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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국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하나 이상의 방송 채널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방송하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되어, 각각의 프로토콜하에서 전송된 방송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설계된 이동국만이 자신들의 개별 

방송 채널 슬롯을 모니터링하도록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다른 방송 채널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된 방송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설계된 이동국의 배터리를 절약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 특히, 방송 페이징을 수신하도록 설계된 이동국내 배터리 수명을 개선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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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95, IS-95A 및 IS-95B 표준 및 초기 버전의 cdma2000에 규정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시스템의 IS-95 부

류와 같은 셀룰러 전화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방송 페이지 및 방송 메시지를 타겟 이동국에 전송하기 위해 페이징 채

널(F-PCH)을 사용한다. 기지국은 또한 타겟 이동국에게 다음의 방송 페이지 및/또는 방송 메시지를 위한 F-PCH 채

널 슬롯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빠른 페이징 채널(F-QPCH)로 방송 지시자를 전송한다.

새로운 버전의 cdma2000에서, 기지국은 방송 페이지를 전송하기 위해 공통 제어 채널을 사용하고, 방송 메시지를 전

송하기 위해 방송 제어 채널(F-BCCH)을 사용한다. 기지국은 또한 타겟 이동국에게 방송 페이지에 대한 F-CCCH 슬

롯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F-QPCH 채널 슬롯으로 방송 지시자를 전송하며, 이는 방송 메시지를 반송하는 

할당된 F-BCCH 채널 슬롯을 지정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타겟 이동국에 대한 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한 상기 방송 채 널 프로토콜중 하나를 채용하는 것을 선

택하지만, 선택된 방송 채널 프로토콜에 대해 설계된 이동국만이 방송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방송 채널중 하나로 

전송된 방송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설계된 이동국이 방송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방송 채널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방송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현재,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 채널 프로토콜 모두를 사용하여 방송 메시지를 전송한자면, F-PCH 또는 F-CCCH 

채널중 하나로 방송 페이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동국 그룹을 시그널링하는데 사용된 F-QPCH 채널 슬롯의 방송 

지시자는 허위 시그널링이 다른 이동국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F-PCH 채널의 방송 페이지 슬롯을 정확히 

지정하는 F-QPCH 채널 슬롯의 방송 지시자 또한 F-CCCH 채널의 방송 페이지 슬롯을 잘못 지정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F-CCCH 채널 슬롯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이동국은 F-CCCH 채널 슬롯을 모니터링하도록 불필요하게 활

성화된다. 그러므로, 이들 이동국은 불필요한 배터리 소비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하나의 방송 채널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방송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설계된 이동국이 다른 방송 채널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방송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설계된 이동국에 어떠한 허위 시그널링도 생성하지 않도록 하나 이상의 방송 채널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방송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특징은 하나 이상의 방송 채널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방송 메시지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

다. 이러한 방법 및 시스템은 제 1 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1 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하는 단계, 제 2 채널을 통해 다

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하는 단계, 및 제 2 채널을 통해 다수의 방송 지시자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각각의 다수의 방송 지시자가 제 1 또는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중 오로지 하나만을 지정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제 1 채널의 제 1 방송 페이지 슬롯은 제 2 채널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에 대해 시프트된

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제 1 채널을 통한 제 1 방송 페이지 슬롯과 제 2 채널을 통한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은 

서로다른 방송 페이지 사이클에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는 방송 메세지를 제공하기 위한 기지국에 관한 것이며, 전송기와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

다. 전송기는 제 1 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1 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하고, 제 2 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하며, 제 3 채널을 통해 다수의 방송 지시자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프로세서는 상기 다수의 방

송 지시자 중 하나가 상기 제 1 또는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 중 단 하나를 각각 가리키도록 전송기를 제어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는 또한 제 2 채널을 통한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과 관련하여 제 1 채널을 

통한 다수의 방송 페이지 슬롯을 시프트하기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는 또한 서로 다른 방송 페이지 사이클에서 제 1 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1 방송 페

이지 슬롯과 제 2 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하도록 전송기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메세지 방송시 사용되는 순방향 채널을 위한 예시적인 장치를 나타낸다.

도 2는 메세지 방송시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기지국 및 이동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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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제 1 실시예에 따른 순방향 방송 채널에 대한 예시적인 방송 페이징 사이클을 나타낸다.

