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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율 전송을 위한 방법 및 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적어도 2개의 모뎀들에 의해 처리된 정보 신호를 집합하는 고속 데이터율 전송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변조된 정보 신호는 2개의 캐리어 주파수들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이러한 방법은 단일 전
송 무선-인터페이스 표준과 일치하는 광대역폭에 걸쳐 동시에 다중 데이터 전송들을 제공한다. 장치인 이동 유
니트는 인터넷과 같은 통상적인 데이터-기반 시스템과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모뎀들로부터의 정보 신호를 포인트투-포인트 프로토콜(PPP) 포맷으로 집합하는 멀티-링크(ML) 프로토콜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ML 프로세서는 추가
적으로 집합 번들을 수신하여 이러한 번들을 모뎀들에 의해 변조하기 위해 자신의 구성 부분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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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장치로서,
제 1 정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제 1 캐리어 주파수를 가지는 제 1 신호를 복조하도록 동작하는 제 1 모뎀;
제 2 정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제 1 캐리어 주파수와는 다른 제 2 캐리어 주파수를 가지는 제 2 신호를
복조하도록 동작하는 제 2 모뎀;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정보 신호들을 집합하도록(aggregate) 동작하는 멀티-링크(multi-link) 인터넷 프로토콜 프
로세서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정보 신호들의 집합은 포인트-투-포인트 프로토콜(PPP) 포맷인,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링크 인터넷 프로토콜 프로세서에 연결되며, 제 3 정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제 1 및 제 2 캐
리어 주파수들과는 다른 제 3 캐리어 주파수를 가지는 제 3 신호를 복조하도록 동작하는 제 3 모뎀을 더 포함하
는 ,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캐리어 주파수들은 미리 결정된(predetermined) 대역폭 내에 있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모뎀들에 연결되며, 상기 제 1 캐리어 주파수에서는 상기 제 1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 2
캐리어 주파수에서는 상기 제 2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하는 아날로그 유니트를 더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유니트는 상기 제 1 및 제 2 캐리어 주파수들에서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신호들 각각을 상기
제 1 및 제 2 모뎀들 중 해당하는 모뎀으로 제공하도록 동작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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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모뎀은 상기 제 1 캐리어 주파수에서 정보 신호들을 변조하도록 동작하며, 상기 제 2 모뎀은 상기 제
2 캐리어 주파수에서 정보 신호들을 변조하도록 동작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링크 인터넷 프로토콜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및 제 2 모뎀들의 로드 밸런싱(balancing)을 수행하기
위해 상기 제 1 및 제 2 정보 신호들을 스케줄링하도록 동작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링크 인터넷 프로토콜 프로세서는 상기 장치 내에 저장된 다수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명령들에 따라
동작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링크 인터넷 프로토콜 프로세서는 상기 제 2 정보 신호의 프래그먼트(fragment)들보다 더 많은 상기
제 1 정보 신호의 프래그먼트들을 포함하는 집합 번들을 생성하도록 동작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방법으로서,
이동 유니트에 의해 신호들 각각이 고유한(unique) 캐리어 주파수를 가지는 다수의 신호들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이동 유니트에 의해 상기 다수의 신호들 각각을 다수의 정보 신호들로 복조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유니트에 의해 상기 다수의 정보 신호들을 집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집합시키는 단계 이후,
상기 이동 유니트에 의해 다수의 정보 신호들을 포함하는 집합된 번들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이동 유니트에 의해 상기 집합된 번들을 분리하는 단계;
상기 이동 유니트에 의해 상기 다수의 정보 신호들 각각을 각각 고유한 캐리어 주파수를 가지는 다수의 변조된
신호들로 변조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유니트에 의해 상기 다수의 변조된 신호들 각각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변조된 신호들은 단일-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에 부합하는 무선(radio) 네트워크 무선-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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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air-interface)에 따라 전송되는,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집합시키는 단계는,
상기 이동 유니트에 의해 상기 다수의 정보 신호들 각각을 위한 다수의 데이터율들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유니트에 의해 상기 다수의 데이터율들에 따라 상기 다수의 정보 신호들을 스케줄링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시스템인,
방법.
청구항 16
무선 통신 장치로서,
다수의 정보 신호들이 하나의 번들로 집합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현하도록 동작하는 컴퓨터 판독 가
능 명령들의 제 1 세트; 및
무선 네트워크를 구현하도록 동작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들의 제 2 세트를 저장하는 메모리 저장 디
바이스;
상기 다수의 정보 신호들을 번들로 집합시키기 위해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들의 제 1 세트에 응답하여 동작
하는 멀티-링크 인터넷 프로토콜 프로세서; 및
상기 멀티-링크 인터넷 프로토콜 프로세서에 연결되며, 상기 다수의 정보 신호들을 형성하기 위해 각각 상이한
캐리어 주파수를 가지는 다수의 신호들을 복조하도록 동작하는 다수의 변조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네트워크는 무선-인터페이스 단일 사용자 전송에 부합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네트워크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무선-인터페이스 단일 사용자 전송에 부합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링크 인터넷 프로토콜 프로세서는 집합된 번들을 수신하여 상기 번들을 구성 정보 신호들로 분리하도
록 동작하며, 상기 다수의 변조 디바이스들은 상이한 캐리어 주파수들에서 상기 구성 정보 신호들을 변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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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변조 장치들 각각에 연결되며 변조된 신호들을 전송하도록 동작하는 송수신기를 더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기는 단일-사용자 디바이스에 부합하는 무선-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변조된 신호들을 전송하도록 동
작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음성 통신들을 수신하기 위한 모뎀; 및
음성 통신들을 처리하기 위해 상기 모뎀에 연결된 보코더를 더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23
무선 통신 장치로서,
제 1 캐리어 주파수와 관련된 제 1 모뎀;
상기 1 캐리어 주파수와는 다른 제 2 캐리어 주파수와 관련된 제 2 모뎀; 및
상기 제 1 및 제 2 모뎀들에 연결되며 상기 제 1 및 제 2 모뎀들을 통해 데이터 스트림들을 스케줄링하도록 동
작하는 라우터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모뎀과 상기 라우터 사이에 연결된 제 1 포인트-투-포인트 프로토콜 프로세서; 및
상기 제 2 모뎀과 상기 라우터 사이에 연결된 제 2 포인트-투-포인트 프로토콜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들을 수신하도록 동작하며, 또한 상기 라우터는 상기 제 1 및 제 2 모뎀들
을 통해 데이터 스트림들을 스케줄링하도록 동작하는,
무선 통신 장치.

