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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회로 지향 방식 및 패킷 지향 방식의 프레임 선택/분배펑션들을 이용한 무선통신

(57) 요약

집중화된 인터워킹 펑션(IWF) 및 지리적으로 분포된 기지국들을 갖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지향 프레임 선택/분배

(FSD) 펑션은 특정 이동 유닛을 위한 순방향 링크 유저 데이터를 직접 1차 기지국으로 전송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순방

향 유저 데이터를 상기 이동 유닛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기본 채널을 이용할지 보조 채널을 이용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데

이터가 기본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되면, 기지국이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할 때, 현재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인 모든 기지

국에 전송하기 위하여 순방향 유저 데이터가 1차 기지국으로부터 회로 지향 FSD 펑션으로 전송되며, 따라서 모든 기지국

들이 상기 순방향 링크 유저 데이터를 동시에 이동 유닛에게 전송할 수 있다. 만약 데이터가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되

면, 1차 기지국은 상기 이동 유닛이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하는지에 관계없이 보조채널을 할당할 수 있으며, 단방향 모드

의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이동 유닛에 순방향 유저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런 방법으로, 다른 기지국들 또는 FSD 펑션

과의 타이밍 또는 데이터 레이트를 우선 조정하지 않고도 순방향 링크 데이터 전송이 행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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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상태로부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활성 순방향 링크 데이터 전송들을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재활성화 시간이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의 모든 기지국들 사이에서 타이밍 및 데이터 레이트 조정을 요구하는 종래 기술에서의 대응하는 재활성화

시간보다 더 작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방법에 있어서,

(a) 무선 통신 시스템의 프레임 선택/분배(FSD) 펑션에서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b) 무선 인터페이스(air interface)를 통하여 1차 기지국으로부터의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의 전송과 관련하여 상기

FSD 펑션과 상기 1차 기지국 간의 우선 조정(coordinating)없이 상기 FSD 펑션으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상기 1

차 기지국으로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및

(c)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기본 채널(fundamental channel)을 이

용할지 또는 보조 채널(supplemental channel)을 이용할지를 상기 1차 기지국에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2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IS-95 CDMA 시스템인, 무선 통신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결정하면, 이후 상기 1차 기지국은

항상 단방향(simplex) 모드의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단방향 모드의 순방향 링크 보조 채널을 이용할 때, 상기 1차 기지국은 기본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 시그널링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트 핸

드오프로 동작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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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기본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상기 1차 기지국

이 현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하고 있다면,

(1)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FSD 펑션으로 전송하고,

(2) 상기 FSD 펑션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1차 기지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에 전송하고,

(3) 상기 1차 기지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은 기본 채널들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

향 링크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무선 통신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FSD 펑션으로 전송된 역방향 링크 패킷의 포맷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위한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FSD 펑션으로부터 상기 1차 기지국과 각각의 2차 기지국으로 전송된 순방향 링크 패킷의 포맷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에코하기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FSD 펑션은 (1) 상기 기본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에 대해 상기 선택 및 분배 펑션들을 처리하도록 구성된 회로 지

향 FSD 펑션, 및 (2)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해 상기 선택 및 분배 펑션들을 처리하도록 구성된 패킷 지향 FSD 펑션을 포함하

는, 무선 통신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지향 FSD 펑션은 어떠한 이동 유닛들과도 먼저 동기화되지 않고 역방향 링크 데이터를 무선 링크 프로토콜

(RLP) 펑션에 전달하는, 무선 통신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IS-95 CDMA 시스템이고,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결정하면, 이때 상기 1차 기지국은

항상 단방향 모드의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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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단방향 모드의 상기 순방향 링크 보조 채널을 이용하면,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기본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 시그널링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할 수 있고,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기본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상기 1차 기지국

이 현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하고 있다면,

(1)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역방향 링크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FSD 펑션으로 전송하고,

(2) 상기 FSD 펑션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에코하기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순방향 링크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

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1차 기지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에 전송하고,

(3) 상기 1차 기지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은 기본 채널들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

방향 링크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고,

상기 FSD 펑션은 (1) 상기 기본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에 대해 상기 선택 및 분배 펑션들을 처리하도록 구성된 회로 지

향 FSD 펑션, 및 (2)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해 상기 선택 및 분배 펑션들을 처리하도록 구성된 패킷 지향 FSD 펑션을 포함하

고,

상기 패킷 지향 FSD 펑션은 어떠한 이동 유닛들과도 먼저 동기화되지 않고 역방향 링크 데이터를 RLP 펑션에 전달하는,

무선 통신 방법.

청구항 10.

FSD 펑션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FSD 펑션은,

(a)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수신하고,

(b) 무선 인터페이스(air interface)를 통하여 1차 기지국으로부터의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의 전송과 관련하여 먼저 상

기 FSD 펑션과 상기 1차 기지국 간의 우선 조정(coordinating) 없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상기 1차 기지국으로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청구항 11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IS-95 CDMA 시스템인,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2.
청구항 12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FSD 펑션은 (1) 기본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에 대해 상기 선택 및 분배 펑션을 처리하도록 구성된 회로 지향 FSD

펑션, 및 (2) 상기 보조 채널에 대해 상기 선택 및 분배 펑션들을 처리하도록 구성된 패킷 지향 FSD 펑션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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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청구항 13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지향 FSD 펑션은 어떠한 이동 유닛들과도 먼저 동기화되지 않고 역방향 링크 데이터를 RLP 펑션에 전달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4.
청구항 14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기본 채널(fundamental

channel)을 이용할지 또는 보조 채널을 이용할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5.
청구항 1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판정하면, 이후 상기 1차 기지국

