이 필드를 대

응하는 서비스 참조 식별자로 세팅할 것이다.

ADD_SERVICE_OPTION_INCL

부가 서비스 옵션이 포함된 표시기.

SYNC_ID 필드가 '1'로 세팅된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생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포함하고 다음

과 같이 세팅할 것이다:

이 기록의 ADD_SR_ID 필드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서비스 옵션 수가 SERVICE_OPTION 과 동일하다면, 이동국은 이 필

드를 '0'으로 세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1'로 세팅할 것이다.

ADD_SERVICE_OPTION

부가 서비스 옵션 수.

ADD_SERVICE_OPTION_INCL 필드가 '0'으로 세팅되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생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포함하고 이 기록의 ADD_SR_ID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서비스 옵션 수로 세팅할 것이다.

발신 메시지(400)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도시되고 상기 기술된다. 도 5에 도시된 발신 메시지(600)은 본 발명의

제 2 그리고 대안적인 실시예를 나타낸다. 메시지(400)는 개별 메시지 필드들내의 SR_ID를 사용하여 MS-PDSN 접속들

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였다. 대신, 발신 메시지(600)는 특히 SR_ID_BITMAP 필드인 비트맵내의 비트 값들을 사용하여

MS-PDSN 접속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한다. 제 2 실시예에 관련한 메시지(600)내의 필드들의 상세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SPECIAL_SERVICE

특수(special) 서비스 옵션 표시기.

단일 특수 서비스 옵션을 요청하기 위해, 이동국은 이 필드를 '1'로 세팅할 것이다. 디폴트 서비스 옵션(서비스 옵션 1) 또

는 다중 서비스 옵션들을 요청하기 위해, 이동국은 이 필드를 '0'으로 세팅할 것이다.

SERVICE_OPTION

이 발신을 위해 요청된 서비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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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_SERVICE 필드가 '1'로 세팅된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요청된 서비스 옵션에 대응하는 [30]에서 지정된 값으

로 세팅할 것이다.

SPECIAL_SERVICE 필드가 '0'으로 세팅되고 SERVICE_OPTION_LIST 필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동국은 디폴트 서

비스 옵션을 요청하기 위해 이 필드를 생략할 것이다. SERVICE_OPTION_LIST 필드가 포함된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생략할 것이다.

SR_ID

서비스 참조 식별자.

P_REV_IN_USES가 6보다 작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생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포함하고 다음

과 같이 세팅할 것이다:

SYNC_ID_INCL 필드가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포함되고 '0'으로 세팅된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다음과 같이 세팅할 것이

다:

서비스 인스턴스가 서비스 참조 식별자를 제공한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서비스 인스턴스에 의해 지정된 서비스 참조 식

별자로 세팅할 것이다. 서비스 인스턴스가 서비스 참조 식별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1과 6간의(포괄

적) 최소 비사용 서비스 참조 식별자 값으로 세팅할 것이다. SR_ID 필드가 '0'으로 세팅된다면, 서비스 참조 식별자들의 목

록을 위해 SR_ID_BITMAP을 참조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다음과 같이 세팅할 것이다:

이동국이 저장된 서비스 구성으로부터 단일 서비스 옵션 접속의 복원을 요청한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대응하는 서비스

참조 식별자로 세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즉, 이동국이 저장된 서비스 구성으로부터 모든 서비스 옵션 접속들의 복원

을 요청하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111'로 세팅할 것이다.

SR_ID_BITMAP

서비스 참조 식별자 비트맵

P_REV_IN_USES가 9보다 작다면(또는 다른 적절한 개정(revision)), 이동국은 이 필드를 생략할 것이다. SR_ID 필드가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포함되지만 '0'으로 세팅되지 않았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생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동국

은 이 필드를 포함하고 다음과 같이 세팅할 것이다.

이 필드는 패킷 데이터 호의 발신, 재접속, 또는 휴지 핸드오프를 위해 요청된 SR_ID들의 비트맵 목록을 포함한다. 비트들

1 내지 6이 SR_ID 1내지 6으로 매핑한다. 적어도 2개의 SR_ID들이 지정된다.

