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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스템(100)은 기지국(102)으로부터 다수개의 이동 유닛(104)으로의 포워드 링크(106)를 포함하며, 이 포워드 링크

는 다중 공유 채널(SHCH)(109), 다중 공유 제어 채널(SHCCH)(108), 및 다중 전용 포인터 제어 채널(DPTRCH)(107)을

포함하며, 통신 시스템(100)은 에러 검출 및 에러 정정을 위해 HARQ 에러 제어를 이용한다. 이동 유닛은, DPTRCH를 청

취하고 있는 경우에, DPTRCH에 의해 지시된 SHCCH를 이용하여 SHCH 상의 데이타를 복조하고 디코딩한다. 이동 유닛

이 다른 이동 유닛으로 예정된 SHCH 데이타를 결합하고 디코딩하거나 또는 그 이동 유닛으로 지정된 SHCH 데이타를 부

정확하게 디코딩하는 경우에, 쓰루풋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의 데이타 쓰루풋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스템은

플러시 테스트(902, 904, 1004, 1008) 및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1100, 1202)를 채용하여 부적절하게 디코딩된 데이타

블럭들이 적절하게 디코딩된 데이타 블럭들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타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디코딩하는 단계;

상기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에 기초하여 공유 채널을 통하여 공유 채널 데이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공유 채널 데이타를 디코딩하는 단계;

상기 디코딩된 수신된 공유 채널 데이타 내에 디코딩 에러가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디코딩 에러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수신된 공유 채널 데이타를 혼성(hybrid) ARQ (automatic repeat

request)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공유 채널 데이타의 재전송을 요청하는 단계;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디코딩하는 단계;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

널 데이타와 다른지를 판정하는 단계;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어도 상기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에 기초하여 상기 디코딩된 제2 공

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 경우,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 및 상

기 혼성 ARQ 버퍼 내의 상기 저장된 수신된 공유 채널 데이타 중 적어도 하나를 불필요하게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타 수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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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지를 판정하는 단계

는, SN(sequence number)은 변경되었지만 ABI(abort indicator)는 변경되지 않았는지, MCSL(modulation and coding

level)이 다른지, 월시 코드(Walsh code)의 총수가 변경되었는지, SR_ID 값이 변경되었는지, SEQ_UN 값이 변경되었는

지, ARQ 인스턴스(AI)가 ARQ 인스턴스 반복이 허용되지 않는 패턴인지에 대해 적어도 하나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타 수신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지를 판정하는 단계

는,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이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과 다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불필요하게 하는 단계는,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이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과 다른 경우에, 상기 저장된 공유 채널 데이타를 퍼지

(purge)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타 수신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지를 판정하는 단계

는,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이 복수개의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들 중의 하나 이상의 프레임과 다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불필요하게 하는 단계는, 프

로토콜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이 상기 복수개의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들 중의 하나 이상의 프레임과 다른 경우에,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을 무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타 수신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채널 데이타는 제1 공유 채널 데이타를 포함하며,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에 기초하여 상기 공유 채널을 통하여 제2 공유 채널 데이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제2 공유 채널 데이타에 대해 에너지 측량값(metric)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에너지 측량값을 임계값과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에너지 측량값이 상기 임계값보다 열세한 경우에 상기 수신된 제2 공유 채널 데이타를 무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타 수신 방법.

청구항 6.

통신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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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 및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수신하고,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에 기초하여 공

유 채널을 통하여 공유 채널 데이타를 더 수신하는 수신기;

상기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저장하고 상기 공유 채널 데이타를 저장하여 저장된 공유 채널 데이타를 생성하는 혼성

ARQ 버퍼를 포함하는 메모리; 및

상기 수신기 및 상기 메모리 각각에 동작가능하게 결합하여, 상기 수신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디코딩하고 상기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고, 디코딩 에러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디코

딩된 수신된 공유 채널 데이타에 디코딩 에러가 있는지를 판정하고, 상기 수신된 공유 채널 데이타를 상기 혼성 ARQ 버퍼

에 저장하여 상기 공유 채널 데이타의 재전송을 요청하고, 상기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디코딩하고, 프로토콜과 일

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채널 데이타와 다른지

의 여부를 판정하고,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어도 상기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에 기초하여 상

기 디코딩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 경우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

널 데이타와 상기 혼성 ARQ 버퍼에 저장된 수신된 공유 채널 데이타 중 적어도 하나를 불필요하게 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SN(sequence number)은 변경되었지만 ABI(abort indicator)는 변경되지 않았는지, MCSL(modulation and coding

level)이 다른지, 월시 코드(Walsh code)의 총수가 변경되었는지, SR_ID 값이 변경되었는지, SEQ_UN 값이 변경되었는

지, ARQ 인스턴스(AI)가 ARQ 인스턴스 반복이 허용되지 않는 패턴인지에 대해 적어도 하나를 판정함으로써,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지를 판정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지의 여부에 대한 상

기 프로세서의 판정은,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이 복수개의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들 중 하나 이상의 프레임과 다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

는,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이 복수개의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들 중 하나 이상의

프레임과 다른 경우에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을 무시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지의 여부에 대한 상

기 프로세서의 판정은,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에 대해 디코딩 에러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 및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에 대해 발생했다고 판정된 디코딩 에러가 없을 때 상기 디코딩된 제2 공

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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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프로세서는,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상기 저장된 디코딩된 제1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 경우

에 상기 수신된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에 대해 에러 검출 테스트를 더 수행하고, 상기 에러 검출 테스트가 에

러를 검출하면, 상기 수신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무시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채널 데이타는 제1 공유 채널 데이타를 포함하며,

상기 수신기는 상기 디코딩된 제2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에 기초하여 상기 공유 채널을 통하여 제2 공유 채널 데이타를 수

신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수신된 제2 공유 채널 데이타에 대해 에너지 측량값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에너지 측량값을 임계

값과 비교하고, 상기 에너지 측량값이 상기 임계값보다 열세한 경우 상기 수신된 제2 공유 채널 데이타를 무시하는 통신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개별적인 전용(dedicated) 및 공유(shared) 제어 채널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CDMA, 특히, WCDMA와 같은 발전된 CDMA 등의 통신 시스템에서는, 데이타를 송신하고 시스템을 제어하는데 전용 채

널이 필요하다. 이들 시스템의 포워드 링크내에서는 단일 채널을 사용하여 송신되는 정보를 운반하고 이 송신된 정보의 특

징이 다른 별도의 포워드 제어 채널 상에서 전달된다. 이들 각 채널은 이용가능한 월시 코드(Walsh code)의 유한 세트로

부터 하나의 월시 코드를 점유한다. 시스템이 월시 코드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월시 코드 자원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사용자에 대해 이들 전용 채널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휴(dormant) 상태와 활성 상태 사이

의 빠른 교환으로 월시 코드 자원을 자유롭게 할 것이 요구된다.

광범위한 통신 시스템에서 월시 코드 자원과 비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당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1일 출원된 제목이

"Apparatus and Method for Prividing Separate Forward Dedicated and Shared Control Channels in a

Communications System"인 미국 출원 제09/703,775호는 전용 포인터 제어 채널(DPTRCH; Dedicated Pointer

Control Channel), 공유 제어 채널(SHCCH; Shared Control Channel), 공유 채널(SHCH; Shared Channel)을 송신용 통

신 장치와 수신용 통신 장치 간의 통신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SHCH는 DPTRCH와 SHCCH 각각의 정보에 기

초하여 통신 시스템에서 복수의 통신 장치들 중에 동적으로 할당될 수 있다.

통신 시스템이 다수의 수신용 통신 장치들 중에 동적으로 할당된 SHCH를 포함하는 경우, 통신 장치는 잘못된 SHCH 데이

타, 즉, 다른 통신 장치로 예정된 SHCH 데이타를 디코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 장치는 이전에 한 통신 장치에 전용이

었으나 이제는 다른 통신 장치에 전용인 DPTRCH를 청취하여 통신 장치가 다른 통신 장치로 예정된 SHCCH 데이타를 디

코딩한 결과가 되고, 그 결과, 다른 통신 장치로 예정된 SHCH 데이타를 디코딩할 것이다. 혹은 통신 장치는 그에 대한

DPTRCH의 데이타를 잘못 디코딩하여 잘못된 SHCCH를 지정하게 될 수 있다.

다른 통신 장치로 예정된 데이타를 디코딩하는 것은 자동 반복 요청(ARQ; automatic repeat request)과 혼성 ARQ

(Hybrid ARQ) 통신 시스템에서 쓰루풋(throughput)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ARQ 통신 시스템에서는, 수신용 통신 장치

가 잘못 수신된 데이타 블럭의 재전송을 요청함으로써 데이타의 정확한 전달이 보장된다. HARQ 시스템은, 수신용 통신

장치가 잘못 수신되었던 모든 데이타 블럭의 재전송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ARQ 시스템과 유사하다. 그러나, HARQ는 또한

실패한 데이타 블럭, 즉, 잘못 수신된 데이타 블럭을 수신용 통신 장치에서 저장하고 사용하여 코딩 이득을 증가시킨다. 실

패한 데이타 블럭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수신된 데이타 블럭과 결합하고 함께 디코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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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데이타 블럭이 부정확하게 수신된 버전의 재전송 데이타 블럭이 아니라, 그 대신 다른 통신 장치로 예정되었던 데

이타 블럭이면, 저장된 실패 데이타 블럭은 그와 함께 결합되고 디코딩된 이전에 수신된 모든 데이타를 손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 장치가 DPTRCH 프레임을 잘못 디코딩하고 차례로 잘못된 SHCH를 디코딩할 때, 통신 장치는 다수의 전

송 프레임을 포함하는 데이타 패킷을 수신하는 중일 수 있다. 그 후에는 올바른 디코딩이 매우 어렵게 되면서,

송신용 통신 장치에 의해 소정의 최대 재전송 수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데이타의 재전송을 야기시키게 될 수 있다. 데이타

가 올바르게 디코딩될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 테이터의 재전송을 반복하는 것은 쓰루풋의 낭비이다.

