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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운용방법

요약

본 발명은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 사이에 다수의 트래픽 코드채널을 할당하고, 각각의 코드채널을 제어하
며 해제하기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는 단계(s110)와, 이동 단말기가 기지국을 통해 기지국 
제어기에게 부가코드채널(SCC)의 개수와 그 유지시간을 전송하여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
(s120), 기지국 제어기가 기지국의 부가코드채널 할당프로세서(SCAP)에게 NUM_SUPMS를 전송하여 부가코드

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s130), SCAP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그 할당 결과를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140), 기지국 제어기가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를 사용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
수와 해당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을 결정하는 단계(s150)(s152)(s154), 기지국 제어기가 결정된 부가
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160) 및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
가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여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s170)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8

색인어

데이터 서비스, 부가코드채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통상적으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이동 가입자에게 데이터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

도 2 는 통상적으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이동 가입자에게 데이터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도.

도 3 은 통상적인 코드분할 다중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역방향 채널의 구성도.

도 4 는 통상적인 코드분할 다중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순방향 채널의 구성도.

도 5 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다수의 코드채널을 포함하는 역방향 채널의 구성도.

도 6 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다수의 코드채널을 포함하는 순방향 채널의 구성도.

도 7 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이동 단말기의 다중채널 동작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8 은 본 발명에 의한 부가코드채널의 운용방법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9 는 본 발명에 의해 다중채널을 사용하는 호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10 은 본 발명에 의한 부가코드채널의 운용방법의 제 2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11 은 본 발명에 의한 부가코드채널의 운용방법의 제 3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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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는 본 발명에 의한 부가코드채널의 운용방법의 제 4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단말기    120 : 이동 단말기

130 : 기지국/기지국 제어기  140 : 교환국

150 :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160 : 공중교환 전화네트워크

170 : 팩스     180 : 인터넷

190 : 개인 컴퓨터    210,310 : 역방향 채널

211,212,213,214,311,312,313,314 : 액세스 채널

215,216,315,316 : 역방향 트래픽 채널

220,330 : 순방향 채널

221,331 : 파일럿 채널   222,332 : 동기 채널

223,224,333,334 : 페이징 채널

225,226,227,228,229,335,336,337,338,339 : 순방향 코드채널

230 : 트래픽 채널    231,342,344 : 전력제어 채널

321,341,343 : 기본코드채널  322,323,345 : 부가코드채널

410 : 정규서비스상태   420 : 다중채널 동작 대기상태

430 : 다중채널 운용상태   440 : 다중채널 할당 대기상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코드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기술을  사용하는 이동  단말기에게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
(High  Speed  Data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 사이에 다수의 트래픽 코드채널
(Traffic Code Channel)을 할당하고 제어하며 해제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셀룰러 시스템은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서비스영역을 다수의 
셀로  분할하고,  각각의  셀에  기지국을  두어,  다수의  기지국을  하나의  교환국(Private  Communication 
eXchange)으로 관리한다.

보다 발전된 무선통신 시스템은 상기 기지국과 교환국으로 이루어진 무선 네트워크에 데이터 서비스 시스
템(InterWorking Function system: IWF)을 연결하고, 상기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중교환 전
화네트워크(Public  Swtiched  Telephone  Network:  PSTN)나 인터넷(Internet)  등의 유선 네트워크를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함으로써, 이동 가입자에게 팩스나 인터넷 등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1 및 도 2 는 통상적으로 코드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이동 가입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가입자는 노트북(Note-book) 등의 단말기(Terminal End: TE)(110)를 사용하여 이동 단말
기(Mobile Station: MS)(120)에 접속하며, 이동 단말기(120)는 기지국(Base Transceiver Station: BTS)/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BSC)(130)와  이동  교환국(Personal  Communication  eXchange: 
PCX)(140)으로 구성된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IWF)(150)은  상기  무선  네트워크를  공중교환  전화네트워크(PSTN)(160)나 인터넷
(180) 등의 유선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단말기(110)를 팩스(170)나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190)와 연결한다.

상기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단말기(110)는 공중교환 전화네트워크에 연결된 팩스(170)나 개인 컴퓨터
(190)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사용하여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유선 데이터 서비스에 비하여 전송속도는 떨어지지만, 단말기(110)의 이동성이 보장된다.

CDMA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는 하나의 주파수 채널을, 코드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코드채널로 구
분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분할 다중접속(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FDMA) 등의 다른 기술
을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비하여 더 많은 무선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다.

도 3 은 통상적인 코드분할 다중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역방향 채널(Reverse Code Channel)(이동 단말기에
서  기지국의  방향으로  형성)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1.23MHz의  대역폭(Band 
Width)을 가지는 통상적인 역방향 채널(210)은, 각각 하나의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에 해당하는 다
수의 액세스 채널(Access Channel: AC)(211)(212)(213)(224)과, 음성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수의 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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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채널(Traffic Channel: TC)(215)(216)로 이루어진다.

도 4 는 통상적인 코드분할 다중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순방향 채널(Forward Code Channel)(기지국에서 이
동 단말기의 방향으로 형성)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순방향 
채널(220)은, 기지국 고유의 신호를 전송하는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 PC)(221)과, 기지국의 시스템 
시간을 전송하는 동기 채널(Synchronous Channel: SC)(222), 각각 하나의 액세스 채널에 해당하는 다수의 
페이징 채널(PC)(223)(224), 음성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수의 트래픽 코드채널(Code Channel: CC)(225 
내지 229)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순방향 트래픽 코드채널(225 내지 229)은 음성이나 데이터 등의 트래픽 데이터(230)와 이동 단말
기의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 데이터(231)를 함께 전송한다.

TIA/EIA/IS-95를 만족하는 CDMA  무선 네트워크는 하나의 코드채널에 대하여 8.6Kbps(Rate  Set  1)  또는 
13.35Kbps(Rate Set 2)의 전송속도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동 가입자에게 음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전송 능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무선링크 특성상의 전파환
경을 감안하면 무선링크의 전송속도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송속도는 규격에 의해 
허용된 전송속도보다 느릴 수 있다.

