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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 방법에 있어서, 고속의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매체접근제어의 동작상태 중 대기과정에
서도 별도의 부상태 정의 없이 공통 물리 채널에 논리적인 공통 트래픽 채널의 할당의 허용하거나 하여 사용자 트래픽
을 전용 채널을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 상태로의 천이 없이 전송하게 하거나,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부상태를 정의하여 이 부상태에서만 공통 물리 채널에 논리적인 공통 트래픽 채널의 설정의 허가하여 순간적으
로 발생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전용 채널을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상태로의 천이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packet data communication, state transition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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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동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서비스 상태 천이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일반적인 대기상태에서 데이터 발생 시 데이터 서비스 상태 천이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대기상태에서 데이터 발생 시 데이터 서비스 상태 천이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송신측 대기상태의 버스트 부상태에서 데이터 전송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수신측의 대기상태의 부상태에서의 데이터 수신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라 송신측 대기상태에서 데이터 전송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라 송신측 대기상태에서 데이터 수신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한다)의 이동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패킷 데이터 통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호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음성을 위주로 하는 IS-95 규격에서 발전하여, 음성뿐만 
아니라 고속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IMT-2000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기 IMT-2000 규격에서는 고품질의 음성, 동
화상, 인터넷 검색 등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기 C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존재하
는 통신 선로는 크게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향하는 순방향 선로(Forward Link)와 반대로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향하
는 역방향 선로(Reverse Link)로 구별된다.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의 발생이 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전
송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오래되도록 지속되는 휴지상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따라서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 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만 채널을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한된 
무선 자원, 기지국 용량, 단말기의 전력 소모 등을 고려하여 기지국이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채널을 
해제하여 다른 단말기와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채널을 확보하며,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신속하게 다시 채
널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이하 도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설명에 앞서 모든 채널은 물리 채널 (Physical Channel), 논리 채널 (Logical Channel)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논리 채널은 물리 채널 상에 설정되는 것으로 한 개의 물리 채널에 여러 개의 논리 채널이 설정되는 일이 가능하다. 만
일 물리 채널의 설정이 해제되면 이 물리 채널에 설정된 논리 채널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어떤 논리 채널을 설정하기 위
해서 반드시 물리 채널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정하려는 논리 채널에 필요한 물리 채널이 이미 다른 논리 채널
을 위해 설정된 경우 필요한 동작은 이미 설정된 물리 채널에 이 논리 채널을 할당하는 동작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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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채널은 그 특성에 따라 전용 채널(Dedicated Channel)과 공통 채널(Common Channel)로 나눌 수 있다. 전용 채
널은 기지국과 이동국이 상호간의 통신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채널로, 기본 채널(FCH : Fundamental Channel), 
전용 제어 채널(DCCH : Dedicated Control Channel), 부가 채널(SCH : Supplemental Channel)이 있다. 기본 채널
은 음성신호(Voice Signal), 데이터신호(Data Signal), 제어신호(Signaling Signal)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전용 제
어 채널은 데이터신호, 제어신호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전용 제어 채널은 상위로부터 전송하려는 데이터가 발생한 경
우에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불연속 전송모드 (Discontinuous Transmission Mode)를 지원하는데 이와 같은 특징으로 
패킷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제어채널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부가채널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기본 채널은 IS-95-B와 호환된다.
    

물리채널에는 상기와 같은 전용채널들 이외에 기지국과 여러 개의 이동국이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통채널(Comm
on Channel)이 있다.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순방향 선로의 물리채널을 호출 채널(Paging Channel)이라고 
하고,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역방향 선로의 물리채널을 접근 채널(Access Channel)이라고 한다. 이들 공용 
채널은 IS-95-B와 호환된다.

    
상기와 같은 물리채널들 위에 할당되는 논리채널로는 전용채널의 경우, 전용 신호 채널(dsch : dedicated signaling 
channel)과 전용 트래픽 채널(dtch : dedicated traffic channel)이 있다. 전용 신호 채널은 물리 채널인 기본 채널과 
전용 제어 채널에 할당될 수 있다. 전용 트래픽 채널은 기본 채널, 전용 제어 채널, 부가 채널 모두에 할당될 수 있다. 
명칭처럼 전용 신호 채널은 기지국과 이동국이 제어신호를 서로 주고받는데 사용되고, 전용 트래픽 채널은 이동국이 사
용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데 사용된다.
    

