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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시스템 통신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하게는, 기지국과 통신하기 위해 스위칭된 데이터에 반대되는 패킷
데이터를 이용하는 원격 유닛들에 대한 설정 시간의 감소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산업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굉장한 속도로 성장해왔다. 무선 통신은 일상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은 일상의 다양한 양상들에서 이동 통신을 위한 세계화 시스템(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GSM),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UMTS), 캐리어 검출 다중 접속(Carrier Detection
Multiple Access; CDMA) 및 802.11과 같은 무선 통신들의 일부 유도적인 형태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무선 시스템들은 소정 커버리지(coverage) 영역 또는 풋프린트(footprint)에 대하여 설계된다. 이러한 영역들
은 일반적으로 셀들로서 언급된다. 셀들은 다중 소스들에 의한 유사한 주파수들의 재사용이 일부 거리를 벗어난 도시 영역
들에서 서비스들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셀들의 지리적 크기는 주어진 영역 전체에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주파수 및 전
력 레벨, 영역의 지형, 시간 등으로 인해 변경할 수 있다. 이들 셀들 내의 통신들은 요구 할당 다중 액세스(Demand
Assigned Multiple Access; DAMA)로 알려진 개념의 이점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들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서빙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액세스한다. 무선 네트워크 내에 다중 액세스가 종단-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수의
방법들이 존재한다. 대부분 기초 레벨에서,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FDMA) 방법
론이 존재하며, 무선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셀은 주파수들에 의해 분리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무선 통신들에 대하여 필수적인 시작점이다. 다중 통화들을 지원하기 위해 FDMA는 할당된 주파수 범위들을 다중
캐리어 주파수들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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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킹에서 이용되는 다른 방법은 시분할 다중 액세스(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이며, 이것은 각각
의 주파수 채널을 다중 시간 슬롯들로 분할하는 디지털 기술이다. 주파수 채널 내의 각 시간 슬롯들은 개개의 디바이스 통
화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TDMA에 기초한 서비스들은 대략 FDMA 서비스들의 통화 용량의 세 배를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새롭고, 확산 스펙트럼 무선에 근간을 갖는 또 다른 통신 방법론은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로 알려져 있다. 확산 스펙트럼 무선은 무선 주파수들의 스펙트럼을 통해 전송된 신호의 대역폭
을 확산시킨다. 무선 주파수들의 결합된 스펙트럼은 항상 신호의 협대역 전송을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것보다 매우 넓다.
확산 스펙트럼은 두 개의 기술들, 즉, 직접 시퀀스(Direct Sequence; DS) 및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 FH)을 사
용한다. 요컨대,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은 협대역 신호(narrow band signal)가
더 넓은 캐리어 주파수 대역을 통해 확산되는 패킷 무선 기술이다. 다시 말해서, 신호 정보는 패킷들로 구성되고, 각각의
패킷은 중복 방식(redundant manner)으로 더 넓은 캐리어 대역 주파수를 통해 전송되며, 즉, 패킷들은 한번 이상 전송된
다. 그후 다중 전송들이 지원될 수 있다. 특정 터미널들로부터의 전송들은, 각각의 데이터 패킷에 이전에 첨부된 10 비트
코드와 같은 고유 코드에 의해 식별된다. 주파수 호핑 확산 스펙트럼(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FHSS)은
일반적으로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보다 바람직하다. FHSS는 주파수들의 범위를 통해 광대역 캐리어 내의 패킷들의
짧은 버스트들의 전송을 수반한다. 필수적으로, 전송기 및 수신기는 하나의 주파수로부터 구성된 홉 시퀀스 내의 다른 주
파수로 호핑하고, 다수의 패킷들은 각각의 주파수로 전송된다. 홉 시퀀스는 중앙 기지국 안테나에 의해 제어된다.