도 4는 제 2 실시예에 따른 순방향 방송 채널에 대한 예시적인 방송 페이징 사이클을 나타낸다.

도 5는 제 3 실시예에 따른 순방향 방송 채널에 대한 예시적인 방송 페이징 사이클을 나타낸다.

실시예

페이징 채널은 페이징 채널 슬롯이라 불리는 80ms의 슬롯들로 분할될 수 있다. 비슬롯화 모드에서 동작하는 이동국

을 위한 페이징 및 제어 메세지는 페이징 채널 슬롯중 임의의 하나에서 수신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슬롯화 동작 모드

는 이동국이 모든 슬롯을 감시할 것을 요구한다. 순방향 공통 제어 채널은 또한 순방향 공통 제어 채널 슬롯이라 불리

는 80ms의 슬롯으로 분할될 수 있다. 비슬롯화 모드에서 동작하는 이동국에 대한 페이징 및 이동-지향 메세지는 순

방향 공통 제어 채널 슬롯 중 임의의 하나에서 수신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슬롯화 동작 모드는 이동국이 순방향 공통

제어 채널을 연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요구한다.

페이징 채널 프로토콜 또는 순방향 공통 제어 채널 프로토콜은 임의의 할당된 슬롯에 특정 이동국에 대한 메세지의 

전송을 스케쥴링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할당된 슬롯동안만 페이징 채널 또는 순방향 공통 제어 채널을 감시하는 

이동국은 슬롯화 모드에서 동작하는 것을 참조된다. 페이징 채널 또는 순방향 공통 제어 채널이 감시되지 않는 슬롯 

동안, 이동국은 전력 보존을 위해 프로세싱을 정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슬롯화 모드에서 동작하는 이동국은 일반적으로 슬롯 사이클당 하나 또는 두개의 슬롯동안 페이징 채널 또는 순방향 

공통 제어 채널을 감시한다. 이동국은 예를 들면, 등록 메세지, 개시 메세지 또는 페이지 응답 메세지에 제고된 SLOT

_CYCLE_INDEX 필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동국의 바람직한 슬롯 사이클을 규정할 수 있다. 이동국은 또한 상태 응답 

메세지 또는 확장된 상태 응답 메세지의 터미널 정보 기록의 SLOT_CYCLE_INDEX 필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슬롯 

사이클을 규정할 수 있다. 당업자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되는 메세지가 cdma2000 표준에서 한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

식할 것이다.

기지국은 예를 들면 방송 어드레스를 가지는 데이터 버스트 메세지와 같은 방송 메세지를 타겟 이동국에 전송할 수 

있다. 슬롯화 모드에서 동작하는 이동국에게 방송 메세지가 이동국에 전송되고 있다는 것을 통지하기 위해, 기지국은

방송 어드레스 형태를 가지는 일반적인 페이지 메세지(GPM) 또는 범용 페이지 메세지(UPM)과 같은 방송 페이지를 

타겟 이동국에 전송할 수 있다. 방송 페이지 및 상응하는 방송 메세지가 이동국에 전송될 수 있는 물리 채널 또는 채

널은 공통 채널 구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두가지 예시적인 채널 구성이 여기에서 고려된다.

제 1 구성은 cdma2000의 이전 개시 뿐만 아니라 CDMA 시스템의 IS-95에서 사용되는 방송 채널 프로토콜과 상응

한다. 상기 구성에서, 순방향 채널은 페이징 채널(F-PCH), 및 고속 페이징 채널(F-QPCH)를 포함할 수 있다. 두 방송

페이지 모두는 방송 메세지를 포함하는 동반 방송 메세세지를 가리킬 수 있으며, 방송 메세지는 F-PCH를 통해 전송

될 수 있다.

제 2 구성은 예를 들면 개시물 A와 같은 cdma2000의 새로운 개시물에서 사용되는 방송 채널 프로토콜과 상응한다. 