SR_ID_BITMAP

값(이진수) 요청된 SR_ID

xxxxxx1 SR_ID=1

xxxxx1x SR_ID=2

xxxx1xx SR_ID=3

xxx1xxx SR_ID=4

xx1xxxx SR_ID=5

x1xxxxx SR_ID=6

1xxxxxx SR_ID=7

SERVICE_OPTION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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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옵션 목록

SR_ID_BITMAP 필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생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동국은 이 필드를 포함

하고 다음과 같이 세팅할 것이다.

이 필드는 SR_ID_BITMAP내에서 지정된 모바일에 의해 요청된 각각의 SR_ID와 연관된 서비스 옵션들의 목록을 포함한

다. 이동국은 이 필드를 요청된 서비스 옵션들에 대응하는 [30]에서 지정된 값으로 세팅할 것이다. 2 내지 6개의 서비스

옵션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제 1 서비스 옵션은 SR_ID_BITMAP 필드내의 최소 SR_ID 값을 갖는 서비스 인스턴스에 대응

하고; 목록내의 최종 서비스 옵션은 SR_ID_BITMAP 필드내의 최대 SR_ID 값에 대응한다. 이동국은 상기 필드들을 요청

된 서비스 옵션들에 대응하는 [30]에서 지정된 값으로 세팅할 것이다.

도 6에 도시된 논리 흐름(700)은 얻어진 정보의 높은-레벨 기술을 제공하도록 의도되고,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에 따라

메시지 확장으로 통합된다. 논리 흐름(700)은 프로세스 전체를 요약하기 위해, 상술된 메시지 생성을 고의적으로 상세히

보이지 않는다. 또한, 도 6은 이들 단계들이 수행될 수 있는 1개의 순서만을 예시한다. 당업자는 이들 단계들이 상이한 순

서 또는 구현의 특정 설계 또는 구현 목표들에 동시에 따르게 수행될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논리 흐름(700)은 메시지가 요청중인, 서비스 요청 동작내에 어떤 서비스 인스턴스들(즉, 패킷 데이터 접속들)이 수반되는

지를 결정하는(702) MS와 함께 시작한다(701). MS는 이들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서비스 옵션들이 표시될 필요가 있

는지 여부를 또한 결정한다(703). 예컨대, 각각의 서비스 인스턴스와 연관된 서비스 옵션들이 저장된 서비스 구성의 일부

로서 알려져 있으므로, 서비스 옵션들은 재활성화 동작의 경우에서 RAN에 송신될 필요가 없다.

인스턴스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MS는 제 1 SR_ID(704) 및 어떤 부가 SR_ID들을 표시한다(705). 예컨대, 제 1

실시예의 발신 메시지에 대해, 제 1 SR_ID는 메시지 바디내에 표시되면서, 부가 SR_ID들은 메시지 확장내의 개별 기록들

에 표시된다. 제 2 실시예의 발신 메시지에 대해, SR_ID들은 비트맵내에 함께 표시된다.

서비스 옵션들이 메시지에서 요구되지 않는다면(706), 메시지(그 확장을 포함하는)는 RAN에 송신될 수 있고, 논리 흐름은

종료한다(710). 그렇지 않다면, MS는 제 1 SR_ID에 대응하는 서비스 옵션(707) 및 각각의 부가 SR_ID에 대한 서비스 옵

션들을 표시한다(708). 예컨대, 제 1 실시예의 발신 메시지에 대해, 제 1 SR_ID에 대응하는 서비스 옵션은 메시지 바디내

에서 표시되고, 각각의 부가 SR_ID에 대한 서비스 옵션들은 메시지 확장내에 표시된다. 다수의 SR_ID들이 동일한 대응하

는 서비스 옵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시예는 제 1 SR_ID에 대응하는 서비스 옵션이 어떤 다른 서비스 옵션이 표시

되지 않는 SR_ID들에 대한 디폴트 서비스 옵션인 것을 또한 제공한다.