주어진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방법론에 상관없이, 미리 구성된 설정 및 통신 디바이스들의 실시간 설정의 일정량이 요구될
것이다. 원격/이동 유닛과 기지국 간의 통신을 위한 그러한 필요 사항은 일정한 통신 파라미터들의 설정 및 구성이다. 예를
들면,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들 데이터 레이트로, 각각의 패킷 통신에 대한 유효성 및 최대 지연이 설정되어야 하며 원격
유닛과 기지국 사이에서 협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상 및 구성은, 원격 유닛이 기지국과 통신 세션을 처음 개
시하는 순간에 실시간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협상 및 구성 이벤트들은 항상 일련의 포맷으로 일어나며, 개시하는 이동 디
바이스와 기지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의 초기 시퀀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지국과 타겟 이동 디바이스
간의 이벤트들의 유사한 시퀀스에 의해 뒤따르게 된다. 이벤트들의 이러한 시퀀스는, 다른 후속 요청들 또는 명령들이 디
바이스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의 디바이스로부터의 각각의 요청 또는 명령이 제 2디바이스에 의해 처음 응답되
어야 하는 처리를 수반한다. 또한, 유사한 통신들이 기지국과 타겟 이동 디바이스 사이에 발생하기 전에, 제 1이동 디바이
스와 기지국 간의 그러한 모든 통신은 완료되어야 한다.

특히, 패킷 모드가 가능한 사용자 장비는 협상들을 시그널링하는 수단에 의해 기지국과 같은 그들의 서빙 인트라구조 노드
들로부터 데이터 세션들을 요청한다. 필수적으로, 이동 유닛과 기지국 사이에 서비스가 확립되기 위해서, 시그널링 채널은
기지국 시스템으로 확립 및 인증되어야 한다. 시간 지연의 일정량은 개시하는 이동 유닛으로부터의 시그널링, 시스템에 의
한 인증 및 서비스의 일정량의 협상과 관련된다. 또한, 제 1이동 유닛이 제 2이동 유닛 또는 호출된 타겟과 통신을 시도할
때, 이러한 시간 지연 현상은 악화된다. 이러한 예에서, 기지국과의 링크를 확립하기 위해, 호출된 타겟 또는 제 2이동 유닛
은 동일한 설정 및 협상 과정을 마칠 것이며, 그 결과 설정 시간이 길어진다.

설정 시간의 감소는 결국 더 빠른 통신들을 초래할 것이며 특정 통신 주파수가 얽매인 시간의 양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의 중요성은 이동 유닛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극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중 이동
유닛들과 통신하고자 하는 디스패치 유닛(dispatch unit)은 타겟들에 도달하는 설정 시간의 감소로 매우 이득을 얻을 것이
다. 이와 같이, 개시하는 이동 유닛과 다른 타겟 이동 유닛들 간의 통신을 위한 시간 및 설정 과정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
스템 및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소스 디바이스 및 기지국의 설정 동안에 제어 구조내에 하나 이상의 통신 파라미터들을 캡처링(capturing)함으
로써 소스 디바이스와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선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들에
서의 사용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설정은 소스 디바이스와 기지국 간의 일련의 인터렉티브 및 시퀀싱된 통
신들을 수반한다. 본 발명은, 타켓 디바이스들이 기지국을 통해 소스 디바이스와 통신할 수 있도록 제어 구조를 하나 이상
의 타겟 디바이스들로 전송하고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을 동시에 구성하기 위해 제어 구조를 이용하는 것을 수반한
다. 본 발명의 이점들 중 하나는 원격 유닛들에 대한 설정 시간의 감소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는 본 발명이 실행될 수 있는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원격 유닛의 전기적으로 블록화된 도면.

도 3는 전형적인 무선 네트워크 상의 서비스 레벨 통신들의 블록도.

도 4A는 원격 유닛에 의해 기지국으로 개시된 통신들을 나타낸 흐름도.

도 4B는 기지국에 의해 타겟 원격 유닛으로 개시된 통신의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이동 유닛으로부터 기지국으로의 통신 및 제어 패킷 데이터 유닛의 생성을 나타낸 흐름도.

도 6는 제어 패킷 데이터 유닛을 위한 예시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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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원격 유닛들과 기지국 간의 통신을 설정하고 확립하기 위한 특정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호출 또
는 채팅을 위한 패킷 데이터 모드들을 이용하는 무선 통신 디바이스들에 적용 가능하다.