명 세 서
기 술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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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통신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율(HDR) 전송

을 위한 새롭고 개선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무선 데이터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손쉽게 액세스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무선 통신 장비는 현재 전세계적인 음성 통신에 대한 모바일 사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코드분할 다중 접속(CDMA), 이동 통신용 글로벌 시스템(GSM), 제안된 고속 데이터율(HDR) 시스템 및
여러 제안된 3세대 CDMA 시스템을 포함하고, 각각은 정보를 전송하고 처리하기 위한 미리 정의된(predefined)
프로토콜을 가진다.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요구조건 및 응용 사이의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성

통신 및 저데이터율 전송을 위해 설계된 많은 기존의 무선 시스템은 고속 데이터율 전송에 쉽게 확장될 수
없다.
<3>

기존의 시스템 및 기술과 호환가능한 고속 데이터율 전송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더욱이, 전송을 위한 새롭

고 및/또는 변형된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이터 전송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개시된 실시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율 전송을 위한 새롭고 개선된 방법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

에서,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은 광대역폭 전송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집합(aggregate)하기 위해 멀티
-링크 포인트-투-포인트 프로토콜(ML-PPP)을 실행한다.
이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가능하다.
개별 데이터 스트림으로 분리된다.
트된다.

집합된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과의 인터페이스와 같

이동 유니트로부터의 전송을 위해, 데이터는 ML-PPP 포맷으로 수신되어

각각의 데이터 스트림은 상이한 캐리어 상에서 변조되어 동시에 브로드캐스

ML-PPP의 응용은 새로운 및/또는 수정된 무선 인터페이스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필요로 하지 않고

CDMA 시스템에서의 고속 데이터율 전송을 가능케 하고 단일 캐리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높은 데이
터율을 제공한다.
<5>

개시된 방법 및 장치의 특징, 목적 및 장점은 유사 참조 부호가 전체적으로 대응적으로 식별된 도면과 관련하여
취해지는 경우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실 시 예
<12>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은 HDR 무선-인터페이스 방법을 사용하여 광대역폭 전송
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들을 집합하기 위한 ML-PPP형 프로토콜을 수행한다.

다른 실시예들이 여러 사용

자별 접속 방법들 중 임의의 방법을 실행할 수 있지만, 특히 HDR은 데이터 전송에 매우 효율적이다.
<13>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계층형 아키텍처(10)를 도시한다.

물리적 층(12)은 순방향 및 역방향 링

크를 위한 채널 구조, 주파수, 전력 출력, 변조 형태 및 인코딩 규격들을 나타낸다.

매체 액세스 제어(MAC)층

(14)은 물리적 계층(12)을 통한 수신 및 전송에 사용된 과정을 결정한다.

HDR 시스템을 위해, MAC층(14)은 사

용자들 또는 접속들의 밸런싱(balance)을 스케줄링하는 성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밸런싱은 전형적으로 열악한

(poor) 커버리지를 가진 채널을 대해 낮은 처리량을 스케줄링하고, 이에 따라 양호한(good) 접속을 가지는 채널
에 대해 높은 처리량을 가능케 하는 자원들을 사용가능하게 한다.
무선 링크에 대한 액세스 과정을 제공한다.