은 항상 단방향 모드의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6.
청구항 16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단방향 모드의 순방향 링크 보조 채널을 이용할 때,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기본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 시그널링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

트 핸드오프로 동작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7.
청구항 17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기본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결정할 때, 그리고 상기 1차 기지

국이 현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하고 있다면, 이 때

(1)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FSD 펑션으로 전송하고,

(2) 상기 FSD 펑션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1차 기지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에 전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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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1차 기지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은 기본 채널들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

향 링크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8.
청구항 18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FSD 펑션으로 전송된 역방향 링크 패킷의 포맷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위한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FSD 펑션으로부터 상기 1차 기지국과 각각의 2차 기지국으로 전송된 순방향 링크 패킷의 포맷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에코하기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9.
청구항 19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IS-95 CDMA 시스템이고,

상기 FSD 펑션은 (1) 기본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에 대해 상기 선택 및 분배 펑션을 처리하도록 구성된 회로 지향 FSD

펑션, 및 (2) 보조 채널에 대해 상기 선택 및 분배 펑션들을 처리하도록 구성된 패킷 지향 FSD 펑션을 포함하고,

상기 패킷 지향 FSD 펑션은 어떠한 이동 유닛들과도 먼저 동기화되지 않고 역방향 링크 데이터를 RLP 펑션에 전달하며,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기본 채널을 이용할

지 또는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할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결정하면, 이 때 상기 1차 기지국은

항상 단방향 모드의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단방향 모드의 상기 순방향 링크 보조 채널을 이용하면,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기본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 시그널링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할 수 있고,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기본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상기 1차 기지국

이 현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하고 있다면,

(1)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역방향 링크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FSD 펑션으로 전송하고,

(2) 상기 FSD 펑션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에코하기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순방향 링크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

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1차 기지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에 전송하고,

(3) 상기 1차 기지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은 기본 채널들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

향 링크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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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한 1차 기지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은,

(a)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수신하고,

(b)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1차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의 전송에 관련하여 무선 통신 네트워크

의 프레임 선택/분배(FSD) 펑션과 상기 1차 기지국 사이의 우선 조정 없이,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순방향 링

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기본 채널을 이용할지 또는 보조 채널을 이용할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되는, 1차 기지국.

청구항 21.
청구항 21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IS-95 CDMA 시스템인, 1차 기지국.

청구항 22.
청구항 22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결정하면, 이때 상기 1차 기지국은

항상 단방향(simplex) 모드의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

하는, 1차 기지국.

청구항 23.
청구항 23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단방향 모드의 상기 순방향 링크 보조 채널을 이용할 때,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기본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 시그널링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할 수 있는, 1차 기지국.

청구항 24.
청구항 24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기본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상기 1차 기지국

이 현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하고 있다면,

(1)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FSD 펑션으로 전송하고,

(2) 상기 FSD 펑션은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1차 기지국과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에 전송하고,

(3) 상기 1차 기지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은 기본 채널들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

향 링크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1차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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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청구항 2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FSD 펑션으로 전송된 역방향 링크 패킷의 포맷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위한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FSD 펑션으로부터 상기 1차 기지국과 각각의 2차 기지국으로 전송된 순방향 링크 패킷의 포맷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에코하기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1차 기지국.

청구항 26.
청구항 26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IS-95 CDMA 시스템이고,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결정하면, 이 때 상기 1차 기지국은

항상 단방향 모드의 상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단방향 모드의 상기 순방향 링크 보조 채널을 이용하면,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기본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 시그널링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할 수 있고,

상기 1차 기지국이 상기 기본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1차 기지국이 현

재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하고 있다면, 이 때,

(1) 상기 1차 기지국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역방향 링크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FSD 펑션으로 전송하고,

(2) 상기 FSD 펑션은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에코하기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순방향 링크 패킷을 이용하여 상기 순방

향 링크 데이터를 상기 1차 기지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에 전송하고,

(3) 상기 1차 기지국과 상기 하나 이상의 2차 기지국들은 기본 채널들을 이용하여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순

방향 링크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1차 기지국.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CDMA 무선 표준들의 IS-95 군의 cdma2000 표준과 같은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code-division, multiple-access; CDMA) 표준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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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원은 대리인 관리 번호 Kumar 12-5-11로서 출원된 일련 번호 09/xxx,xxx와, 대리인 관리 번호 Kumar 11-36-

24-5으로서 출원된 일련 번호 09/xxx,xxx, 대리인 관리 번호 Kumar 13-37-25-8로서 출원된 일련 번호 09/xxx,xxx,

및 대리인 관리 번호 Berliner 4-26으로서 출원된 일련 번호 09/xxx,xxx로 이루어진 미국 특허 출원 중 하나이며, 이들

모두는 동일한 날짜에 출원되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통합되어 있다.

도 1는 종래의 CDMA 무선 통신 시스템(100)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통신 시스템(100)은 CDMA 무선 표준들의 IS-

95 군의 cdma2000 표준에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본 발명이 반드시 이와 같이 한정되지는 않는다. 통신 시스템

(100)은 무선 링크 프로토콜(radio link protocol; RLP) 펑션(104)에 연결된 인터워킹 펑션(internetworking function;

IWF)(102)을 가지며, 상기 무선 링크 프로토콜 펑션(104)은 프레임 선택/분배(frame selection distribution; FSD) 펑션

(106)에 연결되고, 상기 프레임 선택/분배(FSD) 펑션(106)은 백 홀 장치들(108)(예를 들면, T1 라인들)을 통하여 하나 이

상의 기지국(110)에 차례로 연결된다. 특정한 구현에 따라서, IWF 펑션(102), RLP 펑션(104), 및 FSD 펑션(106)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분리된 펑션일 수도 있다.