상기 구성에서, 순방향 채널은 공통 제어 채널(F-CCCH), 방송 제어 채널(F-BCCH), 및 고속 페이징 채널(F-QPCH)

를 포함할 수 있다. 방송 페이지는 F-CCCH를 통해 전송될 수 있고, 방송 메세지는 F-BCCH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방송 페이지는 특별히 한정된 채널 슬롯 사이클에서 F-PCH 또는 F-CCCH중 하나에 분포될 수 있다. F-PCH에서, 

방송 페이징 사이클(BPC)은 (B 1 +X 1 )F-PCH 슬롯의 간격을 가질 수 있으며:

B 1 = 2 i x 16, 1 ≤i ≤7

상기 i = BCAST_INDEX는 기지국에 의해 확장된 시스템 파라미터 메세지내로 전송될 수 있거나 상기 확장된 시스템

파라미터 메세지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디폴트(default)에 의해 세팅될 수 있다.

오버헤드를 줄이고, 규칙적인 페이지와 인터페이스하지 않으며, 효율적이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페이지는 방송 페이

징 사이클의 제 1 슬롯 내에 전송될 수 있다. F-PCH 상의 각 방송 페이징 사이클의 제 1 슬롯은 페이징 채널 슬롯인

데,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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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프레임에서의 시스템 시간을 나타낸다.

방송 페이지의 분포는 또한 특별히 정의된 F-CCCH 슬롯 사이클 상에 있을 수 있다. F-CCCH 상에서, BPC는 (B 2

+X 2 )F-CCCH 채널 슬롯의 지속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고

여기서, i=BCAST_INDEX는 시스템 파라미터 메시지에 포함되어 기지국에 의해 전송될 수 있다. F-CCCH 상에서 각

방송 페이징 사이클의 제 1 슬롯은 F-CCCH인데,

이고,

여기서, t는 프레임에서의 시스템 시간을 나타낸다.

F-QPCH는 F-QPCH 슬롯으로 지칭되는 예컨대 80ms의 슬롯으로 분할될 수 있다. F-QPCH 프로토콜은 F-QPCH 

내에 페이징 지시자, 구성 변경 지시자, 및 방송 지시자의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모든 방송 페이

징 사이클 슬롯의 불필요한 모니터링으로 인한 이동국에서의 배터리 배수현상(drainage)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 F-Q

PCH 슬롯은 방송 페이지를 위한 F-PCH/F-CCCH를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때를 목표 이동국에 알려주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방송 지시자(BI)를 포함할 수 있다. 즉, 만약 F-CCCH 상에 방송 페이지가 있다면, 예컨대, 상응하는 F-Q

PCH 슬롯의 BI 비트는 F-CCCH 슬롯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목표 이동국의 신호에 동조된다.

일실시예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F-PCH 및 F-CCCH/F-BCCH 방송 채널 프로토콜 양쪽 모두를 사용하여 방송 메시

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양쪽 채널 프로토콜 모두가 빠른 페이징 채널을 갖는 슬롯된 모드에서 동작한다

면, 동일한 F-QPCH는 방송 페이지를 위해 F-PCH나 F-CCCH/F-BCCH 중 어느 하나를 모니터링하도록 구성된 이

동 유닛에 시그널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F-PCH에 상응하는 BI는 F-PCH 상의 페이징 채널 슬

롯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동 유닛 그룹을 시그너링할 수 있고, F-CCH에 상응하는 BI는 F-CCCH 상의 순방향 공

통 제어 채널 슬롯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른 이동 유닛 그룹을 시그널링할 수 있다.

도 1은 메시지 방송에 사용되는 순방향 채널을 위한 예시적인 장치를 나타낸다. F-PCH/F-CCCH(102)는 페이징 채

널 슬롯으로 지칭되는 80ms 슬롯(104)으로 분할될 수 있다. 빠른 페이징 채널(106)은 F-QPCH 슬롯으로 지칭되는 

80ms 슬롯(108)으로 분할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 따르면, 만약 이동국이 슬롯 모드에서 동작하고, 방송 메시지를 수

신하도록 구성되며, 빠른 페이징 채널 방식을 지원한다면, 이동국은,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컨대 100ms와 같

은 미리 결정된 시간 간격(110)만큼 상기 이동국의 할당된 방송 페이지 슬롯으로부터 오프셋되는 할당된 F-QPCH 

채널 슬롯 상의 방송 지시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도 2는 기지국(204) 및 원격 터미널(206)의 실시예에 대한 간략한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이는 본 발명의 여러 양상을

구현할 수 있다. 특정 통신을 위해서, 음성 데이터, 패킷 데이터, 및/또는 메시지는 무선 인터페이스(208)를 통해서 기

지국(204)과 이동국(206) 사이에서 교환될 수 있다. 기지국과 원격 터미널 사이에 통신 세션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

는 메시지와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예컨대, 전력 제어, 데이터율 정보, 승인 등) 같은 여러 유

형의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다.