터 스트림을 위한 재전송 및 중복(duplicate) 검출을 제공한다.
투-포인트 프로토콜(PPP) 패킷을 지지한다.
한 링크층이다.

다음 계층인 링크 액세스 제어(LAC)층(16)은

무선 링크 프로토콜(RLP)층(18)은 옥텟-정렬(octet-aligned) 데이
패킷 서비스의 관점에서, LAC층(16)은 포인트-

고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HDLC)층(20)은 PPP 및 ML-PPP 통신을 위

제어 정보는 에러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데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특정 패턴으로 위치한다.

HDLC층(20)은 PPP 처리 이전에 데이터의 프레이밍(framing)을 수행한다.
다중-프로토콜 지원을 제공한다.

PPP층(22)은 압축, 인증, 암호화 및

인터넷 프로토콜(IP)층(24)은 상이한 노드들에 대한 네트워크간 어드레싱을

계속 추적하고, 출력 메시지들을 라우팅하며, 입력 메시지들을 인식한다.
<14>

IP층(24)과 같은 PPP의 톱(top)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토콜은 사용자 트래픽을 전송한다.
하나 이상의 프로토콜들을 포함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각각의 이들 계층은

프로토콜들은 무선-인터페이스의 다른 측상에 피어 엔티

티(peer entity)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그널링 메시지들 및/또는 헤더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고속 데

이터율(HDR) 시스템에서, 프로토콜은 디폴트 시그널링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15>

아키텍처(10)는 인터넷과 같은 IP 네트워크와 무선 이동 유니트들을 포함하는 액세스 터미널들 사이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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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AN)에 적용가능하다.
을 제공한다.

액세스 터미널(AT)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접속성

AT는 랩톱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컴퓨팅 디바이스에 접속될 수 있거나 또는 개인용 휴대 정보 단

말기(PDA)와 같은 독립형(self-contained) 데이터 장치일 수 있다.

종종 IP 어플라이언스 또는 웹 어플라이언

스로 지칭되는 점점 더 증가하는 개수의 디바이스들 및 다양한 무선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

와 같이, RLP층(18)의 상위 층들은 서비스 네트워크 층이고 HDLC층(20)의 하위 층들은 무선 네트워크 층이다.
다시 말해, 무선 네트워크 층이 무선-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영향을 준다.

예시적인 실시예의 무선 네트워크

층은 "HAI 규격"으로 지칭되는 "TL80-54421-1 GDR 무선 인터페이스 규격"을 실행한다.
1xEVDO로 지칭된다.

HAI 규격은 종종

HDR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 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선택적인 실시예는 "cdma2000 표준"으로 지칭되는 "cdma2000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용 TLA/EIA/IS-2000 표준",
이후 "IS-95 표준"으로 지칭되는 "이중모드 광대역 확산 스펙트럼 셀룰러 시스템용 TIA/EIA/IS-95 이동국-기지
국 호환성 표준"

또는 "W-CDMA(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접속)"로 지칭되는 "1.85 내지 1.99GHz PCS 애플리케이션

을 위한 W-CDMA 무선 인터페이스 호환을 위한 ANSI J-STD-01 표준안"과 같은 다른 사용자별 접속 시스템을 실행
할 수 있다.
<16>

음성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다중 접속 액세스의 사용이 이하의 미국특허들에 개시되어 있다:

<17>

미국특허 제4,901,307호, "SPREAD SPECTRUM MULTIPLE ACCESS COMMUNICATION SYSTEM USING SATELLITE OR
TERRESTRIAL REPEATERS,"

<18>

미국특허 제5,103,459호, "SYSTEM AND METHOD FOR GENERATING WAVEFORMS IN A CDMA CELLULAR TELEPHONE
SYSTEM"

<19>

미국특허 제5,504,773호, "METHOD AND APPARATUS FOR FORMATTING OF DATA FOR TRANSMISSION",

<20>

이들 각각은 본 출원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여기서는 참조를 위해 인용된다.

주파수 스펙트럼이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들 시스템은 최소 간섭을 가지고 다수의 사용자들을 지원하면서 스펙트럼을 공유하여 이러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프트웨어의 재사용을 가능케 한다.

이들 방법을 고속 데이터 전송으로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하드웨어 및 소
이러한 표준과 방법에 친숙한 설계자들은 이들 시스템을 고속 데이터 전송

으로 확장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 및 경험을 사용한다.
<21>

일 실시예에서, 도 3과 도 4에 도시된 무선 시스템 내 아키텍처(10)의 실행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다중 캐
리어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다중 캐리어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포함된다.

