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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통신시스템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도먼트 상태인 복수의 패킷 데이터 서

비스들 중 하나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지국에서 단말로 전송하는 호출 메시지에 상기 복수의 패킷 데이터 서비

스들 중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SR_ID)를 포함시켜 전송한다. 단말에서는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에 의해 지시된 서비

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시 거부를 나타내는 응답 메세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며, 이

에 따라 상기 서비스가 신속히 종료하여 도먼트 상태인 서비스의 활성화시 무선 자원들의 소모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성능

을 향상시킨다.

대표도

도 9

색인어

service option number, service reference identifier, SR_ID, 서비스 인스턴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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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CDMA2000 시스템의 도먼트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로 천이한 후 정상적으로 패킷 데이터 서비

스를 개시하기까지의 시그날링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전형적인 CDMA 2000 시스템의 도먼트 상태인 서비스의 활성화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의 시그

날링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상기 도 1 및 도 2에 따른 기지국의 동작 흐름도.

도 4는 상기 도 1 및 도 2에 따른 단말의 동작 흐름도.

도 5는 일반적인 호출 메세지의 구성.

도 6은 호출 메시지에 포함되는 서비스 옵션 번호의 포맷.

도 7은 서비스 옵션 번호 할당의 예.

도 8은 일반적인 호출 응답 메세지의 구성.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도먼트 상태인 서비스의 활성화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의 시그널링 메시지의 흐

름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싣기 위한 정보 필드를 더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의 구성.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나타내기 위한 서비스 옵션 번호의 예.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 옵션 번호의 할당을 보인 도면.

도 13은 상기 도 9에 따른 기지국의 동작 흐름도.

도 14는 상기 도 9에 따른 단말의 동작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무선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시 기지국과 단말사이에 트래픽 채

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먼트 상태(Dormant State)에서 서비스의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과 같은 무선통신시스템은 제3세대(3rd Generation) 무선통신

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제3세대 무선통신시스템은 음성 서비스나 저속의 데이터 서비스만을 지원하던 전형적인

제2세대 무선통신시스템과는 달리, 음성 서비스뿐만 아니라 동영상 등의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high speed packet

data service)를 지원한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무선 채널의 연결을 설정한 후 일정 시간동안 트래픽이 교환되지 않는 경우 기지국과 단말은

시그날링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도먼트 상태(Dormant State)가 된다. 상기 도먼트 상태란 기지국과 단말사이에 트래픽 채

널 등은 연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2계층 이하의 모든 채널들이 해제되고 상기 채널 정보들을 제거한 상태이다. 이

때 단말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인스턴스(service instance)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 인스턴스는 패킷 데

이터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에 관련된 각종 연결 정보들, 구체적으로 PPP 연결정보를 관리하는 프로세스(Process)로서 서

비스 조회 식별자(Service Reference Identifier:SRID)에 의해 식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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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먼트 상태에서는 단지 PPP(Point to Point Protocol) 연결에 관한 정보만이 관리된다. 도먼트 상태에서 전송할 트래픽

이 발생하면 기지국과 단말은 재연결 상태로 진입하여 이미 관리되고 있는 PPP 연결 정보의 설정 절차를 제외하고, 초기

호설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수행한다. 재연결 상태에서 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지국과 단말은 액티브

상태(Active State)로 천이하여 패킷을 교환한다.

삭제

도먼트 상태인 특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기지국은 활성화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서비스 옵

션만을 단말에게 통지한다. 그런데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서는 동일한 서비스 옵션을 가지는 두 개 이상의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다. 일 예를 들어 단말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하나의 무선 접속을 통해 단말에서는 VOD(Video on Demand)서비스를

수행하고 노트북에서는 FTP(File Transfer Protocol)서비스를 수행하면, 단말은 VOD와 FTP를 위한 두 개의 서비스 인

스턴스들을 실행한다. 상기 서비스 인스턴스들은 모두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옵션 번호, 예를 들어

'33'을 가지지만 각각 독립적인 PPP 연결을 사용한다.

이와같이 두 개 이상의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단말은 트래픽 채널들을 연결하고 액티브 상태로 천이한 이후에 기

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서비스 조회 식별자(SR_ID)를 이용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식별하고, 해당하는 서비스 인

스턴스가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앞서 언급한 예의 경우 도먼트 상태에서 단말과 노트북의 연결이 절단되었다면, 상기

FTP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인스턴스는 사용 불가능하게 된다. 이때 기지국이 FTP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

를 가지고 서비스의 활성화를 요청하였으면, 단말은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에 의해 지시된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불가

능함을 확인하고 상기 할당된 트래픽 채널들을 해제한다.