통상적인 CDMA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는 하나의 코드채널(즉, 트래픽 채널)만을 사용하여 통화 데이터(음
성)를 송수신한다. 그러나 8.6Kbps 또는 13.35Kbps의 전송속도를 사용하는 하나의 코드채널만으로는 고용
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즉, 상기된 바와 같이 동작하는 종래 기술에 의한 고속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는,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 간에 하나의 코드채널만을 사용하여 통화 데이터를 송수신하였으며 하나의 코드채널은 그 속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이
동 가입자에게 고용량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간의 무선링크에 다
수의 코드채널을 할당하여 사용하여 전송속도를 높이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영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간의 무선링크에 코드채널을 다중으로 할당하고 해제하며 
그 코드채널을 제어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영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과 장점은 하기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 보다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
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의 제 1 실시예는,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는 단계(s110)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을 통해 기지국 제어기에게 부가코드채널(Supplemental  Code  Channel: 
SCC)의 개수(NUM_SUPMS)와 그 유지시간(REV_DUR)을 전송하여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s120);

상기  요구를  받은  기지국  제어기가  기지국의  부가코드채널  할당프로세서(SCC  Assignment  Processor: 
SCAP)에게 NUM_SUPMS를 전송하여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s130);

상기 SCAP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그 할당 결과(ASS_SUP)를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140);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ASS_SUP)를  사용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
(NUM_SUP)와 해당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DUR)을 결정하는 단계(s150)(s152)(s154);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에게 통보하는 단
계(s160); 및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여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
는 단계(s170)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의  제  2 
실시예는,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는 단계(s210)와;

상기 기지국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기지국의 부가코드채널 할당프로세서(SCAP)에게 부가코드
채널(SCC)의 개수(NUM_SUPBS )와 그 유지시간(FOR_DUR)을 전송하여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

(s220);

상기  SCAP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그  할당  결과(ASS_SUP)를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
(s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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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ASS_SUP)를  사용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
(NUM_SUP)와 해당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DUR)을 결정하는 단계(s240)(s242)(s244);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에게 통보하는 단
계(s250); 및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여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
는 단계(s260)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의  제  3 
실시예는, 

이동 단말기와 제 1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고 다수의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s310)와;

제 2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와 제 1 기지국 사이의 무선링크에 핸드오프 애드되는 단계(s320);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가 제 2 기지국의 부가코드채널 할당프로세서(SCAP2)

에게 상기 이동 단말기와 제 1 기지국 사이에 운용되고 있는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1)와 그 유지시

간(DUR1)을 전송하여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s330);

상기 SCAP2 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그  할당  결과(ASS_SUP)를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

(s340);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ASS_SUP)를  사용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
(NUM_SUP)와 그 유지시간(DUR)을 결정하는 단계(s350)(s352)(s354);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360); 및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여 부가코드
채널을 운용하는 단계(s370)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의  제  4 
실시예는, 

이동 단말기와 제 1 및 제 2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는 단계(s410)와;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 또는 상기 이동 단말기가 부가코드채널(SCC)의 할당
을 필요로 하는 단계(s420);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 각각의 부가코드채널 할당프로세서(SCAP1, SCAP2)에게 부

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0 )와  그 유지시간(DUR0 )을  전송하여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

(s430);

상기 SCAP1, SCAP2가 부가코드채널을 각각 할당하고 그 할당 결과(ASS_SUP1, ASS_SUP2)를 기지국 제어기에

게 통보하는 단계(s440);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ASS_SUP1, ASS_SUP2)를 사용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해당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을 결정하는 단계(s450)(s452)(s454)(s460)(s462)(s464);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470); 및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여 부가코드
채널을 운용하는 단계(s480)를 포함한다.

TIA/EIA/IS-95B를 만족하는 고속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은,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다수의 코드채널
을 할당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상기 IS-95B에 제시된 다중채널 개념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
와 기지국 사이에 다수의 코드채널을 할당하고 제어하며 해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때, 기존에 존재하
던 코드채널을 기본코드채널(Fundamental Code Channel: FCC)이라 하고, 새로 할당된 코드채널들을 각각 
부가코드채널(Supplemental Code Channel: SCC)이라 한다.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은 초기에는 기본코드채널만을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며,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많
으면 부가코드채널을 사용한다. 그러나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 사이에 다수개의 부가코드채널을 고정적으
로 할당하여 놓으면,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 채널자원이 낭비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는 필요에 따라 할당과 해제를 유동적으로 수행하여, 기지국의 자원을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로서,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1개의 기본코드채널과 8개의 부
가코드채널을 할당하며, 각 채널을 제어하고 해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와 유선 네트워크 및 상기 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IWF)
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도 1 및 도 2 의 구성)에서, 이동 단말기(120)를 통해 단말기(110)에게 고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 단말기(120)와 기지국(130) 간에 다수의 코드채널을 할당
한다. 기지국은 하나의 호에 대하여 부가코드채널을 최대 8개까지 할당할 수 있으며, 할당되는 부가코드
채널들은 0에서 7까지의 고유한 인덱스(Index)를 가진다.

만일 동시에 8개의 코드채널이 단말기(110)와 연결된 이동 단말기(120)에 할당되었다면, 래이트 셋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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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kbps(8.3kbps×8), 래이트 셋 2에서 106.80kbps (13.35kbps×8)의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도 5 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다수의 코드채널을 포함하는 역방향 채널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적용되는 역방향 채널(310)은, 각각 하나의 페이징 채널에 해당하는 다수의 액세스 
채널(AC)(311)(312)(313)  (314)과, 음성이나 데이터를 전송하며 기본코드채널(FCC)(321)과 부가코드채널
들(322)(323)을 포함하는 다수의 트래픽 채널(TC)(315)(316)로 이루어진다.

