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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

요약

패킷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에서 두 개의 비활성 시간 간격들이 아이들 레이트, 디폴트 또는 중간 레이트 및 피크 레이

트를 포함하는 가변 데이터 레이트와 함께 사용된다. 어떤 패킷 데이터도 사용가능하지 않을 때, 데이터 레이트는 패

킷 전송들을 통신하기 위해 사용된 시스템 용량의 대부분을 자유롭게 하는 아이들 레이트로 환원된다. 따라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은 유지되어 아이들 패킷들의 아이들 레이트 전송은 채널의 수신단이 송신기와 동기된 상태에 있

도록 한다. 패킷 데이터 전송이 제1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하기 전에 다시 시작하면, 전송 레이트는 즉시 피크 레이트로

복귀한다. 그러나, 비활성이 제1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면, 데이터 레이트는 즉시 피크 레이트로 복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은 대신에, 제1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한 후에 아이들 레이트로 유

지된다. 제2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할 때 패킷 데이터 서비스는 해제된다. 패킷 데이터가, 제1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하

는 시간과 제2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하는 시간 사이에, 전송을 위해 사용가능해지면, 데이터 패킷들은 일반적으로 피

크 레이트 보다 적은 중간 레이트로 전송된다. 송신 소스가 채널 수신단으로부터 하나의 승인을 수신한 후, 데이터 레

이트는 피크 레이트로 되돌아간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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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실행하는데 적합한 셀룰로 단말기의 블록도이다.

도 2는 셀룰러망과 통신하는 도 1의 단말기를 묘사한다.

도 3a 내지 3c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사건들의 타임 라인을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전송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 전화망 데이터 전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접속에 기초한 패킷 서비스를 위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패킷 데이터 통신은 예를 들면, X. H. Chen과 J. Oksman에 의해 '송신기와 수신기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패킷 교환

CDMA 통신망의 작동을 제어하는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1993년 10월 26일 특허받아 통상적으로 양도된 미국 특허 

제5,257,257호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휴대 전화 시스템에서 알려져 있다.

다른 하나의 예는 광대역 확산 스펙트럼 셀룰러 시스템을 위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옵션인 TIA/EIA/IS-657에 정의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로 본 명세서에 통합된다. IS-657은 2중 모드 광대역 확산 스펙트럼 셀룰로 시스템을 위한 이

동국-기지국 호환 표준은 TIA/EIA-IS-95A와, 그리고 광대역 확산 스펙트럼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옵션 표준인 TIA/EIA/IS-99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들 각각은 참고자료로 본 명세서에 통합된다.

접속에 기초한 프로토콜은 이동국(MS)이 기지국(BS)에 접속을 확립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하여 정의된다. 접

속이 확립되는 동안에, 하나의 트래픽 채널은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트래픽 

채널의 사용은 사용가능한 시스템 용량의 일부를 소비하기 때문에, 트래픽 채널은 단지 필요할 때 사용되는 것이 중

요하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S-657은 접속된 상태라는 타이틀로 섹션 2.2.4.1.1.2.4에서 하나의 패킷 데이터 비

활성 타이머를 정의한다. 그 표준에 따르면, 비활성 타이머는 하나의 패킷 데이터 프레임이 송신되거나 수신될 때 마

다 리셋된다. 패킷 데이터 활성이 전혀 없을 때, 비활성 타이머는 하나의 카운트를 축적한다. 패킷 데이터 비활성 타이

머가 종료하면, 그 타이머가 비활성의 최대 허용 시간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동국은 접속을 해제하여 트

래픽 채널을 자유롭게 한다. PPP나 TCP/IP와 같은 RLP 보다 상위의 프로토콜 계층들은 트래픽 채널이 해제된 후 패

킷 데이터 서비스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송신되기 위해 필요한 패킷 데이터가 버스트 상태에서 사용가능하다면, 또는 그 반대로 전송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다면, IS-657에 상술된 접근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비활성 타이머는 패킷 이용 불능 기간