따라서 부적절하게 디코딩된 데이타 블럭이 이전에 처리된 데이타 블럭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적절하게 디코딩된 데이타 블럭이 이전에 처리된 데이타 블럭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및 장치로 예정된 필요

성을 시사하기 위해서, 기지국으로부터 다수의 이동 유닛으로의 포워드 링크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이 제공되며, 상기 포

워드 링크는 다중 공유 채널(SHCH), 다중 공유 제어 채널(SHCCH), 및 다중 전용 포인터 제어 채널(DPTRCH)을 포함하

며, 통신 시스템은 에러 검출과 에러 정정을 위해 HARQ 에러 제어를 이용한다. 이동 유닛은, DPTRCH를 청취할 때,

DPTRCH에 의해 지정되는 SHCCH를 사용하여 SHCH 상의 데이타를 복조하고 디코딩한다. 상기 시스템에서 이동 유닛이

잘못된 SHCH 데이타, 즉, 다른 이동 유닛으로 예정된 SHCH 데이타를 결합하고 디코딩할 경우 쓰루풋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혹은 상기 이동 유닛으로 예정된 SHCH 데이타를 잘못 디코딩할 수 있다. 시스템의 데이타 쓰루풋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은 플러시 테스트와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를 채용하여 부적절하게 디코딩된 데이타 블럭이 적절하게 디코딩

된 데이타 블럭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공유 채널을 통하여 공유 채널 데이타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

된 공유 채널 데이타를 저장하여 저장된 공유 채널 데이타를 생성하는 단계, 공유 제어 채널을 통하여 공유 제어 채널 데이

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타 수신 방법을 포괄한다. 이 방법은 상기 수신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디코딩하

여 디코딩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디코딩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공유 제어 채

널 데이타와 다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및 상기 디코딩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공유 제어 채널 데

이타와 다른 경우, 상기 디코딩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상기 저장된 채널 데이타 중 적어도 하나를 불필요하게 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제어 채널을 통하여 데이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 데이타에 대해 에너지 측량값(metric)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에너지 측량값을 임계값과 비교하는 단계, 및 에너지 측량값이 임계값보다 열세한 경우에 상

기 수신된 데이타를 무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데이타 수신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각각 프로세서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된 수신기와 메모리를 포함하는 통신 장치를 포함한다. 수신

기는 공유 제어 채널을 통하여 공유 제어 채널을 수신하고 공유 채널을 통하여 공유 채널 데이타를 수신한다. 메모리는 이

전에 수신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저장하고 이전에 수신된 공유 채널 데이타를 더 저장하여 저장된 공유 채널 데이타

를 생성한다. 프로세서는 상기 수신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디코딩하여 디코딩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를 생성하고,

상기 디코딩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상기 디코딩

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다른 경우, 상기 디코딩된 공유 제어 채널 데이타와

상기 저장된 공유 채널 데이타 중 적어도 하나를 불필요하게(dispense with)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는 프로세서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된 수신기를 포함하는 통신 장치를 포함한다. 수신기는 제어 채

널을 통하여 데이타를 수신하여 수신 데이타를 생성한다. 프로세서는 상기 수신 데이타에 대해 에너지 측량값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에너지 측량값을 임계값과 비교하고 상기 에너지 측량값이 임계값보다 열세한 경우에 상기 수신된 데이타를

무시한다.

본 발명은 도 1 - 도 12를 참조하여 보다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100)을

도시한다. 바람직하게는, 통신 시스템(100)은 CDMA 2000 또는 WCDMA(Wideband CDMA) 등의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통신 시스템이 될 수 있으나, 본 발명은 데이타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통신

시스템 또는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통신 시스템과 같은 패킷을 전송하는 모든 통신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통신 시스템(100)은 송수신 기지국(BTS; base transceiver station)(102)과 셀룰라 전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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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 또는 패킷 데이타 통신에 관여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디지털 통신 장치 등의 다중 이동 유닛(104)(하나가 도시

됨)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동 유닛(104)은 Motorola, Inc.의 StarTACTM 디지탈 셀룰러 전화기일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이동 유닛(104)은 각각 프로세서(114)에 결합된 송신기(110)와 수신기(112)를 포함한다. 프

로세서(114)는 메모리(116)에도 결합되며, 메모리는 이동 유닛(104)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저장하고 기지국(102)으로부터 이동 유닛에 의해 수신되는 제어 데이타 또는 트래픽 데이타와 같은 데이타

를 저장할 수 있는 다중 버퍼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다중 버퍼가 프로세서(114)에 배

치될 수 있다.

통신 시스템(100)은 또한 기지국(102)으로부터 다중 이동 유닛으로의 포워드 링크(106)를 포함하며, 이 포워드 링크는 다

중 공유 채널(SHCH)(109)(하나가 도시됨), 다중 공유 제어 채널(SHCCH)(108)(하나가 도시됨), 및 다중 전용 포인터 제

어 채널(DPTRCH)(107)(하나 도시됨)을 갖는다. 통신 시스템(100)은 또한 이동 유닛으로부터 기지국으로의 확인(ACK's

또는 NACK's)을 송신하기 위한 리버스 링크(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DPTRCH(107)만이 유지되고,

SHCCH(108과 포워드 링크 SHCH(109)를 통한 제어를 더 요구하는 액티브 상태에 있는 이들 이동 유닛들만이 이용가능

한 월시 코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DPTRCH(107)은 SHCH(109)에 할당을 전달하기 위해 DPTRCH(107)의

페이로드(payload)를 보충하는 다중 공유 제어 채널(108)을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도 2는 할당 포맷(즉, 프레임이 SHCCH(108)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의 전형적인 DPTRCH 프레임

(200)을 도시한다. 프레임(200) 내에는 비활성 상태이든 제어 고정 상태이든 기지국(102)의 셀 영역에서 사용자들을 유지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다수의 정보 필드가 존재한다. 제1 필드는 공유 제어 채널 SHCCH 상의 정

보가 송신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이 필드가 지정하는 특정 공유 제어 채널 SHCCH의 월시 코드 할당을 통신하는 표시

자 또는 포인터 필드(202)이다. 포인터 필드(202)는 상기 공유 채널에 할당된 다른 공유 채널 월시 코드의 수를 통신하는

데 필요한 임의의 길이가 될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포인터 필드(202)는 SHCCH의 8개의 다른 상태로까지 통신

할 수 있는 3 비트로 설정된다.

DPTRCH 프레임(200) 내의 다음 필드는 예약된 링크 제어 필드(204) 내에 포함된 필드(212)에 도시된 메세지 시퀀스 길

이와 같은 정보를 통신하는데 사용되는 예약된 링크 제어 필드(204)이다. 바람직하게는, 예약된 링크 제어 필드(204)는 상

기 예약 링크 제어(204)의 필드(214)에 도시된 하이브리드 자동 반복 요청(HARQ;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필

드와 역링크 스케줄링 정보(도시되지 않음)를 더 포함한다. 예약된 링크 제어 필드(204)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정보들

은 개시 월시 코드, 변조 코딩 스킴(MCS; modulation coding scheme), 및 자동 반복 요청(ARQ; automatic repeat

request) 정보이다.

DPTRCH 프레임(200)은 순환 리던던시 체크(CRC; cyclic redundancy check) 정보와 같은 에러 검출을 위한 필드(206)

를 더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프레임(200)은 CDMA 시스템에 대한 역링크 파워를 조정하는 파워 제어 비트 정보(208)를

포함하여, 사용되면 콘볼루션 코드를 종단시키는 테일(210)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DPTRCH 프레임(200)은 5밀리초

길이이다. 그러나, DPTRCH 프레임의 시간 길이는 이 값에 한정되지 않고 이 프레임이 사용될 어떠한 특정 통신 시스템에

도 대해서도 변경될 수 있다. 유사하게, 필드와 비트폭도 DPTRCH 프레임에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도에서 변경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필드(204, 206, 208, 210)의 길이를 0 비트로 설정할 수 있다. 다른 예

로서, DPTRCH 프레임은 단일 변조된 심볼 상에서 송신되는 포인터 필드만으로 줄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널(null)" 포맷, 즉, 정보가 대응하는 SHCCH로 송신될 필요가 없을 때의 DPTRCH 프

레임(300)을 도시한다. 할당 포맷(200)과 유사하게, 널 프레임(300)은 포인터 필드(302), CRC 필드(306), 파워 제어 비트

필드(308) 및 테일(310)을 포함한다. 할당 포맷(200)과 달리, 널 프레임 포맷(300)은 CDMA 시스템에서 역링크에 대한

역링크 스케줄링 정보를 포함하는 예약된 필드(304)를 단순히 송신하기만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HCCH 프레임(400)을 도시한다. SHCCH 프레임(400)은 SHCH의 복조에 필요한 정보

및 수송으로써 층 3 시그널링 정보에서의 HARQ 피드백에 필요한 정보 등의 다양한 비주기적 또는 간헐적 정보를 갖는 할

당 필드(402)를 포함한다. SHCCH 프레임(400)의 할당 필드(402)는 필드(408, 410, 412)를 포함하여 도시되어 있으며,

SHCH에 사용되는 특정 변조 및 코딩 스킴(MCS; modulation and coding scheme)을 나타내는 필드(408)와, 개시 월시

코드(410) 및 이득 정보(412)를 포함할 수 있다. DPTRCH 프레임과 유사하게, SHCCH 프레임(400)은 또한 각기 다양한

길이, 예를 들어 0 비트 길이의, CRC 필드(404)와 필드(406)의 테일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할당 필드(402)는 이득 정보, HARQ 정보 및 층 3 시그널링 정보를 대신 포함할 수 있고, DTPRCH 프레임(200)은 개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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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코드, MCS 및 다른 HARQ 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 DPTRCH 프레임(200)과 SHCCH 프레임(400)에 대한 필

드 할당의 다른 결합도 가능하다. 또한, 이동 유닛이 수신하고 사용하는 코드를 통한 추가 레벨의 SHCCH 및 조인트 코딩

(정정 또는 에러 검출)과 같은 방식의 다른 개발도 쉽게 주목할 수 있다.