도 6 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다수의 코드채널을 포함하는 순방향 채널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적용되는  순방향  채널(330)은,  기지국  고유의  신호를  전송하는  파일럿 채널
(PC)(331)과, 기지국의 시스템 시간을 전송하는 동기 채널(SC)(332), 각각 하나의 액세스 채널에 해당하
는 다수의 페이징 채널(PC)(333)(334),  기본코드채널(341)을 위한 데이터와 전력제어를 위한 데이터(34
2)를 전송하는 다수의 제 1 순방향 트래픽 채널(336) 및 기본코드채널(343)을 위한 데이터와 전력제어를 
위한 데이터(344) 또는 부가코드채널(SCC)(345)을 위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수의 제 2 순방향 트래픽 채
널(337 내지 339)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 1 순방향 트래픽 채널(336)은 기본코드채널로만 동작하며, 상기 제 2 순방향 트래픽 채널(337 내
지 339)은 기본코드채널 또는 부가코드채널로 동작한다.

기본코드채널(341)(343)은  IS-95B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데이터(Primary  Data)와  2차 데이터
(Secondary Data), 신호처리(Signalling) 및 전력제어(Power Control) 정보를 포함하며, 트래픽 채널에서 
항상 존재하는 코드채널의 한 부분으로, 한 호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부가코드채널은 IS-95B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차 데이터와 2차 데
이터를 전송하며, 전송할 데이터의 양에 따라 새로 할당되기도 하고 해제되기도 한다. 부가코드채널은 최
대속도(래이트 셋 2)로만 통신이 가능하며, 부가코드채널의 동작에 대한 지원여부는 이동 단말기와 기지
국 사이의 다중화 옵션 협상(Multiplex Negotiation)을 통해 결정된다.

IS-95B에 제시된 다중화 옵션은 서비스 옵션(Service Option)의 한 종류로서, 통신에 사용할 채널의 전송
속도와 채널의 개수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중화 옵션 1은 래이트 셋 1만을 사용하며, 
다중화 옵션 2는 다중화 옵션 2만을 사용하고, 다중화 옵션 3는 래이트 셋 1만을 사용하며 1개의 부가코
드채널을 할당한다. IS-95B는 16 종류의 다중화 옵션을 제공한다.

역방향 채널에서 기지국은 롱코드(Long Code) 의사잡음(Pseudorandom Noise: PN)을 사용하여 각각의 코드
채널(기본코드채널과 부가코드채널)을 구분하며, 순방향 채널에서 이동 단말기는 왈시코드(Walsh Code)를 
사용하여 각각의 코드채널(기본코드채널과 부가코드채널)을 구분한다.

각  기지국은  부가코드채널들의  상태를  관리하고  할당하는  부가채널할당  프로세서(SCC  Assignment 
Processor: SCAP)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가채널의 할당이나 해제는 도 1 및 도 2 에 나타낸 무선링크 
프로토콜(Radio Link Protocol : RLP) 계층에서 수행되며, IS-95 계층에서는 실제로 채널을 할당받기까지
의 절차를 수행한다.

이동 단말기 또는 기지국이 부가채널의 할당을 필요로 하게 되면, 기지국 제어기는 해당 기지국의 SCAP에
게 특정한 개수의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할 것을 요구한다. SCAP는 요구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부가코드
채널의 자원 상태를 파악하여, 가능한 개수의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게 된다.

IS-95B는 이동 단말기가 부가코드채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State)를 정의한다. 도 7 은 본 발
명에 적용되는 이동 단말기의 다중채널 동작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정규서비스상태(Normal Service State)(410)의 이동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부가코드채널 할당 메시지
(Supplemental Channel Assignment Message)를 수신하면, 이동 단말기는 다중채널 동작 대기상태(Waiting 
for Multi-Channel Action Time State)(420)가 되며, 일정한 동작시간(Action Time)이 경과되면 다중채널 
운용상태(Multi-Channel Operation State)(430)로 진입한다.

다중채널 운영상태(430)의 이동 단말기는 다중채널을 통해 기지국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기지국으로
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때는 할당된 다수의 채널로부터 1개의 채널로(기지국:이동 단말기 = n:1) 데이터를 
병렬 수신하며,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1개의 채널로부터 다수의 채널로(이동 단말기:기지국 = 
1:n) 데이터를 직렬 송신한다.

다중채널 운영상태(430)의 이동 단말기는, 기 설정된 채널의 유지시간(Duration)이 만기되거나,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되거나, 채널의 해제가 요구되면, 정규서비스상태(410)로 복귀한다.

또한 정규서비스상태(410)의 이동 단말기가 단말기로부터 다중채널의 운영을 요구받게 되면, 즉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많아서 다중채널을 사용해야 하면, 이동 단말기는 기지국으로 부가코드채널 할당요구 메시
지(Supplemental Channel Request Message)를 보내고 다중채널 할당 대기상태(440)로 진입한다. 기지국으
로부터 부가코드채널 할당 메시지가 수신되면, 다중채널 할당 대기상태(440)의 이동 단말기는 다중채널 
동작 대기상태(420)로 진입하여 다중채널의 운영을 준비한다.

본 발명에 의한 부가코드채널의 운용방법에는, 이동 단말기가 발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부가코드채널을 
요구하는 제 1 실시예와, 이미 호가 설정된 이후 기지국 제어기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는 제 2 실시예, 
부가코드채널이 이미 할당된 이후 핸드오프로 인하여 새로운 기지국이 애드되는 제 3 실시예 및 부가코드
채널없이 핸드오프가 수행되는 상태에서 기지국 또는 이동 단말기로부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이 요구되는 
제 4 실시예가 있다.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이 패킷 형태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한 상태로 데이터의 전
송량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유지하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은 유지
시간(Duration)을 사용하여 부가코드채널의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즉, 부가코드채널이 할당된 이후, 기지국 제어기에 의하여 결정된 유지시간이 만기되면,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는 부가코드채널의 사용을 종결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모든 부가코드채널을 해제한다. 이것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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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로의 채널해제 뿐만 아니라,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할당되어 있는 부가코드채널을 물리
적으로 해제함을 뜻한다.