각 기지국(110)은 하나 이상의 이동 유닛들(112)과의 무선 통신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FSD 펑션(106)은 유저 메시지

들(user messages)에 대응하는 데이터의 프레임들이 다수의 기지국들에 분배되는 순방향 링크 프레임 분배 기능

(forward-link frame distribution function)을 수행한다. 또한, FSD 펑션(106)은 다수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의 프레임들이 RLP 펑션(104)으로 진행하도록 처리되는 역방향 링크 프레임 선택 기능(reverse-link frame selection

function)을 수행한다. 순방향 링크 방향에서, RLP 펑션(104)은 FSD 펑션(106)에 의한 분배를 위해 IWF 펑션(102)으로

부터 수신된 유저 메시지들을 데이터 프레임들로 분할한다. 역방향 링크 방향에서, RLP 펑션(104)은 FSD 펑션(106)으로

부터 수신된 데이터의 패킷들을 IWF 펑션(102)으로 보내기 위한 유저 메시지들에 재결합한다. IWF 펑션(102)은 다수의

기지국에서의 동작들을 조정하고 제어하기 위해 고 레벨 포인트-투-포인트 프로토콜(point-to-point protocol)(PPP)을

구현하여 통신 시스템에 대한 집중화 기능들을 수행한다. IWF 펑션(102)은 또한 통신 시스템(100)과 다른 통신 시스템들

(도시되지 않음)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작용하여, 리모트 엔드 유닛(remote end unit)과의 음성 통신 및/또는 컴퓨터 서

버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과의 데이터 통신을 포함한 완전한 범위의 통신 서비스를 이동 유닛들에 제공한다.

본원 명세서에서, 용어 "이동 유닛(mobile unit)" 및 "이동 유저(mobile user)", "이동(mobile)", 및 "유저(user)"는, 엔드 노

드(end nod)가 실제로 이동중이든 정지해 있든지에 관계없이,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기지국들과의 무선 전송을

통하여 통신하는 임의의 엔드 노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원 명세서에 사용되는 "기지국"이란

용어는 "콜 레그(call leg)"(또는 간단히 "레그") 및 "셀 사이트(cell site)"(또는 간단히 "셀(cell)")라는 용어와 의미가 같다.

cdma2000 표준은 상이한 모드들의 데이터 통신을 지원한다. 비교적 저속의 데이터 메시징(data messaging)에 있어서,

기본 채널(fundamental channel; FCH)이 시그널링(signaling) 및 데이터 메시징을 모두 조정할 수 있다. 시그널링은 이동

유닛과 기지국 사이의 통신 링크들을 제어하기 위해 이들에 의해 이용되는 이동 유닛과 기지국 사이의 통신을 가리키고,

메시징은 기지국을 통해 이들 통신의 엔드 노드들에게 전송되는 정보 및 엔드 노드들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를 가리키며, 여

기서 상기 이동 유닛은 엔드 노드들 중의 하나이다. 비교적 고속의 데이터 메시징에 있어서, 보조 채널(SCH)이 데이터 메

시징에 이용될 수 있으며, 기본 채널은 이동 유닛과 기지국 사이의 시그널링을 조정한다. 또한, SCH가 데이터 메시징에 이

용될 때, 이동 유닛과 기지국 간의 시그널링은 전용 제어 채널(dedicated control channel; DCCH)로 불리는 특정한 통신

채널에 의해 처리될 수 있고, 상기 DCCH는 FCH보다 전송시 전력 소모가 더 적으며, 시그널링에 더하여 저속 데이터 메시

징을 처리하도록 설계된다.

도 2는 세 개의 기지국들(110)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동작하는 이동 유닛(112)을 위한 도 1의 통신 시스템(100)의 일부의

기능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소프트 핸드오프는 이동 유닛이 둘 이상의 기지국들과 동시에 통신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

으로서, 이들 기지국들은 각각 이들 통신들의 콜 레그(call leg)라 한다. 프레임 선택/분배 펑션(106)은 이동 유닛(112)과

상기 세 개의 기지국들(110) 간의 소프트 핸드오프 통신을 지원한다.

정상적인 음성 통신을 하는 동안, 이동 유닛(112)은 역방향 링크 기본 채널을 이용하여 음성 메시지들을 전송한다. 이동 유

닛(112)과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인 세 개의 기지국들(110) 각각은 각각 역방향 링크 FCH를 수신하고, 음성 메시지들을 역

방향 링크 패킷들에 모아서, 상기 역방향 링크 패킷들을 백 홀(108)을 통하여 FSD 펑션(106)으로 전송한다. FSD 펑션

(106)은 세 개의 기지국들 모두로부터 역방향 링크 패킷들을 수신하고, 대응하는 역방향 링크 패킷들(상기 이동 유닛으로

부터 수신된 동일 음성 메시지들에 대응하는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하나의 역방향 링크 패킷)을 식별하고, 각각의 대응하는

역방향 링크 패킷들의 세트로부터 하나의 역방향 링크 패킷을 선택하여, 상기 콜의 리모트 엔드에 최종적인 전송에 대한

나머지 무선 시스템의 나머지(정규 PSTN 유저와의 접속 또는 가능하게는 통신 시스템(100) 내의 다른 이동 유닛)에 전송

하기 위한 하나의 역방향 링크 패킷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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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FSD 펑션(106)은 이동 유닛(112)을 위한 콜의 리모트 엔드으로부터 음성 메시지들을 포함하는 순방향 링크 패킷

들(forward-link packets)을 수신한다. FSD 펑션(106)은 각 순방향 링크 패킷의 사본들을 상기 이동 유닛과 현재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인 모든 기지국에 분배한다. 각각의 기지국은 상이한 순방향 링크 기본 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 패킷들

을 이동 유닛(112)에 전송한다. 이동 유닛(112)은 모두 세 개의 순방향 링크 FCH들을 수신하며, 세 개 모두의 순방향 링크

FCH들로부터 대응하는 음성 메시지들을 결합하여, 이동 유닛(112)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음성을 생성한다.