역방향 링크에서는, 원격 터미널(206)에서, 음성 및/또는 패킷 데이터(예컨대 데이터 소스(210)로부터의 데이터) 및 

메시지(예컨대, 제어기(230)로부터의 메시지)가 전송(TX) 데이터 프로세서(212)에 제공되는데, 상기 프로세서는 코

딩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코딩 방식으로 데이터 및 메시지를 포맷하고 엔코딩한다. 각각의 코딩 

방식은 순환 중복 검사(CRC), 컨볼루셔널, 터보, 블록, 및 다른 코딩의 임의의 결합을 포함할 수 있거나 결코 코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음성 데이터, 패킷 데이터, 및 메시지는 상이한 방식을 사용하여 코딩될 수 있고, 상이한 유형

의 메시지가 상이하게 코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코딩된 데이터는 변조기(MOD)(214)에 제공되어 추가적으로 처리된다(에컨대, 커버링, 짧은 PN 시퀀스를 

통한 확산, 및 사용자 터미널에 할당된 긴 PN 시퀀스를 통한 스크램블링). 상기 변조된 데이터는 역방향 링크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전송기 유닛(TMTR)(216)에 제공되어 조정된다(예컨대, 하나 이상의 아날 로그 신호로 변조, 증폭, 

필터링, 및 직교 변조). 역방향 링크 신호는 듀플렉서(D)(218)를 통해 보내지며, 안테나(220)를 통해서 기지국(204)

에 전송된다.

기지국(204)에서, 역방향 링크 신호는 안테나(250)에 의해서 수신되고, 듀플렉서(D)(252)를 통해 보내지며,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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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RCVR)(254)에 제공된다. 수신기 유닛(254)은 수신된 신호를 조정하고(예컨대, 필터링, 증폭, 하향 변환, 및 디

지털화), 샘플을 제공한다. 복조기(DEMOD)(256)는 복구된 심볼을 제공하기 위해서 샘플을 수신하여 처리한다(예컨

대, 역확산, 복구, 및 파일럿 복조). 복조기(DEMOD)(256)는 수신된 신호의 다중 경우를 처리하는 레이크 수신기를 

구현할 수 있으며 결합된 심볼을 생성한다. 수신(RX) 데이터 프로세서(258)는 역방향 링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및 메시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심볼을 디코딩한다. 복구된 음성/패킷 데이터는 싱크(260)에 제공되고, 복구된 메시지

는 제어기(270)에 제공될 수 있다. 복조기(DEMOD)(256) 및 RX 데이터 프로세서(258)를 처리함으로써 원격 터미널(

206)에서 수행되는 것이 보상된다. 복조기(DEMOD)(256) 및 RX 데이터 프로세서(258)는 또한 예컨대 역방향 기본 

채널(R-FCH) 및 역방향 보조 채널(R-SCH)와 같은 다중 채널을 통해 수신된 다중 전송을 처리하도록 동작될 수 있

다. 또한, 전송은 다중 원격 터미널로부터 동시적일 수 있는데, 그것들 각각은 역방향 기본 채널, 역방향 보조 채널 등

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상기 순방향 링크상의 기지국(204)에서, 음성 및/또는 패킷 데이터(예를 들어, 데이터 소스(262)로부터)및 메시지(예

를 들어, 제어기(270)으로부터)는 송신(Tx) 데이터 프로세서(264)에 의해 처리되며(예를 들어, 포맷되고 인코드됨), 

변조기(MOD, 266)에 의해 추가적으로 처리되며(예를 들어, 커버되고 확산됨), 송신 유닛(TMTR, 268)에 의해 조절

되어(예를 들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며, 증폭되고 필터되며 직교 변조됨) 순방향 링크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순

방향 링크 신호는 듀플렉서(D, 252)를 통해 전송되며 안테나(250)를 통해 상기 원격 터미널(206)로 송신된다.