부가코드채널의 할당과 해제는 후입선출(Last In First Out: LIFO)의 원칙을 따른다. 즉,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는, 가장 작은 인덱스를 가지는 부가코드채널부터 할당하며, 일부 부가코드채널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큰 인덱스를 가지는 부가코드채널부터 해제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는, 이동 단말기가 발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부가코드채널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도  8  은  본  발명에 의한 부가코드채널의 운용방법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는 단계(s110)와; 이동 단말기가 기지국을 통해 기지국 제어
기에게 부가코드채널(SCC)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s120); 기지국 제어기가 기지국의 부가코드채널 할당
프로세서(SCAP)에게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s130); SCAP가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를 기
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140);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를 사용하여, 할
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와 해당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Duration)(DUR)을 결정하는 단계
(s150,s152,s154);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기지국과 이동 단말
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160); 및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여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s17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의 작용 및 효과에 대하여 
도 9 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s110)에서,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은 호 설정(Call Setup)과 서비스 협상(Service Negotiation) 절차
를 통해, 통신을 연결한다.

즉, 도 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자가 단말기(110)를 통해 이동 단말기(120)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요
구하면, 이동 단말기(120)는 기지국(130)에게 발신을 요구하여 호를 설정(Call Setup)(S10)한다.

이동 단말기가, 서비스 옵션 N 또는 다중화 옵션 M을 설정하기 위해 서비스 요구 메시지(Service Request 
Message)(S20)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면, 기지국은 서비스 옵션 N을 위한 채널자원을 배치하고,(10) 이동 
단말기에게 서비스 접속 메시지(Service Connect Message)(S30)를 전송한다.

이동 단말기는 서비스 옵션 N에 따라 1차 트래픽(primary traffic)의 처리를 시작하며,(20) 기지국으로 
서비스  접속완료  메시지(Service  Connect  Completion  Message)(S40)를  전송하여  서비스  협상(Service 
Negotiation) 절차를 완료한다.

서비스 협상 절차가 완료되면 무선링크 프로토콜(RLP) 계층이 활성화되어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
가 되는데, 호 설정과 서비스 협상을 위해 사용되는 트래픽 채널은 순방향 및 역방향 기본코드채널(FCC)
이다.

이동 단말기는 기지국으로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기본코드채널만으로 전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단
계(s120)에서 기지국에게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한다.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는 기지국으로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M

S )와  해당  부가코드채널의  유지시간(REV_DUR)을  포함하는  부가채널  요구  메시지(Supplemental  Channel 

Request Message)(S50)를, 기본코드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이동 단말기는 전송할 데이터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MS )와 유지시간(REV_DU

R)을 결정하는데, 이때 전송할 데이터의 양 외에도, TIA/EIA/IS-95B에 정의된 무선 인터페이스 상의 프레
임 에러율(Frame  Error  Rate)이나  무선링크 프로토콜 상의 재전송율,  점대점 프로토콜(Point-to-Point 
Protocol: PPP) 및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상의 에러율을 근거로 하
여 유지시간을 결정한다.

단계(s130)에서, 기지국을 통해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받은 기지국 제어기는, 기지국을 통해 전송받
은 부가채널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NUM_SUPMS와 REV_DUR를 해당 기지국의 SCAP에게 알림으로써, 부가코드

채널의 할당을 요구한다.

단계(s140)에서 SCAP는, NUM_SUPMS와 REV_DUR과 기지국 채널자원의 가용상태 등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부

가코드채널을 상기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할당하고, 할당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ASS_SUP)를 기지
국 제어기에게 통보한다.

단계(s150) 내지 단계(s154)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이동 단말기가 요구한 NUM_SUPMS와 REV_DUR 및 SCAP가 

통보한 ASS_SUP를 기초로 하여, 실제 사용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와 그 유지시간(DUR)을 결정한
다.

단계(s150)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MS를 ASS_SUP와 비교한다. 

SCAP는 이동 단말기가 요구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MS)를 참조하여, NUM_SUPMS가 ASS_SUP보다 작아

지지 않도록 ASS_SUP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NUM_SUPMS가 ASS_SUP보다 크지 않다면, 두 값은 같은 것이다.

만일 NUM_SUPMS가 ASS_SUP보다 크지 않으면, 단계(s152)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는 이동 단말기가 요

구한 NUM_SUPMS와 같도록 설정하고, DUR는 이동 단말기와 요구한 REV_DUR과 같도록 설정한다.

만일 NUM_SUPMS가 ASS_SUP보다 크면, 단계(s154)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는 ASS_SUP와 같도록 설정하

고, DUR은 수학식 1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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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동 단말기가 요구한 개수(NUM_SUPMS) 만큼의 부가코드채널을 SCAP가 할당할 수 없을 경우, 기지국 

제어기는 모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에 충분할 만큼 부가코드채널의 유지시간(DUR)을 더 길게 설정한
다.

기지국 제어기는 상기 단계(s150) 내지 단계(s154)를 통해 다중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코드채
널의 개수(NUM_SUP)와 유지시간(DUR)을 결정한 다음,(도 9 의 30) 단계(s160)에서, 상기 결정된 NUM_SUP
와 DUR을 포함하는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Supplemental Channel Assignment Message)(S60)를 이동 단말기
로 전송한다.