이동 유닛(112)은 모든 대응하는 음성 메시지들을 함께 결합할 수 있도록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세 개의 순방향 링크 신호

들 모두로부터 대응하는 음성 메시지들의 각 세트를 수신할 필요가 있으므로, FSD 펑션(106)으로부터 세 개의 기지국들

로 순방향 링크 패킷들의 사본들을 분배하는 타이밍은 아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FSD 펑션(106)은 다른 처리를 위해 패

킷들의 선택을 조정하도록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상이한 기지국들로부터 모든 대응하는 역방향 링크 패킷들을 수신할 필

요가 있다.

이들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크 타이밍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콜 레그가 기지국에 부가될 때마다(즉, 새로운

기지국이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로 특정 이동 유닛과 통신을 시작할 때마다), 예를 들면, 그 기지국의 순방향 링크 전송들과

현재 이동 유닛과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로 통신중인 다른 기지국들로부터의 순방향 링크 전송들과 적절히 동기화를 보장

하기 위하여, 기지국과 FSD 펑션(106) 간에 특정한 동기화 절차가 수행된다. 이들 동기화 절차들은 백 홀(back haul)을 통

한 기지국과 FSD 펑션 간의 특정한 통신들을 포함한다.

기본 채널이 음성 통신 외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 메시징을 지원할 수 있지만, cdma2000 표준은 또한 보조 채널들을 통하

여 고속 데이터 메시징(data messaging)을 지원한다. cdma2000 표준에 따르면, 음성 메시징이 연속적인데 반해, 데이터

메시징은 갑자기 나타나므로(즉, 간헐적이므로), 보조 채널들은 단지 데이터 발생의 지속 기간 동안에만 개설되고 유지된

다. 할당된 SCH를 통하여 데이터 메시징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이동 유닛이 활성 상태에 있다고 한다. SCH가 현재 할당되

어 있지 않지만, FCH(또는 DCCH)가 할당되어 있을 때, 데이터 메시징의 발생들 사이에, 이동 유닛은 제어 홀드 상태

(control hold state)에 있다고 한다.

음성 및/또는 저속 데이터 메시징을 위한 기본 채널의 이용과 유사하게, 고속 역방향 링크 데이터 메시지들은 역방향 링크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이동 유닛(112)으로 전송된다. 이동 유닛과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로 현재 동작하고 있는 각각의 기

지국은 역방향 링크 SCH를 수신하고 백 홀을 통하여 FSD 펑션(106)으로의 전송을 위한 데이터 메시지들의 역방향 링크

패킷들을 생성한다. FSD 펑션(106)은 모든 기지국들로부터 역방향 링크 패킷들을 수신하고, 콜의 리모트 엔드(이는 데이

터 메시징의 경우 컴퓨터 서버일 수 있다.)로의 전송을 위한 적절한 역방향 링크 패킷들을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FSD 펑션(106)은 이동 유닛(112)을 위한 데이터 메시지들의 순방향 링크 패킷들을 수신하고, 할당된 순방향

링크 보조 채널들을 통한 이동 유닛으로의 조정된 전송을 위하여, 백 홀을 통하여 적절한 기지국들에 대한 이들 순방향 링

크 패킷들의 분배를 조정한다. 또한, 이동 유닛에서 메시지들을 수신하기 위한 타이밍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 기지국과 FSD 펑션(106) 간의 동기화 처리에 더하여,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기지국들은 동일한 데이터 레이트로 순방

향 링크 SCH들을 이동 유닛으로 전송하도록 그들의 동작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하여, 새로 발생한 순방향 링

크 데이터가 할당될 새로운 SCH들을 요구하는 이동 유닛에 전송될 때마다 기지국은 백 홀을 통하여 다른 기지국과 통신할

필요가 있다.

제어 홀드 상태로부터 활성 상태로의 이동 유닛의 상태가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활성화 시간(reactivation time)이

라 한다. 종래의 IS-95 CDMA 시스템들에서, 재활성화 시간은 새로운 채널을 이동 유닛에 할당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각각

의 기지국을 프레임 선택/분배 펑션과 동기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상기 새로운 채널이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

로 이동 유닛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용되는 보조 채널이면, 재활성화 시간은 또한 다른 기지국들이 그들의 순방향 링크

전송 데이터 레이트들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재활성화 시간이 길수록, 무선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율은 더 낮다. 따라서, 실용화할 수 있을 만큼 재활성화 시간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순방향 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재활성화 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백 홀 구조(back haul architecture)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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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발명에 따르면, 이동 유닛이 기본 채널들(또는 전용 제어 채널들)을 통하여 다른 순방향 링크 전송들을 수신하기

위해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로 동시에 동작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다수의 기지국들이 기본 채널, 전용 제어 채

널, 및/또는 보조 채널을 통하여 이동 유닛으로부터 어떤 역방향 링크 통신들을 수신하기 위해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로 동