삭제

이러한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기지국이 활성화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지시하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트래픽 채널의 할당

이전에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단말이 해당 서비스 인스턴스를 재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트래픽 채널이 할당되고, 서비

스 연결을 위한 메시지들을 교환하였다. 따라서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불필요한 시그날링 메시지와 트래픽율이 발생되

고, 게다가 단말과 기지국이 트래픽 채널들을 할당하고 이를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가 불가능함을 확인하기까지 점유하므

로 단말과 기지국의 무선 자원을 낭비하게 되었으며, 해당 서비스의 종료까지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도먼트 상태인 복수의

서비스들 중 하나의 활성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무선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불가능한 서비스의 종료시 무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

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무선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용 불가능한 서비스

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기지국으로부터 단말로 제공하는 무선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상

기 기지국과 상기 단말 사이에 상기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위한 서비스 인스턴스들은 유지하면서 트래픽 채널들을 연

결하고 있지 않은 도먼트 상태에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 중 하나의 재연결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 중 활성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지시하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

지를 상기 단말에게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호출 메시지에 대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응답 메시지가 서비스 거절을 의미하는 경우 상기 해당하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기지국으로부터 단말로 제공하는 무선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과 상기 단말 사이에 상기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위한 서비스 인스턴스들은 유지하면서 트래픽 채널들을

연결하고 있지 않은 도먼트 상태에서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 중 하나의 재연결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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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서비스들 중 활성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지시하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를 상

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에 의해 지시된 상기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하지 않으면 서비스 거절을 의미하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특히 하기 설명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연결 및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호출

(Page) 메시지의 구성과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서비스 옵션 번호(Service Option Number)의 구체적인 예와 같은 특

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들 특정 상세 내용 없이 또는 이들의

변형에 의해서도 본 발명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후술되는 본 발명은 무선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도먼트 상태(Doment state)인 복수의 서비스들 중 하나의 재연결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도먼트 상태에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지국이 최초로 전송하는 메시지에 활성화하고

자 하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Service Reference Identifier: SR_ID)를 실어 전송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라 도먼트 상태인 복수의 서비스들 중 하나의 재연결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동작을 설명하기에 앞서

전형적인 CDMA2000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지국과 단말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단말은 기지국과 무선 접속을 설정하며 상기 무선 접속을 통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acket Data Service

Node: PDSN)라는 장비에 접속한다.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인터넷 등의 패킷 통신 네트워

크로 연결하는 장비로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수행에 관련되어 단말의 서비스 인스턴스와 통신하는 서비스 인스턴스 등

을 관리한다.

도 1은 도먼트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로 천이한 후 정상적으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기까지의 시그날링 메시지 흐

름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연결된 복수의 서비스들은 도먼트 상태이며, 따라서 단말은 상기 서비

스들에 해당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유지하고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도먼트 상태(10)에서 기지국에 특정 서비스를 위한 패킷이 발생한 경우 기지국은 우선 상기 특정 서

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정(101)과 같이 호출(Paging) 채널로 호출(Page) 메시지를 단말에 전송한다. 상기 호출 메시

지는 상기 특정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서비스 옵션 번호를 포함한다. 상기 서비스의 종류에는 시스템에 따라서 각종

음성 부호화 방법을 사용하는 음성 호, 각종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데이터 호, 테스트 호 등이 있을 수 있다.

단말은 상기 호출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과정(102)과 같이 호출 응답(Page Response)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는 상기 호출 메세지는 상기 호출 메시지에 대응하여 전송되는 것으로, 도먼트 상태의 서비스를 활

성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활성화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서비스 옵션 번호를 포함한다. 이는 상기 호출 메세지가 최

초에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기지국은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순방향 및 역

방향트래픽 채널들을 할당하고 과정(103)과 같이 페이징 채널을 통해 상기 트래픽 채널들의 할당 정보를 포함하는 트래픽

채널 할당(Traffic Channel Assignment) 메시지를 단말에게 전송하며, 과정(104)과 같이 순방향 트래픽 채널을 통해 널

데이터(null data)를 전송한다.