대역폭 B는 수평 주파수 축을 따라 표시된다.

일 실시예에서, B는 대략 5MHz이다.

같은 광대역 송수신기 채널은 전체 대역폭 B을 사용한다.

주어진

도시된 바와 같이, WCDMA와

광대역 프로토콜이 음성 통신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

문에, 이들은 데이터 통신에 쉽게 확장될 수 없고 음성 및 데이터를 혼합하는데 비효율적이다.
1.25MHz(1xMC)와 같은 세 개(3)의 단일 CDMA 캐리어들에 대해 충분하다는 것을 주목한다.

대역폭 B는

이러한 개념은 무선

네트워크 무선-인터페이스 프로토콜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리고 개별적인 캐리어 상에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함
으로써 3xMC에서 사용된다.
<22>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ML-PPP은 새로운 무선-인터페이스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 무선-인
터페이스를 변경하지 않고, 즉, 도 1의 아키텍처(10)의 기존의 계층들(12, 14, 16, 18)을 사용하여 PPP 처리 및
IP 라우팅을 위해 포맷되는 프래그먼트(fragment)들로 세 개(3)의 캐리어들(26, 28, 30)을 집합하는데
사용된다.

<23>

일 실시예에 따라, 도 3은 무선-인터페이스(62)를 통해 기지국(46)에 결합되는 이동 유니트(34)를 가진 무선 시
스템(32)을 도시한다.

시스템(32)은 무선 네트워크 부분들과 서비스 네트워크 부분들을 포함하고, 이들 각각은

도 1에 도시된 아키텍처 층들에 따라 한정된다.
로 결합된 ML-PPP 프로세서(36)를 포함한다.

이동 유니트(34)는 세 개(3)의 모뎀들(38, 40, 42)에 양방향으
무선 링크 프로토콜은 이러한 접속들을 통해 실행된다.

지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네트워크 층들은 ML-PPP 프로세서(36) 측 상에 무선 네트워크 층들은 모뎀 측 상에
구현된다.

모뎀(38, 40, 42) 추가로 아날로그 송수신기 유니트(44)에 양방향으로 결합된다.

무선-인터페이스

전송은 IS-95, W-CDMA 및 HDR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은 CDMA 표준들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예시적

인 실시예에 대해, HAI는 역방향 패널 인코딩과 반복, 인터리빙, 코드 발생 및 규격에 부합하는 에러 수정 단계
를 규정한다.

유사하게, 물리층(12)은 순방향 채널 파일럿, 싱크 및 페이징 발생 및 무선-인터페이스를 통한

확산 스펙트럼 전송에 영향을 주는 변조, 복조 및 코딩을 규정한다.
<24>

ML-PPP 프로세서(36)는 다중 독립 링크들을 조정하기 위해 멀티-링크 동작들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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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보다 큰 대역폭을 가진 가상 링크를 제공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개별 링크는 각각의 모뎀(38, 40, 42)

을 통해 처리되고, 집합된 데이터는 컨덕터들(64)을 통해 번들로서 전송된다.
은 단일 데이터 스트림이 다중 스트림들로 나누어질 때 형성된다.

ML-PPP에 따라서, "프래그먼트"

전형적으로, 각각의 프래그먼트는 패킷의 시

작 또는 종단을 나타내는 시퀀스 수 및 필드들을 포함하는 헤더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각각의 ML-

PPP 프래그먼트는 IP 패킷이고 이에 따라 시작 및 종단 패킷이다.
<25>

모뎀들(38, 40, 42)에 의해 변조 또는 복조된 각각의 신호는 안테나(45)에 연결된 아날로그 송수신기(44)를 통
해 이동 유니트(34)에서 수신되거나 이동 유니트로부터 전송된다.

각각의 모뎀은 특정 캐리어와 관련되고 이동

유니트(34)는 안테나(45)를 통해 각각의 캐리어의 신호를 전송 및 수신한다.
<26>

ML-PPP 또는 유사 멀티-링크 형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는 분할 및 재조합되고, 지연을 감소시키며 처리
량을 개선한다.

프래그먼트의 구성은 로딩을 개선하도록 설계되고 스케줄링되며, 이에 따라 대역폭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케 한다.

도 3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이동 유니트(34)로부터의 전송을 위한 데이터 패킷은 컨덕

터들(64)을 통해 프래그먼트들로서 ML-PPP 프로세서(36)에 의해 수신된다.
네트워크로부터 전송된 IP 패킷들로서 수신된다.
한다.

데이터는 IP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수신된 데이터 패킷들은 3개의 독립 데이터 스트림들을 포함

데이터 스트림은 통신 파이프라인으로서 간주된다.

독립 데이터 스트림은 IP 패킷으로 분할된다.