공통 물리 채널 위에 할당되는 공통 논리 채널은 제어신호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공통 제어 채널(csch : common si
gnaling channel)과,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공통 트래픽 채널(ctch : common traffic channel)로 나
누어진다. 상기의 공통 논리 채널들은 순방향 선로에 대해서는 호출 채널 위에 할당되고, 역방향 선로에 대해서는 접근 
채널 위에 할당된다.

도 1은 이동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서비스 개체(Data Service Entity)의 상태 천이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2는 상기 
도 1의 대기상태(Suspended State)에서 데이터 발생 시 데이터 서비스 개체의 부상태(Substate) 간 천이를 도시하
는 도면이다.

상기 대기상태에서 데이터 발생 시 데이터 서비스 상태 천이는 기지국과 단말기에 동일하게 수행되며, 데이터를 송신하
는 측을 이하 송신측이라 하며, 데이터 수신하는 측을 이하 수신측이라 한다.

도 1에서 패킷 널 상태(Packet Null State) 110은 전원만 인가되어 있는 상태로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요구가 들어
오기를 기다리는 상태에 해당된다. 이 패킷 널 상태 110에서 외부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초
기화 상태 120으로 천이 한다.

    
상기 초기화 상태 (Initialization State) 120은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제어 채널을 순방향 선로와 역방향 선로에 대해 
설정하는 상태이다. 이때 전용 물리 채널로 기본 채널 혹은 전용 제어 채널이 설정되며 논리적으로는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 논리 채널인 전용 신호 채널이 기본 채널 혹은 전용 제어 채널 위에 설정된다. 상기 전용 신호 채널이 설정되면 
기지국과 이동국은 서로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규격을 서로 맞추기 위해 협상 과정(Negotiation Procedure)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협상 과정을 통해 설정되는 서비스에 대한 규격을 서비스 옵션(Service Option)이라고 한다. 
상기 서비스 옵션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데이터 서비스 개체는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에 필요한 전용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고 데이터 전송 상태(Active State) 140으로 천이 한다. 상기와 같은 초기화과정에 실패하면 다시 패킷 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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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천이 한다.
    

상기 데이터 전송 상태 140에서는 전용 트래픽 채널을 이용해서 도착된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 서비스 개체가 서비
스옵션을 설정한 후 처음으로 데이터 전송 상태로 천이 하여 전용 데이터 채널의 사용이 가능해지면 기지국과 이동국은 
RLP(Radio Link Protocol)와 PPP(Point to Point Protocol)의 초기와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데이터 전송 상태 14
0에서 일정 시간(이하 "T_Active "라 칭한다) 이상으로 전송할 데이터가 없으면, 제어 유지 상태 130으로 천이 되며, 
이때 상기 전용 트래픽 채널은 해제된다. 이때 향후 발생될 데이터의 양을 예측하여 발생된 데이터가 오랜 시간 동안 없
다고 판단되면 제어 유지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기상태 혹은 도먼트상태로 천이 할 수 있다.

상기 제어 유지 상태 130은 서비스옵션, RLP(Radio Link Protocol), PPP(Point to Point Protocol) 등과 관련된 정
보가 이동국과 기지국에서 보존되고, 전용 신호 채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서비스 개체는 일
정시간(이하 "T_Hold "라 칭한다) 이내에 다시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하면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전용트래
픽채널을 설정하고, 데이터 전송 상태(Active State) 140으로 다시 천이 한다. 그러나, "T _Hold " 이상 전송할 데이터
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기 전용 제어 채널을 해제하고 대기상태(Suspended State) 150으로 천이 한다. 이때도 향후 발
생될 데이터의 양을 예측하여 발생된 데이터가 오랜 시간 동안 없다고 판단되면 대기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먼트상
태로 바로 천이 할 수 있다.