동안 빈번하게 종료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동국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로부터 접속을 끊는 것을 초래한다. 패킷 데이

터가 일단 전송을 위해 다시 사용가능할 때, 이동국은 패킷들은 전송하기 위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재확립해야 한

다. 이것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로부터 접속을 끊고나서 그 서비스를 재확립하기 위해 일정양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문

제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보처리양이 감소된다. 만약 빈번하게 접속하고, 접속을 끊는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비활

성 타이머 종료 시간이 길어지면, 비활성 패킷 기간 동안 시스템 용량이 낭비된다.

데이터 레이트가 높을 때(IS-95에 정의된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다른 문제가 IS-657에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서 피크 레이트가 시스템 용량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종래기술 접근은 비활성 동안에 

아이들 레이트에서 전송하는 것에서부터 피크 레이트에서 하나의 패킷을 전송하는 것에까지 갔었으며, 시스템은 비

활성 타이머의 전체 길이 동안 피크 레이트의 용량을 보유해야 한다. 이것은 비활성 기간 동안에 한 패킷 데이터 사용

자에서 다른 패킷 데이터 사용자로 용량을 옮길 수 있도록 의도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종래 기술에 따르면, 최적의 패킷 데이터 전송 효율을 제공할 비활성 종료 시간값이 전혀 없다. 짧은 비활성 종료 시

간은 접속과 접속 해제를 위해 빈번한 서비스 협상을 필요로 하고, 긴 비활성 종료 시간은 시스템 자원을 낭비한 것이

다. 이러한 종래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상된 패킷 데이터 전송방법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셀룰러 통신망에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능률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시스템 용량을 낭비하지 않고 짧은 패킷 데이터 비활성 시간 동안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을 

유지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짧은 패킷 데이터 비활성 시간들 사이에서 서비스의 재협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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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문제와 다른 문제들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장치에 따라서 극복된다. 보다 특히 본 발명은 비효율적인 패킷

데이터 전송 문제의 해결을 지항한다. 본 발명의 가르침에 따르면, 2개의 비활성 시간 간격들은 아이들 레이트, 디폴

트 또는 중간 레이트 및 피크 레이트를 포함하는 가변 데이터 레이트와 함께 사용된다. 어떤 패킷 데이터도 사용가능

하지 않을 때, 데이터 레이트는 패킷 전송들을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 용량의 대부분을 자유롭게 하는 아이들

레이트로 환원된다. 따라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은 유지되며, 아이들 패킷들의 아이들 레이트 전송은 채널의 수

신단이 송신기와 동기된 상태에 있도록 한다.

최초의 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하기 전에 패킷 데이터 전송이 다시 시작하면, 전송 레이트는 즉시 피크 레이트로 복귀

한다. 그러나, 비활성이 최초의 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면, 데이터 레이트는 피크 레이트로 즉시 복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최초의 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한 후 다른 사용들을 위해 자유로운 시

스템 용량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은 대신에, 최초의 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한 후에, 아이

들 레이트로 유지된다. 두 번째 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할 때 패킷 데이터 서비스는 해제된다.

패킷 데이터가, 최초의 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한 시간과 두 번째 비활성 타이머가 종료한 시간 사이에서 전송을 위해 

사용가능해지면, 데이터 패킷들은 일반적으로 피크 레이트보다 낮은 중간 레이트에서 전송된다. 전송 소스가 채널의 

수신단으로부터 승인을 수신한 후 데이터 레이트는 피크 레이트로 되돌아간다. 패킷 데이터가 사용가능할 때 데이터 

레이트는 피크 레이트로 즉시 복귀되지 않는데, 이는 네트워크가 아이들 시간 동안 용량을 재할당한 후 피크 레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불충분한 용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용량이 사용가능하다는 승인이 수신된 후, 전송 소스

는 그 때 피크 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용량 사용 조건하에서 중간 레이트는 피크 레이트와 동일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레이트는 승인 신호를 수신

해야 하는 일 없이 아이들 레이트로부터 직접 피크율로 전환한다.