단계(s170)에서,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은 결정된 개수(NUM_SUP) 만큼의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한다. 즉, 이동 단말기는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S60)를 수신하면 다중채널 동작 대기
상태(420)를 통해 다중채널 운용상태(430)로 진입하여, 다수의 부가코드채널을 통해 기지국과 데이터를 
송수신한다.(40)

기지국은 채널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지국은 다중채널의 운용을 중지하기 위한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S70)를 이동 단
말기로 전송하며, 이동 단말기는 다중채널의 운용을 중지한다.(50) 채널이 복구되면, 기지국은 다중채널
의 운용을 재개하기 위한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S80)를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며, 이동 단말기는 다중채널
의 운용을 재개한다.(60)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위해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간에 송수신되는 부가채널 요구 메시지 및 부가채널 할
당 메시지는 기본코드채널(FCC)을 통하여 전송된다.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이 패킷 형태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부가코드채널을 계속해서 할당하여 놓으면 
자원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은 같은 값을 가지는 유지시간(DUR)을 사용하여 부가
코드채널의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부가코드채널이 할당된 이후 기지국 제어기에 의하여 결정된 유지시간(DUR)이 만기되면,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는 부가코드채널의 사용을 종결하고,(70) 할당되어 있던 모든 부가코드채널을 해제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는, 호가 설정된 이후 기지국 제어기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도 10 은 본 발명에 의한 부가코드채널의 운용방법의 제 2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로서, 도시한 바와 같
이,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는 단계(s210)와; 기지국 제어기가 기지국의 부가코드채널 할
당프로세서(SCAP)에게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s220); SCAP가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를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230);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를 사용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와  해당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DUR)을  결정하는 단계

(s240,s242,s244);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기지국과 이동 단말
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250); 및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여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s26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의 작용 및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s210)에서,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은 호 설정(Call Setup)과 서비스 협상(Service Negotiation) 절차
를 통해, 통신을 연결한다. 기지국 제어기는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로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기본코드채
널만으로 전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단계(s220)에서 기지국에게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한다.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기 위해, 기지국 제어기는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BS )와 해당 

부가코드채널의 유지시간(FOR_DUR)을 SCAP로 전달한다.

이때 기지국 제어기는, 전송할 데이터의 양과, TIA/EIA/IS-95B에 정의된 무선 인터페이스 상의 프레임 에
러율이나 무선링크 프로토콜 상의 재전송율, 점대점 프로토콜 및 TCP/IP 상의 에러율을 근거로 하여, 부
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BS)와 유지시간(FOR_DUR)을 결정한다.

단계(s230)에서 SCAP는, 전달받은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BS)와 유지시간(FOR_DUR)과 기지국 채널자

원의 가용상태 등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부가코드채널을 상기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할당하고, 
할당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ASS_SUP)를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한다.

단계(s240) 내지 단계(s244)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BS와 FOR_DUR 및 SCAP가 통보한 ASS_SUP를 기초

로 하여, 실제 사용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와 그 유지시간(DUR)을 결정한다.

단계(s240)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BS를 ASS_SUP와 비교한다. 

만일 NUM_SUPBS가 ASS_SUP보다 크지 않으면, 즉 NUM_SUPMS가 ASS_SUP과 같으면, 단계(s242)에서 기지국 제

어기는 NUM_SUP는 NUM_SUPBS와 같도록 설정하고, DUR는 FOR_DUR과 같도록 설정한다.

만일 NUM_SUPBS가 ASS_SUP보다 크면, 단계(s244)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는 ASS_SUP와 같도록 설정하

고, DUR은 수학식 2와 같이 설정한다.

기지국 제어기는 상기 단계(s240) 내지 단계(s244)를 통해 다중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코드채
널의 개수(NUM_SUP)와 유지시간(DUR)을 결정한 다음, 단계(s250)에서 상기 결정된 NUM_SUP와 DRU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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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에게 통보한다.

단계(s260)에서,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은 결정된 개수(NUM_SUP) 만큼의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할당된 
부가코드채널들을 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이후 기지국 제어기에 의하여 결정된 유지시간(DUR)이 
만기되면,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는 부가코드채널의 사용을 종결하고, 할당되어 있던 모든 부가코드채널을 
해제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는, 부가코드채널이 이미 할당된 이후 핸드오프로 인하여 새로운 기지국이 애드되
는 경우이다.

도 11 은 본 발명에 의한 부가코드채널의 운용방법의 제 3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로서, 도시한 바와 같
이, 이동 단말기와 제 1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고 다중채널을 운용하는 단계(s310)와; 제 2 의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와 핸드오프 애드되는 단계(s320); 기지국 제어기가 제 2 기지국의 부가코드채널 할당프
로세서(SCAP2)에게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s330); SCAP2가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를 기

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340);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를 사용하여, 할
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와 해당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DUR)을 결정하는 단계
(s350,s352,s354);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제 1 및 제 2 기지국
과 이동 단말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360); 및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
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여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s37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의 작용 및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제 1 실시예 또는 제 2 실시예에 의하여, 이동 단말기와 제 1 기지국 사이에 NUM_SUP1개의 부가코드

채널들이 할당되어 있고 이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이 DUR1이라고 할 때, 이동 단말기가 제 1 기지국과 

제 2 기지국의 경계지역으로 진입하거나, 전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동 단말기가 제 1 기지국과 제 2 
기지국의 신호를 모두 수신하게 된 경우, 이동 단말기는 핸드오프를 통하여 제 2 기지국과 채널을 연결한
다.

특히 소프트 핸드오프가 발생되어, 이동 단말기가 제 1 기지국 및 제 2 기지국과 모두 채널을 연결하게 
되는 경우, 기지국 제어기는 별도의 조정을 통해 이동 단말기가 제 1 기지국 및 제 2 기지국과, 다수개의 
부가코드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s310)에서, 이동 단말기와 제 1 기지국이 다수개의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한다. 즉, 이동 단말기와 제 
1 기지국 사이에는 NUM_SUP1개의 부가코드채널들이 할당되어 있고 이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은 DUR1로 

설정되어 있다.