단말은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Traffic Channel Assignment) 메시지를 수신하여 순방향 및 역방향 트래픽 채널들을 설정

하고 상기 순방향 트래픽 채널을 통해 순방향 트래픽(널 데이터)의 전송을 확인한 후, 과정(105)과 같이 상기 역방향 트래

픽 채널로 프리앰블(preamble)을 전송한다. 기지국은 상기 역방향 트래픽 채널을 통해 상기 프리앰블(preamble)의 수신

한 후 단말에게 기지국 응답 명령(Base Station Acknowledgment Order: BS Ack Order)을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 응답

명령을 단말이 수신하게 되면 양방향 트래픽 채널들의 설정이 완료되고, 단말과 기지국은 모두 액티브 상태(20)가 된다.

액티브 상태(20)의 기지국은 서비스를 재연결하기 위하여 과정(107)에서 서비스 접속(Service Connect)메세지를 보낸

다. 여기서 상기 서비스 접속 메시지는 도먼트 상태인 복수의 서비스들 중 재연결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Service Reference Identifier: SR ID)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단말은 상기 SR ID가 가리키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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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만일 사용 가능하면 과정(108)과 같이 서비스 접속 완료

(Service Connect Completion)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단말과 기지국은 패킷데이터 서비스

를 개시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한 패킷을 교환한다.(30)

액티브 상태(20)로 진입한 이후 서비스 파라미터의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지국은 서비스 접속 메시지를

전송하기 이전에, 단말에게 새로운 서비스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서비스 요구(Service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

기 서비스 요구 메시지는 또한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말은 상기 서비스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조회 식별자에 의해 해당하는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응답 메시지(Service Response Message)를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서비스의 재연결을 위하여 서비스 접속 메시지를 대

기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에서 언급된 SR_ID는 단말이 연결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해당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지칭

하는 3비트의 값이다. 이 중 '0'은 시그널링(signaling)용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7'은 비 서비스(null service)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하나의 무선 접속을 통해 서비스를 연결할 때마다 생성하는 서비스 인스턴스에는 '1'에서 '6'까지의

번호 중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번호가 할당한다.

서비스 인스턴스는 서비스 관련 구성 정보 서비스 옵션번호(service option number), 다중화 옵션번호(MUX option

number), 무선링크 프로토콜(Radio Link Protocol: RLP) 정보등 논리적 채널과 물리적 채널과의 관계 테이블(Logical-

to-Physical Mapping table; LPM) 등의 서비스 진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세스이다. 서비스 인스턴스는

서비스가 완전히 해지될 때에 소멸되며, 해당하는 SR_ID 역시 다시 다른 서비스 인스턴스에 할당 가능하게 된다. 또한

SR_ID는 패킷 데이터(PDU(Packet Datagram Unit)라고도 칭함)의 헤더에 포함되어, 기지국으로부터 단말로 또는 단말

에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패킷 데이터가 어느 서비스를 위한 패킷인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삭제

삭제

상기 과정(109)의 서비스 접속 메시지에 포함된 SR ID에 대응하는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단말은

서비스 재연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서비스를 종료(Release)하기 위해 도 2의 절차를 수행한다. 도 2는 전형적인

CDMA2000 시스템에서, 도먼트 상태에서 서비스 재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의 시그날링 메시지 흐

름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과정(101) 내지 과정(106)까지는 도 1에 나타낸 바와 동일하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액티브 상태로 진입한 단말은 과정(110)에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서비스 접속메시지에 포함된

SR_ID로부터 해당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면, 과정(111)에서 기지국에게 거부 명령(Reject

Order)을 전송한다. 기지국은 상기 거부 명령을 수신하면 과정(112)에서 기지국으로 종료명령을 전송한 후기 할당한 트래

픽 채널들을 해지하며 단말 또한 과정 (113)에서 기지국으로 종료 명령을 전송한 후기 할당한 트래픽 채널들을 해지한다.

(40) 그리고, 단말은 해당 서비스 인스턴스를 종료하고 해당 SR_ID를 가용 상태로 만든다.