본 발명의 한 특징은 다중 비활성 타이머들의 사용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패킷 데이터 전송들을 위한 가변 데이터 레이트의 사용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하나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이, 패킷 데이터 비활성 기간 동안, 아이들 레이트로 유지된다

는 것이다.

예컨대 그러나 휴대용 무선전화 또는 개인용 통신기에 한정되지 않는, 본 발명을 실행하는데 적합한 무선 사용자 단

말기 또는 이동국(10)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참조가 도 1 및 도 2에 행해진다. 이동국(10)은 기지 사이트나 기지국(

30)에 신호를 전송하고, 그곳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12)를 포함한다. 기지국(30)은 하나의 이동 교환

센터(MSC; 34)를 포함하는 하나의 셀룰러 망(32)의 일부이다. 이동 교환 센터(34)는 이동국(10)이 통화요청에 관련

될 때 육상 중계회선들(landline trunks)에 접속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네트워크(32)가 패킷 데이터 서

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 가정된다.

이동국은 변조기(MOD; 14A), 송신기(14), 수신기(16), 복조기(DEMOD; 16A) 및 송신기(14) 또는 수신기(16)에 신

호들을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신호들을 수신하는 제어기(18)를 각각 포함한다. 이들 신호들은 적용가능한 셀룰러 시스

템의 공중 인터페이스 표준에 따른 신호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사용자 언어 및/또는 사용자 발생 데이터를 포함한다.

공중 인터페이스 표준은 본 발명에 대해서는 패킷 데이터를 전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가정된다.

현재로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변조기(14A), 송신기(14), 수신기(16) 및 복조기(16A)는, IS-95A에 상술

된 것과 같은 하나의 직접 확산 코드 분할 다중 접속(DS-CDMA) 시스템과 함께 동작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다. 본 

발명의 가르침은 그러나, 단지 이런 타입의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는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분할 다중 접속(TDM

A) 시스템들과 같은 서로 다른 변조 및 접속 특성들을 갖는 많은 서로 다른 타입들의 시스템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

제어기(18)는 이동국의 음성과 논리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회로를 또한 포함한다고 이해된다. 예로서, 제

어기(18)는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마이크로프로세서 장치, 여러 가지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들 및 디지털-아날

로그 변환기들 그리고 다른 지원회로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동국의 제어 및 신호 처리 기능들은 그들 각각의 능력들

에 따라 이들 장치들 사이에서 할당된다.

이동국(10)은 음성 전송 또한 할 수 있고 따라서, 종래의 이어폰 또는 스피커(17), 종래의 마이크로폰(19), 디스플레

이(20) 및 전형적으로 키패드(22)인 사용자 입력장치-이들 모두는 제어기(18)에 연결되어 있다-로 구성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키패드(22)는 종래의 숫자(0-9) 및 관련 키들(#,*; 22a) 및 이동국(10)을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키들(22b)을 포함한다. 이들 다른 키들(22b)은 예로서, 하나의 SEND 키, 여러 가지의 메뉴 스크

롤링 및 소프트 키들, 및 하나의 PWR 키를 포함할 수 있다. 이동국(10)은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

지의 회로들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26)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이동국(10)은 패킷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것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데이터 단말기로서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위에서 설명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성분들의 어떤 것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이동국(10)은 전혀 이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위치에서 작동될 수 있다(예를 들면, 사무실 환경에서 무선 팩

시밀리 장치의 한 성분으로서)는 것 또한 인식되어야 한다.