단계(s320)에서 핸드오프가 발생되어 제 2 기지국이 애드되면, 단계(s330)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제 2 기
지국의 SCAP2에게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한다.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기 위해, 기지국 제어기

는 기 사용되고 있던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1)와 해당 부가코드채널의 유지시간(DUR1)을 SCAP2로 전

달한다.

단계(s340)에서 SCAP2는, 전달받은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1)와 유지시간(DUR1)과 기지국 채널자원의 

가용상태 등을 기초로 하여, ASS_SUP 개의 부가코드채널을 상기 이동 단말기와 제 2 기지국 사이에 할당
하고, 할당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ASS_SUP)를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한다.

단계(s350) 내지 단계(s354)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1과 DUR1 및 SCAP2가 통보한 ASS_SUP를 기초로 

하여, 실제 사용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와 그 유지시간(DUR)을 결정한다.

이때, 결정될 유지시간은, 상기 단계(s320)에서 핸드오프가 발생되어 그에 따라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계산하는 데 걸린 시간, 즉 핸드오프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지시
간 DUR은 DUR1에 핸드오프 처리시간을 더한 값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단계(s350)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1를 ASS_SUP와 비교한다. 

만일 NUM_SUP1이 ASS_SUP보다 크지 않으면, 즉 NUM_SUP1이 ASS_SUP과 같으면, 단계(s352)에서 기지국 제어

기는 NUM_SUP는 NUM_SUP1과 같도록 설정하고, DUR는 'DUR1 + 핸드오프처리시간'과 같도록 설정한다.

만일 NUM_SUP1이 ASS_SUP보다 크면, 단계(s354)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는 ASS_SUP와 같도록 설정하

고, DUR은 수학식 3과 같이 설정한다.

기지국 제어기는 상기 단계(s350) 내지 단계(s354)를 통해 다중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코드채
널의 개수(NUM_SUP)와 유지시간(DUR)을 결정한 다음, 단계(s360)에서,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
기에게 상기 결정된 NUM_SUP와 DRU를 통보한다.

그러면 단계(s260)에서, 이동 단말기와 제 1 및 제 2 기지국은 결정된 개수(NUM_SUP) 만큼의 부가코드채
널을 할당하고, 할당된 부가코드채널들을 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이후 기지국 제어기에 의하여 
결정된 유지시간(DUR)이 만기되면,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는 부가코드채널의 사용을 종결하
고, 할당되어 있던 모든 부가코드채널을 해제한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는, 부가코드채널없이 핸드오프가 수행되는 상태에서 기지국 또는 이동 단말기로부
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도 12 는 본 발명에 의한 부가코드채널의 운용방법의 제 4 실시예를 나타낸 흐름도로서, 도시한 바와 같

26-8

1019990008441



이, 이동 단말기와 제 1 및 제 2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고 있는 단계(s410)와; 이동 단말기 또는 기지국 
제어기가 부가코드채널(SCC)의 할당을 필요로 하는 단계(s420); 기지국 제어기가 제 1 및 제 2 기지국의 
부가코드채널 할당프로세서(SCAP1, SCAP2)에게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s430); SCAP1, SCAP2

가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를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440);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
채널의 할당 결과를 사용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해당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을 결정하
는 단계(s450,s452,s454,s460,s462,s464);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
을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에게 통보하는 단계(s470); 및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
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여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s480)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의 작용 및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 단말기가 하나의 기지국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는 제 1 기지국과 제 2 기지국의 신호를 모두 수신할 
수 있는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이동 단말기는 소프트 핸드오프를 통하여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동시에 
채널을 연결하고, 두 기지국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동 단말기가 두 기지국으로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거나, 또는 기지국 제어기가 두 기지국을 통
해 이동 단말기로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아지면, 단계(s420)에서 이동 단말기 또는 기지국 제어기
는  다중채널의  운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동  단말기  또는  기지국  제어기는  전송할  데이터의  양과 
TIA/EIA/IS-95B에 정의된 무선 인터페이스 상의 프레임 에러율이나 무선링크 프로토콜 상의 재전송율, 점
대점 프로토콜 및 TCP/IP 상의 에러율을 근거로 하여,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0)와 유지시간(DUR0)을 

결정한다.

단계(s430)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제 1 기지국의 제 1 SCAP(SCAP1)과 제 2 기지국의 제 2 SCAP(SCAP2)에게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한다.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 또는 기지국 제어
기는 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0)와 유지시간(DUR0)을 제 1 및 제 2 SCAP로 전달한다.

단계(s440)에서 제 1 및 제 2 SCAP는, 전달받은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0)와 유지시간(DUR0)과 기지

국 채널자원의 가용상태 등을 기초로 하여, 각각 ASS_SUP1개와 ASS_SUP2개의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할

당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ASS_SUP1, ASS_SUP2)를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한다.

단계(s450)  내지  단계(s454)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0 와 DUR 0  및  SCAP들이  통보한 ASS_SUP1 , 

ASS_SUP2를 기초로 하여, 실제 사용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와 그 유지시간(DUR)을 결정한다.

단계(s450)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ASS_SUP1과 ASS_SUP2가 같은지를 확인한다. 

만일 ASS_SUP1과 ASS_SUP2가 같지 않으면, 단계(s452)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ASS_SUP1과 ASS_SUP2의 차이만

큼의 부가코드채널을 해제하도록, 더 큰 ASS_SUP를 통보한 SCAP에게 요구한다.

예를 들어 제 2 SCAP가 제 1 SCAP의 것보다 더 큰 ASS_SUP를 통보하였다면, 기지국 제어기는 'ASS_SUP2-

ASS_SUP1 '만큼의  부가코드채널을  해제할  것을  제  2  SCAP에게  요구한다.  제  2  SCAP가 'ASS_SUP2-

ASS_SUP1'만큼의 부가코드채널을 해제하고 나면, 제 1 SCAP와 제 2 SCAP가 할당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는 

같아지게 될 것이다.