본 시스템 내에서, 충분한 수의 월시 코드가 포워드 공유 채널용으로 가용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DPTRCH(107)와

SHCCH(108)이 포워드 SHCH(109)에 대한 코드와 오버랩하지 않는 월시 코드 트리의 일부에 할당된다. 예를 들어, 길이

가 16인 월시 코드에 대해서, DPTRCH(107)과 SHCCH(108)이 길이 16인 코드 2-15와 오버랩하지 않는 월시 코드 트리

의 일부분에 할당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액티브 상태의 이동 유닛은 길이가 512인 월시 코드에 할당되는 고유한

DPTRCH를 포함한다.

도 5는 DPTRCH 프레임(200, 300) 및 SHCCH 프레임(400)을 생성하기 위해 기지국(102) 내에 포함된 장비를 나타낸다.

DPTRCH 발생기(502)는 송신기(예를 들면, 기지국)으로부터 그 입력으로서 제어 데이타 'B'를 수신하는 채널 인코더

(504)를 포함한다. 적당하게 복잡한 최상의 인코더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에 벗어나지 않으

면서, 데이타 코딩시 각각 BCH, 테일화된 콘볼루션 코드(tailed convolutional codes) 및 테일비트화된 콘볼루션 코드

(tailbiting convolutional codes)들이 사용될 수 있다. 16 또는 64 상태 코드들의 테일비트화 디코딩은 쇼트 코드워드

(short codeword)에 대해 개선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테일비트화는 EDGE EGPRS의 헤더에 사용된다. 테일비트화는

에러 검출 필드 또는 다른 필드들에 대해 이용가능한 보다 많은 비트들을 만들 수 있다. 채널 인코더(504)는 특정 코딩 레

이트(예를 들면, R = 1/2 레이트 세트)로 데이타를 인코딩한다. 그 후, 인코딩된 데이타는 기존의 임의 개수의 인터리빙 기

구(interleaving schemes)에 따라 데이타를 인터리브하는 인터리버(506)로 송신된다. 데이타가 인터리브된 후, M-차 변

조기(508)는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16-QAM(16-ary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또는 64-

QAM(64-ary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과 같은 기존의 임의 개수의 변조 기구에 따라 데이타를 변조한다. 변조

된 데이타는 그 후 멀티플렉서(510)로 송신되는데, 여기서는 변조된 데이타를 파워 제어 비트 정보로 멀티플렉싱한다. 이

동 유닛이 활성 상태인지 또는 전용 상태(dedicated state)(이동 유닛에 의해 수신될 데이타가 전송되는 경우를 활성 상태

라 하고, 이동 유닛으로 데이타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를 전용 상태라 함)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지국(102) 셀 내의 각 이

동 유닛에 대해 이러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파워 제어 비트는 DPTRCH 프레임 내에 포함된다. 멀티플렉서(510)로부

터 출력된 멀티플렉싱된 데이타 BDPTR는 그 후 승산기(512)에 의해 월시 코드 wn로 승산되고 특정 칩 레이트 Rc로 전송을

위해 출력된다. 바람직하게는, 칩 레이트는, IS95 표준에 따른 초당 1.2288 밀리언 칩(1.2288 Mcps)이거나 또는

WCDMA에 따른 3.84 Mcps이다.

SHCCH 프레임 발생기(520)는 콘볼루션 인코더(522), 인터리버(524), 및 M-차 변조기(526)를 포함하는, DPTRCH 프레

임 발생기(502)와 유사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파워 제어 비트 정보는 DPTRCH 프레임을 통해서만 송신되기

때문에 SHCCH 발생기(520)는 멀티플렉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조기(526)로부터의 변조된 제어 데이타

BSCH는 포워드 링크(106) 상의 전송을 위해 승산기(528)에 의해 월시 코드 wn로 승산된다. 물론, 제어 데이타가 송신되는

이동 유닛이 전용 상태에 있다면 그 후 어떠한 제어 데이타 BSCH도 SHCCH 프레임 발생기(520)를 통해 전송되지 않을 것

이다.

도 6, 7 및 8에는, 포워드 링크(106)와 같이, DPTRCH/SHCCH 포워드 링크를 사용하는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의 성능에서

의 잠재적인 문제점이 도시되어 있다. 도 6, 7 및 8에 나타낸 논리 흐름도는 컬러링(coloring)의 사용을 가정하는데, 이는

다른 이동 유닛의 DPTRCH 또는 SHCCH를 오역할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도 6은, 더 이상 전용 상태가 아닌 이동 유닛,

예를 들면, 전용 상태로부터 유휴 상태로 천이되는 이동 유닛에 의한, DPTRCH 프레임(200, 300)과 같은 수신된

DPTRCH 프레임, 및 SHCCH 프레임(400)과 같은 수신된 SHCCH 프레임의 예시적인 디코딩 프로세스의 논리 흐름도

(600)이다. 예를 들면, 제1 이동 유닛은, 이동 유닛에 전용인, DPTRCH(107)과 같은 DPTRCH 상의 DPTRCH 프레임의,

기지국에 의한, 이전 전송에 대해 전용 상태로 있을 수 있다. 기지국은 제1 이동 유닛이 유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2

이동 유닛으로 DPTRCH를 제공한다. 그러나, 제1 이동 유닛은 유휴 상태로의 천이를 완료하지 않아서 여전히 DPTRCH를

듣는다. 제1 이동 유닛이 여전히 DPTRCH를 듣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기지국은 DPTRCH 프레임을 DPTRCH를 통

해 제2 이동 유닛으로 전송한다.

제1 이동 유닛이 DPTRCH를 통해 DPTRCH 프레임을 수신할 때 논리 흐름도(600)가 시작되어 프레임을 디코딩한다

(602). 프레임이 제1 이동 유닛으로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DPTRCH 프레임은 잘못 디코딩된다. 프레임이 올바르게 수

신되고 디코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잘못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에 대해 CRC 체크와 같은 에러 검출 체크가

제1 이동 유닛에 의해 실행된다.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에 대한 에러 검출 체크가 에러를 검출(604)할 경우, 제1 이동

유닛은 DPTRCH 프레임을 무시하며(606), 이는 유리한 결과이다. 프레임이 잘못 디코딩된 경우, 디코딩된 DPTRCH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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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에러 검출 체크가 프레임 내의 에러를 검출하는데 실패할(즉, "DPTRCH 에러 검출을 하지 못함") 확률을 'PM1'으로

나타내면, 제1 이동 유닛이 프레임 내의 에러를 올바르게 검출하고(604) 그 프레임을 무시(606)할 가능성은 '1 - PM1'이

다. 주의할 점은, 에러 검출이 사용되지 않으면, PM1 = 1이라는 것이다.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 내의 에러를 에러 검출 체크가 검출(604)하는데 실패할 경우(PM1의 확률),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은 무효 프레임(null frame)이 되고(608), 그 후 제1 이동 유닛은 전용 상태로 유지되고(610) 어느정도 유리한 결과

가 얻어진다. DPTRCH 에러 검출 체크가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 내의 에러를 검출(604)하는데 실패하고 프레임이 무

효 프레임(608)이 아니면, 그 후, 제1 이동 유닛은, DPTRCH 프레임에 의해 식별된, SHCCH(108)과 같은 SHCCH 프레임

내의 SHCCH 프레임(400)과 같은 SHCCH 프레임을 부적절하게 디코딩한다(612)(약 PM1의 확률). 그 후, 제1 이동 유닛

은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에 대해 CRC 체크와 같은 에러 검출 체크를 실행한다(614). SHCCH 에러 검출 체크가

SHCCH 프레임 내의 에러를 검출(614)할 경우, 제1 이동 유닛(104)은 SHCCH 프레임을 무시하는데(616), 이는 어느정도

유리한 결과이다. SHCCH 프레임이 잘못 디코딩된 경우 SHCCH 프레임의 에러 검출 체크가 프레임 내의 에러를 검출하지

못할(즉, "SHCCH 에러 검출을 놓칠) 확률을 'PM2'로 나타내면, 제1 이동 유닛이 잘못 수신하거나 및/또는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을 올바르게 검출하고(614)하고 SHCCH 프레임을 무시할(616) 확률은 약 'PM1(1-PM2)'이다.

제1 이동 유닛이 이동 유닛으로 예정되지 않은 SHCCH 프레임을 디코딩(612)하고 SHCCH 에러 검출 체크가 SHCCH 프

레임 내의 에러를 검출(614)하지 못할 경우(약 'PM1PM2'의 확률), 제1 이동 유닛은 SHCCH 프레임 내의 정보에 기초하여

SHCH 데이타를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SHCH 데이타를 저장한다. 그 후, 제1 이동 유닛이 저장된 데이타를 사용하여 이전

에 수신된 데이타를 디코딩한다(618). 이는 도 6에 도시된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결과이다. 더 이상 전용이 아닌 제1 이동 유

닛은 DPTRCH 프레임을 오역하고 이동 유닛에 할당되지 않은 SHCCH 채널 내의 SHCCH 프레임을 디코딩한다(잘못된

SHCCH를 디코딩함). 결과적으로, 제1 이동 유닛은 이동 장치에 대해 의도되지 않은 데이타를 디코딩하고 저장한다.

HARQ 시스템에서, 제1 이동 유닛은 그 후 부적절하게 디코딩된 데이타를 이전에 처리된 SHCH 데이타와 결합하고 결합

된 데이타를 함께 디코딩('잘못된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딩함')하고, 진행중인 패킷의 일부분이나 활성적으로 작용되지 않

는, 제1 이동 유닛에 의해 이전에 수신된 데이타를 손상(corrupt)시킬 가능성이 있다. 확률의 측면에서,

P{DPTRCH 무시} = 1 - PM1,

P{틀린 SHCCH를 디코드} = PM1, 및

P{DPTRCH를 무시} + P{틀린 SHCCH를 디코드} = 1.