원격 터미널(206)에서, 상기 순방향 링크 신호는 안테나(220)에 의해 수신되고, 듀플렉서(D, 219)를 통해 전송되며, 

수신기 유닛(RCVR, 222)으로 제공된다. 수신기 유닛(RCVR, 222)은 상기 수신된 신호를 조절하고(예를 들어, 하향 

변환하고, 필터하고, 증폭하고, 직교 변조하며, 디지털화함), 샘플들을 제공한다. 상기 샘플들은 복조기(DEMOD, 224

)에 의해 처리되어(예를 들어, 역확산되고, 디커버되며, 파일럿 복조됨) 샘플들을 제공하며, 상기 샘플들은 수신 데이

터 프로세서(226)에 의해 추가적으로 처리되어(예를 들어, 디코드되고 체크됨) 상기 순방향 링크 상에서 송신된 데이

터와 메시지를 복구한다. 상기 복구된 데이터는 데이터 싱크(228)로 제공되며, 상기 복구된 메시지들은 제어기(230)

로 제공될 수 있다.

도3은 F-CCCH(302), F-QPCH(304) 및 F-PCH(306)에 대한 예시적인 배치를 도시하고 있다. 도3에 도시되어 있는

배치에서, 상기 F-CCCH 상의 방송 페이징 사이클과 F-PCH 상의 방송 페이징 사이클은 동일한 주기를 가지고 있으

며, 동일한 슬롯 수로 시작된다. 따라서, 상기 개별적인 방송 페이지 슬롯은 오버랩된다. 예를 들어, F-CCCH(302)상

의 상기 방송 페이지 슬롯(302A)은 F-PCH(306)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306A)과 오버랩된다. 결국, 상기 F-CCCH상

의 BI 비트는 F-CCCH와 F-PCH 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을 지적한다. 특히, 만약 F-QPCH 슬롯 상의 BI 비트가 실제

적으로 상기 F-PCH 채널(306)만을 향한다고 한다면, 상기 동일한 BI 비트는 또한 상기 F-CCCH 채널(302)을 잘못 

지적할 수 있다. 상기 잘못된 시그널링은 F-CCCH 상의 방송 페이지를 수신하는 이동국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작동

시작하게 하고 상기 F-CCCH를 감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상기 F-PCH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306A)을 지적하는 

F-QPCH 슬롯(304A)의 BI 비트가 실선 화살표에 의해 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F-PCH 슬롯(306A0을 감시하는 

이동국을 정확하게 작동 시작하도록 한다. 그러나, 상기 오버랩핑되는 BPC 때문에, 상기 동일한 BI 비트는 또한 실선

으로 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기 F-CCCH(302)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302A)을 지적하며, 이것은 상기 F-CCCH

를 감시하는 이동국을 잘못으로 작동 시작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상응하여, 상기 F-PCH와 F-CCCH 상의 BPC는 서로에 대해 시프트될 수 있으며, 따라서 F-

CCCH와 F-PCH상의 방송 슬롯이 도4에 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오버랩되지 않는다. 도4에서, F-CCCH(402)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은 F-PCH(406)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과 오버랩되지 않는다. 결국, F-QPCH 채널 상의 빠른 페이

징 채널 슬롯의 BI 비트는 F-CCCH 슬롯과 F-PCH 슬롯 모두를 지적하지 않는다. 특히, 만약 BI 비트가 상기 F-PCH

또는 F-CCCH 중 하나만으로 향한다면, 상기 동일한 BI 비트는 F-CCCH와 F-PCH의 다른 것을 지적하지 않으며, 

이것은 이동국이 불필요하게 작동 시작되고 방송 메시지를 위해 각각의 채널을 감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F-PCH(406) 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406A)을 지적하 는 상기 F-QPCH 슬롯(404A)의 BI 비트는 실선 화살표

로 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기 F-PCH를 감시하는 이동국을 정확하게 작동 시작하도록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동일한 BI 비트는 F-CCCH(402) 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402A)을 지적하지 않는데, 이는 상기 F-QPCH 슬롯(404A)