시에 동작하는지에 관계없이, 단방향 모드(즉, 단일 기지국으로부터의 순방향 링크 전송들)로 동작하는 순방향 링크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 데이터 메시지들이 이동 유닛으로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회로 지향 프레임 선택/분배(FSD) 기능 외에, 이동 유닛으로 전송되거나 또는 이동 유닛으로부

터 전송되는 데이터 메시지들을 처리하기 위해 패킷 지향 FSD 펑션이 행해진다. 패킷 지향 FSD 펑션은 무선 인터페이스

를 통하여 시간, 존속기간, 또는 전송의 레이트에 관련하는 1차 기지국과의 우선 조정없이 순방향 링크 데이터 메시지들을

1차 기지국에 직접 전송한다. 그 다음에 1차 기지국은 이동 유닛에 순방향 유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보조 채널를 이

용할지 기본 채널을 이용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전송될 순방향 유저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1차 기지국은 기본 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 데이터 메시지들을 이동

유닛으로 전송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 유닛이 소프트 핸드오프이면, 순방향 링크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다른

(2차의) 기지국들에 제공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모든 콜 레그들은 상기 데이터를 동시에 이동 유닛으로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회로 지향 FSD 펑션을 통하여 1차 기지국으로부터 2차 기지국들로 순방향 패킷 포맷들의 전송을 지원하기 위

하여 백 홀 역방향 및 순방향 패킷 포맷들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1차 기지국은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 데이터 메시지들을 이동 유닛으로 전송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 유닛이 소프트 핸드오프로 다르게 동작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기본 채널을 통하여) 상

기 1차 기지국은 보조 채널을 할당하고, 단방향 모드의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유저 데이터를 이동 유닛으로 전송한

다. 순방향 링크 보조 채널은 단방향 모드로만 동작되기 때문에, 순방향 링크 데이터 전송들의 데이터 레이트 또는 타이밍

을 임의의 다른 기지국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FSD 펑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그러한 조정이 수행될 필요

가 없다. 따라서, 제어 홀드 상태로부터의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활성 순방향 링크 데이터 전송들을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

한 재활성화 시간은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서 모든 기지국들 간에 타이밍 및 데이터 레이트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종래

기술 하에서의 대응하는 재활성화 시간보다 작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a) 무선 통신 시스템의 프레임 선택/분배(FSD) 펑션에서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b) 무선 인터페이스(air interface)를 통하여 1차 기지국으로부터의 순방향 링크 데이터의 전송과 관련하여 상기 FSD 펑

션과 1차 기지국 간의 우선 조정(coordinating)없이 상기 FSD 펑션으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1차 기지국으로의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및 (c)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기본 채널

(fundamental channel)을 이용할지 또는 보조 채널(supplemental channel)을 이용할지를 상기 1차 기지국에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방법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서, 상기 FSD 펑션은, (a)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수신하고, (b) 무선 인

터페이스를 통하여 1차 기지국으로부터의 상기 순방향 링크 데이터의 전송과 관련하여 상기 FSD 펑션과 1차 기지국 간의

우선 조정(coordinating) 없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1차 기지국으로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상기

FSD 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1차 기지국은, (a)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수신하고, (b) 무선 인

터페이스를 통하여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기본 채널(fundamental channel)을 이용할지 또는 보조 채널

(supplemental channel)을 이용할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되는, 상기 1차 기지국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이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들, 특징들, 이점들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 첨부된 청구범위 및 첨부하는 도면들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본 발명은 CDMA 무선 통신에 대한 가장 최근의 IS-95 표준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요구하지 않고 재활성화 시간을 감소시

키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서 재활성화 지연의 문제를 해결한다.

도 2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CDMA 무선 통신 시스템들에서는, 이동 유닛 유저가 하나 이상의 셀 사이트

(즉, 기지국)와 동시 통신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기지국은 유저 콜에 대한 소프트 핸드오프 콜 레그(call leg)라 한다.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 동안, 각 콜 레그는 거의 동시에 이동 유닛의 역방향 링크 전송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정보 프레임을

백 홀을 통해 프레임 선택/분배(FSD) 펑션으로 전달하며, 상기 FSD 펑션은 다른 콜 레그들로부터 대응하는 유저 정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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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들을 수신하여 최고의 품질을 갖는 프레임을 선택한다. 기지국들은 수신된 프레임의 품질 정보를 그들이 백 홀 상에서

전송하는 패킷들로 삽입하여, FSD 펑션이 적절히 동작할 수 있다. 선택되지 않은 프레임들은 드롭되고, 선택된 프레임은

더 처리되어 콜 접속의 다른 엔드로 진행한다. 이 기술은 CDMA 시스템들이 유저의 무선 전송들을 수신하기 위해 지리적

으로 다양한 안테나들(즉, 상이한 콜 레그들에 부착된 안테나들)을 이용하게 하고, 따라서 파워를 감소시키는 동안 유저가

무선 CDMA 신호들을 전송하는데 있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 낮은 에러율을 달성하게 한다.

상기 콜의 다른 엔드로부터 정보가 도착할 때, FSD 펑션은 각각의 콜 레그의 백 홀 인터페이스로 각각의 순방향 링크 프레

임을 전송함으로써, 분배 기능을 제공한다. 콜 레그들이 순방향 프레임들을 수신할 때, 이들은 전파를 통해 동일한 정보 프

레임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동 유닛 유저에게 전송한다. FSD 펑션은 정보를 순방향 프레임들로 삽입하여 기지국이 무선

인터페이스 전송들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순방향 링크 프레임 및 역방향 링크 프레임 모두에 대해서 요구된 동기화 때문에, 상기 FSD 펑션은 연속 신호 처리를 위해

설계된 회로 지향 모드의 기지국들로 동작한다. 특별한 콜 셋업, 콜 소거, 및 프레임 동기 과정들이 이 기능과 관련된다.