상기 대기상태 150은 각 단말기에 할당되던 전용 물리 채널인 기본 채널 혹은 전용 제어 채널이 해제되고, 이에 따라서 
논리 채널인 전용 신호 채널, 전용 트래픽 채널이 모두 해제된다. 이때 기지국과의 통신은 다수의 단말기가 공유하며 사
용하는 물리 채널인 호출 채널과 접근 채널에 설정되는 공통 신호 채널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기 대기상태 
150에서 서비스옵션, RLP 와 관련된 정보, PPP와 관련된 정보는 아직 기지국과 이동국에서 유지된다. 대기상태 150
에서 일정 시간(이하 "T_Suspened "라 칭한다) 이내에 다시 전송할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전용 제어 채널과 전용 
트래픽 채널을 동시에 설정하여 다시 데이터 전송 상태 140으로 천이 한다. 이때 T _Suspened 동안 데이터가 발생되지 
않으면 도먼트 상태(Dormant State) 160으로 천이 한다.

상기 도먼트 상태 160에서는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PPP(Point-to-Point Protocol)만 열려 있고 다른 호에 관련된 
정보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상기 도먼트 상태에서도 일정시간(이하 "T_dormant ") 이내에 다시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
해 지면 전용 신호 채널을 할당한 후에 데이터 전송 상태로 천이 한다. 만일 T _dormant 동안에 전송할 데이터가 생기지 
않으면 PPP 정보도 해제하고 패킷 널 상태 110으로 천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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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서 상기 대기상태 150은 가상 트래픽 부상태(Virtual Traffic Substate) 153과 시분할 부상태(Slotted Subs
tate) 156의 2가지 부상태로 구성된다. 대기 상태의 부상태인 가상 트래픽 부상태와 시분할 부상태에서는 모두 서비스 
옵션과 RLP 정보가 기지국과 이동국에서 유지된다. 상기 대기상태 150 내의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으로의 천이는 제
어 유지 상태 130에서 일정 시간(이하 "T _hold "이라 칭한다)을 초과하여 전송할 데이터가 없으면서 대기 상태에서도 
가상 활성 인자(Virtual Active Set)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제어 유지 상태 130에서 T _hold 이
상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가상 활성 인자를 유지하고 싶지 않는 경우에는 시분할 부상태로 천이 한다. 가상 트
래픽 부상태 153에서는 가상 활성 인자(Virtual Active Set)가 유지되어 트래픽 채널을 신속하게 할당하도록 돕고 있
다. 여기서 가상 활성 인자는 공통채널을 사용하는 상태에서도 이동국과 기지국에서 동시에 관리되는 순방향 채널상의 
파일럿 채널의 세기를 기록한 목록이다. 가상 트래픽 부상태에서 가상 활성 인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동국은 인접한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파일럿 채널의 세기를 측정하고 이 값이 주어진 기준을 만족하면 이를 보고하는 메시지를 기
지국으로 전송한다. 기지국은 이 내용을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메지시를 이동국으로 다시 전송한다. . 가상 활성 인자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는 순방향/역방향 공통 신호 채널(f/r csch)을 통해 받고 있다. 가상 트래픽 타이머(Virtual Tra
ffic Timer)는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의 유지시간(T_ virtual )을 카운트하며, 시스템에서 동작하고 있다. 가상 트래
픽 부상태에서 T_virtual 이내에 전송할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의 전송을 위해서 데이터 전송 상태로 천이 한다. 
만일 T_virtual 이내에 전송할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시분할 부상태 156으로 천이 한다. 시분할 부상
태 156은 논리 채널인 순방향 공통 신호 채널(f-csch)이 할당되는 물리 채널인 호출 채널이 이동국의 전력 소모를 줄
이기 위해 시분할 모드로 모니터 되고 있으며, 가상 트래픽 인자는 유지되지 않는다. 시분할 부상태 156에서도 일정시
간 T_Slotted 이내에 전송할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를 전송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송 상태로 천이 한다. T_Slott