상기 도 1 및 도 2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의 동작 흐름도를 도 3 및 도 4에 나타내었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과정 (200)에서 도먼트 상태인 특정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패킷이 발생한 경우 과정(201)에서 기지

국은 상기 특정 서비스의 서비스 옵션 번호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를 호출 채널을 통해 단말에게 전송한다. 과정(202)에

서 단말로부터의 호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상기 호출 응답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옵션 번호로부터 단말에서 서

비스 연결이 가능한지 검사한다. 만약, 상기 서비스 옵션 번호가 '0x0000'인 경우에는 서비스 연결 불가로 판단한다. 도먼

트 상태에서 서비스를 재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미 초기에 서비스가 가능함을 이미 검증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기 호출 응답

메세지는 기지국이 과정(201)에서 호출 메시지를 사용하여 전송한 서비스 옵션 번호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먼트 상태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경우, 기지국은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에 의하여 항상 서비스 가능으로 판단하게 된

다.

과정(203)에서 기지국은 상기 특정서비스를 위해 트래픽 채널들을 할당하고 순방향 트래픽 채널로 널 트래픽 데이터를 전

송하고, 과정(204)에서 단말에게 채널 할당 메시지를 전송한다. 기지국은 과정(205)에서 역방향 트래픽 채널을 모니터링

하여 단말이 역방향 트래픽 채널을 통해 프리앰블을 전송하고 있음을 확인하면, 과정(206)에서 기지국 응답 명령을 단말

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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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207)에서 기지국은 단말에게 재연결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비스 접속 메

시지를 전송하고 단말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린다. 과정(208)에서 기지국은 단말로부터 서비스 접속 완료 메시지를 수신하

여 상기 서비스의 재연결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패킷 송수신을 시작한다.

상기 과정(208)에서 서비스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기지국은 과정(209)으로 진행하여 단말로부터 거부 명령이 수

신되기를 기다린다. 단말로부터 거부 명령이 수신되면, 기지국은 과정(210)과 같이 종료 명령을 전송하고, 과정(211)에서

단말로부터 종료 명령을 수신 한 후기 할당된 트래픽 채널들을 해제하고 해당 서비스를 종료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단말은 도먼트 상태에서 과정(300)과 같이 호출 채널을 모니터링하여 과정(301)과 같이 호출 메세

지를 수신한다. 과정(302)에서 상기 호출 메시지에 포함된 수신 주소를 자신의 주소를 비교한 결과 자신의 주소와 일치하

지 않는다면 단말은 과정(301)으로 복귀하여 페이징 채널을 계속 모니터링 한다.

단말에게 자신의 호출 메시지, 자신의 주소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단말은 상기 호출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옵션 번호로 기지국이 재연결하기 원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지원 가능한지 판단한다. 그러나, 도먼트 상태에서 서비

스를 재연결하는 경우에는 단말이 해당 서비스 종류를 지원할 수 있을 시에 연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단말은 항상 상기

서비스 종류를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과정(303)에서 단말은 기지국으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는 호출 메시지에 의해 요구된 서비스 종류를 지원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기 호출 메시지

에 포함된 서비스 옵션 번호를 그대로 포함한다.

과정(304)에서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채널 할당 메시지가 수신되면 과정(305)에서 상기 채널할당 메시지에 포함된 할당

메시지에 포함된 할당 정보에 따라 순방향 및 역방향 트래픽 채널들을 설정한다. 단말은 과정 (306)에서 상기 설정된 순방

향 트래픽 채널로 널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여 순방향 채널의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나면, 과정

(307)에서 상기 설정된 역방향 채널로 프리앰블을 전송한다. 과정(308)에서 기지국으로부터 기지국 응답 명령이 수신되면

단말은 프리앰블의 전송을 중지하여 순방향과 역방향의 트래픽 채널들의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트래픽 채널들이 정상적으로 설정되고 난 후, 과정(309)에서 기지국으로부터 서비스 접속 메시지가 수신되면 과정(310)에

서 단말은 상기 서비스 접속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이용하여 실행중인 복수의 서비스들 중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에 의해 지시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한지를 검사한다. 만약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과정(311)에서 서비스 접속 완료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패킷 송수신을 시작한다.

그러나, 만약 상기 과정(310)에서 상기 서비스 접속 메시지에 실려 전송된 서비스 조회 식별자가 지칭하는 서비스 인스턴

스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말은 과정(312)과 같이 기지국으로 거부 명령을 전송한다. 과정(313)에서 기지국으로부

터 종료 명령이 수신되면 단말은 과정(314)과 같이 종료 명령으로 응답한 후 할당된 트래픽 채널들을 해지하고 해당 서비

스 인스턴스를 종료한다.