P{틀린 SHCCH를 디코드}를 확장하면,

P{틀린 SHCCH를 디코드, SHCCH를 무시} = PM1(1 - PM2),

P{틀린 SHCCH를 디코드, 틀린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드} = PM1PM2.

도 7은 전용 상태에 있는 이동 유닛에 의해, DPTRCH 프레임(200,300)과 같은 수신된 DPTRCH 프레임, 및 SHCCH 프레

임(400)과 같은 수신된 SHCCH 프레임의 예시적인 디코딩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논리 흐름도(700)이다. 이동 유닛이

DPTRCH를 통해 이동 유닛에 대해 의도된 DPTRCH 프레임을 수신하는 경우 논리 흐름도(700)가 시작되고 프레임을 디

코딩한다(702). 도 7에 나타낸 프로세스는 SHCCH(108)와 같은 SHCCH가 이동 유닛에 할당되어 있지 않고 이동 유닛을

SHCCH로 지시하거나 또는 이동 유닛을 활성 상태로 천이하도록 DPTRCH 프레임이 의도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

DPTRCH 프레임이 이동 유닛에 의해 올바르게 디코딩될 경우(704), 이동 유닛은 전용 상태를 유지하고(706) 계속하여 이

동 유닛에 지정된 DPTRCH를 모니터링하는데, 이는 유리한 결과이다. DPTRCH 프레임이 잘못 수신되거나 및/또는 잘못

또는 부적절하게 디코딩되는 확률을 'P1'으로 나타내면, 이동 유닛이 DPTRCH 프레임을 올바르게 디코딩하고(704) 올바

르게 전용 상태로 유지하는(706) 확률은 '1-P1'이다.

이동 유닛이 DPTRCH 프레임을 잘못 수신하거나 및/또는 디코딩(704)하거나('P1'의 확률) 또는 다른 이동 유닛에 지정된

DPTRCH 내의 DPTRCH 프레임을 부적절하게 디코딩할 경우, 및 DPTRCH 프레임의 에러 검출 체크(708)가 잘못 수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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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및/또는 잘못 또는 부적절하게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 내의 에러를 검출하면(708)('P1(1 - PM1)'의 확률), 이동

유닛은 DPTRCH 프레임을 무시하는데(710), 이는 어느정도 유리한 결과이다. 잘못 수신되거나 및/또는 잘못 또는 부적절

하게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의 DPTRCH 에러 검출 체크가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 내의 에러를 검출(708)하지 못

한 경우, DPTRCH 프레임에 의해 지시된 것으로 이동 유닛이 알고 있으나('P1PM1'의 확률), 이동 유닛에 SHCCH가 할당되

지 않은, SHCCH(108)와 같은 SHCCH 내의 SHCCH 프레임(400)과 같은 SHCCH 프레임을 이동 유닛이 부적절하게 디코

딩한다. 그 후, 이동 유닛은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에 대해 CRC 체크와 같은 에러 검출 체크를 실행한다(714).

SHCCH 에러 검출 체크가 SHCCH 프레임 내의 에러를 검출하는 경우(714), 이동 유닛(104)은 SHCCH 프레임을 무시한

다(716)('P1PM1(1 - PM2)의 확률). SHCCH 프레임이 이동 유닛에 대해 의도되지 않거나 또는 적절하게 디코드될 수 없는

데이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유리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동 유닛이 이동 유닛(712)에 대해 의도되지 않은

SHCCH 프레임을 디코드하고 SHCCH 에러 검출 체크가 SHCCH 데이타 내의 에러를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714)

('P1PM1PM2'의 확률), 이동 유닛은 SHCH 데이타가 이동 유닛에 대해 의도되지 않는, SHCCH 프레임 내의 정보에 기초하

여 SHCH 데이타를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SHCH 데이타를 저장한다. 그 후, 저장된 SHCH 데이타는 이동 유닛에 의해 사용

되어 이전에 수신된 SHCH 데이타와 결합되고 함께 디코딩된다(718). 잘못 디코딩된 SHCH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데이

타의 디코딩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도 7에 나타낸 플로우(700)의 원하는 결과는 'DPTRCH 디코딩 에러가 없음'(704) 및 '전용으로 유지됨(remain

dedicated)'(706) 블록들이다. 'DPTRCH를 무시함'(710) 또는 '잘못된 SHCCH를 디코딩함'(712) 결과 모두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다. 'DPTRCH를 무시함'(710)이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는, 이동 유닛이 유휴 상태가 되기 이전에 적어도 2개의

DPTRCH 프레임들을 볼 필요가 있다면 'DPTRCH 디코딩 에러가 없음'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잘못

된 SHCCH를 디코딩함'(712)이라는 결과는, '잘못된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딩함'(718)을 초래한다면 수신기 버퍼들을 손

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확률의 측면에서,

P{DPTRCH 디코드 에러 없음} = P{전용 상태로 유지} = 1 - P1,

P{DPTRCH 무시} = P1(1 - PM1),

P{틀린 SHCCH를 디코드} = P1PM1, 및

P{DPTRCH 디코드 에러 없음}+P{DPTRCH를 무시}+P{틀린 SHCCH를 디코드} = 1.

P{틀린 SHCCH를 디코드}를 확장하면,

P{틀린 SHCCH를 디코드, SHCCH를 무시} = P1PM1(1 - PM2),

P{틀린 SHCCH를 디코드, 틀린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드} = P1PM1PM2.

도 8은 활성 상태인 이동 유닛에 의해, SHCCH 프레임(400)과 같은 SHCCH 프레임 및 DPTRCH 프레임들(200,300)과 같

은 DPTRCH 프레임의 예시적인 디코딩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논리 흐름도(800)이다. 논리 흐름도(800)는 SHCCH 프레임

내의 데이타가 컬러링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동 유닛이 DPTRCH(107)을 통해 이동 유닛에 대해 의도된 DPTRCH 프레

임을 수신할 때 논리 흐름도가 시작되고 프레임을 디코딩(802)한다. 도 8에 도시된 프로세스는, 이동 유닛에 할당된,

SHCCH(108)와 같은 SHCCH로 이동 유닛을 지시하도록 DPTRCH 프레임이 의도된다고 가정한다. DPTRCH 프레임이 이

동 유닛(804)에 의해 올바르게 디코딩되는 경우('1 - P1'의 확률), 이동 유닛은 DPTRCH 프레임에 의해 식별되고 이동 유

닛에 할당된 SHCCH 내의 SHCCH 프레임을 적절하게 디코딩(806)한다.

이동 유닛이 SHCCH 프레임을 올바르게 디코딩(808)할 경우('(1 - P1)(1 - P2)'의 확률), 이동 유닛은 SHCCH 프레임 내

의 정보에 기초한 SHCH 데이타를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SHCH 데이타를 저장한다. 그 후, 저장된 SHCH 데이타를 이동 유

닛이 사용하여 이전에 수신된 SHCH 데이타와 결합하고 함께 디코딩(810)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 이동 유닛이

SHCCH 프레임을 잘못 디코딩(808)하고('(1 - P1)P2'의 확률) 디코딩된 SHCCH 데이타의 에러 검출 체크가 디코딩된

SHCCH 데이타 내의 에러를 검출(812)하는 경우('(1 - P1)(P2)(1 - PM2)'의 확률), SHCCH 프레임이 무시되고(814)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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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유리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동 유닛이 SHCCH 프레임을 잘못 디코딩(808)하고 디코딩된 SHCCH 데이타의 에러 검

출 체크가 디코딩된 SHCCH 데이타 내의 에러를 검출하는데 실패하는 경우(812)('(1 - P1)(P2)(PM2)'의 확률), 이동 유닛

은 잘못 디코딩된 SHCCH 데이타에 기초하여 SHCH 데이타를 부정확하게 디코딩한다. 예를 들면, 이동 유닛은 잘못된 변

조 기구 또는 잘못된 코드 레이트를 사용하여 SHCH 데이타를 디코딩하거나 또는 잘못된 SCHC 채널 내의 데이타를 디코

딩할 수 있다. 이동 유닛은 부정확하게 디코딩된 SHCH 데이타를 저장하고 저장된 SHCH 데이타를 사용하여 이전에 수신

된 데이타와 결합하고 함께 디코딩한다(816). 부정확하게 디코딩된 SHCH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데이타의 디코딩을 손

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동 유닛이 DPTRCH 프레임을 부정확하게 수신하거나 및/또는 디코딩하고('P1'의 확률) DPTRCH 프레임의 에러 검출

체크가 부정확하게 수신되거나 및/또는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 내의 에러를 검출(818)하는 경우('P1(1 - PM1)'의 확

률), 이동 유닛은 DPTRCH 프레임을 무시하는데(820), 이는 유리한 결과이다. 이동 유닛이 DPTRCH 프레임을 부정확하

게 수신하거나 및/또는 디코딩(804)하고('P1'의 확률), DPTRCH 프레임의 에러 검출 체크가 부정확하게 수신되거나 및/또

는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 내의 에러를 검출하지 못하나(818)('P1PM1)'의 확률), 부정확하게 수신되거나 및/또는 디코

딩된 DPTRCH 프레임이 무효 프레임(null frame)이 되는 경우(822), 이동 유닛은 전용 상태로 천이하고(824) 계속하여

이동 유닛에 지정된 DPTRCH를 모니터한다. 이동 유닛이 이전에 수신된 데이타를 손상할 수 있는 부정확하게 디코딩된

임의의 데이타를 저장하지 않고 이동 유닛이 여전히 DPTRCH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이는 어느정도 유리한 결과이다.