예시

적인 실시예에서, 각각의 IP 패킷은 ML-PPP 프래그먼트가고, 이에 따라 IP 패킷은 ML-PPP 번들로 집합된다.

IP

패킷은 소스 및 목적지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의 일부들이지만 반드시 인접 패킷과 상관될 필요는 없다.
<27>

ML-PPP 프로세서(36)는 프래그먼트들을 분리하고 3개의 원래 데이터 스트림들을 재구성한다.

3개의 데이터 스

트림중 하나는 모뎀(38)으로 공급되고, 다른 하나는 모뎀(40)으로 공급되며, 나머지 하나는 모뎀(42)으로 공급
된다.

각각의 모뎀(38, 40, 42)은 고유한 캐리어 상에서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변조시키는데, 즉, 3개의 상

이한 주파수들이 사용된다.
4)에 제공된다.

모뎀들(38, 40, 42)로부터, 데이터 스트림들은 전송을 위해 아날로그 송수신기(4

각각의 독립 데이터 스트림들은 미리 결정된 대역폭 내에서 다른 주파수로 전송된다.

으로, 각각의 데이터 스트림은 해당 대역폭을 가지며 이상적으로 3개의 대역폭이 중첩되지 않는다.

효과적
선택적인

실시예는 임의의 개수의 개별 대역폭을 반영하기 위해 임의의 개수의 모뎀들을 사용할 수 있다.
<28>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시스템에 대한 모뎀 캐리어와 대역폭 사이의 연결관계를 도시한다.

이동 유

니트(34)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에 대해, 신호들은 캐리어 주파수에 의해 분리되며 처리를 위해 자신들의 적정
모뎀으로 분류된다.

모뎀(38, 40, 42)으로부터 기저대역 신호가 컨덕터(들)(64)를 통한 번들로서의 집합과 전

송을 위해 ML-PPP 프로세서(36)에 제공된다.

ML-PPP 프로세서(36)는 이동 유니트(34)와 무선-인터페이스(62)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동작한다.

데이터는 원하는 설계에 따라 프래그먼트화되고 조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ML-PPP 프로세서(36)는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면 모뎀(42)이 모뎀(38)보다 높은
처리량을 가진다.

이 경우, ML-PPP 프로세서(36)에 의해 발생된 집합된 번들은 모뎀(38)에 대한 것보다 모뎀

(42)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의 프래그먼트를 포함할 것이다.

처리는 동적이고 로드가 이동 유니트(34)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변화하기 때문에 ML-PPP 프로세서(36)는 상응하게 번들을 조정할 것이다.
<29>

HDR 통신 시스템에 대해, MAC 층은 전형적으로 서비스 품질에 따라 사용자를 스케줄링함으로써 로드 번들을 처
리하도록 설계된다.

서비스의 등급은 사용자의 커버리지 또는 이 경우 캐리어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더 양호한

커버리지를 가진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처리량 할당을 가져온다.
환경, 고속 페이딩 정도, 다중경로 등에 영향을 받는다.

커버리지는 시스템 내 사용자의 수, 물리적

시스템(32)은 각각의 3개의 통신의 서비스 등급에 따

라 3개의 모뎀(38, 40, 42)을 스케줄링하기 위해 MAC 층의 빌트-인 로드 밸런싱 능력을 사용한다.

주어진 캐리

어의 전송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적 제약들 등에 의해 저하될 때, 상기 캐리어는 낮은 처리량을 위해 스케
줄링될 것이고, 이는 높은 서비스 등급을 가진 다른 캐리어에 대해 증가된 처리량을 야기한다.
<30>

추가적으로, 로드 밸런싱은 IP 층(24) 내에 실행되고, 이때 처리량은 타겟 IP 어드레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

한 레벨에서, 모든 IP 패킷의 소스와 목적지는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모뎀(38, 40, 42)의 임의 조합이 실행
될 수 있다.

IP 층에서의 스케줄링은 스케줄링 결정들로부터 ML-PPP을 제거한다.

중 경로들 상에서 처리되고, 각각의 경로는 PPP 프로세서를 가진다.

일 실시예에서, 데이터는 다

각각의 경로는 라우터를 제공한다.

라우

터는 가능한 경로들 사이에서 선택함으로써 IP 스케줄링을 가능케 한다.
<31>

ML-PPP 프로세서(36)는 멀티-링크 집합 및 분리를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명령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가진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한다.
를 증가시키기 위해 구비된다.

더욱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은 효율성을 위해 그리고 속도

ML-PPP의 특정 동작은 시스템(32)에 대해 고유하도록(unique) 설계될 수 있다.