먼저, 도 1를 참조하여, 블록화된 도면은 본 발명이 실행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 환경을 예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정부(108)는 하나 이상의 기지국들(106)을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기지국들은 통신을 복수의 원격 사용자 장비(102)에
제공한다. 통신 링크(116)에 의해 결합된 기지국들(106)은 종래의 무선 주파수 기술들을 이용하여 사용자 장비(102)와 바
람직하게 통신한다. 하나 이상의 안테나들(104)은 기지국들(106)로부터의 통신을 원격 사용자 장비(102)에 제공한다. 또
한 기지국들(106)은 안테나(104)를 통해 RF 신호들을 복수의 원격 사용자 장비 유닛들(102)로부터 바람직하게 수신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기지국(106)과 원격 사용자 장비(102) 사이에서 통신된 메시지들은 개시하는 디바이스 또는 타겟
디바이스를 식별하기 위해 선택적 어드레싱 방식을 포함한다. 기지국(106)과 원격 사용자 장비(102) 간에 교환된 정보는
통신 시스템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동작시키기 위한 데이터 메시지들, 명령들, 조정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원격 사용자
장비(102)와 기지국들(106) 사이에 전송된 정보는 예정된 메시지들, 긍정 응신들(ACKS), 부정 응신들(NAKS) 및 등록 요
청들 및 정보의 아이템들에 대한 요청과 같은 예정되지 않은 메시지들에 대한 응답들이다. 무선 통신을 위한 다른 방법들
및 방식들이 기지국(106)과 원격 사용자 장비(102) 간에, 또는 다중 원격 사용자 장비(102) 사이에서 통신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그러한 방법들이 본 발명의 범위에 의해 고려되고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존재
한다.

통신 네트워크(100)의 고정부(108)는, 메시지들을 수신하고 전화기(112) 및 컴퓨터(114)와 같은 다른 디바이스 형태들로
전송하기 위한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 PSTN)와 결합된다. 원격 사용자 장비에 의
해 개시되거나 예정된 호들 또는 정보는 전화기(112) 또는 컴퓨터(114)와 같은 디바이스에 의해 수신될 수 있거나 그러한
디바이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들, 예를 들면, 구내 정보 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 LAN)들,
광역 네트워크들(Wide Area Networks; WAN) 및 인터넷은 선택적 호 정보를 수신하거나 선택적 호 정보를 무선 네트워
킹(100)으로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인식한다. 또한, 컴퓨터(114)와 같은 컴퓨터는 무선 통신 시스템
에 의해 이용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및 정보를 위한 중앙 저장고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이 디스패치 시스템들, 셀룰러 전화기 시스템들 및 음성 및/또는 데이터 메시징 시스템들을 포함하는 무선 통
신 시스템들의 다른 형태들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에서 이용될 수 있는 원격 통신 유닛이 도 2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2는 예시적인 원격 사용자 장비(102) 및 그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예시한다. 원격 사용자 장비(102)는 인바운드 메시
지(inbound message)들을 수신하고 아웃바운드 메시지(outbound message)들을 전송하는데 이용되는 안테나(202)를
포함한다. 안테나(202)는 전송기(204) 및 수신기(206)에 결합된다. 전송기(204) 및 수신기(206) 둘 모두는, 본 발명에 따
라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메시지들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원격 사용자 장비(102)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서(216)에
결합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210)는 사용자 상호 작용 및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서(216)에 동작 가능하게 결합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210)는 디스플레이(212) 및 키보드(214)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212)
는 사용자에게 동작 정보 및 프로세서(216)부터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키보드(214)는 사용자가 입력 또는 응답을 프로세
서(216)에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 상호 작용 및 피드백을 위한 다른 방법들 및 시스템들이 본 발명의 목적들을 성
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크리스털 발진기(crystal oscillator)(208)는 종래의 타이밍을 프로세서(216) 및 원격 사용자 장
비(102)의 다른 구성 요소들에 제공한다. 메모리(218)와 프로세서(216)에 의해 처리가 수행된다. 메모리(218)는 본 발명
에 따라 원격 사용자 장비(102)를 프로그래밍하고 동작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명령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 원격 사용자
장비(102)는 기지국(106)으로 통신하기 위해 동작한다. 그러한 동작은 도 3, 도 4A,B 및 도 5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예시, 설명 및 제한하지 않기 위해, 본 발명은 UTMS 환경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은 임의의 무선 통신 전략 또
는 방법론에서 동일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적용 가능하다.