이동 유닛이 DPTRCH 프레임을 부정확하게 수신하거나 및/또는 디코딩(804)하고('P1'의 확률), DPTRCH 프레임의 에러

검출 체크가 부정확하게 수신되거나 및/또는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 내의 에러를 검출하지 못하고('P1PM1'의 확률), 부

정확하게 수신되거나 및/또는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이 무효 프레임이 아닌 경우(822), 이동 유닛은 부정확하게 수신

되거나 및/또는 디코딩된 DPTRCH 프레임 내의 잘못 식별된 SHCCH 프레임을 잘못 디코딩(826)한다('P1PM1'의 확률). 디

코딩된 SHCCH 데이타의 에러 검출 체크가 디코딩된 SHCCH 데이타 내의 에러를 검출(828)하는 경우('P1PM1(1 - PM2)'

의 확률), SHCCH 프레임은 무시되고(830) 어느정도 유리한 결과가 얻어진다. 이동 유닛이 SHCCH 프레임을 잘못 디코딩

(826)하고 디코딩된 SHCCH 데이타의 에러 검출 체크가 디코딩된 SHCCH 데이타 내의 에러를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

(828)('P1PM1PM2'의 확률), 이동 유닛은 상술한 바와 같이, 잘못 디코딩된 SHCCH 데이타에 기초하여 SHCH 데이타를 부

정확하게 디코딩한다. 이동 유닛은 부정확하게 디코딩된 SHCH 데이타를 저장하고 저장된 SHCH 데이타를 사용하여 이전

에 수신된 데이타와 결합하고 함께 디코딩한다(832). SHCH가 부정확하게 디코딩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유리하지 않은 결

과이다.

도 8에 도시한 원하는 결과의 플로우(800)는 성공적인 DPTRCH 디코드 및 성공적인 SHCCH 디코드 모두를 포함한다.

DPTRCH 디코드에 있어서, 원하는 결과는 'DPTRCH 디코드 에러없음'(804) 블록을 포함하고 의도된 SHCCH 프레임

(806, 808, 810)의 올바른 디코딩을 포함하는 논리 흐름도이다. 원하지 않는 결과는 'DPTRCH를 무시함'(820) 및 '잘못된

SHCCH를 디코딩함'(826) 블록들을 포함한다. 'DPTRCH를 무시함'은 프레임의 쓰루풋이 손실되기 때문에 이동 유닛이 전

용 상태인 경우보다 활성 상태인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잘못된 SHCCH를 디코딩함'(826)이란 결과는 '잘못된 데이타와

결합 및 디코딩함'(832)이란 결과를 초래하면 수신기 버퍼들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SHCCH 디코드에 있어서, 원하는 결과는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딩함'(810)이다. 이러한 원하는 결과는 DPTRCH 디코드

(802, 804)로부터의 '의도된 SHCCH를 디코딩함'(806)이란 결과 이후에만 발생할 수 있다. '의도된 SHCCH를 디코딩함'

(806) 블록에 대응하는 원하지 않는 결과는 'SHCCH를 무시함'(814)(프레임의 쓰루풋 손실) 및 '잘못된 데이타와 결합 및

디코딩함'(816)(수신기 버퍼들을 손상시킬 수 있음)이다. 확률의 측면에서,

P{DPTRCH 디코드 에러 없음} = P{의도된 SHCCH를 디코드} = 1 - P1,

P{DPTRCH 무시} = P1(1 - PM1),

P{틀린 SHCCH를 디코드} = P1PM1, 및

P{DPTRCH 디코드 에러 없음}+P{DPTRCH를 무시}+P{틀린 SHCCH를 디코드} = 1.

P{의도된 SHCCH를 디코드}를 확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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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도된 SHCCH를 디코드,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드} = (1 - P1)(1 - P2),

P{의도된 SHCCH를 디코드, SHCCH를 무시} = (1 - P1)(P2)(1 - PM2),

P{의도된 SHCCH를 디코드, 틀린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드} = (1 - P1)(P2)(PM2).

P{틀린 SHCCH를 디코드}를 확장하면,

P{틀린 SHCCH를 디코드, SHCCH를 무시} = P1PM1(1 - PM2),

P{틀린 SHCCH를 디코드, 틀린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드} = P1PM1PM2.

도 6, 7 및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신된 데이타를 디코딩하는 이동 유닛이 '잘못된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딩함'(618, 718,

816, 832)이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경우, 이동 유닛은 잘못된 SHCH 데이타, 즉 다른 이동 유닛에 대해 의도된

SHCH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딩하거나 또는 이동 유닛에 대해 의도된 SHCH 데이타를 부정확하게 디코딩할 수 있다. 다른

이동 유닛에 대해 의도된 SHCH 데이타의 디코딩 또는 이동 유닛에 대해 의도된 SHCH 데이타의 부정확한 디코딩은 에러

검출 및 에러 보정에 대해 HARQ 에러 제어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쓰루풋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ARQ 및 HARQ 에러 제어는 본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ARQ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타의 올바른 전달은 수신하는 통

신 장치가 잘못 수신된 데이타 블록의 재전송을 요청함으로써 보장된다. 재전송 요청은 ACK 또는 NACK 기반일 수 있다.

HARQ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큰 쓰루풋 또는 에러 성능이 얻어질 수 있다. HARQ 시스템은, 수신하는 통신 장치가

잘못 수신되었던 모든 데이타 블록들의 재전송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ARQ 시스템과 유사하다. 그러나, HARQ는 실패한 데

이타 블록들, 즉 수신하는 통신 장치에서 잘못 수신되었던 데이타 블록들을 저장하고 사용함으로써 표준 ARQ 방법들을 개

선하여 코딩 게인(coding gain)을 증가시킨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패한 데이타 블록들이 현재 수신된 데이타 블록

과 결합되고 함께 디코딩된다.

HARQ 에러 정정을 이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용 통신 디바이스가 잘못된 코딩 레이트 또는 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SHCH를 부정확하게 디코딩하거나, 다른 통신 디바이스로 예정된 SHCH를 디코딩하는 경우에는, 수신용 통신 디바이스는

데이타가 실수로 수신되었다고 결정하고 데이타의 재전송을 요구한다. 또한 수신용 통신 디바이스는 디코딩된 데이타를

HARQ 버퍼에 저장한다. 수신용 통신 디바이스가 재전송된 데이타를 수신하면, 통신 디바이스는 재전송된 데이타를 버퍼

링된 데이타와 결합시키고 결합된 데이타를 함께 디코딩한다.

수신용 통신 디바이스가 송신용 통신 디바이스와 통신 세션에 있고, 다른 통신 디바이스로 예정되었던 다른 통신 세션으로

부터의 데이타를 부적절하게 저장하거나, 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타를 부정확하게 디코딩하는 경우, 저장된 데이타는,

결합되어 함께 디코딩된 모든 이전에 수신된 데이타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재전송의 정확한 디코딩은 매우 어려워져서,

아마도 소정 최대 횟수("MAX_RETRIES")의 재전송 만큼 송신용 통신 디바이스에 의한 데이타의 재전송을 반복되게 한다.

데이타가 정확하게 디코딩될 기회가 거의 적은 경우의 데이타의 반복된 재전송은 쓰루풋의 낭비이다. ARQ 또는 HARQ 에

러 정정을 이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데이타 쓰루풋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신 시스템(100)은 부적절하게 디코딩된 데이타

블록들이 이전에 처리된 데이타 블록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한다.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면, 통신 시스템(100), 바람직하게는 이동 유닛(104)의 프로세서(1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

플러시 테스트(flush test)" 실시예에 따라 재전송된 데이타의 쓰루풋을 증가시키는 프로세스가 도시되어 있다. "플러시 테

스트"는 이동 유닛(104)의 프로세서(114)에 의해 DPTRCH 프레임 또는 SHCCH 프레임과 같이 현재 수신된 제어 데이타,

또는 저장된 SHCH 데이타 중 하나를 불필요하게 하여, 현재 수신된 제어 데이타에 기초하여 복조 및 디코딩되는 현재 수

신된 SHCH 데이타가 저장된 SHCH 데이타를 손상되지 않거나, 또는 저장된 SHCH 데이타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플러시 테스트의 일 실시예에서, DPTRCH 프레임 또는 SHCCH 프레임과 같이 현재 수신된 제어 데어터와, 이전에 수신된

DPTRCH 프레임 또는 SHCCH 프레임과 같은 이전에 수신되어 저장된 제어 데이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동 유닛

(1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는, 현재 수신된 제어 데이타는 잘못된 것이고 제어 데이타와 SHCH 데이타의 재전송

전에 현재 수신된 제어 데이타를 무시한다고 가정한다. 바람직하게는, 이동 유닛(104)은 현재 수신된 제어 프레임이 메모

리(116)에, 또는 프로세서(114)에 포함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이전에 수신된 제어 프레임들의 각각과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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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현재 수신된 제어 데이타가 잘못되었다고 가정한다. 현재 수신된 제어 데이타를 무시함으로써, 이동 유닛(104)은

현재 수신된 제어 데이타에 기초하여 부적절하게 디코딩된 현재 수신된 SHCH 데이타 블록들이 메모리(116)의 HARQ 버

퍼들에 저장된 미리 수신되고 적절하게 디코딩된 SHCH 데이타 블록들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현재 수신된 제어 데이타와 이전에 수신된 제어 데이타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이동 유닛

(1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는, 저장된 SHCH 데이타가 부적절하게 복조 또는 디코딩되었고, 소정의 최대 횟수의

SHCH 데이타를 재전송하기 전에 HARQ 버퍼에 저장된 SHCH 데이타를 메모리(116)의 HARQ 버퍼에서 퍼지(purge)시

킨다고 가정한다. 바람직하게는, 이동 유닛(104)은, 현재 수신된 제어 프레임이 메모리(116)에 또는 프로세서(114) 내에

포함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전에 수신된 제어 프레임하고만 상이한 경우에, 저장된 SHCH 데이타가 부적절하게 복

조 또는 디코딩되었다고(즉, 잘못된 대응하는 제어 프레임 때문에) 가정한다. 이 실시예에서, 현재 수신된 제어 프레임은,

불일치가 있으면 HARQ 버퍼가 퍼지(purge)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전에 수신된 제어 프레임하고만 비교될 수 있다. HARQ

버퍼를 퍼지함으로써, 적절하게 디코딩되고 현재 수신된 SHCH 데이타 블록들이 이전에 수신되고 부적절하게 디코딩된

SHCH 데이타 블록들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부적절하게 디코딩된 SHCH 데이타 블록들이 적절하게 디코딩된 SHCH 데이타 블록들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HCH 데이타의 결합 및 디코딩 이전에 이동 유닛(1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에 의해 플러시 테스트가 행해진다.