이동국(10)은 그것의 동작 동안에 제어기(18)에 의해 사용되는 복수 개의 상수와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24)

와 같이 집합적으로 나타내어진 여러 개의 메모리들을 또한 포함한다. 예를 들면, 메모리(24)는 다양한 셀룰러 시스템

파라미터들과 번호 할당 모듈(NAM)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다. 제어기(18)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동작 프로그램 또

한 메모리(24)에(전형적으로 롬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메모리(24)는 송신 전 또는 수신 후 패킷 데이터를 또한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24)는 도 3a, 3b, 3c 및 도 4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설명된 방법들을 구현하기 위한 루틴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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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데이터 서비스 옵션들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트래픽 채널들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하나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옵션은 통화 요청 발생 동안 또는 통화 요청 동안 보다 늦은 시간에 협상된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은 잘 알려져 있으며 IS-95A, IS-657 및 IS-99에서 발견될 수 있다.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통화요청 발생 메시지들은 이들 표준들에 있는 정의들로부터, 새로운 파라미터들을 보유하는 필드들을

포함하도록, 변형된다. 특히, 표 1의 파라미터들은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확립되어 있다.

[표 1]

이들 파라미터들의 어떤 것도 패킷 데이터 서비스가 요청될 때 협상될 수 있거나, 패킷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고정

값으로 될 수 있다. 레이트 세트는 IS-95A에 정의된 사용가능한 레이트 세트들의 리스트로부터 선택될 수 있거나, 고

속 데이터 서비스의 일부로서 정의된 부가적인 레이트 세트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아이들 레이트는, 예를 들면, 레

이트 세트에서 최저 레이트가 될 수 있다. 중간 레이트는, 예를 들면, 레이트 세트의 기본 레이트가 될 수 있다. 피크 

레이트는 레이트 세트에서 최고 레이트가 될 수 있거나, 이동국(10) 또는 사용가능한 시스템 용량의 능력들에 의해 한

정된다면, 더 낮은 레이트가 될 수 있다.

아이들 시간과 종결 시간은 네트워크 부하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특성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한정된 사용가

능 용량을 가진 무겁게 부하가 걸린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는 비활성 사용자의 용량이 활성 사용자로 빨리 재할당될

수 있도록 아이들 시간을 짧게 설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아이들 시간이 종료한 후 중간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용량을 보유한다. 종결 시간은 덜 중요한데, 이는 사용된 실제 용량이 아이들 레이트 전송에 근거되고 있고, 또한 네트

워크(32)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중간 레이트 용량이 일반적으로 피크 레이트 보다 적기 때문이다.

도 3a를 참조하면, 하나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통화 요청에서 예시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도시되어 있다. 하나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가 접속된(100) 후, 데이터 패킷들은 피크 레이트에서 전송된다(110). 어떤 패킷들도 전송되지 않을 때

레이트는 자동적으로 아이들 레이트(125)로 전환한다. 종결 타이머가 종료하기(130) 전에, 패킷 전송이 다시 시작하

지 않으면, 패킷 서비스는 접속이 끊어지거나(140) 해제된다.

도 3b를 참조하면, 피크 레이트에서 패킷 전송(200)이 멈출 때, 그리고 아이들 프레임들이 아이들 종료 시간 보다 적

은 시간 동안 아이들 레이트에서 전송될 때(210), 부가적인 패킷 데이터가 전송을 위해 사용가능해진다고 가정하면, 

피크 레이트 전송(220)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도 3c를 참조하면, 피크 레이트에서 패킷 전송이(300) 아이들 종료 시간(320) 보다 더 긴 동안 멈춘다면, 승인(ACK; 

340)이 수신될 때까지 아이들 레이트(310)은 중간 레이트(330)로 변화한다. 이 때 피크 레이트 전송(350)이 다시 시

작할 수 있다. 승인(340)의 수신은 송신기로 피크 레이트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

다.