ed 이 지나도록 시분할 부상태 156에서 전송할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으면 도먼트 상태로 천이 한다. 이 과정에
서 이동국과 기지국에 관리되던 서비스 옵션, RLP 정보 등은 모두 해제된다.대기상태에서 데이터의 전송을 재개하기 
위하여 트래픽 채널 및 제어 채널을 재 할당받아야 하며,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서 채널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상기 재협상 과정에서 시그날링(Signaling) 오버헤드(Overhead)에 의한 지연(Latency) 시간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통신 시 대기상태에서 사용자 데이터 발생 시 전용 트래픽 채널을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상태로의 천이 없이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여 채널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
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가상 트래픽 부상태와 시분할 부상태를 구비하고, 상기 가상 트래픽 부상
태와 시분할 부상태에서 데이터 발생 시 버스트 부상태로 진행하여 상기 데이터를 공통 트래픽 채널의 소정 프레임 길
이로 분할한 다음, 상기 분할된 데이터를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송하여 채널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의 가상 트래픽 부상태와 시분할 부상태에서 별도의 부상태 정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공통 트래픽 채널을 새롭게 정의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공통 트
래픽 채널의 소정 프레임 길이로 분할한 다음 분할된 데이터를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송하여 채널 사용 효율을 향
상시키고 데이터 서비스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송신측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가상 트래픽 부상태와 시분할 부상태를 구비하고 데이터 발생 
시 버스트 부상태로 천이 하여 상기 데이터를 공통 트래픽 채널의 소정 프레임 길이로 분할한 다음 상기 분할된 데이터
를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송신하고, 수신측이 상기 분할된 데이터를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수신하여 데이터를 재
구성하여 채널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송신측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가상트래픽 부상태와 시분할 부상태를 구비하고 상기의 부상
태들에서 공통 트래픽 채널도 구비하여 사용자 데이터 발생 시 상기 데이터를 공통 트래픽 채널의 소정 프레임 길이로 
분할한 다음 상기 분할된 데이터를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송신하고, 수신측이 분할된 데이터를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수신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채널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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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데이터 통신 방법은 대기상태에서 데
이터 발생 시 상기 발생한 데이터의 길이와 정상 데이터 전송 상태 천이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 길이 기준값을 비교하
고, 상기 대기상태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상기 데이터 길이 기준값 보다 작으면 상기 대기상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발생 빈도와 정상 데이터 전송 상태 천이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 발생 빈도 기준값을 비교하고, 상기 대기상태에서 발
생하는 데이터 발생 빈도가 상기 데이터 발생 빈도 기준값 보다 작으면 사용자 트래픽을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송
하는 과정을 수행하는데, 버스트 부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버스트 부상태로 천이 하여 상기 데이터를 공통 트래픽 채널
의 소정의 프레임 길이로 분할하여 상기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상기 대기상태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버
스트 부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 할당된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상기 데이터를 공통 트래픽 채널의 소정 프레임 
길이로 분할하여 상기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송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 방법에 있어서, 버스트 부상태가 존재
하는 경우 대기상태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상기의 데이터가 기지국에서 발생하면 버스트 상태로의 천이를 명령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아 버스트 상태로 천이 하거나 상기의 데이터가 이동국에서 발생하면 버스트 상태
로의 천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보내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태 천이를 명령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동국
으로 이에 대한 응답을 다시 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제 1 과정과, 송신측이 버스트 부상태로 천이 하여 상기 데이
터를 소정의 길이를 가지는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제 21과정과, 수신측이 대기상태에
서 상태 천이 명령을 받으면 자기 프레임이 수신하면 버스트 부상태로 천이 하여 상기 송신측에서 송신한 다수의 프레
임을 수신하여 데이터 처리하는 제 32과정과, 송신측이 사용자 데이터를 모두 전송한 상태에서 송신측이 기지국인 경우 
기지국이 원래의 부상태로 천이를 명령하는 명령을 보내고 이에 대한 응답을 보내서 상태 천이를 이루거나, 송신측이 
이동국인 경우 이동국이 원래의 부상태로 천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기지국은 이를 받아들여 원래의 부상태
로 천이 하는 명령을 보내고 이동국이 다시 이에 대한 응답을 보내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제4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통신 방법에 있어서, 버스트 부상태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대기상태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송신측이 상기와 같이 이미 설정된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상기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상기데이터를 소정의 길이를 가지는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송신
하는 제 1 과정과, 수신측이 대기 상태에서 자기 프레임을 수신하면 마지막 프레임이 도착할 때까지 수신하고 이를 재
구성하여 상위계층으로 전송하는 제 2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대기상태에서 데이터 발생 시 버스트 부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 서비스 상태 천
이를 도시하는 도면으로서, 이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한 예에 에 따른 대기상태 150은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과 시분할 부상태 156 이외에 버스트 부상태(Bur
st Sub-state) 159를 추가적으로 정의한다. 버스트 부상태 159는 사용자 트래픽을 공통 트래픽 채널(ctch)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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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기 위해 정의된다. 상기 대기상태 150의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과 시분할 부상태 156과 버스트 부상태 159는 
각각의 타이머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타이머에 의해 카운트되는 시간에 의해 상태 데이터 전송 상태 140 또는 도먼트 
상태 160으로 천이 한다. 또한 상기 타이머에 의해 상기 대기상태 150의 각 부상태에서 공통 채널을 통해 사용자 데이
터의 발생빈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된 사용자 발생 빈도 값은 소정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사
용자 데이터의 발생 빈도는 데이터 전송 상태 140에서 다시 대기상태 150으로 천이 시 초기화된다. 예를 들면, 대기 상
태에서 60초간 있을 때 3번에 걸친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한다면 사용자 데이터 발생 빈도는 3사용자 데이터/분이고, 
이 값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다.
    