전술하고 도 2에 도시된 시나리오에서, 주어진 콜에 대하여, 단일 트래픽 채널이 이동 유닛과의 효과적인 통신을 위해 각

각의 콜 레그에 존재한다. 트래픽 채널은 유저 메시지(예를 들면, 음성 또는 저속 데이터) 뿐만 아니라 유저 신호 정보가 각

각의 방향으로 전송되게 하는 멀티플렉싱 능력(multiplexing capability)을 갖는다. 종래 기술에 따르면, 이동 유닛으로부

터 송신된 시그널링 정보(signaling information)는 콜을 위해 1차 셀로 지정된 셀에 모여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동 유닛

으로 전송될 시그널링 정보가 1차 셀에서 생성되지만, 모든 레그로부터 이동 유닛으로 동시에 전송될 필요가 있다.

도 3의 A, B는 도 2의 종래의 CDMA 무선 시스템을 위한, 순방향 및 역 백 홀 패킷들에 대한 패킷 포맷들을 각각 도시한

다. 도 3의 A, B의 패킷 포맷들은 다음의 시그널링 및 유저 데이터 처리 방법을 지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역방향으로,

각각의 레그는 이동 유닛으로부터 역 링크 전송을 수신하고, 상기 전송에 포함된 임의의 시그널링 정보로부터 유저 데이터

를 분리한다. 이들 두 종류의 정보는 백 홀 패킷의 개별적인 부분에 위치하며 FSD 펑션을 향한다. FSD 펑션은 전술한 바

와 같이 선택 기능을 수행하여, 선택된 프레임의 유저 데이터(302)를 상기 콜의 다른 엔드로 전달한다. 또한, FSD 펑션은

선택된 역 패킷(reverse packet)으로부터 역 시그널링 정보(reverse signaling information; 304)를 제거하고, 에코

(echo)된 역 시그널링(308)과 같이 그것을 백 홀 상에서 상기 콜 레그들로 송신되는 그 다음의 순방향 패킷에 위치시킨다.

따라서 분배 펑션은 역시그널링을 모든 콜 레그들로 에코한다. 따라서, 1차 콜 레그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유저의

직접 전송을 수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에코된 시그널링로부터 유저의 역 시그널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차 레그가 시그널링 정보를 이동 유닛에 전송할 필요가 있을 때, 상기 1차 레그는 순방향 시그널링 정보를 상

기 순방향 시그널링을 위한 역 백 홀 패킷 포맷으로 유지된 공간(306)에 위치시킨다. FSD 펑션은 상기 순방향 시그널링 정

보를 제거하여 그것을 백 홀 상에서 모든 콜 레그들로 전송되는 그 다음의 순방향 패킷에 위치시킨다. 상기 공간은 에코된

순방향 시그널링(310)이라 한다. 모든 콜 레그들은 그들의 백 홀 인터페이스들로부터 순방향 바운드 정보(forward-

bound information)를 수신하고, 동시에 순방향 바운드 유저 메시징(forward-bound user messaging) 및 시그널링을 전

송할 수 있다.

종래의 CDMA 무선 표준에서, CDMA 콜의 상기 레그들 상의 트래픽 채널들의 세트는 이동 유닛이 FSD 펑션을 통해 접속

의 다른 엔드(예를 들면, 음성 콜에 대한 리모트 음성 유저(remote voice user))와 통신할 수 있도록 순방향 및 역방향으로

대칭적으로 동작한다. 상기 구성은 음성 콜들 및 회로 모드 데이터 콜들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만, 패킷 데이터 콜에 적용

될 때 내재하는 문제점들을 갖는다. 최근의 CDMA 무선 인터페이스 표준(즉, IS-95B 및 IS-95C)은 고속 패킷 데이터 콜

에 대하여, 하나의 저속 무선 인터페이스 채널이 시그널링 정보 및 작은 크기의 정보 패킷들을 전송하는데 이용된다는 것

을 명시한다. 상기 채널은 기본 채널(FCH), 또는 전용 제어 채널(DCCH)이라 한다. 보조 채널(SCH)이라 하는 다른 무선

인터페이스 채널은 더 큰 크기의 정보 패킷들을 고속으로 이동 유닛 유저에게(즉, 순방향) 전송하거나 이동 유닛 유저로부

터(즉, 역방향) 전송되는데 이용된다. IS-95B에서, 보조 채널은 몇 개의 저속 무선 인터페이스 채널들의 집합인 반면에,

IS-95C에서는, 단일의 고속 무선 인터페이스 채널이 이용된다. 본원 명세서의 나머지 부분은 FCH 및 SCH에 대해서만 언

급하고 있으며, DCCH의 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설명을 간략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개념들을 DCCH

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은 최근의 IS-95 무선 인터페이스 표준을 변경없이 받아들여, 종래 기술의 회로 지향 백 홀 인터페이스들을 이용하

는 방법에 비하여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개선된 지연 성능을 얻는다. 본 발명에서, 역 FCH(R-FCH) 및 역

SCH(R-SCH)는 다수의 레그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위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순방향 FCH(F-FCH)는 최근의 IS-95

표준 명세서에 따라서 다수의 레그들에 대해 소프트 핸드오프로 유지된다. F-FCH 및 R-FCH에 대하여 백 홀 장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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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 펑션에 접속하는 것은 음성 콜들에 대해 종래 기술에서 이용되는 것과 동일한 회로 지향 절차들에 기초한다. 그러나,

F-SCH 및 R-SCH는 백 홀 장치를 통해, 데이터 메시징의 발생과 관련된 간헐적인 신호 처리를 위해 계획된 패킷 모드 절

차들로 동작하는 개별적인 FSD 펑션에 접속된다.