UMTS 환경의 간결한 개요는 도 3를 참조하여 논의될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106)은 하나 이상의
UMTS 지상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 구성 요소들(302)을 포함한다.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UMTS는 패킷 모드
통신 방식이다. 이와 같이, 원격 사용자 장비(102)와 기지국(106) 간의 통신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범용 패킷 무선 서비
스(General Packet Radio Service; GPRS)가 존재한다. GPRS는 서빙 GPRS 지원 노드(SGSN)(304)를 통해 패킷 라우팅
및 게이트웨이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SGSN은 원격 사용자 장비(102)와 기지국(106)의 UTRAN(302) 사이에서 통신하도
록 배치된다. 또한, SGSN(304)는 접속 및 통신을 IP 네트워크(306)에 제공한다.

동작시에, 원격 사용자 장비(102)는 기지국(106)의 UTRAN(302)과의 통신에 사용될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SGSN(304)와 협상한다. 서비스의 품질은 통신들, 유용성, 패킷 통신들에 대한 최대 시간 지연 등에 대한 데이터 레이트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서비스의 품질 협상은 원격 사용자 장비(102)와 기지국(106) 디바이스 간의 다중 양방향 통신들을 수
반한다. 이러한 디바이스 통신들의 성질 및 교환되는 메시지들의 형태들은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여 논의될 것이다.

도 4A 및 도 4B로 돌아가서, 개시하는 원격 사용자 장비(102)가 기지국(106)을 통해 호출된/수신하는 제 2원격 사용자 장
비(102)로 통신하는 단계들이 예시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협상의 일정량이 개시 및 수신하는 사용자 장비(102)와
기지국(106) 양쪽 모두 사이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협상은 시간이 걸리는데, 개시하는 타겟은 협상 처리를 겪어야 할
뿐아니라 호출된 타겟도 동일한 처리를 겪을 것이 때문이며, 그로 인해 두 개의 원격 사용자 장비들(102) 서로를 접속하는
데 요구되는 총 시간은 두 배가 된다. 이러한 시간은 데이터를 다루는 원격 컴퓨터 사용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을지라도,
원격 음성 사용자의 경우에서, 이것은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요구되는 총 설정 시간을 부가하며 인식할 수 있는 지연들을
생성한다.

도 4A는 기지국 시스템(106) 및 소스 또는 개시하는 사용자 장비(102) 간의 메시지 흐름을 예시한다. 또한, 도 4A는 사용
자 장비(102)가 패킷 데이터 호출을 개시하는 순간부터 기지국(106)이 제 1패킷 데이터 유닛(Packet Data Unit; PDU)을
수신하는 시간까지의 메시지 흐름의 일련의 성질을 예시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정보 및 다른 관련 데이터는 진행 시에