이 상기 F-CCCH(402)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402A0 전에, 예를 들어 100ms와 같은 허용된 시간 간격보다 더 오랫

동안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2개의 BPC는 오버랩되지 않으며, 단지 의도된 타겟 이동국만이 작동 시

작되어 개별적인 방송 페이지 슬롯을 감시한다. 상기 실시예는 다음의 장점을 가진다. (1) 하나의 BPC의 주기는 상기

오버랩을 방지하기 위해 증가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방송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평균 지연을 증가시킨다 (2) 상

기 2개의 BPC는 어느 일정한 슬롯에서 오버랩되지 않으며, 따라서 방송 페이징에 기인한 잘못된 경고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이동국의 밧데리 성능을 향상시킨다.

상기 실시예에 상응하여, 기지국은 소정의 시프트를 BPC를 위해 제공된 식들 중 하나로 형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

기 BPC의 제1 슬롯은 소정의 시프트만큼 시프트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기지국은 다음의 식과 같이 상기 F-CCC

H의 BPC 또는 상기 F-PCH의 BPC 안에 N개 슬롯의 시프트를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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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B+X=65일 때, 상기 기지국은 F-PCH의 BPC에 비교하여 F-CCCH상의 BPC에 2개 슬롯의 시프트를 삽

입할 수 있다. 도4는 상응하는 BPC를 도시하고 있으며, 상기 상응하는 BPC의 제1 슬롯은 이하의 테이블에 도시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9 10 ...

F-PCH 65 130 195 260 325 390 455 520 585 650 ...

F-CCCH 63 128 193 258 323 388 453 518 583 648 ...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상응하여, 기지국은 F-PCH와 F-CCCH의 BPC 각각을 위해 제공되는 식의 X1과 X2에 

대한 서로 다른 값들을 규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F-PCH와 F-CCCH의 BPC로 하여금 서로 다른 주기를 갖도록 한다

. 도5는 F-CCCH상에서는 BPC=4이고 F-PCH상에서는 BPC=3이도록 X1과 X2의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예시적인 

시나리오를 도시하고 있다. 따라서, F-CCCH(502) 상의 상기 방송 페이지 슬롯은 F-PCH(506)상의 방송 페이지 슬

롯과 오버랩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상기 F-QPCH 슬롯 상의 동일한 BI 비트는 F-CCCH슬롯과 F-PCH 슬롯 모두를

지적하지 않는다. 특히, 만약 Bi 비트가 상기 F-PCH와 F-CCCH 채널들 중 단지 하나로만 향한다면, 동일한 BI 비트

는 상기 F-PCH와 F-CCCH 채널의 다른 것을 지적하지 않을 거시며, 이것은 이동국이 불필요하게 작동 시작하지 않

도록 한다. 예를 들어, F-PCH(506)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506A)을 지적하고 있는 F-QPCH 슬롯(504A)의 BI 비트

는 정확하게 상기 F-PCH를 감시하는 이동국을 작동 시작하도록 한다. 바람직하게, 동일한 BI 비트는 F-CCCH(502)

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502A)을 지적하지 않는데, 이는 F-CCCH(502)상의 방송 페이지 슬롯(502A) 전에, 예를 들어

100ms의 허용된 시간 간격보다 더 오랫동안 F-QPCH 슬롯(504A)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64이고

기지국이 F-PCH상에서는 X1=1이고 F-CCCH상에서는 X2=2로 설정될 때, 다음 테이블은 결과 BPC의 제1 슬롯을 

도시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

F-PCH 65 130 195 260 325 390 455 520 585 650 ...

F-CCCH 66 132 198 264 330 396 462 528 594 660 ...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기지국은 F-PCH 및 F-CCCH의 BPC들에 대한 값들을 직접 규정할 수 있다. 기

지국은 F-PCH 및 F-CCCH 각각의 BPC들을 제공하는 등식들에서 B 1 및 B 2 에 대한 상이한 값들을 규정할 수 있

고, 이를 통해 F-PCH 및 F-CCCH의 BPC들이 상이한 주기들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기지국은 F-PCH에 대한 확장