도 4,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대기상태의 버스트 부상태에서 데이터 전송방법을 나타낸 흐름도로서, 상기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버스트 부상태에서의 사용자 데이터 전송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도4를 참조하여 송신측의 데이터 송신방법을 설명하면, 송신측은 제어 유지 상태 130에서 데이터의 전송이 T _H

old 동안 중단되면 401단계에서 대기상태 150의 시분할 부상태 156 또는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으로 천이 한다. 송
신측은 403단계에서 상기 대기상태 150의 시분할 부상태 156 또는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에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한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인
터럽트를 통해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 또는 시분할 부상태 156에서 내부적인 사용자 데이터 또는 상대편으로부터 사용
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송신측은 405단계에서 상기 발생한 사용자 데이터의 길이와 미리 설정되어 있는 전용 채널을 통
해 정상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데이터 길이(이하 "L"이라 칭한다) 기준값 보다 작은지를 판단한다. 발생한 데
이터의 길이가 L 보다 작으면, 상기 송신측은 407단계에서 발생되는 사용자 데이터의 발생 빈도와 미리 설정된 정상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 발생 빈도(이하 "F"라 칭한다) 기준값 보다 작은지를 판단한다. 이하 상기 데이
터 길이와 데이터 발생 빈도를 총칭하여 명명할 경우 '사용자 데이터 파라미터'라 정의한다. 상기 사용자 데이터의 발생
빈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데이터 발생 빈도 값을 일정시간 동안 누적하여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로부터 측정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데이터의 발생 빈도가 상기 F보다 작으면, 송신측은 40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가상 트래픽 부상
태 153 또는 시분할 부상태 156에서 버스트 부상태 159로 천이 하는 상태 천이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천이 과정은 먼
저 송신측이 기지국인 경우 기지국이 상태 천이를 명령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
며 송신측이 이동국인 경우는 상태 천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이동국이 보내고 기지국이 이를 받아들여 상태 천이를 명
령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이동국이 다시 보냄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버스트 부상태 159에서 송신측
은 411단계로 진행하여 순방향/역방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하기 적당한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분할한다. 이는 IS-9
5와 같은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역방향 공통채널 선로로 전송되는 경우 데이터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
기 때문에 적정한 길이로 분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의 길이가 45이고 공통채널을 통해서 전송 가능한 프레임
의 길이가 10이면 10의 길이를 갖는 프레임 5개로 분할하는 것이다.
    

상기 프레임의 구조는 < 표 2와 같다.