공개특허 10-2005-0033655

- 3 -



사용자 장비(102)와 같은 원격 장비로 전달되며, 이것은 단계(402)로 표현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자 장비(102)
는,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들 또는 호출 서비스들을 개시하는 기능을 하는 프레스 투 토크(Press To Talk; PTT) 버튼
을 포함한다. PTT의 활성은 단계(40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접속 요청이 사용자 장비(102)로부터 기지국(106)으로 개시되
도록 한다. 응답하여, 단계(406)에서, 기지국(106)은 접속 설정 신호로 그러한 요청들에 응신한다. 이것은 설정 처리를 시
작하기 위해 사용자 장비를 시그널링하고, 단계(408)에서, 설정 처리의 완료는 사용자 장비(102)로부터의 접속 설정 완료
신호를 촉구한다. 또한, 단계(410)에서, 완료 신호는 사용자 장비(102)로부터 기지국(106)으로의 서비스 요청에 의해 동
시에 뒤따르게 된다. 응답에서, 단계(412)에서, 기지국(106)은 인증 및 암호 요청(ciphering request)을 수행하며, 단계
(414)에서, 사용자 장비(102)는 인증 및 암호 요청에 응답한다. 다음으로, 단계(416)에서, 보안 모드 명령은 사용자 장비
(102)로 전송된다. 단계(418)에서, 명령은 결과적으로 보안 모드의 완료를 나타내기 위한 응답 신호이다. 보안 협상들이
완료하면, 단계(420)에서, 기지국(106) 상의 PDP 컨텍스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 장비에 의해 요청이 개시된다. 단계
(422)에서, 이것은 기지국(106)으로부터 사용자 장비(102)로의 무선 전달 설정 방법에 의해 뒤따르게 된다. 단계(424)에
서, 무선 전달 설정 완료는 다시 시그널링된다. 무선 전달 설정 완료의 수신은 기지국(106)이 PDP 컨텍스트의 활성을 수용
하게 하며, 단계(426)에서, 수용의 확인이 사용자 장비(102)로 전송된다. 개시하는 사용자 장비(102)에 의해 시작되는 이
러한 이동 유닛에 의해 발생된 패킷 데이터 세션의 결론은 기지국(106)으로부터 타겟 사용자 장비(102)로의 후속 패킷 데
이터 세션의 시작을 촉구한다. 즉, 이동에 의해 종결된 패킷 데이터 세션은 기지국(106)에 의해 타겟 사용자 장비(102)로
발생된다. 이러한 데이터 세션의 처리는 도 4B를 참조하여 논의될 것이다.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계(430)에서, 기지국(106)은 시스템 정보를 타겟 이동 사용자 장비(102)로 전송한다. 단계
(432)에서, 또한, 기지국(106)은 호출 형태 정보를 타겟 사용자 장비(102)로 전송한다. 그후, 단계(434)에서, 이것은 접속
요청을 기지국으로 개시하는 타겟 사용자 장비(102)에 의해 뒤따르게 된다. 이점에서, 타겟 사용자 장비(102)와 기지국
(106) 간의 통신에 대한 단계들 및 성질은 도 4A를 참조하여 이전에 설명된 개시하는 사용자 장비(102) 및 기지국의 통신
에 대한 단계들 및 성질과 동일하며, 다시 말해서, 도 4B 내의 단계(434) 내지 단계(458)는 도 4A 내의 단계(404) 내지 단
계(426)와 동일하며, 즉, 반복 처리이다. 이러한 반복 처리는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해 완화된다. 개시하는 사용자
장비(102)와 기지국(106) 간의 초기 통신으로 기인한 정보는 기지국(106)으로부터 타겟 사용자 장비(102)로의 후속 통신
에 이용된다. 재사용 정보의 처리는 도 5를 참조하여 논의될 것이다.

도 5는 사용자 장비(102a)의 초기 설정을 위한 처리 흐름에 대한 제안된 변화를 예시하고 궁극적으로 기지국(106)으로부
터 타겟 사용자 장비(102b)로 전송된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PDU를 이용한다. 개시하는 사용자 장비(102a)를 위한 설정
처리는 성질 및 의무 주기에서 도 4A를 참조하여 논의된 설정 처리와 동일하다. 즉, 단계(502) 내지 단계(526)는 이전에
논의된 단계(402) 내지 단계(426)와 동일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단계(502)에서 단계(506)까지의 실행 시간은 대랙
5.3초가 걸린다. 이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단계(502) 내지 단계(526) 및 단계(402) 내지 단계(426)는 개시하는 사용자 장
비에 설정을 제공하고 기지국(106)으로 통신된다. 그후, 기지국(106)은 타겟 사용자 장비(102b)로 통신해야 하고 도 4B
를 참조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타겟 사용자 장비를 설정해야 하며, 즉, 단계(430)에서 단계(458)까지는 대략 5.5 초가 걸
린다. 이와 같이, 개시하는 사용자 장비(102a) 및 타겟 사용자 장비(102b) 간의 통신들을 설정하기 위한 누적한 총 시간은
대략 10.8초일 것이다. 이것은, 개시자(initiator)의 설정이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개시하는 사용자 장비(102a)가
그러한 타겟과 통신할 필요성을 나타내자마자 타겟 사용자 장비(102b)를 호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타겟에 대한 이러한
초기 통신은 개시하는 사용자 장비(102a)의 설정 처리 동안에 발생한다. 즉, 개시자의 설정 처리 초기에, 개시자는 특정 타
겟을 호출하기 위해 그의 의도를 기지국에 알린다. 개시자가 설정되면서, 시스템은 타겟의 위치를 정하고 디스패치 세션에
대하여 타겟을 설정하기 시작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개시하는 사용자 장비(102a)의 설정 세션 동안에 제어 PUD를 생성
함으로써 총 설정 시간을 감소시킨다. 제어 PDU의 컨텐트의 세부 사항들은 본 명세서 뒤에 도 6을 참조하여 논의될 것이
다. 도 5를 참조하여, 단계(526)에서, PDP 컨텍스트의 활성은 기지국(106)에 의해 호출된 타겟 사용자 장비(102b)로의
PDU 전송을 개시한다. 제어 PDU의 컨텐트는 무선 전달 서비스 및 타겟 사용자 장비(102b)의 다른 파라미터들을 설정하
기 위해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해 이용된다. 즉, 기지국(106)과 타겟 사용자 장비(102b) 간의 연장된 협상에 대한
필요성은 제거되므로, 설정 시간을 감소시킨다.