도 5 내지 도 8은 전형적으로 도먼트 상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호출 메시지와 호출 응답 메

시지의 구성을 보인 것이다. 도 5는 전형적인 호출 메시지(General Page Message: GPM)의 구성을 보인 것으로서, 도시

된 바와 같이 16비트의 서비스 옵션 번호를 나타내는 SERVICE_OPTION 필드를 포함하고 있다. 도 6은 상기 서비스 옵션

번호의 포맷을 보인 것으로서 전체 16비트 중 1비트는 제조사 지시사(Proprietary Indicator)이고 3비트는 서비스 옵션

내용(Service Option Revision)이며 나머지 12비트는 기본 서비스 옵션 번호(Base Service Option Number)로서, 여기

서 제조사 지시자를 제외한 나머지 15비트가 서비스 옵션 번호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도 7은 서비스 옵션 번호 할

당의 예를 보인 것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그 값에 따라 8kbps 음성 호, 루프백 호 등의 서비스 종류를 나타낼 수 있다. 특

히 이들 중 4105 내지 32,767은 사용되지 않는 예비된 값들이다. 도 8은 호출 응답 메시지(Page Response Message:

PRM)의 구성을 보인 것으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호출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옵션 번호 를 나타내는 SERVICE_

OPTION 필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도먼트 상태인 서비스를 위한 패킷이 발생한 경우 기지국은 서비스 재연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단말에게 호출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런데 상기 호출 메시지는 서비스의 최초 연결시에 사용되도록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연결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서비스 옵션 번호만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무선 접속을 통해 복수의 서비

스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각각의 서비스들은 단지 서비스 조회 식별자에 의해서만 식별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도

먼트 상태에서 서비스 재연결을 요구하기 위해 최초로 전송되는 호출 메시지에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단

말의 서비스 연결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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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도먼트 상태에서 서비스 재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의 시그널링 메시지의 흐

름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도먼트 상태(10)에서 특정 서비스를 위해 단말에게 전송할 패킷이 발생한 경우 과정(401)에서 기지

국은 단말에게 호출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때, 상기 호출 메시지는 연결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서비스 옵

션 번호와 함께, 기지국과 단말간에 실행중인 복수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들 중 상기 재연결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고유한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한다. 상기 호출 메시지에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은 하기에 다

시 설명하기로 한다.

단말은 상기 호출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참조하여 해당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사

한다.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단말은 호출 응답 메시지에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시키거나 해당 서비스 옵

션 번호를 포함시켜 기지국으로 전송한 이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며 서비스 파라미터를 재협상하

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러나, 상기 해당 서비스 인스턴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단말은

과정(402)에서 호출 응답 메시지에 서비스 연결 거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값을 포함시켜 전송하거나 또는 거부 응답 메시

지를 전송한 후 해당 서비스를 종료한다(40). 예를 들어 상기 값은 '0x0000'이다. 여기서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는 트래픽

채널들이 할당되지 않았으므로 종료 명령들이 교환될 필요는 없다.

이하 상기 호출 메시지에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하나의 실시예로서 호출메시지에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싣기 위한 정보 필드를 포함시킨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예

에 따라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싣기 위한 정보 필드를 더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의 구성을 보인 것이다. 도 10을 앞서 나타

낸 도 5와 비교하면, 서비스 옵션 번호를 나타내는 16비트의 SERVICE_OPTION 필드 이외에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나타

내는 3비트의 SR_ID 필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호출 메시지는 도먼트 상태인 서비스의 재연결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호 접속을 개시하기 위해

서도 사용되는 것이므로, 호출 메시지에 별도의 정보 필드를 추가하는 것은 최초 호 접속시에 불필요하게 처리해야 할 부

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호출 메시지에 기 포함되는 서비스 옵션 번호의 예비된 값들

중 일부를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호출 메시지의 구성을 수정하지 않고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시

킨다. 즉, 도 7에 이미 나타낸 바와 같이 서비스 옵션 번호들 중 일부만이 각 서비스에 할당되지 않는 나버지 서비스 옵션

번호의 값들을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나타내도록 할당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서비스 조회 힉별자를 나타내기 위한 SERVICE_OPTION 필드의 구성을 보인 것으

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나타내는 경우, 16비트의 SERVICE_OPTION 필드 중 첫번째 비트는 0으로

고정되며, 2번째 내지 13번째 비트들은 해당 필드가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표시함을 알리기 위해 모두 '1'로 설정되고, 나

머지 3개의 비트들은 도먼트 상태인 서비스 인스턴스의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나타낸다.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 옵션 번호의 할당을 보인 것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서ㅅ비스 옵션번호

