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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있음

(54)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100)에서 패킷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콘텐츠를 갖는 
제1 경로 패킷을 제1 노드(114, 116, 118)에서 수신하는 단계, 상기 콘텐츠를 갖는 2개의 패킷들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2개의 패킷들을 서로 다른 경로들을 통해 제2 노드(108, 110, 112)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노드(108, 1
10, 112)에서 수신된 2개의 패킷들에 응답하여 상기 콘텐츠의 추정을 포함하는 추정된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통신 시스템, 패킷 데이터, 라우팅, 콘텐츠, 추정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된 출원들

    
다음 출원들은 본 출원과 관련되며 본 출원과 여기에 첨부한 날에 출원되었다. 이들 관련된 출원들 각각의 개시는 참조
로 포함된다: 그 명칭이 "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을 변화시키는 방법, 및 그를 위한 통신 시스템" 인 S/N (사건 번호 C
E08072R); 그 명칭이 " 패킷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확립하는 방법" 인 S/N (사건 번호 CE08136R); 그 명칭이 " 패킷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패킷을 재전송하는 방법" 인 S/N (사건 번호 CE08135R); 그 명칭이 " 통신 네트워크 방법 및 장
치" 인 S/N (사건 번호 CE08170R); 그 명칭이 " 통신 네트워크에서 지능 네트워크 명령들을 처리하는 방법 및 시스템" 
인 S/N (사건 번호 CE08169R); 그 명칭이 "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협상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 인 S/N 
(사건 번호 CE08182R); 그 명칭이 " 통신 시스템에서 세션 기반 빌링(billing)" 인 S/N (사건 번호 CE08193R); 그 
명칭이 " 네트워크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법 및 시스템" 인 S/N (사건 번호 CE08190R).
    

    배경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통신 시스템내에서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 자세하게, 본 발명은 제1 노드와 제2 노드간의 네트워크 전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및 장
치와,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소프트 핸드오프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종래의 통신 스위칭 네트워크에 있어서, 확립된 경로를 따라 팩시밀리, 전자우편, 또는 음성 등의 데이터가 분산될 수 
있기 전에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에서 통신 경로가 확립되어야 한다. 전파 지연은 통신 경로를 설정 및 해제할 때, 네
트워크를 가로질러 발생하게 된다. 종래의 통신 스위칭 시스템은 전화 호출의 목적지를 유도할 때, 특정 호출에 대한 라
우팅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원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메시지를 전송해야 한다. 원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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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메뉴를 제공하고, 라우팅 정보는 통신 스위칭 시스템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부터 선택
된다.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시스템은 패킷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 인코딩된 정보의 전송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C
DMA 시스템은 소프트 핸드오프로 알려진 상기 정보의 다수의 복제된 스트림들을 지원해야 하며, 그 시스템내의 전송 
링크 상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기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대형 CDMA 시스템은 서로 다른 네트워킹 기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네트워크의 구현은 물리 및 전송 네트워크 계층위에 내부(inter) 네트워킹 기
능을 제공함으로써, 그 네트워크가 갖는 투명성(transparency)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CDMA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장치의 비용은 소프트 핸드오프의 이용으로 인해 요구되는 다수의 네트워크 경로들로 인해 문제점으로 된다. CDMA 시
스템에서 다수의 네트워크 경로들이 갖는 다른 문제점은 접속 지향 구현에서 상기 경로들의 관리 및 조작의 복잡성이다. 
IP는 네트워크 구현을 상당히 간단화하는 비접속형(connectionless) 또는 라우팅된 아키텍쳐를 허용한다. 비동기 전
송 방식(ATM)등의 다른 기술들과 달리, 서비스 품질(QoS)을 할당 및/또는 제어하기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이용
함으로써, 일반적인 대역폭의 코어 네트워크에서 비접속형 방법으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라우팅된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계층 네트워크보다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네트워크 소자 관계를 가
능하게 한다.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는 스케일성(scalability) 및 네트워크 견고성에 대해 개선되고 유연한 가능성들
을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등의 엔티티(entity) 관계들을 고려한다.