즉, 4가지의 가능한 결과들이 각각의 논리 흐름도(600, 700, 및 800)에 도시되어 있다: 전용 상태에 남아있는(610, 706,

824) 이동 유닛(104), SHCCH을 무시(616, 716, 814, 830)하는 이동 유닛(104), DPTRCH를 무시(606, 710, 820)하는

이동 유닛(104), 및 디코딩된 SHCCH 데이타에 기초하여 SHCH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딩(618, 718, 810, 816, 832)하는

이동 유닛(104). 본 발명의 플러시 테스트 실시예에서, 이동 유닛(104)은 논리 흐름도(600, 700, 및 800)의 수정된 버전을

수행하며, 여기서 이동 유닛(104)은 디코딩된 SHCCH 데이타에 기초하여 SHCH 데이타를 결합 및 디코딩(618, 706,

718, 810, 816, 832)하기 전에 플러시 테스트를 수행(902, 904, 1004, 1008)한다. "플러시 테스트"는 이동 유닛(104)의

프로세서(114)에 의해, 현재 수신된 DPTRCH 프레임 또는 SHCCH 프레임 등의 현재 수신된 제어 데이타를 무시하거나,

또는 프로세서(114)에 의해 소정 최대 횟수만큼 데이타를 재전송하기 전에 이동 유닛의 메모리(116)의 HARQ 버퍼에 저

장된 SHCH 데이타를 제거한다. 현재 수신된 제어 데어터를 무시하거나 또는 이전에 수신된 SHCH 데이타를 버퍼에서 퍼

지시킴으로써, 부적절하게 디코딩된 데이타 블록들이 적절하게 디코딩된 데이타 블럭들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도 9는, 액티브 상태인 경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 유닛으로 예정된 SHCCH를 디코딩하고, SHCH 데이타를 디코

딩하기 위해, 이동 유닛(104)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들의 논리 흐름도(900)이다. 논리 흐름도(900)는 논리 흐름도(800)의

수정된 버전이며, SHCH 데이타의 결합 및 디코딩(810, 816) 전에 "플러시 테스트(902, 904)의 실행을 제공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유닛(104)은, 액티브 상태인 경우, DPTRCH(107)을 통해 이동 유닛으로 예정된 DPTRCH 프레임

(200, 300)을 수신하고, 프레임을 디코딩(802)한다. 프로세스는, DPTRCH 프레임이 이동 유닛에 할당되는 SHCCH(108)

와 같은 SHCCH에 이동 유닛(104)를 포인팅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DPTRCH 프레임은 이동 유닛에 의해 정확하

게 디코딩(804)되면, 이동 유닛(102)은 DPTRCH 프레임에 의해 식별되고 이동 유닛에 할당되는 SHCCH(108)의,

SHCCH 프레임(400) 같은 SHCCH 프레임을 적절하게 디코딩(806)한다.

이동 유닛(104)이 SHCCH 프레임을 정확하게 디코딩(808)하면, 이동 유닛은 그 후 플러시 테스트를 수행(902)한다. 플러

시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이동 유닛(102)은, 잘못된 변조 방식 또는 틀린 코드 레이트를 사용함으로써, 또는 틀린 SHCH

프레임의 데이타를 디코딩함으로써, 부적절하게 디코딩되는, 수신된 SHCH 데이타 또는 저장된 SHCH 데이타에 의해, 각

각 적절하게 디코딩되고 저장된 SHCH 데이타 또는 수신된 SHCH 데이타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플러시 테스트는 디코

딩된 SHCCH 프레임의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SHCCH 데이타와 상이한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전에 수신된

SHCCH 데이타는 이동 유닛(104)의 메모리(116) 내에 저장되어 있다. 플러시 테스트의 일 실시예에서,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의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SHCCH 프레임과 상이하면, 이동 유닛(1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는, 이전에

수신되어 저장된 SHCH 데이타가 손상되고 메모리(116) 내의 HARQ 버퍼들을 퍼지한다고 가정한다. 플러시 테스트의 다

른 실시예에서,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의 데이타가 다수의 이전에 수신된 SHCCH 프레임들 각각과 상이하면, 이동 유닛

(1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는, 현재 수신되고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이 잘못되었고 현재 수신된 SHCCH 프레

임을 무시한다고 가정한다.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의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SHCCH 데이타와 상이하지 않으면, 이동

유닛(104)은 SHCCH 프레임의 정보에 기초하여 SHCH 데이타를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SHCH 데이타를 저장한다. 그 후

저장된 SHCH 데이타는 그 후 이전에 수신된 SHCH 데이타와의 결합, 및 이전에 수신된 SHCH 데이타와 함께 디코딩하기

위해 이동 유닛에 의해 사용된다(80).

이동 유닛(104)이 SHCCH 프레임을 잘못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SHCCH 데이타의 에러 검출 검사가 디코딩된 SHCCH 데

이타의 에러를 검출(812)하지 못하면, 이동 유닛은 플러시 테스트를 수행한다(904). 단계 (902)와 유사하게, 플러시 테스

트의 일 실시예에서 이동 유닛(104)은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의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SHCCH 데이타와 상이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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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한다. 다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의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SHCCH 데이타와 상이하

면, 이동 유닛(1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는 메모리(116)의 HARQ 버퍼를 퍼지한다. 그리고 다시, 플러시 테스트

의 다른 실시예에서,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의 데이타가 다수의 이전에 수신된 SHCCH 프레임 각각과 상이하면, 이동

유닛(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는, 현재 수신되고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이 잘못되고 현재 수신된 SHCCH 프레

임을 무시한다고 가정한다. 현재 수신된 SHCCH 프레임과 HARQ 버퍼에 저장된 이전에 수신된 SHCH 데이타 중 어느 하

나를 불필요하게 함으로써, 이동 유닛(104)은 단계 816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고, 적절하게 디코딩된 SHCH 데이타를 부적

절하게 디코딩되거나 부정확하게 수신된 SHCH 데이타로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 유닛(104) 이외의 이동 유닛으로 예정된 SHCCH를 디코딩하고 SHCH 데이타를 디

코딩하기 위해 이동 유닛(104)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들의 논리 흐름도(1000)이다. 논리 흐름도(1000)는 각 논리 흐름

(600, 700 및 800)의 수정된 버전이며, 여기서 이동 유닛(104)은 데이타의 결합 및 디코딩(1006, 618, 718, 832) 이전에

"플러시 테스트"를 수행한다(1004),(1008).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유닛(104)은 이동 유닛(104) 이외의 이동 유

닛으로 예정된 SHCCH를 디코딩한다(612,712,826). 예를 들면, 이동 유닛(104)은 이동 유닛(104) 이외의 이동 유닛으로

예정된 DPTRCH의 DPTRCH 프레임을 디코딩할 수 있으며, DPTRCH 프레임은 이동 유닛(104)을 다른 이동 유닛으로 예

정된 SHCCH로 포인팅한다. 다른 예에 의하면, 이동 유닛(104)은 DPTRCH 프레임을 부정확하게 디코딩할 수 있어, 이동

유닛(104)이 잘못된 SHCCH를 디코딩하게 된다.

이동 유닛(104)이 틀린 SHCCH (1002) 프레임을 정확하게 디코딩하면, 이동 유닛은 그 후 플러시 테스트를 수행한다

(1004). 보다 상세하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 유닛(104)은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의 데이타가 이전에 수신된 프레임

들이 이동 유닛(104)의 메모리(116) 내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이전에 수신된 SHCCH 프레임들과 상이한지를 판정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은 이전에 수신된 SHCCH 프레임과 비교되고, 프레임이 이동 유

닛(1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와 상이하면, 이전에 수신되어 저장된 SHCH 데이타가 손상되고 메모리(116)의

HARQ 버퍼를 퍼지한다고 가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의 데이타가 다수의 이전에 수

신된 SHCCH 프레임들 각각과 비교하여 상이하면, 이동 유닛(1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는, 현재 수신되고 디코

딩된 SHCCH 프레임이 잘못되었고 현재 수신된 SHCCH 프레임을 무시한다고 가정한다.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의 데이

타가 이전에 수신된 SHCCH 데이타와 상이하면, 이동 유닛(1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는 메모리(116) 내의

HARQ 버퍼들을 퍼지함으로써, 단계 1006으로의 진행을 막고 이전에 수신된 데이타를 부적절하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수

신된 현재 데이타로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다.

이동 유닛(104)이 SHCCH 프레임을 실수로 디코딩하고(1002) 디코딩된 SHCCH 데이타의 에러 검출 검사가 디코딩된

SHCCH 데이타의 에러를 검출(614, 714, 828)하지 못하면, 이동 유닛은 플러시 테스트를 수행한다(1008). 단계 1004와

유사하게, 플리쉬 테스트의 일 실시예에서,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은 이전에 수신된 SHCCH 프레임과 비교되어, 프레임

들이 이동 유닛(1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와 상이하면, 이전에 수신되어 저장된 SHCH 데이타가 손상되고 메모

리(116) 내의 HARQ 버퍼들을 퍼지한다고 가정한다. 플러시 테스트의 다른 실시예에서,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의 데이

타가 다수의 이전에 수신된 SHCCH 프레임들 각각과 비교하여 상이하면, 이동 유닛(104), 바람직하게는 프로세서(114)

는, 현재 수신되고 디코딩된 SHCCH 프레임이 잘못되었고 현재 수신된 SHCCH 프레임을 무시한다고 가정한다. 현재 수신

된 SHCCH 프레임과 HARQ 버퍼에 저장된 이전에 수신된 SHCH 데이타 중 하나를 불필요하게 함으로써, 이동 유닛(104)

은 단계 618, 718, 및 832로의 진행을 막고 이전에 수신된 데이타를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하게 수신된 현재 데이타로 손상

시키는 것을 막는다.