본 실시예는 IS-2000 발신, 향상된 발신, 및 재접속 메시지들이, 휴지 모드 핸드오프들 또는 재활성화를 요구하는 기존 서

비스 인스턴스들 또는 요청된 각각의 신규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대한 다중 패킷 데이터 접속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향

상될 수 있는지를 기술한다. 예컨대, 휴지 모드 핸드오프가 패킷 데이터 세션을 위해 요구될 때, 모바일은 신규 BS에 대한

휴지 모드 핸드오프를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 인스턴스 접속들에 대해 1개의 IS-2000 발신 또는 향상된 발신 메시지만을

전송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신규 서비스 인스턴스 접속들이 요청될 때, 모바일은 얼마나 많은 접속들이 요구되는가에 무관

하게 1개의 IS-2000 발신 메시지만을 전송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이는 유용하고 예컨대, 사용자가 VoIP 호를 만들기를 원할 때, 모바일은 메인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 옵션 접속 및 VoIP

SO 접속 둘 다를 요청하는 1개의 발신 메시지만을 전송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서비스 옵션 요소의 다중 발생들이 또한 여

기서 기술된다. 휴지 모드 핸드오프들이 고속 패킷 데이터 SO 33을 위해서만 현재 발생하면서(회로 보이스/데이터, 보이

스 오버 IP를 위해 요구되지 않는), 메시지들은 이후에 지원될 신규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효율적인 휴지 모드 핸드오프를

허용하도록 각각의 휴지 서비스 인스턴스에 대한 SO 식별자를 포함함으로써, 예방된다(future-proofed).

본 애플리케이션은 RAN내의 다중 패킷 데이터 접속들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에어 시그널링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상술된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는 더 빠른 패킷 호 발신들, 휴지 모드 핸드오프들, 및 재활성화들로 이끌 것이고, 따라서 특

히 패킷 존들이 작고 빈번한 휴지 모드 핸드오프들이 발생하는 네트워크들에서, 네트워크내의 호 캐패시티가 증가되고 모

바일들의 배터리 사용주기가 증가된다.

전술한 명세에서,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기술되어왔다. 그러나, 당업자는 여러 변경들 및 변화들이 첨부된

청구할들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 및

도면들은 한정의 의미보다 예시적으로 여겨져야 하고, 모든 이러한 변경들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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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당업자는 도면들내의 요소들이 간단화 및 명료화를 위해 예시되고, 실제 크기에 맞춰 도시될 필요가 없음을 인식

할 것이다. 예컨대, 도면들내의 일부 요소들의 치수들은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도록 다른 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익들, 다른 이점들, 및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에 관하여 상술되어 왔다. 그러나, 이익들,

이점들,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들, 및 이러한 이익들, 이점들, 또는 해결책들을 초래하거나 또는 야기할 수 있거나, 또는

이러한 이익들, 이점들, 또는 해결책들이 더 확실하게 되도록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어떤 또는 모든 청구할들의

중요한, 요구된, 또는 본질적인 특징 또는 요소로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사용된 바와 같이 그리고 첨부된 청구항

들에서, 용어 "포함하다(comprises)", "포함하는(comprising)" 또는 이들의 어떤 다른 변용은 배타적이지 않은 포함으로

참조되도록 의도되어, 요소들의 목록을 포함하는 프로세스, 방법, 제조 항목, 또는 장치가 목록내의 그 요소들만을 포함하

지 않고, 그러한 프로세스, 방법, 제조 항목, 또는 장치에 명백히 목록되거나 또는 삽입되지 않은 다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사용된 단수 표현은 하나 이상으로 정의된다. 여기수 사용된 복수 표현은 2개이상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사용된 용

어 다른(another)은 적어도 두번째 이상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들 포함하는(including) 및/또는 갖는은 포함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즉, 넓은 언어(open language)). 여기서 사용된 용어 결합된(coupled)은 직접적일 필요없고 기계적일

필요없는 접속됨(connected)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상의 실행을 위해 설계된 명령

들의 시퀀스로 정의된다.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서브루틴, 함수, 절차, 오브젝트 방법, 오브젝트 구현, 실행가

능한 애플리케이션, 애플릿, 서블릿(servlet),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공유 라이브러리/다이나믹 로드 라이브러리, 및/

또는 컴퓨터 시스템상의 실행을 위해 설계된 명령들의 다른 시퀀스를 포함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들 및 메시징의 메시지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수행된 절차들 및 메시징의 메시지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발신 메시지의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발신 메시지의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실행되는 단계들의 논리 흐름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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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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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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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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