따라서, 제1 노드와 제2 노드간의 네트워크 전송 품질이 향상되도록,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개선
된 방법 및 장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특징들은 첨부된 청구항들에서 개시된다. 그러나, 본 발명 자체뿐만 아니라, 이용
의 바람직한 모드,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 및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함께 예시적인 실시예를 설명하는 다음의 상
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되는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통신 시스템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용되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구조들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블록도.

도 5는 CDMA 시스템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더 상세한 블록도.

    실시예

    
이하, 도면들을 참조하여, 더욱 자세하게는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구현되는 통신 시스템(100)을 설명한다. 통신 
시스템(100)은 상호 접속 네트워크(interconnect network)를 포함하고, 이는 패킷 시스템일 수 있지만,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는 음성, 데이터, 화상, 및 영상 등의 여러 소스들로부터의 데이터 스트림들을 처리하는 IP 네트워크이다. IP 
네트워크(102)는 셀룰러 영역들(104 및 106)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셀룰러 영역들(104 및 106)로부터 데이터를 수
신한다. 셀룰러 영역(104)은 베이스 말단 사이트들(BTSs)(108 내지 112)을 포함하고, 이는 이동 전화에 무선 신호
를 전송하고 이동 전화로부터 무선 신호를 수신하며, 무선 신호의 통신 콘텐츠를 데이터 패킷 유닛내에서 전송되는 전
자 데이터로 패킷화한다. 이 패킷들은 BTSs(108 내지 112)를 연결하는 스팬 라인(span line)들 상에서 IP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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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로 전송된다. 이들 스팬 라인들은 BTS를 IP 네트워크(102)에 연결하는 T1 또는 E1 라인들일 수 있다. 이와 유
사하게, 셀룰러 영역(106)은 BTSs(114 내지 118)를 포함하고, 또한, 무선 신호들을 수신하며, 이들 신호들을 데이터 
패킷 유닛들로 패킷화하고, BTSs(114 내지 118)를 IP 네트워크(102)에 연결하는 스팬 라인들 상에서 데이터 패킷 
유닛들을 IP 네트워크(102)에 전송한다.
    

    
데이터는 각 셀룰러 영역에 위치한 BTSs로부터의 전송을 통해 IP 네트워크(102)로부터, 이동 유닛(120) 등의 이동 
전화 유닛에 전송될 수 있다. 셀룰러 영역(106)내에서 이동하는 이동 유닛(120)은 BTSs(116 및 118) 등의 하나 이
상의 BTS에 의해 수신되는 호출에 대한 무선 신호를 전송한다. 이동 유닛(120)으로부터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각 BT
S는 스팬 라인들을 통해 데이터를 IP 네트워크(102)에 전송하게 된다. 소정의 포인트에서 2개의 BTSs중 하나의 BT
S만이 이동 유닛(120)으로부터 무선 신호를 수신하게 되는데, 이는 이동 유닛(120)이 그 BTS의 범위 밖으로 이동하
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이동 유닛은 이동 유닛(120)의 위치에 따라 하나 이상의 BTS로부터 무선 신호를 수신할 
수도 있다. 신호 호출에 대해 다수의 BTSs에서의 무선 신호의 이러한 수신은 소프트 핸드오프(SHO)와 관련된다.
    