[표 1]
Message Type Continuation Message Flag Message

상기 메시지 타입(Message Type) 비트는 이 프레임이 제어 프레임(Control Frame)인지 사용자 프레임(User Fram
e)인지를 표시하고, 메시지 연속 상태 비트(Continuation or More Message Flag)는 데이터가 다음 프레임에 연속해
서 전송됨을 표시한다. 그 예로 상기 메시지 연속 상태 비트가 "0"이면 연속되는 메시지가 없음을 나타내며, "1"이면 메
시지가 다음 프레임에 연속해서 수신됨을 의미하게 할 수 있다.

    
상기 411단계에서 상기와 같이 데이터가 적정한 프레임으로 분할되면, 송신측은 버스트 부상태 159에서 413단계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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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프레임에 마지막 프레임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프레임이 마지막 프레임이 아니라면 송신측은 
415단계로 진행하고, 마지막 프레임이면 421단계로 진행한다. 415단계에서 송신측은 상기 프레임의 연속 메시지 플래
그에 현재 프레임에 이어 계속해서 들어옴을 표시하는 단계이고, 421단계는 현재 프레임이 발생된 사용자 데이터의 끝
임을 상기 연속 메시지 플래그에 표시한다. 상기 415단계 후에 송신측은 417단계로 진행하여 프레임의 메시지 타입에 
현재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사용자 데이터임을 표시한 다음 41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프레임을 공통 물리채널의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그런 다음 송신측은 41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413단계 이후의 과정을 반복 수행한
다. 그러나 421단계에서 송신측은 42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417단계와 동일하게 사용자 프레임임을 메시지 타입에 표
시하고, 425단계에서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송신한 다음 427단계로 진행하여 상태천이 과정을 수행하여 상기 401
단계로 돌아간다.
    

    
반면, 상기 405 또는 407단계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기준값 L보다 크거나 F 보다 데이터 발생 빈도가 크면 송신측은 4
08단계로 진행하여 데이터 전송 상태 140으로 천이 하여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의 시작이 의미하는 것은 데이터 전송상태 140으로 천이 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이다. 즉, 가상 트래
픽 부상태 153 또는 시분할 부상태 156은 전용 신호 채널, 전용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여 데이터 전송상태 140으로 천
이 한다. 상기 데이터 전송 상태 140에서는 상기 설정된 전용 트래픽 채널을 통해 상기 데이터를 전송한다.
    

수신측은 상대편으로부터 데이터가 일정 시간 수신되지 않으면 대기상태 150으로 천이 하여 상대편으로부터 데이터가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상기 대기상태 150은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 또는 시분할 부상태 156이다. 이때 이동
국 혹은 기지국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여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버스트 부상태로 천이 한다.

    
상기 송신측의 사용자 데이터 전송에 따른 수신측의 수신과정을 도45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수신측은 상기 송신측의 상
태와 동일하게 501단계에서 대기상태 150의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 또는 시분할 부상태 156의 상태에 있게 된다. 수
신측은 상기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 또는 시분할 부상태 156에서 502단계로 진행하여 송신측으로부터 데이터가 수신
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데이터는 제어 데이터이다. 상기 502단계에서 송신측으로부터 상태 천이를 명령하는 제어 데
이터가 수신되면 송신측은 503단계로 진행하여 버스트 부상태 159로의 천이를 수행한다. 상기 버스트 부상태 159에서 
송신측은 507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 데이터가 수신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507단계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수신되면 
509단계로 진행하고, 사용자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으면 버스트 부상태 159를 유지한다. 상기 사용자 데이터인지 판단
은 프레임의 메시지 타입을 검사하므로써 알 수 있다. 509단계로 진행한 송신측은 상기 수신된 사용자 데이터가 자기 
프레임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수신된 사용자 데이터가 자기 프레임이면 송신측은 511단계로 진행하여 수신 데이터를 
저장하고 513단계로 진행한다. 513단계에서는 상기 저장된 프레임의 연속 메시지 플래그를 검사하여 상기 프레임이 
마지막 프레임인지를 검사한다. 마지막 프레임이 아니라면 송신측은 상기 505단계로 돌아가 이후 과정을 반복 수행하
고, 마지막 프레임이라면 51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저장된 수신 데이터를 상위 계층으로 전송한다. 사이 수신 데이터가 
상위 계층으로 전송되면 송신측은 517단계로 진행하여 상태 천이 과정을 수행하여 이전의 부상태, 즉 501단계의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 또는 시분할 부상태 156으로 천이 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대기상태는 가상트래픽 부상태 153과 시분할 부상태 156에 논리채널인 공통 트래픽 채
널을 허용하여 사용자 트래픽을 상태천이 없이 대기상태의 각 부상태에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도 6, 도 7은 이 경우에 
대한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제2실시 예에 따른 송신측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설명하면 송신측은 제어 유지 상태 130에서 일정시간 동안 사용
자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으면 601단계에서 대기상태 150의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 또는 시분할 부상태 156으로 천
이 한다. 상기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 또는 시분할 부상태 156에서 송신측은 603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603단계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송신측은 605단계에서 상기 발생한 사용자 데
이터의 길이와 미리 설정되어 있는 전용 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데이터 길이(이하 "L"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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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다) 기준값 보다 작은지를 판단한다. 발생한 데이터의 길이가 L 보다 작으면, 상기 송신측은 607단계에서 발생되
는 사용자 데이터의 발생 빈도와 미리 설정된 정상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 발생 빈도(이하 "F"라 칭한다) 
기준값 보다 작은지를 판단한다. 상기 사용자 데이터의 발생 빈도가 상기 F보다 작으면, 송신측은 609단계로 진행하여 
순방향/역방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하기 적당한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분할한다. 이는 IS-95와 같은 시스템에서 데이
터가 역방향 공통채널 선로로 전송되는 경우 데이터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길이로 
분할한다.
    