'0x7FF8(32,760)'부터 '0x7FFF(32,767)'까지가 '0'에서 '7'까지의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나타내도록 할당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단말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하나의 무선 접속을 통해 단말에서는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실행하고 노트북에서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를 실행하는 경우, 단말은 FTP 서비스와 VOD 서

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두 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을 사용한다. 상기 서비스 인스턴스들은 모두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를 위한 서비스 옵션 번호, 예를 들어 ‘33’을 가지지만 각각 독립적인 연결(일반적으로 PPP(Point to Point Protocol) 연결

이라 칭함)을 사용하여 기지국을 통해 각각 해당하는 서버에 접속하며, 각각 고유한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가진다.

상기 두 서비스들 모두에서 일정 시간 동안 전송할 패킷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지국과 단말은 무선 상의 트래픽 채널들을

해지하면서 상기 두 서비스들에 해당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들은 유지하는 도먼트 상태가 된다. 도먼트 상태에서 FTP 서비

스를 위해 단말로 전송할 패킷이 발생하면, 기지국은 FTP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가지고 단말에게 FTP

서비스의 재개를 요청하게 된다.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는 도먼트 상태에서 단말에게 최초로 전송되는 호출 메시지에 포

함된다.

그런데 만일 사용자가 단말과 노트북의 접속을 제거하였다면, 단말은 FTP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인스턴스를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다. 따라서 단말은 거부를 나타내는 값을 포함하는 호출 응답 메시지 또는 거부 명령을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기지

국은 이에 응답하여 서비스를 종료한다.

다른 경우 서비스 인스턴스는 소정 시간으로 설정되는 유효 타이머가 만기됨에 따라 사용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상기 서

비스 인스턴스에 대한 재연결을 요구하는 호출 메시지의 수신시, 단말은 거부를 나타내는 값을 포함하는 호출 응답 메시지

또는 거부 명령을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기지국은 이에 응답하여 서비스를 종료한다.

등록특허 10-0594140

- 7 -



상기 도 9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의 동작 흐름도를 도 13 및 도 14에 나타내었다.

상기 도 13을 참조하면, 도먼트 상태에서 새로운 패킷이 발생한 경우 과정(501)에서 기지국은 상기 특정 서비스의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는 Page 메시지를 호출 채널을 통해 단말에게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는 별도의

정보 필드내에 포함되거나, 서비스 옵션 번호를 나타내는 필드 내에 미리 정의된 값들 중 하나의 형태로서 포함된다. 과정

(502)에서 단말로부터의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과정(503)에서 단말은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옵션 번호로부터 단말에서 서비스 재연결이 가능한지, 즉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에 의해 지시된 서비스에 해당하

는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한지 검사한다. 만약, 상기 서비스 옵션 번호가 '0x0000'인 경우에는 서비스 연결이 불가

한 것으로 판단하여 서비스를 종료한다.

상기 서비스 옵션 번호가 '0x0000'이 아닌 경우 과정(504)에서 기지국은 상기 특정 서비스를 위해 순방향 및 역방항 트래

픽 채널들을 할당하고 상기 순방향 트래픽 채널로 널 데이터의 전송을 시작한다. 그리고, 과정(505)에서 단말에게 상기 트

래픽 채널들의 할당 정보를 포함하는 채널 할당 메시지를 전송한다. 과정(506)에서 기지국은 역방향 트래픽 채널을 모니

터링하여 단말이 상기 역방향 트래픽 채널을 통해 프리앰블을 전송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과정(507)에서 기지국 응

답 명령을 단말에게 전송하여 트래픽 채널들의 할당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한다.

트래픽 채널들이 설정되면 과정(508)에서 기지국은 단말에게 서비스 접속 메시지를 전송한다. 과정(509)에서 기지국은 단

말로부터 서비스 접속 완료 메시지를 수신한 후 패킷 송수신을 시작한다.

한편, 상기 과정(503)에서 상기 서비스 옵션 번호가 서비스 연결이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값 '0x0000'이면, 기지국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한다.

상기 도 14를 참조하면, 단말은 도먼트 상태에서 과정(600)과 같이 페이징 채널을 모니터링하여, 과정(601)과 같이 수신

주소 및 개시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를 수신한다. 과정(602)에서 상기 호출 메

시지에 포함된 수신 주소가 자신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단말은 과정(601)으로 복귀하여 호출 채널을 계속 모니터링

한다.