제 1 SCAP와 제 2 SCAP가 할당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를 일치시키고 나면, 단계(s454)에서 기지국 제어기
는 두 개의 ASS_SUP 중 작은 값을 ASS_SUP로 설정한다.

그리고 나면 단계(s460)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0와 ASS_SUP를 비교한다.

만일 NUM_SUP0가 ASS_SUP보다 크지 않으면, 즉 NUM_SUP0가 ASS_SUP과 같으면, 단계(s462)에서 기지국 제어

기는 NUM_SUP는 NUM_SUP0와 같도록 설정하고, DUR는 DUR0와 같도록 설정한다.

만일 NUM_SUP0가 ASS_SUP보다 크면, 단계(s464)에서 기지국 제어기는 NUM_SUP는 ASS_SUP와 같도록 설정하

고, DUR은 수학식 4와 같이 설정한다.

기지국 제어기는 상기 단계(s450) 내지 단계(s464)를 통해 다중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코드채
널의 개수(NUM_SUP)와 유지시간(DUR)을 결정한 다음, 단계(s470)에서,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
기에게 상기 결정된 NUM_SUP와 DUR을 통보한다.

그러면 단계(s480)에서, 이동 단말기와 제 1 및 제 2 기지국은 결정된 개수(NUM_SUP) 만큼의 부가코드채
널을 할당하고, 할당된 부가코드채널들을 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이후 기지국 제어기에 의하여 
결정된 유지시간(DUR)이 만기되면,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는 부가코드채널의 사용을 종결하
고, 할당되어 있던 모든 부가코드채널을 해제한다.

본 발명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상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그
에 따른 특별한 실시예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상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된 
특별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오히려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과 균등물 및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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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간의 무선링크에 다수의 코드채널을 할당하며, 해당 코드채널을 다중으
로 할당하고 해제하며 제어함으로써, 이동 단말기에게 고용량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을 통해 기지국 제어기에게 부가코드채널(Supplemental  Code  Channel: 
SCC)의 개수(NUM_SUPMS)와 그 유지시간(REV_DUR)을 전송하여,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

상기  요구를  받은  기지국  제어기가  기지국의  부가코드채널  할당프로세서(SCC  Assignment  Processor: 
SCAP)에게 NUM_SUPMS를 전송하여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

상기 요구에 의하여 상기 SCAP가 상기 이동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그 할당 결
과(ASS_SUP)를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ASS_SUP)를  사용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
(NUM_SUP)와 해당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DUR)을 결정하는 단계;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에게 통보하는 단
계; 및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여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는 단계는,

이동 단말기가 기본코드채널을 통해 기지국에게 발신을 요구하여 호를 설정하는 단계와;

이동 단말기가 기본코드채널을 통해 기지국과 서비스 협상 절차를 수행하여 부가채널의 사용을 협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가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는,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기본코드채널만으로 전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상기 기지국을 통해 상기 기지국 제어기에게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무선통신 시스템
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MS)와 해당 부가코드채널의 유지시간(REV_DUR)는,

상기 이동 단말기가 전송할 데이터의 양과, TIA/EIA/IS-95B에 정의된 무선 인터페이스 상의 프레임 에러
율(Frame  Error  Rate:  FER),  무선링크  프로토콜  상의  재전송율,  점대점  프로토콜(Point-to-Point 
Protocol) 및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상의 에러율을 근거로 하여 결
정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SCAP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NUM_SUPMS와 REV_DUR 및 기지국 채널자원의 가용상태 등을 기초로 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

(ASS_SUP)를 결정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SCAP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NUM_SUPMS를 참조하여, NUM_SUPMS가 ASS_SUP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ASS_SUP를 결정하는, 무선통신 시스

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7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와 해당 부가코드채
널들의 유지시간(DUR)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NUM_SUPMS와 상기 ASS_SUP를 비교하는 단계와;

26-10

1019990008441



상기 NUM_SUPMS가 상기 ASS_SUP보다 크지 않으면, NUM_SUP는 이동 단말기가 요구한 NUM_SUPMS와 같도록 설

정하고, DUR는 이동 단말기와 요구한 REV_DUR과 같도록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NUM_SUPMS 가  상기  ASS_SUP보다  크면,  NUM_SUP는  ASS_SUP와  같도록  설정하고,  DUR은 (REV_DUR×

NUM_SUPMS) / ASS_SUP 과 같도록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는,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 단말기가 NUM_SUP개 만큼의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할당된 부가코드채널 및 
기본코드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한 이후 DUR 만큼의 시간이 경과되면,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상기 할당된 부
가코드채널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는,

기지국이 이동 단말기에게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단계와;

부가코드채널의 운용 중지를 명령받은 이동 단말기가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는,

기지국이 이동 단말기에게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단계와;

부가코드채널의 운용 중지를 명령받은 이동 단말기가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단계;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중지하고 있는 기지국이 이동 단말기에게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재개할 것을 명
령하는 단계; 및

부가코드채널의 운용 재개를 명령받은 이동 단말기가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재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
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11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는 단계와;

상기 기지국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기지국의 부가코드채널 할당프로세서(SCAP)에게 부가코드
채널(SCC)의 개수(NUM_SUPBS)와 그 유지시간(FOR_DUR)을 전송하여,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

상기 요구에 의하여 상기 SCAP가 상기 이동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그 할당 
결과(ASS_SUP)를 상기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ASS_SUP)를 사용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
(NUM_SUP)와 해당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DUR)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 단말기에
게 통보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여 부가코드채
널을  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BS)와 그 유지시간(FOR_DUR)은,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전송할 데이터의 양과, TIA/EIA/IS-95B에 정의된 무선 인터페이스 상의 프레임 에
러율이나 무선링크 프로토콜 상의 재전송율, 점대점 프로토콜 및 TCP/IP 상의 에러율을 근거로 하여 결정
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SCAP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NUM_SUPMS와 상기 FOR_DUR 및 기지국 채널자원의 가용상태 등을 기초로 하여, 상기 할당할 부가코드