제어 PDU를 사용하여 이러한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신의 양측에 알려진 특정 구조가 요구된다.

예시적인 PDU 구조는 도 6에 도시되면 도 6를 참조하여 논의되고, 일반적으로 (600)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예시된 PDU
제어 구조(600)는 일정한 특정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며, 다른 구조들, 포맷들 및 파라미터들은 동일한 결과들을 성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제어 PDU 구조(600)는 PDU 동작 코드
(602), PDU 길이(604), 서비스 의도 파라미터(606) 및 타겟 IP(608)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PDU는 타겟 디바이
스와 접속하기 위한 개시자의 의도를 타겟 디바이스에 알리기 위해 개시하는 사용자 장비의 구성 처리 초기에 구축되고 전
송된다. PDU 동작 코드(602)는 설정 처리에서의 단계를 식별하고, PDU 길이(604)는 PDU 제어 구조의 총 길이를 식별하
며, 그후, 서비스 의도 파라미터(606)는 특정 동작 코드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특히, 타겟 IP는 타겟 사용자 장비
(102b)를 식별한다.

당업자에 의해 이해된 바와 같이, 사용자 장비(102a),(102b) 또는 기지국(106)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논의된 기능들은
다양한 조합들 및 구성들의 임의의 하나 이상의 시스템들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들은 고려되며 본 발명의 범
위 내에 있다.

본 발명은 모든 면에서 제한하기보다 예시하려고 의도된 특정 실시예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다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범
위를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이 속하는 당업자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앞서 말한 것으로, 본 발명은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하여 명백하고 고유한 앞서 설명된 목적들과 다른 이점들 모두를 획득하
도록 적응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정 특징 및 하부 조합들은 유용하며 다른 특징 및 하부 조합들을 참조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될 것이다. 이것은 청구 범위에 의해 고려되며 청구 범위 내에 포함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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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디바이스와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선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들에서의 사용
을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소스 디바이스와 기지국 간의 일련의 인터렉티브(interactive) 및 시퀀싱된 통신들에 관여함으로써 상기 소스 디바이
스 및 상기 기지국 상의 하나 이상의 통신 파라미터들을 구성하는 단계,

제어 구조내에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 파라미터들을 캡처링하는 단계,

상기 제어 구조를 상기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도록 상기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을 구성하기 위해 상기 제어 구조를 이용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을 통해 상기 소스 디바이스와 상기 하나 이상의 타겟들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에서의 사용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구조는 상기 소스 디바이스의 구성 완료 전에 상기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로 전송되는,
무선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에서의 사용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구조는 패킷 데이터 유닛인, 무선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에서의 사용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은,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도록 상기 소스 디바이스 및 상기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을 개
별적으로 구성하는데 관련된 시간 이하의 설정 기간(set-up time duration) 내에서 가능하게 되는, 무선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에서의 사용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은 UMTS인, 무선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에서의 사용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은 상기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의 호출(paging)인, 무선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에서의 사
용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은 상기 소스 디바이스와 상기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 사이의 채팅인, 무선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에서의 사용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감소된 설정 시간으로 소스 디바이스(102a)와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102b) 사이에서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무선 패킷 데이터 모드 통신들에서의 사용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소스 디바이스(102)
및 기지국(106)의 설정 동안에 제어 구조(600)내에 하나 이상의 통신 파라미터들(602-608)을 캡처링한다. 그후, 제어 구
조(600)는 소스 디바이스(102a)의 구성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102b)로 전송되며, 기지국을 통해 소스
디바이스(102a)와 통신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타겟 디바이스들(102b)을 구성하는데 이용되므로, 통신들을 설정하는데 요
구되는 총 시간을 감소시킨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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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색인어

소스 디바이스, 설정 시간, 타겟 디바이스, PDU 구조, 패킷 데이터 모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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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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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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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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