    
이하,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도 1의 통신 시스템(100)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용되는 데이터 구조들의 
블록도가 도시된다. 패킷(200)은 BTS(118) 등의 도 1에 도시된 BTSs중 하나의 BTS내에서 수신된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패킷 형태인 전자 데이터 패킷이다. 패킷(200)은 CDMA와 관련된 데이터 스트림들을 포함한다. BTS(
118)에서 수신될 때, 패킷(200)은 패킷 데이터 유닛(PDU)(202)으로 변환된다. PDU(202)는 IP 네트워크(102)에 
전송된다. PDU(202)는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IP 네트워크(102)내에서 이용되는 
데이터 구조의 일 예이다. PDU(202)는 헤더부(204) 및 페이로드부(206)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포함한다. 헤더부(2
04)는 다른 오버헤드 정보와 함께 PDU(202)를 라우팅하는데 이용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데이터는 페이로드부(206)
내에 위치한다.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구현되는 통신 시스템(300)을 설명한다. 통신 시스템(300)은 음성, 데이터, 화상, 
및 영상 등의 여러 소스들로부터의 데이터 스트림들을 처리하는 IP 네트워크(302)를 포함한다. IP 네트워크(302)는 
셀룰러 영역들(304 및 306)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셀룰러 영역들(304 및 306)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 IP 네트워크
(302)는 액세스 노드/라우터(303)를 포함하고, 이는 베이스 말단 사이트들(308 및 318)에 데이터 스트림들을 전송하
고 베이스 말단 사이트들(308 및 318)로부터 데이터 스트림들을 수신한다. 셀룰러 영역(304)은 베이스 말단 사이트
(BTS)(308)를 포함하고, 이는 이동 전화에 무선 신호를 전송하고 이동 전화로부터 무선 신호를 수신하며, 무선 신호
의 통신 콘텐츠를 데이터 패킷 유닛내에서 전송되는 전자 데이터로 패킷화한다. 이 패킷들은 BTSs(308 및 318)를 연
결하는 스팬 라인들 상에서 IP 네트워크(302)로 전송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기 패킷들은 광섬유, 극초단파 상에서 
전송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셀룰러 영역(306)은 BTS(318)를 포함하고, 또한 무선 신호들을 수신하며, 신호들
을 데이터 패킷 유닛들로 패킷화하고, BTS(318)를 IP 네트워크(302)에 연결하는 스팬 라인들 상에서 데이터 패킷 유
닛들을 IP 네트워크(302)에 전송한다. 다운링크 트래픽에 관하여, 액세스 노드/라우터(303)는 IP 네트워크(302)내의 
노드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고, 이 데이터 스트림은 헤더부 및 페이로드부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갖는다. 
노드(303)내에서 콘텐츠를 갖는 2개의 패킷들이 생성되고, 이 패킷들 중 하나의 패킷은 BTS(308)에 전송되며, 이 패
킷들 중 다른 하나의 패킷은 BTS(318)에 전송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2개의 패킷들은 공유된 광대역 스펙트
럼 상에서 2개의 서로 다른 논리 채널들을 통해 제2 노드에 전송되고, 이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유닛(320)
이다. 이동 유닛(320)에서, 추정된(estimated) 패킷은 BTS(308) 및 BTS(318)로부터 수신된 2개의 패킷들에 응답
하여 콘텐츠의 추정을 갖도록 생성된다. CDMA 시스템에서, 추정된 패킷의 생성은 BTS(308) 및 BTS(318)로부터 수
신된 패킷들을 정렬하는 단계와 BTS(308) 및 BTS(318)로부터 수신된 패킷들을 합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실
시예에서는 서비스 품질(QoS)기능이 더해질 수도 있고, 이 QoS기능은 아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 4 -



공개특허 특2001-0113967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블록도가 " 400" 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액세스 노드/라우터(404)는 선택
/분산 노드(402)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고, 데이터 스트림은 콘텐츠를 갖는다. 노드(404)내에서 데이
터 패킷은 복제되므로, 상기 콘텐츠를 갖는 갖는 2개의 패킷들이 생성되고, 이 패킷들 중 하나의 패킷은 송신기(406)
에 전송되며, 이 패킷들 중 다른 하나의 패킷은 송신기(408)에 전송된다. 그 후, 복제된 패킷은 노드(410)에 전달되거
나 전송된다. 노드(410)에서 추정된 패킷은, 송신기들(406, 408)로부터 수신된 2개의 패킷들에 응답하여 상기 콘텐
츠의 추정을 갖도록 생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서비스 품질 기능(412)이 더해질 수도 있고, 이 서비스 품질 기능(
412)은 리소스들의 비용 및 리소스들의 시스템 가용도를 가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는 노드들(404, 410)
간의 네트워크 접속에서 이용되고 있는 다수의 경로들 중 하나 이상의 경로들을 유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결정을 용이
하게 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경로들 각각의 품질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기 경로들 중 하나의 경로가 
상기 경로들 중 다른 하나의 경로에 대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거나, 나아가 상기 경로들 중 하나의 경로를 손상시킬 수
도 있다.
    