시스템 파라미터 메세지에서 그리고 F-PCCH에 대한 시스템 파라미터 메세지에서 파라미터 'B'(BCAST_INDEX 파

라미터가 아닌)를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은 F-CCCH 채널에서 BPC=4를 설정하고, F-PCH 채널 상에서 BPC=3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F-CCCH(502) 에서의 방송 페이지 슬롯들이 F-PCH(506) 에서의 방송 페이지 슬롯들과 제

1 BPC의 제1 슬롯을 제외하고는 오버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F-QPCH 슬롯들 상에서의 동일한 BI 비트는 F-C

CCH 슬롯 및 F-PCH 슬롯 어느 것도 지시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BI 비트가 F-PCH 및 F-CCCH 채널 중 단지 하

나만으로 전달되었다면, 동일한 BI 비트는 F-PCH 및 F-CCCH 채널 중 다른 하나로는 향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이

동국의 불필요한 웨이크업(wake-up)을 방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F-PCH(506)에서 방송 페이지 슬롯(506A)을 지

시하는 F-QPCH 슬롯(504A)의 BI 비트는 F-PCH를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이동국을 정확하게 웨이크 -업 시킨다. 

바람직하게는, F-QPCH 슬롯(504A)이 F-CCCH(502) 상의 방송 페이징 슬롯(502A) 전에 허용된 시간 인터벌, 예를

들면 100ms 를 초과하여 위치되기 때문에 동일한 BI 비트는 F-CCCH(502) 에서 방송 페이지 슬롯(502A)으로 향하

지 않는다.

예를 들어, F-PCH에 대한 B 1 =60 그리고 F-CCCH에 대해 B 2 =62인 경우에, 대응하는 BPC들의 제1슬롯들이 다

음 테이블에서 제시된다.

1 2 3 4 5 6 7 8 9 10 ...

F-PCH 60 120 180 240 3000 360 420 480 540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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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CH 62 124 186 248 310 372 434 496 558 620 ...

당업자는 정보 및 신호들이 다양한 타입의 상이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음을 잘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명세서상에 제시된 데이터, 지령, 명령, 정보, 신호, 비트, 심벌, 및 칩은 전압, 전류, 전자기파, 자기장 또는 입자, 광

필드 또는 입자,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당업자는 추가적으로 상술한 다양한 예시적인 논리블록, 모듈, 회로, 및 알고리즘 단계들이 전자 하드웨어, 컴퓨터 소

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이해할 것이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호 호환성을 명

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예시적인 소자들, 블록, 모둘, 회로, 및 단계들이 그들의 기능적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이러한 

기능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지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및 전체 시스템에 대해 부가된 설계 제한들에 

의존한다. 당업자는 이러한 기능들을 각각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이러할 

구현 결정이 본발명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예시적인 논리 블록들, 모듈들, 및 회로들인 일반적인 목적의 프로세서; 디지털 신호 처리기, DSP; 주문형 집

적회로, ASIC; 필드 프로그램어블 게이트 어레이, FPGA; 또는 다른 프로그램어블 논리 장치; 이산 게이트 또는 트랜

지스터 논리; 이산 하드웨어 컴포넌트들; 또는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도록 설계된 것들의 조합 을 통해 구현 또는 수

행될 수 있다. 일반적 목적의 프로세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일 수 있지만; 대안적 실시예에서, 이러한 프로세서는 기

존 프로세서, 제어기, 마이크로 제어기, 또는 상태 머신일 수 있다. 프로세서는 예를 들어, DSP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복수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들, DSP 코어와 결합된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이러한 구성들의 조합과 같이

계산 장치들의 조합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상술한 방법의 단계들 및 알고리즘은 하드웨어에서,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또는 이들의 조

합에 의해 직접 구현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플래쉬 메모리; 판독 전용 메모리(R

OM); 전기적 프로그램어블 ROM(EPROM); 전기적 삭제가능한 프로그램어블 ROM(EEPROM); 레지스터; 하드디스

크; 제거가능한 디스크; 컴팩트 디스크 ROM(CD-ROM); 또는 공지된 저장 매체의 임의의 형태로서 존재한다. 예시적

인 저장매체는 프로세서와 결합되어, 프로세서는 저장매체로부터 정보를 판독하여 저장매체에 정보를 기록한다. 대

안적으로, 저장 매체는 프로세서에 대한 적분일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서 및 저장매체는 ASIC 에 위치한다. ASIC 는