비활성 타이머들은 각각이 종료 시간을 가진 두 개의 타이머들로 구현될 수 있다. 예로서, 그리고 도 1을 참조하면, 그

타이머들은 메모리(24)의 리드/라이트영역에 유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타이머들(타이머 1과 타이머 2)로 구현될 수

있다. 대안으로, 하나의 싱글 비활성 타이머가 사용될 수 있는데, 그 타이머에서 타이머 값은 최초의 종료를 검출하기

위해 아이들 시간 값과 비교된다. 그리고 나서, 그 싱글 타이머는 카운팅을 계속하며, 타이머 값은 두 번째의 종료를 

검출하기 위해 종결 시간값과 비교된다.

지금 본 발명의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내는 도 4를 참조하면, 패킷 데이터 서비스는 최초로 블록 A에서 확립된다. 먼저

패킷들은, 예로서, 피크 레이트(블록 B)에서 전송된다. 하나의 패킷이 전송될 때, 아이들 및 종결 비활성 타이머들은 

블록 C에서 리셋된다. 어떤 패킷들도 전송되고 있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패킷 데이터가 아이들 비활성 타이머의 종료

전에 사용가능해지면, 하나 또는 더 많은 아이들 프레임들이 아이들 레이트에서 블록 D에서 전송되고, 피크 레이트(D



등록특허  10-0441868

- 5 -

1)에서 다시 전송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패킷 데이터의 수신기는 송신기와 동기를 유지한다. 아이들 프레임들이 전송

되는 시간 동안(블록 D) 비활성 타이머들은 하나의 카운트를 축적한다(블록 E). 아이들 타이머가 종료할 때(블록 F) 

피크 레이트에서 더 이상의 전송은 금지된다. 패킷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여 다시 전송이 시작할 때(블록 G), 전송 레이

트는 중간 레이트에서 설정된다. 하나의 승인이 수신될 때(블록 H), 전송은 다시 피크 레이트에서 다시 재개한다. 이 

과정은 패킷 서비스가, 통상 서비스 종결 시퀀스, 또는 블록 I에서 종결 타이머의 종료에 의해, 종결된 때까지 계속한

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문맥에서 설명되었지만, 이들 가르침들에 대한 많은 변형들이 당업자에게 떠오를 수 있다는 것

이 인식되어져야 한다. 예로서, 위에서 논의되었지만, 본 발명의 가르침들은 어떤 특정한 공중 인터페이스 표준 또는 

접속 계획에 한정되도록 의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이 그것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보여지고 기술되었으나, 형태와 세부사항들에서의 

변화들이, 본 발명의 범위와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들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빈번한 패킷 데이터 처리량이,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부담을 피함으로써, 최대화되는 효과를 갖는

다. 또한 사용가능한 시스템 용량이, 비활성 기간 동안에 피크 레이트 대신 아이들 레이트에서 패킷 데이터 접속을 유

지함으로써, 최대화되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접속을 확립하는 단계;

상기 패킷 데이터가 사용가능할 때 제1소정 레이트에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패킷 데이터가 전송될 때 제1 및 제2비활성 타이머를 리세트하는 단계;

패킷 데이터가 사용가능하지 않을 때 제2소정 레이트에서 적어도 하나의 아이들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계;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어지지 않고 있을 때 상기 제1 및 제2비활성 타이머들을 증분하는 단계;

상기 제1비활성 타이머의 종료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종료에 응답하여, 상기 제1소정 레이트에서 패킷 전송을 금

지하는 단계;

상기 제1비활성 타이머의 종료를 검출한 후, 그러나 상기 제2비활성 타이머의 종료를 검출하기 전, 패킷 데이터가 사

용가능할 때 제3소정 레이트에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및

하나의 승인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승인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소정 레이트에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비활성 타이머의 종료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제2비활성 타이머의 종료를 검출하는 단계와, 만약 더 이상

의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 상기 검출된 제2종료 타이머의 종료에 응답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데이터 레이트는 상기 제3데이터 레이트 보다 크고, 상기 제3데이터 레이트는 상기 제2데