채널의 개수(ASS_SUP)를 결정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
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SCAP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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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UM_SUPMS를 참조하여, 상기 NUM_SUPMS가 ASS_SUP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ASS_SUP를 결정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 또는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와 그 유지시간
(DUR)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NUM_SUPBS와 상기 ASS_SUP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NUM_SUPBS가 상기 ASS_SUP보다 크지 않으면, NUM_SUP는 NUM_SUPBS와 같도록 설정하고, DUR는 FOR_DUR

과 같도록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NUM_SUPBS가 ASS_SUP보다 크면, NUM_SUP는 ASS_SUP와 같도록 설정하고, DUR은 (FOR_DUR×NUM_SUPBS) / 

ASS_SUP 와 같도록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
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는,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 단말기가 NUM_SUP 개 만큼의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할당된 부가코드채널 및 
기본코드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한 이후 DUR 만큼의 시간이 경과되면,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상기 할당된 부
가코드채널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는,

기지국이 이동 단말기에게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단계와;

부가코드채널의 운용 중지를 명령받은 이동 단말기가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단계;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중지하고 있는 기지국이 이동 단말기에게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재개할 것을 명
령하는 단계; 및

부가코드채널의 운용 재개를 명령받은 이동 단말기가 부가코드채널의 운용을 재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
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18 

이동 단말기와 제 1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고 다수의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와;

제 2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와 제 1 기지국 사이의 무선링크에 핸드오프 애드되는 단계;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제 2 기지국의 부가코드채널 할당프로세서
(SCAP2)에게, 상기 이동 단말기와 제 1 기지국 사이에 운용되고 있는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1)와 그 

유지시간(DUR1)을 전송하여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

상기 SCAP2가 상기 이동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그 할당 결과(ASS_SUP)를 상기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ASS_SUP)를 사용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의 개수
(NUM_SUP)와 그 유지시간(DUR)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상기 
이동 단말기에게 통보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
여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
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SCAP2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NUM_SUP1과 상기 DUR1 및 제 2 기지국 채널자원의 가용상태 등을 기초로 하여, 할당할 부가코드채널

의 개수(ASS_SUP)를 결정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SCAP2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NUM_SUP1을 참조하여, 상기 NUM_SUP1이 상기 ASS_SUP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ASS_SUP를 결정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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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19 항 또는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와 그 유지시간
(DUR)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NUM_SUP1과 상기 ASS_SUP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핸드오프 애드가 발생한 이후 핸드오프의 처리와 핸드오프에 따라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는데 소비
된 시간을 핸드오프처리시간이라고 할 때,

상기 NUM_SUP1이 상기 ASS_SUP보다 크지 않으면, NUM_SUP는 NUM_SUP1과 같도록 설정하고, DUR는 'DUR1 + 핸

드오프처리시간'과 같도록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NUM_SUP1이 상기 ASS_SUP보다 크면, NUM_SUP는 ASS_SUP와 같도록 설정하고, DUR은 (DUR1+핸드오프처

리시간)×NUM_SUP1 / ASS_SUP 과 같도록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

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NUM_SUP개 만큼의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할당된 부가코드
채널 및 기본코드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한 이후 DUR 만큼의 시간이 경과되면,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이동 단말기가 상기 할
당된 부가코드채널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
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23 

이동 단말기와 제 1 및 제 2 기지국이 통신을 연결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단말기 또는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에서 부가코드채널(SCC)을 할
당할 필요성이 발생되는 단계;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 각각의 부가코드채널 할당프로세서(SCAP1, SCAP2)에게 부

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0)와 그 유지시간(DUR0)을 전송하여 부가코드채널의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

상기 SCAP1 , SCAP2가 상기 이동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부가코드채널을 각각 할당하고, 그 할당 결과

(ASS_SUP1, ASS_SUP2)를 상기 기지국 제어기에게 통보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부가코드채널의 할당 결과(ASS_SUP1, ASS_SUP2)를 사용하여, 할당할 부가코드

채널의 개수와 해당 부가코드채널들의 유지시간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상기 
이동 단말기에게 통보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통보된 부가코드채널의 개수와 유지시간을 사용하
여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
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SCAP1과 SCAP2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NUM_SUP0과 상기 DUR0 및 제 1 및 2 기지국 채널자원의 가용상태 등을 기초로 하여, 할당할 부가코드

채널의 개수(ASS_SUP1, ASS_SUP2)를 결정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

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SCAP1과 SCAP2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NUM_SUP0을 참조하여, 상기 NUM_SUP0이 ASS_SUP 1  또는 ASS_SUP 2  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ASS_SUP 1  및 

ASS_SUP2를 결정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 또는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부가코드채널의 개수(NUM_SUP)와 그 유지시간
(DUR)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SCAP2가 통보한 ASS_SUP2이 상기 SCAP1이 통보한 ASS_SUP1보다 크면, ASS_SUP2-ASS_SUP1 만큼의 부가

코드채널을 해제하도록, 상기 SCAP2에게 요구하는 단계와;

상기 ASS_SUP1을 ASS_SUP로 설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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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UM_SUP0와 상기 ASS_SUP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NUM_SUP0가 상기 ASS_SUP보다 크지 않으면, NUM_SUP는 NUM_SUP0와 같도록 설정하고, DUR는 DUR0와 같

도록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NUM_SUP0가 상기 ASS_SUP보다 크면, NUM_SUP는 ASS_SUP와 같도록 설정하고, DUR은 (DUR0×NUM_SUP0) 

/ ASS_SUP 와 같도록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
드채널 운용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코드채널을 운용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상기 이동 단말기가 NUM_SUP개 만큼의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하고 할당된 부가
코드채널 및 기본코드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와;

부가코드채널을 할당한 이후 DUR 만큼의 시간이 경과되면, 상기 제 1 및 제 2 기지국과 상기 이동 단말기
가 상기 할당된 부가코드채널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부가코드채널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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