도 4는 소프트 핸드오프에서의 패킷 데이터 콜에 대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백 홀 및 기지국 채널 구성들의 블록

도를 도시한다. 도면에는 두 개의 개별적인 FSD 펑션들, 즉, FCH를 위한 것(404)과, SCH를 위한 것(406)이 도시되어 있

다. 패킷 데이터 콜의 리모트 엔드(예를 들면, 서버 컴퓨터)는 SCH에 전용인 FSD 펑션(406)을 통하여 접속 경로(402)를

갖는다. FSD 펑션내의 SCH 분배 펑션(406)은 순방향 링크 데이터를 이동 유닛에서 현재 가장 강한 신호를 갖는 레그로

전송한다. 상기 레그는 1차 레그(408)라 한다.

1차 레그는 SCH 분배 펑션으로부터 순방향 링크 유저 데이터를 수신하면, 보조 채널 리소스(supplemental channel

resource)를 할당할 수 있고, F-FCH를 이용하여 이동 유닛(412)에 할당된 SCH의 높은 데이터 레이트의 무선 인터페이

스 채널 파라미터들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F-SCH를 이용하여 그 데이터를 이동 유닛으로 전송한다. 전송될 다량의 순방

향 유저 데이터가 있으면 이 시나리오를 따른다. 만약 전송될 다량의 데이터가 없다면, 다른 전략으로 부족한 F-SCH 리소

스의 할당을 피하고, 대신에 데이터 메시징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할당된 순방향 FCH(F-FCH) 무선 인터페이스 리소스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F-FCH 상에서 전송된 유저 데이터는 동시에 모든 레그들에서 전송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기

데이터는 1차 레그에 이미 기억되어 있지만, 콜의 2차 레그에는 기억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을 확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도 5의 A-B는 도 4의 CDMA 무선 시스템에 대하여, 순방향 및 역 백 헐 패킷들에 대한 패킷 포맷들을 각각 도시한다. 본

발명은 에코된 순방향 유저 데이터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도 3의 종래의 백 홀 역 패킷 포맷은 순방향 유저 데이터를 위

한 공간을 포함하도록 재정의된다(도 5A의 502). 1차 레그가 모든 콜 레그들로부터 이동 유닛으로 전송될 유저 데이터를

가지면, 1차 레그는 상기 데이터를 상기 백 홀 상에서 전송되는 그 다음의 FCH 역 패킷의 순방향 유저 데이터부(502)에 위

치시킨다. FCH(도 4의 404)를 위한 상기 FSD 펑션은 백 홀 역 패킷을 수신하면, 순방향 유저 데이터를 추출하여, 모든 콜

레그들에 전송되는 그 다음 백 홀 순방향 패킷의 순방향 데이터부(도 5의 B의 504)에 상기 추출된 데이터를 삽입함으로써

그것을 모든 콜 레그들로 에코한다.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FSD 펑션은 레그들에게 상기 패킷을 이동 유닛으로 전송하는

정확한 시간을 지시하기 위해 정보를 순방향 패킷에 위치시킨다. 백 홀 상에서 전송 지연들이 있고 1차 레그가 모든 콜 레

그들에서 이용된 정확한 전송 시간을 알 필요가 있으므로, 1차 레그가 이미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FSD 펑션은

순방향 유저 데이터를 다시 1차 레그로 에코한다.

CDMA 표준에 의해 현재 지정된 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원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적어도 두 가지의 신규 요소들을 갖는다. 첫 번째 요소는 (a) 시그널링 채널(이 채널은 또한 소형의 유저 데이터

패킷들을 반송할 수 있다)을 위한 FSD 펑션에 대한 다수의 콜 레그들의 회로 모드 접속, 및 (b) 이동 유닛과 교환될 다량의

데이터가 있을 때에만 콜에 할당되는 고속의 SCH를 포함하는 전송들을 처리하기 위한 패킷 모드 FSD 펑션을 이용한다는

개념이다.

두번째 요소는 소량의 데이터가 이동 유닛으로 전송될 때 1차 콜 레그로부터 모든 2차의 콜 레그들(도 4의 410)로 순방향

유저 데이터를 분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종래의 IS-95 CDMA 표준들은 전용의 시그널링 채널들을 균형적으로 이용한다. 만약 시그널링 채널이 역방향 링크 상의

다수의 레그들과 소프트 핸드오프로 대체되면, 상기 시그널링 채널은 또한 동일한 콜 레그들과 순방향 링크 상의 소프트

핸드오프로 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시그널링 채널은 또는 상기 콜에 대한 파워 제어 정보를 반송하기 때문에, 상기 콜의 신

뢰도는 본 발명에 의해 개선된다. 몇몇 종류의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있어서, 순방향 링크 유저 데이터 채널들이 단순

한 동작을 유지할 때(즉, 하나의 기지국, 예를 들면, 1차 레그만 이동 유닛과 통신할 때) 더 높은 시스템 처리량 및 데이터

전송에 대한 유저 요구에 대한 더 나은 반응이 제공된다. 이와 같이, F-SCH가 단방향 모드의 단일 레그로부터 동작하고,

순방향 시그널링 채널 또는 F-FCH가 다수의 레그들 상에서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로 동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순방향