ML-PPP 프로세서(36)는 전형적인 PPP 트랜잭션과 무선 라디오 네트워크 전송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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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인터페이스를 통한 멀티-링크 능력의 중첩은 광대역폭을 전체 사용하면서 전송들의 높은 품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32>

도 3을 계속 참조하면, 이동 유니트(34)는 무선-인터페이스(62)를 통해 기지국(46)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지
국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
통한 무선 링크 전송을 한정한다.
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층(18) 하부의 프로토콜은 무선-인터페이스(62)를
해당 기지국(46)은 3개의 안테나(66, 68, 70)에서 다중-캐리어 전송을 수신

각각의 데이터 스트림은 기지국(46)내 해당 경로를 가지고, 각각의 경로는 캐리어 주파수 대역에 해당한

다(도 4 참조).

각각의 경로는 순방향 CDMA 채널을 발생시키고 이동 전송들을 복조시키는 기지국 송수신기 서

브시스템(BTS)을 포함한다.

음성 전송을 위해, BTS는 보코딩된 프레임을 생성한다.

70)는 각각 BTS(48, 50, 52)에 연결된다.
56, 58)에 연결된다.
환한다.

각각의 안테나(66, 68,

다음으로, 각각의 BTS(48, 50, 52)는 각각 기지국 제어기(BSC)(54,

음성 전송을 위해, BSC는 BTS로부터 보코딩된 프레임들을 수신하여 이들을 PCM 신호로 변

선택적인 실시예는 다중 경로들을 다루기 위해 통합된 BTS를 제공한다.

기지국(46)으로부터의 음성

전송들을 위해, BSC는 지상통신선 음성 신호들을 보코딩된 프레임으로 변환하여 이들을 적정 BTS로 전송한다.
선택적인 실시예는 다중 BTS 또는 통합된 BTS와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통합된 BSC를 제공한다.
된 캐리어 주파수 대역폭을 가진 해당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정보를 전송한다.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60)에 연결된다.
을 처리할 수 있다.
<33>

BTS는 사전설정

각각의 BSC(54, 56, 58)는 패킷

이러한 방식으로, 기지국(46)은 이동 유니트와의 다중-캐리어 전송

PDSN(60)은 IP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위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ML-PPP를 사용한다.

이동 유니트(34)로부터 전송된 신호들은 무선-인터페이스(62)를 통해 송신되고 단일-사용자 신호로서 기지국에
서 수신된다.

다시 말해, 모뎀(38)에 의해 변조된 신호는 안테나(66)에 의해 수신되어 BTS(48)에서 복조되며,

모뎀(40)에 의해 변조된 신호는 안테나(68)에 의해 수신되어

BTS(50)에서 복조된다.

이러한 개별 쌍들 각각은

예컨대 IS-95 표준에 따른 CDMA 시스템과 같은 무선 시스템 내 단일-사용자 채널로서 동작한다.

기지국(46)의

각각의 경로에 대해, 전송은 전형적인 단일-사용자 전송이고 이동 유니트(34)에 의해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지국(46)은 이동 유니트(34)의 각각의 모뎀을 수용하는 다수의 경로를 포함한다.

기

일 실시예에서, 이동 유니트

(34)는 기지국(46)에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캐리어 주파수들을 변조시키는 능력을 가진다.
우, 이동 유니트(34)는 기지국(46)에서 처리하기에 사용가능한 경로들만을 사용한다.

이 경

이 경우, 이동 유니트

(34)는 기지국(46)의 성능과 용량을 결정한 이후 여러 기지국과 인터페이스한다.
<34>

기지국(46)으로부터의 신호는 IP 포맷으로 PDSN(60)에서 수신된다.

PDSN(60)은 ML-PPP 처리를 사용하여 집합된

번들을 분리한다.

시퀀스 번호는 번들을 재조립할 때 이동 유

각각의 프래그먼트는 시퀀스 번호가 할당된다.

니트(34)를 보조한다.
다.

다음으로, PDSN(60)은 ML-PPP 프래그먼트를 출력한다.

프래그먼트들은 BSC(54, 56, 58)에 제공되어 RLP 패킷들을 발생시킨다.

그널링 정보를 포함한다.
다.

여기서, HDLC 프레이밍이 발생한
RLP 패킷은 ML-PPP 패킷들이고 시

RLP 패킷들은 무선-인터페이스(62)를 통한 전송을 위해 BTS들(48, 50, 52)에 제공된

이동 유니트(34)는 BTS들(48, 50, 52)로부터의 신호들을 수신하고 모뎀들(38, 40, 42)에 응답하여 RLP 패

킷들을 복원하고, 이는 이후 ML-PPP 프래그먼트들을 형성하기 위해 처리된다.

ML-PPP 프로세서(36)는 프래그먼

트들을 집합하여 그 결과로 생성된 번들을 IP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35>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링크 프래그먼트 포맷(80)을 도시한다.
트림의 일부를 포함한다.

각각의 프래그먼트는 하나의 데이터 스

프래그먼트내에서, 제 1 부분 또는 필드는 PPP 헤더(82)를 포함한다.