사용자 단말에 위치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프로세서 및 저장 매체는 사용자 단말에서 이산 컴포넌트로서 존재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들은 당업자가 본원발명을 보다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되었다. 따라서 당업자는 본

원발명이 상술한 실시예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본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근거하여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잘 이해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예시적인' 이라는 표현은 '예로서 제공되는' 이라는 의미일 뿐, 반 드시 선호되는 또는 바람

직한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방송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 1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1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하는 단계와;

제 2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2방송 페이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제 3채널을 통해 다수의 방송 지시자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방송 지시자의 각각은 제 1 또는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중 단지 하나만을 지시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다수의 제 1 방송 페이지 슬롯은 상기 제 2채널을 통해 전송되

는 상기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에 대하여 시프트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다수의 제 1방송 페이지 슬롯 및 상기 제 2채널을 통해 전송되

는 상기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은 다른 방송 페이지 사이클에서 전송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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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방송 페이지 사이클은 에서 상기 'B' 파라미터에 다른 값을 할당함으

로서 세팅되며, 상기 't'는 시스템 시간이며 상기 'X'는 다른 파라미터인 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방송 페이지 사이클은 에서 상기 'X'에 다른 값을 할당함으로서 세팅

되며, 상기 't'는 시스템 시간이며, 상기 'X'는 다른 파라미터인 방법.

청구항 6.
방송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제 1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1 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과;

제 2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과;

제 3 채널을 통해 다수의 방송 지시자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방송 지시자의 각각은 상기 제 

1 또는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중 단지 하나만을 지시하는 기지국.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다수의 제 1 방송 페이지 슬롯을 상기 제 2 채널을 통해 전송

되는 상기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에 대하여 시프트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기지국.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다수의 방송 페이지 슬롯 및 상기 제 2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은 다른 방송 페이지 사이클에서 전송되는 기지국.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방송 페이지 사이클은 에서 상기 'B' 파라미터에 다른 값을 할당함으

로서 세팅되며, 상기 't'는 시스템 시간이며, 상기 'X'는 다른 파라미터인 기지국.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방송 페이지 사이클은 에서 상기 'X' 파라미터에 다른 값을 할당함으

로서 세팅되며, 상기 't'는 시스템 시간이며, 상기 'X'는 다른 파라미터인 기지국.

청구항 11.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채널은 순방항 페이징 채널(F-PCH)인 기지국.

청구항 12.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채널은 순방향 공통 제어채널(F-CCCH)인 기지국.

청구항 13.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3채널은 순방향 고속 페이징 채널(F-QPCH)인 기지국.

청구항 14.
방송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구현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상 기 방법은,

제 1 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1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하는 단계와;

제 2 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하는 단계와;

제 3 채널을 통해 다수의 방송 지시자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방송 지시자 각각은 상기 제 1 또는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중 단지 하나만을 지시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5.
방송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한 기지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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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1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하고, 제 2 채널을 통해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을 전송

하며, 제 3 채널을 통해 다수의 방송 지시자를 전송하도록 구성된 송신기와;

다수의 방송 지시자 각각이 상기 제 1 또는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중 하나만을 지시하도록 상기 송신기를 제어하는 프

로세서를 포함하는 기지국.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다수의 제 1 방송 페이지 슬롯을 상기 제 2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에 대하여 시프트하도록 구성된 기지국.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다수의 제 1 방송 페이지 슬롯 및 상기 제 2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다수의 제 2 방송 페이지 슬롯을 다른 방송 페이지 사이클에서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송

신기를 제어하도록 구성된 기지국.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방송 페이지 사이클은 에서 상기 'B' 파라미터에 다른 값을 할당함으

로서 세팅되며, 상기 't'는 시스템 시간이며, 상기 'X'는 다른 파라미터인 기지국.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방송 페이지 사이클은 에서 상기 'X' 파라미터에 다른 값을 할당함으

로서 세팅되며, 상기 't'는 시스템 시간이며, 상기 'X'는 다른 파라미터인 기지국.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04-0015353

- 10 -

도면2



공개특허 10-2004-0015353

- 11 -

도면3



공개특허 10-2004-0015353

- 12 -

도면4



공개특허 10-2004-0015353

- 13 -

도면5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