상기 호출 메시지에 포함된 수신 주소가 자신의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단말은 과정(603)에서 상기 호출 메시지에 포

함된 서비스 옵션 번호, 즉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이용하여 기지국이 재연결하기 원하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즉 상기 서비

스 조회 식별자를 이용하여 의해 지정된 서비스 인스턴스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판단한다. 만일 상기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

다면 과정(612)으로 진행한다.

상기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과정(604)에서 단말은 기지국으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는 상

기 요구된 서비스의 재연결이 가능함을 기지국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기 호출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옵션 번호, 즉 서비

스 조회 힉별자를 그대로 포함한다.

과정(605)에서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채널 할당메시지가 수신되면 과정(606)에서 상기 채널 할당 메시지에 포함된 할당

정보에 따라 순방향 및 역방향 트래픽 채널들을 설정한다. 과정 (607)에서 단말은 상기 설정된 순방향 트래픽 채널들로 널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여 순방향 채널의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나면, 과정(608)에서 상기 설정된 역

방향 채널로 프리앰블을 전송하기 시작한다. 과정(609)에서 기지국으로부터 기지국 응답명령이 수신되면 순방향과 역방

향의 트래픽 채널이 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트래픽 채널들이 정상적으로 설정되고 난 후 과정(610)에서 기지국으로부터 서비스 접속 메시지가 수신되면, 과정(611)에

서 단말은 서비스 접속 완료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패킷 송수신을 시작한다.

만약 상기 과정(603)에서 상기 호출 메시지에 실려 전송된 서비스 조회 식별자가 지칭하는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불가

능한 경우, 단말은 과정(612)과 같이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값 '0x0000'으로 설정된 서비스 옵션 번호를 포함하

는 호출 응답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다른 실시예로서 단말은 상기 요구된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불가능한 경

우, 상기 호출 메시지에 응답하여 거부 명령(Reject Order)을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말은 해당 서비스 인스턴스를

종료한다.

등록특허 10-0594140

- 8 -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도먼트 상태에서 서비스 재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를 신속히 종료하여 무선

자원의 소모를 감소시키며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킨다. 게다가 일반적인 호출 메시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서비스 옵션

번호의 일부 값들을 서비스 인스턴스를 지칭하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SR_ID)에 할당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에

용이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기지국으로부터 단말로 제공하는 무선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과 상기 단말

사이에 상기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위한 서비스 인스턴스들은 유지하면서 트래픽 채널들을 연결하고 있지 않은 도먼

트 상태에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 중 하나의 재연결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 중 활성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지시하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

지를 상기 단말에게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호출 메시지에 대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응답 메시지에 따라 상기 해당하는 서비스를 재접속하거나 또는 종료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메시지는 상기 활성화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서비스 옵션 번호 필드 내에 상

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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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메시지는 고유의 필드 내에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는 상기 호출 메시지에 대응하는 호출 응답 메시지에 대응하는 호출 응답 메시지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기지국으로부터 단말로 제공하는 무선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과 상기 단말

사이에 상기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위한 서비스 인스턴스들은 유지하면서 트래픽 채널들을 연결하고 있지 않은 도먼

트 상태에서 상기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들 중 하나의 재연결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비스들 중 활성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지시하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를 상

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에 의해 지시된 상기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 결과에 따른 응답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메시지는 상기 재연결을 원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서비스 옵션 번호 필드 내에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메시지는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위한 고유의 필드 내에 상기 서비스 조회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을 통해 상기 기지국에 접속하고 상기 복수의 서비스들 중 사익 서비스 조회 식별자에 의해 지시된 상기 서비스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단말에 정상적으로 접속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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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가 서비스 거절을 의미하는 값으로 설정된 경우에 상기 해당하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가 서비스 재접속을 의미하는 값으로 설정된 경우에 활성화 상태로 진입하고 상기 단

말과 트래픽 채널을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는 상기 서비스의 재연결이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거부 명령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한 경우 상기 응답 메시지는 서비스 재접속을 의미하는 값으로 설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상기 기지국과 상기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고 활성화 상태로 진입하며

상기 서비스를 재접속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응답 메시지는 서비스 거절을 의미하는 값으

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상기 지시된 서비스를 종료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는 상기 호출 메시지에 대응하는 호출 응답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는 상기 지시된 서비스의 재연결이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거부 명령 메시지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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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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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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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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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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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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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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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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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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