링크 FCH 상의 다수의 레그들을 이용은 음성 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기 채널이 각각의 레그에 전송된 순방향 프레임들의

전송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백 홀 상에서 회로 지향 절차들을 이용하는 FSD 펑션에 접속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음성 서비스에 대한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순방향에서의 시그널링 정보는 1차 레그에서 발생하며, 백 홀 상에서 FCH를

위한 FSD 펑션으로 반송되고, 각각의 순방향 백 홀 패킷 전송을 통하여 각각의 레그로 에코된다.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

를 실행할 때, 고속 F-SCH는 1차 레그로부터 FCH 역할을 하는 FSD 펑션으로 접속되지 않지만, 대신에 다른 FSD 펑션을

통한 경로에서 이동 유저로부터의 데이터 콜의 다른 엔드에 접속된다. 패킷 모드 절차들은 상기 인터페이스에 이용되어,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지연 성능을 개선시킨다. 순방향(forward direction)에서, 이동 유닛으로 전송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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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1차 레그 또는 다른 콜 레그들과의 계획된 무선 인터페이스 전송을 먼저 조정할 필요없이 콜의 다른 엔드로부터

1차 레그로 전송된다. 따라서 콜에 대하여 개별적인 회로 모드 및 패킷 모드 백 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종래 기술의 무

선 인터페이스 표준들을 따르면서, 서비스 품질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SCH FSD 펑션의 분배 펑션으로부터 1차 레그로 전송된 정보량이 작을 때, F-SCH 리소스들을 설정하기보다는 이미 개설

되어 있던 F-FCH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이동 유닛에 전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백 홀 장치 상의 에코된

순방향 데이터의 개념은 1차 콜 레그로부터 2차 콜 레그들로의 분배 문제를 해결한다.

패킷 지향 FSD 펑션의 이용은, 모든 콜 레그들로부터의 역 보조 채널(reverse supplemental channel; R-SCH)에서 반송

된 역방향 링크 데이터에 대해 이점을 제공한다. 역방향 링크 패킷 데이터 프레임들은 패킷 지향 FSD로부터 무선 링크 프

로토콜(RLP) 펑션으로 진행하며, 상기 RLP 펑션은 가협정 표준 IS-707과 같은 현재의 표준들을 따라서, 무작위로 유저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고, 복사된 유저 데이터 정보 프레임들을 드롭할 수 있다. RLP 펑션의 이들 특성들 때문에, 패킷

지향 FSD 펑션은 임의의 콜 레그로부터 수신된 임의의 양호한 패킷을 RLP 펑션에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의 콜 레그

상의 R-SCH를 패킷 지향 FSD 펑션과 동기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동 유닛으로 R-SCH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오로지 회로 지향 방식의 종래의 기술에 의해서만 요구된 것보다 더 적다. 콜 레그들은 R-SCH와 합치하여 할당하고, 이동

유닛은 F-FCH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아 전송이 시작된다. 패킷 지향 FSD 펑션과의 동기가 필요치 않다.

도 4에서는, 집중된 펑션들로서 구현되는 회로 지향 FSD 펑션 및 패킷 지향 FSD 펑션(예를 들면, 도 1에 도시된 IWF 및

RLP와 공통 배치됨)을 고려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다. 다른 구성들로서는, 이들 펑션들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각각의

기지국(또는 기지국들의 서브셋)이 FSD 펑션을 갖는 분배된 펑션들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FSD 펑션이 집중되지 않는 구

성에 있어서, 에코된 시그널링 및 에코된 순방향 데이터는 1차 콜 레그를 포함한 모든 콜 레그들에 전송되거나, 2차의 콜

레그들에게 전송될 수 있다.

꼭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역방향 링크 프레임 선택 펑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구현된 순방향 링크

프레임 분배 펑션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들 펑션들 중 한 펑션은 집중된 펑션으로서 구현되고 다른 펑션들은 분배된 펑션

으로 구현된다.

이상 IS-95 CDMA 무선 시스템들의 관점에서 본 발명을 기술하였으나, 본 발명은 IS-95 표준 군 이외의 다른 표준, 예를

들면, 유럽 통신 표준 기구(ETSI) 표준군에 따른 CDMA 무선 시스템들에서 구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은 FDMA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또는 TDMA(시분할 다중 액세스(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과 같은 CDMA 시스템 이외의 다른 무선 시스템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한 사항들에 있어서, 첨부한 청구범위에 표현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당

업자들에 의해 변형 및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지하라.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제어 홀드 상태로부터 보조 채널을 이용하여 활성 순방향 링크 데이터 전송을 다시 시작하

는데 필요한 재활성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로 세 개의 기지국과 동작하는 이동 유닛에 대한 도 1의 통신 시스템의 일부의 기능

적인 블록도.

도 3은 도 2의 CDMA 무선 시스템에 대하여 순방향 및 역방향 백 홀 패킷들(back haul packets)에 대한 패킷 포맷들을 각

각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소프트 핸드오프의 패킷 데이터 콜(packet data call)을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백 홀 및 기지국 채널 장

치들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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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도 4의 CDMA 무선 시스템에 대해 순방향 및 역방향 백 홀 패킷들에 대한 패킷 포맷들을 각각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2: 이동 유닛

404: FCH 프레임 선택/분배 펑션

406: SCH 프레임 선택/분배 펑션

408: 1차 콜 레그

410: 2차 콜 레그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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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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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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