플러시 테스트의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14)는 현재 디코딩된 SHCCH 정보가 프로토콜 에러를 유발시키는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전 SHCCH와 상이하면 메모리(116) 내의 HARQ 버퍼를 퍼지한다. 각 프로토콜 에러는 "플러

시 테스트"를 나타낸다. 버퍼를 클리어시키는 퍼지 메커니즘(테스트 자체가 아님)은 이전 패킷 상에서의 성공적인 전송 또

는 포기(최대 재시도 : max retries) 후에 새로운 패킷에 대해 새로운 시퀀스 번호가 수신되는 경우와 동일하다. 이것은 각

각 손상된 버퍼와 결합되는 쓸모없는 재시도의 쓰루풋 손실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1XTREME MAC Outline, Version 9C

의 F-SHCCH에 정의된 분야에 대한 프로토콜 에러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SN 번호는 변경되지만 ABI는 변경되지 않는다.

2) MCSL은 제1 시도로부터 변경된다, 예를 들어 제1 시도에서 MCSL=1이고 제2 시도에서 MCSL=4: MCSL1≠MCSL2

3) 월시 코드(Walsh code)의 총수는 변경된다. 특히, 필드 LC 및 BC 사이의 차 (LC1-BC1)≠(LC2-B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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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R_ID 번호는 변경된다.

5) SEQ_UN 번호는 변경된다.

6) 수신된 AI는 ARQ 인스턴스(instance) 반복의 허용되지 않은 패턴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1XTREME는 동일한 이동에

전송되는 2개의 연속 프레임이 동일한 ARQ 인스턴스를 수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플러시 테스트"는 도 9 및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 결합 및 디코딩'과 '잘못된 데이타 결합 및

디코딩' 블록 직전에서 수행된다(수신기는 결합 및 디코딩이 행해지는 것을 구별할 수 없다). "플러시 테스트"는 '데이타 결

합 및 디코딩'이 발생하면 원하는 효과를 갖지만, 불행하게도 '틀린 데이타 결합 및 디코딩'이 발생하면 수용가능한 데이타

를 버릴수도 있다.

상술한 플러시 테스트가 현재 프레임과 이전 액티브 프레임 사이에서의 비교를 포함하는 반면, 플러시 테스트의 다른 실시

예에서는, 모든 프레임들이 동일한 패킷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 다수의 이전 액티브 프레임들과 비교될 수 있다. 그

자체로는, 보우팅 방법은 플러시 테스트에 대한 응답시의 수신기 반응이, 얼마나 많은 액티브 프레임이 현재 버퍼링되고

있는지에 의존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지 하나의 액티브 프레임이 메모리(116) 내의 HARQ 버퍼에 존재하면,

프로세서(114)는 새로운 프레임이 양호한지 또는 버퍼링된 프레임이 양호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프로세서

(114)는 상술한 바와 같이 '플러시 테스트'가 검출될 때마다 HARQ 버퍼를 버려야 한다. 2 이상의 액티브 프레임이 HARQ

버퍼에 존재하고 프로토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 2 이상의 액티브 프레임은, HARQ 버퍼가 유효 데이타를

포함하고, 현재 일치하지 않는 SHCCH 프레임이 잘못된 제어 정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신기는

현재 프레임을 무시하고 HARQ 버퍼의 데이타를 유지해야 한다.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면, 통신 시스템(100), 바람직하게는 이동 유닛(104)의 프로세서(114)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 실시예에 따라 ARQ 및 HARQ 시스템의 쓰루풋을 증가시키는 프로세스가 도시되어 있다.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 실시예는 긴 코드 스크램블링 마스크(long code scrambling mask)에 의해 수행되는 컬러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긴 코드 마스크는 주어진 사용자, 즉 주어진 이동 유닛(104)에 대해 고유하기 때문에, DPTRCH 프레임 또는

SHCCH 프레임이, 프레임의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되는 월시 코드와 상이한 월시 코드에 기초하여 디코딩된다면,

수신된 에너지는 낮을 것이다. 동일한 에너지 특성을 제공(즉 유사한 에너지 값을 산출)하는 다른 컬러링 메카니즘은 본 발

명의 사상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 명세서에서 사용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를 수행할 때 이동 유닛(104)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들의 논리 흐름

도(1100)이다. 논리 흐름은 이동 유닛(104)의 프로세서(114)가 DPTRCH 프레임 또는 DPTRCH 프레임의 데이타 필드에

대한 에너지, 또는 SHCCH 프레임 또는 SHCCH 프레임의 데이타 필드에 대한 에너지 등의 수신된 제어 프레임에 대한 에

너지 측량값을 계산(1102)하는 경우에, 바람직하게는 프레임의 데이타 필드에 대응하는 에너지를 계산함으로써 개시된

다. 그 후 프로세서(114)는 에너지 측량값과 에너지 임계값을 비교(1104)하여 비교값을 생성한다. 에너지 임계값은 제어

프레임이 부적절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수신, 복조, 또는 디코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된다. 비교

값에 기초하여, 프로세서(104)는 수신된 프레임을 무시할지를 판정(1106)하고, 바람직하게는 계산된 에너지 측량값이 에

너지 임계값보다 우세한 경우에 SHCCH 프레임에 기초하여 SHCH 프레임을 디코딩하거나 DPTRCH 프레임에 기초하여

SHCCH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등 수신된 제어 프레임에 기초하여 다른 프레임을 디코딩(1108)하고, 계산된 에너지 측량값

이 에너지 임계값보다 열세하면 수신된 제어 프레임을 무시(1110)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14)는 프레임의 비트 필드, 또는 데이타 필드(예를 들어, DPTRCH 상에서의 포인터

비트 필드)에 대응하는 칩을 심볼들로 디스프레딩(despreading)한 후, 심볼들의 동위상 및 4분 성분들의 제곱을 합하여

데이타 필드 에너지를 계산한다. 결과로서 계산된 프레임 에너지(예를 들어, DPTRCH 상의 포인터 비트 필드에 대응하는

에너지 'Eptr')는 프로세서(114)에 의해 임계값과 비교되어 채널 신뢰성을 판정하며, 여기서 임계값보다 낮은 에너지 레벨

은 잡음을 나타내어, 신뢰성이 없는 채널을 나타낼 수 있고 프레임은 무시되어야 한다. 또한 일 프레임(N)에 대해 계산된

에너지는 프로세서 (114)에 의해 후속적으로 수신된 프레임(N+1)의 계산된 에너지와 비교되어 어떤 프레임이 가장 신뢰

성있고 디코딩되어야 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 방식에서, 각 프레임의 계산된 에너지는 다른 프레임을 디

코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계값으로서 사용된다. 프레임(N+1)과 프레임(N)의 비교시, 프로세서(114)는 바람직

하게는 적은 에너지를 갖는 프레임을 무시함으로써 마진을 상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DPTRCH로 파워 제어 비트/예약 비트 필드는 항상 전송되는 반면에 포인터 비트는 항상

전송되지 않을 수도(즉, 불연속적으로 전송될 수 있음(DTX'd))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114)는 상대적인 에너지 측량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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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수 있다. 프로세서(114)는 파워 제어 비트/예약 비트 필드에 대한 에너지 'Epcb', 및 포인터 필드에 대한 에너지

'Eptr'을 산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114)는 포인터 비트에 대해 채널 (DPTRCH) 신뢰성을 결정하기 위해, 상대

적 에너지 측량값 'Eptr/Epcb'를 결정하고, 이 상대적 에너지 측정값을 메모리(116)에 저장된 임계값과 비교한다. 예를 들

어, Eptr/Epcb가 임계값보다 큰 경우, 측량값은 임계값보다 우세한 것으로 채널 신뢰성을 나타내며, Eptr/Epcb가 임계값

보다 작은 경우, 측량값은 임계값보다 열세한 것으로 채널 비신뢰성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세

서(114)는 Eshcch가 SHCCH 프레임에 대응하는 에너지 계산인 경우 'Eshcch/Epcb'를 산출할 수 있으며, 및/또는 두개 이

상의 프레임 간격 사이에서 상대적인 측량값을 비교할 수 있고, 여기서 한 측량값에 일부 마진을 플러스한 것은 다른 프레

임의 신뢰성을 결정하기 위한 임계값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즉, 한 측량값은 소정 양 이상 만큼 다른 측량값으로부터 변화

하여, 두 프레임 중 하나가 신뢰적이지 않은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세서(114)는 DPTRCH 프레임의 디스프레드(despread)

에너지를 메모리(116)에 저장된 제1 에너지 임계값(예를 들어, 임계값_1)과 비교한다. DPTRCH 디스프레드 에너지가 임

계값_1 보다 열세한 경우, 즉 임계값_1 보다 작은 경우, 프로세서는 'DPTRCH를 무시'(또는 등가상태)한다. 또 다른 에너

지 검출기 테스트에 있어서, 프로세서(114)는 SHCCH 프레임의 디스프레드 에너지를 메모리(116)에 저장된 제2 에너지

임계값(예를 들어, 임계값_2)과 비교한다. SHCCH 디스프레드 에너지가 임계값_2 보다 열세한 경우, 즉 임계값_2 보다 작

은 경우, 이동 유닛은 '전용인채로 유지'(또는 등가상태)된다.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세서

(114)는 DPTRCH 프레임의 디스프레드 에너지를 SHCCH 프레임의 디스프레드 에너지와 비교한다. DPTRCH와 SHCCH

디스프레드 에너지 사이의 차이가 제3 임계값보다 열세한 경우, 즉, 메모리(116)에 저장된 제3 임계값(예를 들어, 임계값_

3)을 초과하는 경우(즉, 차이의 절대값이 임계값_3보다 큰 경우), 프로세서는 'DPTRCH를 무시'하거나 또는 '전용인채로

유지'된다(또는 등가상태).