이터 레이트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
무선 송신/수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패킷 데이터 소스와 하나의 패킷 데이터 싱크 사이에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패킷 데이터 채널에서 상기 소스에서 상기 싱크까지 상기 사용가능한 패킷 데이터를 제1데이터 레이트로 전

송하는 단계;

패킷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지기 위해 사용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시, 제1타이머와 제2타이머를 작동시키는 동안 

상기 소스에서 상기 싱크까지 제2데이터 레이트로 아이들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타이머 및 제2타이머를 작동시키는 동안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어지기 위해 다시 사용가능한 상황이 발생시, 

그리고 상기 제1타이머가 제1소정값에 도달하기 전에 상기 소스에서 상기 싱크까지 사용가능한 패킷 데이터를, 상기 

제1데이터 레이트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타이머 및 제2타이머를 작동시키는 동안,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어지기 위해 다시 사용가능한 상기 상황이 발

생시, 그리고 상기 제1타이머가 상기 제1소정값에 도달한 후 그러나 상기 제2타이머가 제2소정값에 도달하기 전, 상

기 소스에서 상기 싱크까지 사용가능한 패킷 데이터를, 제3데이터 레이트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1타이머 및 제2타이머를 작동시키는 동안, 상기 제1타이머가 상기 제1소정값에 도달한 후, 그리고 상기 제2

타이머가 상기 제2소정값에 도달한 후,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3데이터 레이트로 사용가능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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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신호가 상기 패킷 데이터 싱크로부터 수신될 때까지 계속하고, 상기 수신되고 있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데이터 레이트로 상기 사용가능한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하는 단계들은

하나의 직접 확산, 코드 분할 다중 접속(DS-CDMA) 패킷 데이터 채널에서 발생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데이터 레이트는 상기 제3데이터 레이트 보다 크고, 상기 제3데이터 레이트는 상기 제2데

이터 레이트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
하나의 패킷 데이터 소스와 하나의 패킷 데이터 싱크 사이에서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제공하는 무선 송/수신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 소스는

하나의 데이터 레이트 세트 내의 복수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레이트들 중 하나로, 하나의 패킷 데이터 채널에서 상기

싱크로 사용가능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송신기 회로;

선택적으로 시작되어지고 리셋되어질 수 있는 제1타이머와 제2타이머; 및

제어기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기는, 제1데이터 레이트에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송신기 회로 및 상기 타이머들에 연결

되고,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기 위해 사용가능한 상황의 발생에 응답하고,

상기 제1타이머와 제2타이머의 리셋을 해제하는 동안 제2데이터 레이트로 아이들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패

킷 데이터가 전송되기 위해 사용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의 발생에 더 응답하고,

상기 제1데이터 레이트로 상기 사용가능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제1타이머 및 제2타이머를 리셋하기 위해, 

상기 제1타이머가 제1소정값에 도달하기 전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기 위해 다시 사용가능하게 되는 상황의 발생에 더 

응답하고,

제3데이터 레이트로 사용가능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제1타이머 및 제2타이머를 리셋하기 위해, 상기 제1

타이머가 상기 제1소정값에 도달한 후 그러나, 상기 제2타이머가 제2소정값에 도달하기 전,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기 

위해 다시 사용가능한 상기 상황의 발생에 더 응답하며,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을 해제하기 위해, 상기 제1타이머가 상기 제1소정값에 도달하고, 상기 제2타이머가 상기 제2

소정값에 도달하는 상황에 더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하나의 신호가 상기 패킷 데이터 싱크로부터 수신될 때까지, 그리고, 상기 수신되어지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데

이터 레이트로 상기 사용가능한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상기 제3데이터 레이트로 사용가능한 패

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하나의 직접 확산, 코드 분할 다중 접속(DS-CDMA) 패킷 데이터 채널에서 송신하는데 적합하게 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무선 송/수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데이터 레이트는 상기 제3데이터 레이트 보다 크고, 상기 제3데이터 레이트는 상기 제2데

이터 레이트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송/수신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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