어드레스 필드

(92)와 제어 필드(94)는 PPP 헤더(82) 내에 위치한다.
<36>

PPP 헤더 다음으로 프로토콜 식별자(PID)(84)가 후속하고, 다음으로 PPP 데이터 패킷내 각각의 프래그먼트에 따
라 증가하는 시퀀스 필드(98) 및 PPP 데이터 패킷을 시작 또는 종단하는지의 여부를 지시하는 정렬 필드(96)로
구성된 ML-PPP 헤더(86)가 후속한다.

예시적인 실시예는 비-프래그먼트 ML-PPP 포맷을 구현한다.

패킷은 두 개의 자원들 사이의 통신을 위한 데이터 스트림의 일부분이다.
는 다수의 자원 쌍을 위한 수 개의 데이터 스트림들을 포함한다.
들이 집합되어 즉, 인터리빙되어 번들을 형성한다.
를 지칭한다.

PPP 데이터

ML-PPP 번들은 PPP 패킷으로 분할되

다음으로, 다수의 자원 쌍을 위한 프래그먼트

번들이라는 용어는 다수의 자원 쌍들 사이의 링크의 번들화

할당 필드(96)는 PPP 데이터 패킷의 프래그먼트들을 함께 유지하도록 보조하고 각각의 프래그먼

트가 시작하고 종단하는 곳을 식별한다.
종단 비트 "E"를 포함한다.

도 5에 도시된 일 실시예에서, 할당 필드(96)들은 시작 비트 "B" 및

이러한 비트들은 패킷 내 최초 및 최종 프래그먼트를 제외한 모든 프래그먼트들에

대해 클리어된다.
<37>

전송 동안, ML-PPP 헤더(86)는 다른 참가자와의 조정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
헤더(86)에 후속한다.

프래그먼트 데이터(88)가 ML-PPP

마지막으로, 프레임 체크 시퀀스(FCS) 필드(90) 또는 다른 에러 수정 필드가 프래그먼트

- 10 -

등록특허 10-0924952
에 첨부된다.

FCS 필드(90)는 전송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패리티를 체크하거나 또는 체크섬(check-sum)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8>

도 6은 컨덕터(들)(64)를 통해 수신되며 무선-인터페이스(62)를 통해 이동 유니트(34)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의
시스템(32)내에서의 다중-캐리어 전송을 도시한다.
부는 "ML"로 표시된 경로에 대해 도시된다.
된다.

데이터는 ML-PPP 번들로 수신되며 상기 ML-PPP 번들 중 일

번들은 좌측으로부터 역순으로 도시된 일련의 프래그먼트으로 구성

각각의 프래그먼트는 경로 번호와 시퀀스 문자에 의해 식별된다.

모뎀(38)에 의해 처리된 모든 프래그

먼트는 경로 "1"을 통해 전달되고, 모뎀(40)으로부터의 프래그먼트는 경로 "2"를 통해 그리고 모뎀(42)으로부터
의 프래그먼트는 경로 "3"을 통해 전달된다.
터 유래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프래그먼트는 "1A"로 표시된 경로 1로부

다음 프래그먼트는 "2A"로 표시된 경로 "2"로부터, 다음은 "3A"로 표시된 경로 "3"으로부터 전송

된다.
<39>

유사하게, 다음 4개의 프래그먼트는 동일한 순서로 수신되어, 각각 경로 1, 2, 3을 통해 순환(cycling)한다.

8

번째 프래그먼트 이전의 일 시점에서, ML-PPP 프로세서(36)는 모뎀(38)이 다른 모뎀들(40, 42)보다 더 많은 처
리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한다.

8번째 프래그먼트에서, ML-PPP 프로세서(36)는 모뎀(38)을 시도하여 수

용하도록 스케줄링을 조정하며, 이 시점에서 2개의 여분의 프레임들이 모뎀(38)에 할당된다.
부터 ML-PPP 프로세서(36)로 전송된 데이터 또한 도시된다.

각각의 모뎀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ML-PPP(36)는 3개의 데이터 스

트림들을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를 프래그먼트으로 분리하며, 상기 프래그먼트들을 집합한다.

이후 집합된 번

들은 컨덕터(들)(64)를 통해 상이한 위치들로 제공된다.
<40>

이동 유니트(34)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 ML-PPP(36)는 집합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자신의 목적지에
따라 구성 데이터 스트림들로 분리한다.

수신된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IP

패킷들의 형태인 네트워크

트래픽이다.
<41>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ML-PPP 프로세서(36)는 각각의 데이터 스트림과 관련된 즉, 각각의 모뎀과 관련된 데
이터율을 결정한다.