도 6, 7, 8, 11 및 1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술한 DPTRCH(602, 702, 802)를 디코딩하는 단계, 이동

유닛(104)으로 지정된 SHCCH를 디코딩(806)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유닛(104) 이외의 다른 이동 유닛으로 지정된

SHCCH를 디코딩(612, 712, 826)하는 단계들 중 임의의 하나 이상의 단계들 직전에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다(1202). 예를 들어, 도 12는 논리 흐름도들(600, 700, 800)들 각각의 부분적 조합을 포함하는 논리 흐름도(1200)이

며, 논리 흐름도(600, 700, 800)의 각 논리 흐름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이동 유닛(104)이 에너지 검출기 테스

트의 실행을 제공하도록 변경된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는 DPTRCH 프레임(602, 702, 802)

의 디코딩 및 SHCCH 프레임(612, 712, 806, 826)의 디코딩 이전에 이용될 수 있다.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는, 이동 유닛

(104)이 더 이상 전용이 아닌 경우(DPTRCH 상에서 작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 CRC를 구성하는 것을 도울수 있음) 및 이

동 유닛이 상기 이동 유닛(104) 이외의 이동 유닛으로 지정된 SHCCH를 막 디코딩(612, 712, 826) 하려고 하는 경우에 특

히 유용하다. 따라서,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는 이동 유닛이 DPTRCH를 무시(606, 710, 820, 1204)할 수 있게 하고, 버퍼

를 불필요하게 플러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동 유닛(104) 이외의 다른 이동 유닛으로 지정된 SHCCH를 디코딩하는 것

을 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는 "플러시 테스트(flush test)"과 보완적(complementary)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시스템(100), 바람직하게 이동 유닛(104)의 프로세서(114)는 에너지 검출기 테스

트와 플러시 테스트의 조합, 즉 하이브리드 테스트(hybrid test)를 수행할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 테스트는 플러시 테스트

와 같이 주어진 패킷(또는 전송 유닛)에 대한 다중 제어 프레임들에 걸쳐 일관성을 찾지만, 불일치한 경우에는 현재의 프레

임을 무시할지 또는 이전 프레임을 내보내고 새로운 프레임을 보유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에너지 측

량을 이용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테스트는 개별적인 플러시 테스트 및/또는 에너지 테스트와

도 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개의 SHCCH 프레임, N 및 N+1이 프로세서(114)에 의해 검출된 에러 없이 디코딩된다고 가정해본다. 또한,

'Eshcch(N)'이 SHCCH 프레임 N의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하고 'Eshcch(N+1)'이 SHCCH 프레임 N+1의 에너지를 나타낸

다고 하고, 이때 에너지 판정이 프로세서(114)에 의해 행해진다. 그러면, SHCCH 프레임 N 및 SHCCH 프레임 N+1로부

터의 SHCCH 필드는 동일/일치하지 않으나 SHCCH 프레임 N 및 SHCCH 프레임 N+1은 여전히 동일한 데이타 패킷에 대

응하여 나타나면, 프로세서(114)는 SHCCH 에너지 테스트를 수행한다.

SHCCH 에너지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만약 Eshcch(N)>Eshcch(N+1)+마진 이면, (a) 현재의 SHCCH를 무시하거나 또

는 (b) 프레임 N으로부터 SHCCH 정보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즉, Eshcch(N)<=Eshcch(N+1)+마진 인 경우) 프레

임 N+1로부터 SHCCH 정보를 선택한다. 다음에 선택된 N+1은 연판정(soft decision) 버퍼를 내보내고, N+1 SHCH 연

판정 정보를 초기화한다.

플러시 테스트처럼, 하이브리드 테스트는 동일 패킷에 대응하는 두개 이상의 제어 프레임들에 대해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114)가 SHCCH 프레임 N+2에 포함된 정보가, 상술된 SHCCH 에너지 테스트에 따라 선택된 SHCCH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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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정보(프레임 N 또는 프레임 N+1 중 하나)와 불일치하지만 선택되지 않았던 프레임에 대한 SHCCH 정보와는 일치한

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프로세서(114)는 현재의 연판정 버퍼를 내보내고 그 버퍼를 N+2 SHCCH 연판정 정보로 재초기

화한다. 또한 프로세서(114)는, N+1 SHCCH 정보가 모든 후속의 재전송들에 대해 올바른 정보라고 추측하여 N+1

SHCCH 정보를 후속하여 처리되는 SHCCH 프레임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이용한다. 프로세서(114)는 다음에

불일치 정보(기준에 대해)를 갖는 재전송에 대응하는 미래의 SHCCH 프레임을 이용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테스트는 상대적 비교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PTRCH 프레임이

항상 전송되는 필드(예를 들어, 파워 제어 비트, 또는 pcb's)와, 이동 유닛이 SHCCH(예를 들어, 포인터 필드 또는 pntr)를

수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송되는 필드를 포함하는 경우, 상대적 에너지 비교가 가능하다. 즉, 프로세서(114)는 포인터 필

드('Eptr')의 에너지와 파워 제어 비트('Epcb')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프로세서(114)는 예를 들어 비 Eptr/Epcb을 결정함

으로써 Eptr을 Epcb와 비교하고, 데이타 필드 에너지 비교를 메모리(116)에 저장된 비교 임계값과 비교한다(예를 들어,

Eptr/Epcb를 임계값_4와 비교함). 그 다음에 프로세서(114)는 프레임을 무시할지 또는 데이타 필드 에너지 비교값의 비

교 임계값에 대한 비교에 기초하여 프레임을 디코딩할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어, Eptr/Epcb이 임계값_4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114)는 DPTRCH를 무시하고, SHCCH를 디

코딩하지 않고, 현재의 공유 데이타 채널(SHCH)을 디코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프로세서(114)는 또한 SHCCH에

대한 에너지 체크를 수행하여 이때 Epcb에 대한 SHCH 프레임의 에너지('Eshch')의 비, 즉, Eshch/Epcb는 메모리(116)에

저장된 다른 비교 임계값, 즉 임계값_5와 비교된다. Eshch/Epcb가 임계값_5 보다 작으면, 프로세서(114)는 SHCCH 정보

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의 공유 데이타 채널(SHCH)을 디코딩하지 않는다. 프로세서(114)가, 프레임 간격 N에 대해 결정

된 비 Eptr/Epcb(N)을 프레임 간격 N+1에 대해 결정된 비 Eptr/Epcb(N+1)과 비교하여, N과 N+1 SHCCH 프레임들 사

이에 불일치하는 비트 필드가 있다면 어느 SHCCH 채널이 올바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Eptr/Epcb(N)

< Eptr/Epcb(N+1)이면, 프로세서(114)는 프레임 간격 N+1 로부터 SHCCH 정보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레임 간

격 N으로부터 SHCCH 정보를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상술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추가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이하에 리스트되는 고려할 사항들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1. 이동 유닛(104)은 유휴 상태(dormant)로 되기 전에 적어도 두개의 DPTRCH 프레임들을 찾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긴 코드 스크램블링/컬러링(scrambling/coloring)에 대한 대안으로서, SHCCH 프레임의 CRC 는 이동 유닛(104)에 대

응하는 UID로 커러링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이동 유닛의 SHCCH을 오해할 확률을 크게 감소시킨다. [P1PM1(1-P2)

→P1PM1(1-P2)PM2 ] 통신 시스템(100)의 모든 이동 유닛은 방송국 UID 또한 가져야만 할 수도 있다.

3. 컬러링 없이, P1~=P2 및 PM1~=PM2라고 가정하면, 틀린 데이타를 결합하고 디코딩할 확률은 (a) 틀린 SHCCH를 올바

르게 디코딩하고 (b) 의도된 SHCCH를 부정확하게 디코딩하는 것에 의해 지배된다. 두가지 항목이 공정하게 대칭이기 때

문에, SHCCH의 비용으로 DPTRCH를 강하게 함으로써 및 그 역에 의해서도 얻어지는 것은 작을 수 있다. DPTRCH 및

SHCCH 상의 에러 정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도시되고 설명되었으나, 당업자들에 의해 변경을 행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사상 및 범

위로부터 벗어남 없이 구성에 대해 등가물로 치환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질적인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

으면서 본 발명의 교시에 대해 특정 상황이나 재료들을 개조하기 위한 많은 변경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본 명

세서에 개시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은 첨부되는 특허청구범위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모든 실시예

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도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할당 포맷의 전용 포인터 채널에 대한 프레임 포맷의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널(null) 포맷의 전용 포인터 채널에 대한 프레임 포맷의 블럭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유 제어 채널의 프레임 포맷의 블럭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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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용 포인터 채널 프레임 발생기 및 공유 제어 채널 프레임 발생기의 블럭도.

도 6은 수신된 데이타를 디코딩하기 위하여 전용 상태에서 유휴 상태로 전이하는 이동 유닛에 의해 실행되는 예시적인 단

계들의 논리 흐름도.

도 7은 수신된 데이타를 디코딩하기 위해 전용 상태에 있는 이동 유닛에 의해 실행되는 예시적인 단계들의 논리 흐름도.

도 8은 수신된 데이타를 디코딩하기 위해 활성 상태에 있는 이동 유닛에 의해 실행되는 예시적인 단계들의 논리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쓰루풋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 1의 통신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들의 논리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 따라 쓰루풋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 1의 통신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들의 논리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에너지 검출기 테스트를 수행하는 도 1의 통신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들의

논리 흐름도.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쓰루풋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 1의 통신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들의 논리 흐

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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