    
이하, 도 5를 참조하면, CDMA 시스템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가 도시되며, BTS-A 및 BTS-B를 
포함한 경로들을 갖는 소프트 핸드오프가 도시된다. 도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물리
적 베어러 종점(physical bearer end point)은 개별적으로 IP 어드레서블(adressable)하게 된다. 예를 들어, BTS-
A(504)에서 채널(1)은 IP 어드레스(IP:A1)를 갖고, 채널(2)은 IP 어드레스(IP:A2)를 갖는다. BTS-B(506)에서 
채널(1)은 IP 어드레스(IP:B1)를 갖고, 채널(2)은 IP 어드레스(IP:B2)를 갖는다. 선택기(508)를 참조하면 채널(N)
에 대한 어드레스는 IP:S(N)이다. 보코더(510)를 참조하면 보코더(N)의 IP 어드레스는 IP:V(N)이다. 트래픽은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베어러 트래픽의 전송을 위한 UDP 등의 비접속형 IP 프로토콜에 의해, 표준 IP 라우팅을 통해 물리 
소자들 중에서 라우팅된다. 예를 들어, 업링크 트래픽(예를 들어, BTS 내지 보코더)은 다음과 같이 라우팅된다:
    

채널 소자(BTS-A-1) 내지 선택기 채널(1)(소스 IP 어드레스(IP:A1), 목적지 IP 어드레스(IP:S1))

채널 소자(BTS-B-1) 내지 선택기 채널(1)(소스 IP 어드레스(IP:B1), 목적지 IP 어드레스(IP:S1))

선택기 채널(1) 내지 보코더(1)(소스 IP 어드레스(IP:S1), 목적지 IP 어드레스(IP:V1))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터넷 그룹 관리 프로토콜(IGMP) 등의 IP 멀티캐스트(multicast)가 소프트 핸드오프에 관련
된 다수의 BTSs 각각에 입력되는 샘플 스트림의 카피(copy)를 제공하는 분산 기능을 허용하는데 이용되는 점을 제외
하고는, 다운링크에 대해 그 역도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이와 같은 경우, 채널 소자(BTS-A-1(IP:A1)) 및 채널 소자
(BTS-B-1(IP:B1))는 분산 기능(선택기 채널(1))이 전달하는 공통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다. 호출 배치(call con
figuration)가 변함에 따라, 소프트 핸드오프 레그들이 더해지고 드롭되며, BTS 채널 소자들은 멀티캐스트 그룹에 각
각 입력되고 떠난다.
    

    
다시 도 5를 참조하면, 다음의 설명은 다운링크를 위한 시스템(500)을 통해 음성 경로를 추적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음성은 PSTN(도시안함)으로부터 보코더(510)로 흐르게 된다. 다른 흐름으로는 인터넷 또는 다른 멀티미디어 장치로
부터 유닛(518)을 통해 선택/분산 유닛(508)으로 흐를 수도 있다. 또한, 음성은 상기 경로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예
를 들어, IP 상에서의 음성). 그 후, 음성 스트림은 선택/분산 유닛(508)에 피드 오버(feed over)된다. 더욱 자세하게
는, 음성 스트림은 보코더(510)와 IP 라우팅/스위칭 유닛(514)을 연결하는 IP 경로 밖으로 흐른 후, 선택 분산 유닛(
508)에 라우팅된다. 즉, 음성 스트림은 상기 특정 호출을 취급하고 있는 특정 선택/분산 유닛에 라우팅된 IP 데이터그
램이다. 그 후, 데이터 패킷은 액세스 노드/라우터들(512, 516) 또는 IP 라우팅/스위칭 유닛(514) 중 하나에서 IGM
P를 통해 복제된다.
    