    
상기 609단계에서 상기와 같이 데이터가 적정한 프레임으로 분할되면, 송신측은 버스트 부상태 159에서 611단계로 진
행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프레임에 마지막 프레임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프레임이 마지막 프레임이 아니라면 송신측은 
613단계로 진행하고, 마지막 프레임이면 419단계로 진행한다. 613단계에서 송신측은 상기 프레임의 연속 메시지 플래
그에 현재 프레임에 이어 계속해서 들어옴을 표시하는 단계이고, 619단계는 현재 프레임이 발생된 사용자 데이터의 끝
임을 상기 연속 메시지 플래그에 표시한다. 상기 613단계 후에 송신측은 615단계로 진행하여 프레임의 메시지 타입에 
현재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사용자 데이터임을 표시한 다음 61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프레임을 공통 물리채널의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그런 다음 송신측은 6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611단계 이후의 과정을 반복 수행한
다. 그러나 619단계에서 송신측은 62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615단계와 동일하게 사용자 프레임임을 메시지 타입에 표
시하고, 623단계에서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송신한 다음 625단계로 진행하여 상태천이 과정을 수행하여 상기 601
단계로 돌아간다.
    

반면, 상기 605 또는 607단계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기준값 L보다 크거나 F 보다 데이터 발생 빈도가 크면 송신측은 6
08단계로 진행하여 데이터 전송 상태 140으로 천이 하여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상기 도6에서 송신된 사용자 데이터의 수신 동작을 도7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수신측은 701단계에서 상기 송신측과 동
일한 상태인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과 시분할 부상태 156으로 천이 한다. 상기 가상 트래픽 부상태 153과 시분할 부
상태 156에서 수신측은 703단계로 진행하여 공통 물리 채널을 통해 수신된 메시지를 각 논리채널로 분리하는 과정을 
수행할 때 제어메시지를 분리하는 작업에 추가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분리하는 작업을 대기상태에서 계속 수행한다. 
이때 사용자 데이터가 수신되면 수신측은 705단계로 진행하고, 제어 데이터가 수신되면 704단계로 진행하여 제어 메
시지 처리를 하고 상기 701단계로 돌아간다. 상기 705단계에서는 상기 수신된 사용자 데이터의 프레임이 자기 프레임
인지를 검사한다. 수신된 사용자 데이터의 프레임이 자기 프레임이면 수신측은 707단계로 진행하고 이전에 저장된 사
용자 트래픽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하면 이를 별도의 기억장치에 저장하고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중임
을 표시한다.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중인 상태에서 수신측은 709단계에서 연속 메시지 플래그를 조사하여 마지막 프레
임인지을 판단한다. 상기 프레임이 마지막 프레임이 아니면 상기 701단계로 돌아가 707단계까지의 과정을 반복 수행
하여 수신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계속 상기의 별도의 기억장치에 저장한다. 그러나 상기 709단계에서 마지막 사용자 프
레임이 수신되면 저장된 모든 프레임을 재구성해서 상위계층으로 전달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 트래픽이 저장중임을 알
리는 표시를 초기화하고, 7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를 상위 계층으로 전송한 다음 상기 701단계
로 돌아가 이후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대기상태에서 짧고 발생 빈도가 낮은 트래픽을 공통 트래픽 채널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무
선 자원의 사용 효율을 높이고 전송 지연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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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전용채널과 공통채널이 할당된 데이터 전송상태에서 상기 전용채널을 통해 송신 및 수신되는 사용자 데이터가 소정 시
간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상기 전용채널을 해제하여 대기상태로 천이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송신장치가 상기 대기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용채널이 해제된 상기 대기상태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상기 사용자 데이터가 상기 공
통채널을 통해 전송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데이터 전송상태로의 천이 없이 상기 사
용자 데이터를 상기 공통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데이터 전송상태로의 천이를 위한 전
용채널을 새로이 할당하고, 상기 새로이 할당된 전용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과정은,