로드 밸런싱은 고속 데이터율 모뎀을 선호하도록 수행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스템의

레이턴시(latency)가 감소된다.
<42>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이동 유니트(34)는 이동 유니트(34)의 동작을 제어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명령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저장 장치(미도시)를 포함한다.
있다.

메모리 저장소는 ML-PPP 프로세서(36) 내에 포함될 수

명령들은 정보 신호를 집합 및 분리하며, 정보 신호를 변조 및 복조하며, 그리고 무선-인터페이스를 통

해 신호를 전송 및 수신하는 전용 하드웨어와 함께 동작한다.
실행을 위한 구체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다.
구성될 수 있다.

명령은 로드 밸런싱을 위한 실행 결정 기준 및

일 실시예에서, ML-PPP(36)는 적어도 하나의 주문형 집적회로로

선택적인 실시예는 이동 유니트(34)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의 조합을 구비할 수 있다.
<4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이동 유니트(34)는 음성 통신을 위한 병렬 처리 경로(미도시)를 포함한다.
로는 음성 처리를 위한 보코더에 결합된 모뎀을 포함한다.

음성 경

3개의 모뎀들을 가진 데이터 경로 및 1개의 모뎀을

가진 데이터 경로가 동시에 동작할 수 있다.
<44>

따라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율 전송을 위한 신규하고 개선된 방법 및 장치가 상술되었다.

여기

서 설명된 예시적인 실시예가 예컨대 HAI 규격으로 설명된, HDR CDMA 시스템으로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가 임의의 무선 사용자별 접속 방법에 적용될 수 있다.

효율적인 통신을 위해, 예시적인 실시예는 HDR에

대해 설명되었지만, IS-95, W-CDMA, IS-2000, GSM, TDMA 등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45>

당업자라면 상술된 설명을 통해 참조된 데이터, 명령, 명령어, 정보, 신호,

비트, 심볼 및 칩이 전압, 전류,

전자기파, 자기장 혹은 자기 입자, 광학 필드 혹은 광학 입자 또는 임의의 조합에 의해 바람직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46>

당업자라면 여기서 설명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된 여러 예시적인 논리 블럭, 모듈, 회로 및 알고리즘 단계들
이 전자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구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시적인 컴포넌트, 블록, 모듈, 회로 및 단계들은 전반적으로 이들의 기능의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여러 예

이러한 기능

은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가 전체 시스템에 부과된 특정 응용 및 설계요건에 의존함에 의해 결정된다.

당업

자라면 이러한 상황하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교환성 및 각각의 특정 응용에 대한 상술된 기능성을
구비하는 최상의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7>

예를 들면, 여기서 상술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된 여러 논리 블록, 모듈, 회로 및 알고리즘 단계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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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프로세서(DSP), 주문형 집적회로(ASIC), 현장 프로그램 가능 게이트 어레이(FPGA) 또는 다른 프로그램 가
능 논리장치, 이산 게이트 혹은 트랜지스터 논리, 예를 들면 레지스터 및 FIFO와 같은 이산 하드웨어 컴포넌트,
펌웨어 명령 세트를 실행하는 프로세서, 임의의 통상적인 프로그램 가능 소프트웨어 모듈과 프로세서 또는 상술
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이들의 조합을 구비 또는 수행한다.

프로세서는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이지만 선택적으로 프로세서는 임의의 통상적인 프로세서, 제어기, 마이크로컨트롤러, 또는 상태 기계일 수 있
다.

소프트웨어 모듈은 RAM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ROM 메모리, EPROM 메모리, EEPROM 메모리, 레지스터, 하

드 디스크, 제거 가능 디스크, CD-ROM 또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공지된 저장 매체 내에 상주할 수 있다.
세서는 ASIC(미도시)내에 상주할 수 있다.
서는 전화기 내에 상주할 수 있다.

ASIC은 전화기(미도시) 내에 상주할 수 있다.

프로

선택적으로, 프로세

프로세서는 DSP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조합으로서 또는 DSP 코어 등과 관련

한 두 개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서 구비될 수 있다.
<48>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이전의 설명은 당업자들이 본 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실시예에 대한

여러 변형이 당업자에게는 명확할 것이고, 여기서 한정된 일반적인 원리는 본 발명의 능력을 사용함 없이 다른
실시예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서 도시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시된 원리 및

신규한 특징에 일치하는 가장 넓은 범위에 따른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의 계층형 아키텍처를 도시한다.

<7>

도 2는 종래 기술의 무선 통신 시스템과 비교하여 일 실시예의 주파수 대역폭 할당을 도시한다.

<8>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에 도시된 아키텍처를 가진 무선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다.

<9>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유니트를 도시한다.

<10>
<11>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 내 로드 밸런싱을 도시한다.
도 6은 컨덕터(들)을 통해 수신되고 무선-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동 유니트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시스템 내에
있는 다중-캐리어 전송을 도시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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