 - 5 -



공개특허 특2001-0113967

 
본래, IP 라우팅/스위칭 유닛(514) 및 액세스 노드들(512, 516)은 미디어 적응 및 IP 데이터그램 라우팅을 제공한다. 
본래, IP 라우팅/스위칭 유닛(514)은 IP 데이터그램을 수용하고 그 IP 데이터그램을 라우팅한다. 통상적으로, 액세스 
노드 또는 라우터들(512, 516)은 T1 등의 상당히 저속인 복수의 링크들을 도입하며, 그 포인트에서 그들을 멀티플렉
스한다.

    
그 후, 복제된 패킷은 서로 다른 경로들을 통해 BTS-A(504) 및 BTS-B(506)에 전달된다. 그 후, BTSs(504 및 50
6) 각각은 패킷에서 페이로드를 취하고, 이 페이로드를 무선 전송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한 후, 상기 패킷을 동기화된 
방법 또는 시간 정렬된 방법으로 이동 가입자 유닛(502)에 전송한다. 음성 경로에 대해 상술한 바와 동일한 흐름은, 다
른 데이터 경로 유닛(518)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또는 인터넷의 데이터 오프(data off) 등의 데이
터에 대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 가입자(502)자체는 IP 케이퍼블 종점(capable end point)인 것으로 고려된다. 상기와 같은 경우, 이동 가입자(
502)는 멀티캐스트 그룹이고, BTSs(504, 506)는 IP 네트워크의 멤버들과 같이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록시들로서 행
동한다. 이동유닛이 한 BTS로부터 다른 BTS로 이동(핸드 오프)할 때, 멀티캐스트 라우팅 트리(routing tree)는 다른 
BTSs가 호출을 떠나거나 및/또는 관련될 때 갱신된다.

    
또한, 인터넷 그룹 관리 프로토콜(IGMP) 등의 프로토콜을 통한 IP 멀티캐스트는, 제어기(520) 등의 중앙 제어 기능으
로부터 BTSs(504, 506)로 이동 페이징 요청 등의 제어 메시지를 분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페이징 영
역은 고유한 멀티캐스트 그룹에 대응할 수도 있다. 소정의 페이징 영역에 속하는 BTSs는 그 영역과 관련된 멀티캐스트 
그룹을 결합하게 된다. 각 BTS는 다수의 페이징 영역들 중 한 멤버이므로 다수의 멀티캐스트 그룹들에 속하게 된다. 
페이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어기(520)는 페이지될 페이징 영역과 관련된 멀티캐스트 그룹에 페이지 제어 메시지를 전
달하게 된다. 가입자를 실제로 페이지할 필요가 있는 BTSs만이 페이지 제어 메시지(page control message)를 수신
하게 된다. 또한, 간단한 방송은 상기 기능에 대해 또는 페이지가 실질적인 " 페이지 올(page all)" 요구일 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내용은 단문 서비스(SMS;short message service) 등의 다른 특징들을 실현하기 위해 적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술한 설명은 예시 및 설명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본 발명을 개시된 바로 그 형태에 한
정하거나 총망라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명백한 변형들 또는 변이들도 상기 교시들을 고려하여 가능하다. 상기 실시예는 
본 발명의 원리들 및 그 실제적인 응용의 가장 바람직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또한, 고려된 특정 응용에 적합한 여러 
변형들과 함께 여러 실시예들에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당업자가 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되고 설명되었
다. 모든 상기와 같은 변형들 및 변이들은 올바르게, 법적으로, 및 정당하게 자격이 있는 범위에 따라 해석될 때, 첨부된 
청구항들에 의해 결정되는 본 발명의 범위내에 존재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노드와 제2 노드 - 상기 제1 노드와 제2 노드들은 2개의 경로들을 통해 연결됨 - 간의 네트워크 전송 품질을 향
상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노드에서 콘텐츠를 갖는 제1 경로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콘텐츠를 갖는 2개의 패킷들을 생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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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개의 패킷들을 서로 다른 경로들을 통해 상기 제2 노드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노드에서 수신된 상기 2개의 패킷들에 응답하여 상기 콘텐츠의 추정(estimate)을 포함하는 추정된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패킷은 IP 멀티캐스트 패킷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노드는 무선 CDMA 유닛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2개의 패킷들을 정렬하는 단계; 및