상기 사용자 데이터의 길이(크기)가 설정된 길이보다 작으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상기 공통채널을 통해 전송 가능하
다고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송신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과정은,

상기 사용자 데이터의 발생 횟수가 설정된 횟수보다 많지 않으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상기 공통채널을 통해 전송 가
능하다고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송신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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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채널은 접근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송신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채널은 페이징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송신방법.

청구항 11.

전용채널과 공통채널이 할당된 데이터 전송상태에서 상기 전용채널을 통해 송신 및 수신되는 사용자 데이터가 소정 시
간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상기 전용채널을 해제하여 대기상태로 천이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수신장치가 상기 대기
상태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공통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프레임의 메시지 타입을 검사하여 사용자 데이터이면 상기 사용자 데이터가 자신에게 
송신된 사용자 데이터인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에 의해 자신에게 송신된 사용자 데이터라고 검사될 시 상기 데이터 전송상태로 천이하지 않고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수신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대기상태가 시분할 부상태임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수신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대기상태가 가상 트래픽 부상태임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수신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대기상태는 버스트 부상태를 포함하고, 상기 시분할 부상태에서 상기 검사에 의해 자신에게 송
신된 사용자 데이터라고 검사될 시 상기 버스트 부상태로 천이하여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
자 데이터 수신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대기상태는 버스트 부상태를 포함하고, 상기 가상 트래픽 부상태에서 상기 검사에 의해 자신에
게 송신된 사용자 데이터라고 검사될 시 상기 버스트 부상태로 천이하여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수신방법.

청구항 16.

전용채널과 공통채널이 할당된 데이터 전송상태에서 상기 전용채널을 통해 송신 및 수신되는 사용자 데이터가 소정 시
간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상기 전용채널을 해제하여 대기상태로 천이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수신장치가 상기 대기
상태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용채널이 해제된 상기 대기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소정 길이보다 작은 길이를 가지는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이 요
구될 시 상기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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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기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소정 길이보다 큰 길이를 가지는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이 요구될 시 상기 데이터 전송
상태로 천이하기 위해 새로운 전용채널을 할당하고, 상기 새로이 할당한 전용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
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송신방법.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전용채널과 공통채널이 할당된 데이터 전송상태에서 상기 전용채널을 통해 송신 및 수신되는 사용자 데이터가 소정 시
간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상기 전용채널을 해제하여 대기상태로 천이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수신장치가 상기 대기
상태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용채널이 해제된 상기 대기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소정 횟수 내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 요구가 있을 시 상기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대기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소정 횟수를 넘는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 요구가 있을 시 상기 데이터 전송상태로 천이
하기 위해 새로운 전용채널을 할당하고, 상기 새로이 할당한 전용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송신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채널이 접근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송신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채널이 페이징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데이터 송신방법.

청구항 21.

삭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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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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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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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 15 -



등록특허 10-0346109

 
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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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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