상기 2개의 패킷들을 합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유닛은 IP 케이퍼블 종점(capable endpoint)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패킷들 중 하나의 패킷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패킷은 상기 패킷들의 상대 품질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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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들은 무선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제1 미디어 내지 제2 미디어 및 제1 미디엄(medium) 내지 제2 미디엄 중의 하나로부터 상기 2개의 패킷들 중 하나의 
패킷을 번역(translate)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2개의 패킷의 각각을 중간 노드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노드는 송신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멀티캐스트 그룹을 페이징 영역과 관련시키는 단계; 및

페이지(page)될 상기 페이징 영역과 관련된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페이지 제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소프트 핸드오프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콘텐츠를 갖는 제1 경로 패킷을 제1 노드에서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노드내에서 상기 콘텐츠를 갖는 2개의 패킷들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2개의 패킷들을 송신기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2개의 패킷들을 2개의 서로 다른 무선 채널들을 통해 제2 노드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노드에서 수신된 2개의 패킷들에 응답하여 상기 콘텐츠의 추정을 포함하는 추정된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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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패킷은 IP 멀티캐스트 패킷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노드는 무선 CDMA 유닛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2개의 패킷들을 정렬하는 단계; 및

상기 2개의 패킷들을 합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유닛은 IP 케이퍼블 종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패킷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패킷들 중 하나의 패킷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된 패킷은 상기 패킷들의 상대 품질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들은 무선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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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제1 미디어 내지 제2 미디어 및 제1 미디엄 내지 제2 미디엄 중 하나로부터 상기 2개의 패킷들 중 하나의 패킷을 번역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2개의 패킷의 각각을 중간 노드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노드는 송신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3항에 있어서,

멀티캐스트 그룹을 페이징 영역과 관련시키는 단계; 및

페이지될 상기 페이징 영역과 관련된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에 페이지 제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공유된 광대역 스펙트럼 상에서 2개의 서로 다른 논리 채널들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1 노드와 제2 노드간 - 상기 제1 노드와 제2 노드들은 2개의 경로들을 통해 연결됨 - 의 네트워크 전송 품질을 향
상시키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노드에서 콘텐츠를 갖는 제1 경로 패킷을 수신하는 수단;

상기 콘텐츠를 갖는 2개의 패킷들을 생성하는 수단;

상기 2개의 패킷들을 서로 다른 경로들을 통해 상기 제2 노드에 전송하는 수단; 및

상기 제2 노드에서 수신된 2개의 패킷들에 응답하여 상기 콘텐츠의 추정을 포함하는 추정된 패킷을 생성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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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소프트 핸드오프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콘텐츠를 갖는 제1 경로 패킷을 제1 노드에서 수신하는 수단;

상기 제1 노드내에서, 상기 콘텐츠를 갖는 2개의 패킷들을 생성하는 수단;

상기 2개의 패킷들을 송신기에 전송하는 수단;

상기 2개의 패킷들을 2개의 서로 다른 무선 채널들을 통해 제2 노드에 전송하는 수단; 및

상기 제2 노드에서 수신된 2개의 패킷들에 응답하여 상기 콘텐츠의 추정을 포함하는 추정된 패킷을 생성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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