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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및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부가채

널 해제 시 활성화 상태에 잔류하지 않고 직접 휴지상태로 천이하여 무선자원의 낭비를 막아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채널 해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의 해

제 요구가 발생하면 상태천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에서 상태천이로 판단되면 부가채널 해제 및 천이할 상태

를 지시하는 제1메시지를 생성하여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제1 메시지에 응답하여 이동국으로부터 제2메시지

가 수신되면 부가채널 해제 및 상기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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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으로부터 부가채널의 해제 요구가 발생하면 상태천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에서 상태천이로 판단되면 부가채널 해제 및 천이할 상태를 지시하는 제1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이동국으로 전

송하는 과정과,

상기 제1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제2메시지가 수신되면 부가채널 해제 및 상기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으

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시지가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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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메시지가,

순방향 이너루프 전력제어 시 기준으로 사용될 순방향 채널을 나타내는 FPC_PRI_CHAN 필드와,

전력제어비트를 송신할 채널을 나타내는 RPC_CHANNEL 필드와,

해제하고자 하는 물리의 종류를 나타내는 CH_IND 필드와,

특정 단말과의 서비스 옵션 설정을 나타내는 CON_REF 필드와,

상기 CON_REF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CON_REF_INCL 필드와,

시그널링 계층에서의 대기상태와 도먼트 상태를 구별하기 위한 SCR_SEQ 필드와,

상기 SCR_SEQ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SCR_SEQ_INCL 필드와,

단속율을 나타내는 PILOT_GATING_RATE 필드와,

상기 PILOT_GATING_RATE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GATE_RATE_INCL 필드와,

맥(MAC) 상태 천이에 대한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BLOB 필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CH_IND 필드와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와 SCR_SEQ_INCL 필드와 SCR_SEQ

필드에 '0'이 아닌 값이 기록되면 대기 상태로의 천이를 지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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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CH_IND 필드와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와 SCR_SEQ_INCL 필드와 SCR_SEQ

필드와 GATING_RATE_INCL 필드와 PILOT_GATING_RATE 필드에 '0'이 아닌 값이 기록되면 제어유지 상태로의 천이

를 지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가 '0'의 값을 가지면 도먼트 상태로의 천이를 지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20.
청구항 20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가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가, 제어유지상태로의 천이를 지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

널 해제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가,

해제하고자 하는 물리채널의 종류를 나타내는 CH_IND 필드와,

맥(MAC) 상태 천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BLOB 필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시지가 확장 해제 응답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 해제를 이동국이 요구하면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제3메시지를 수신하여 천이할 상태

를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3메시지가 자원 동등 제어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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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동등 제어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메시지에 의해 부가채널 해제 및 활성화상태의 머무름, 제

어유지상태, 대기상태, 도먼트상태로의 천이여부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27.
청구항 27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3메시지가 자원 동등 제어 미니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28.
청구항 28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동등 제어 미니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메시지에 의해 부가채널 해제 및 활성화상태에 머무

름 또는 제어유지상태로의 천이 여부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29.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채널 해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을 통한 패킷 데이터 통신 시 기지국으로부터 부가채널 해제 및 상태천이를 지시하는 제1메시지가 수신되는

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제1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제1메시지를 분석하여 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상기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과,

상기 상태천이 후 제2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

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가 확장 해제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메시지가,

순방향 이너루프 전력제어 시 기준으로 사용될 순방향 채널을 나타내는 FPC_PRI_CHAN 필드와,

전력제어비트를 송신할 채널을 나타내는 RPC_CHANNEL 필드와,

해제하고자 하는 물리의 종류를 나타내는 CH_IND 필드와,

특정 단말과의 서비스 옵션 설정을 나타내는 CON_REF 필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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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ON_REF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CON_REF_INCL 필드와,

시그널링 계층에서의 대기상태와 도먼트 상태를 구별하기 위한 SCR_SEQ 필드와,

상기 SCR_SEQ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SCR_SEQ_INCL 필드와,

단속율을 나타내는 PILOT_GATING_RATE 필드와,

상기 PILOT_GATING_RATE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GATE_RATE_INCL 필드와,

맥(MAC) 상태 천이에 대한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BLOB 필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CH_IND 필드와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와 SCR_SEQ_INCL 필드와 SCR_SEQ

필드에 '0'이 아닌 값이 기록되어 있으면 대기 상태로의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CH_IND 필드와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와 SCR_SEQ_INCL 필드와 SCR_SEQ

필드와 GATING_RATE_INCL 필드와 PILOT_GATING_RATE 필드에 '0'이 아닌 값이 기록되어 있으면 제어유지 상태로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가 '0'의 값을 가지면 도먼트 상태로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35.
청구항 3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가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가, 제어유지상태로의 천이를 지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

널 해제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가,

해제하고자 하는 물리채널의 종류를 나타내는 물리채널 지시(CH_IND) 필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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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MAC) 상태 천이에 대한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BLOB 필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시지가 확장 해제 응답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을 통한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일정시간 발생하지 않을 때, 상기 부가채널의 해제 요구 및 상태천이 여부를

나타내는 제3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채널 해제 방

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제3메시지가 부가채널 해제 요구 및 활성화상태, 제어유지상태, 대기상태 또는 도먼트상태로의 천

이정보를 가지는 자원 동등 제어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41.
청구항 41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동등 제어 메시지가 16비트의 REQ_BLOB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

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42.
청구항 42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제3메시지가 부가채널 해제 요구 및 활성화상태, 제어유지상태로의 천이 정보를 가지는 자원 동등

제어 미니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채널 해제 방법.

청구항 43.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부가채널을 통한 패킷 데이터 통신 시 부가채널 해제 요구가 발생하면 천이할 상태를 결정하여 부가채널 해제 상태천이를

지시하는 알·씨·언락 요구 신호를 생성하는 매체 접근 제어기와,

상기 알·씨·언락 요구 신호를 입력받아 시그널 해제 요구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고, 시그널 해제 확인 신호를 입력받아 부

가채널 및 상기 상태로 천이에 따른 자원을 해제하는 자원제어기와,

상기 시그널 해제 요구 신호에 대한 제1메시지를 생성하여 이동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확장 해제 메시지에 응답하여 제2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매체 접근 제어기로 시그널 해제 확인 신호를 제공하는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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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가 확장 해제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메시지가,

순방향 이너루프 전력제어 시 기준으로 사용될 순방향 채널을 나타내는 FPC_PRI_CHAN 필드와,

전력제어비트를 송신할 채널을 나타내는 RPC_CHANNEL 필드와,

해제하고자 하는 물리의 종류를 나타내는 CH_IND 필드와,

특정 단말과의 서비스 옵션 설정을 나타내는 CON_REF 필드와,

상기 CON_REF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CON_REF_INCL 필드와,

시그널링 계층에서의 대기상태와 도먼트 상태를 구별하기 위한 SCR_SEQ 필드와,

상기 SCR_SEQ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SCR_SEQ_INCL 필드와,

단속율을 나타내는 PILOT_GATING_RATE 필드와,

상기 PILOT_GATING_RATE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GATE_RATE_INCL 필드와,

맥(MAC) 상태 천이에 대한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BLOB 필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CH_IND 필드와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와 SCR_SEQ_INCL 필드와 SCR_SEQ

필드에 '0'이 아닌 값이 기록되면 대기 상태로의 천이를 지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CH_IND 필드와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와 SCR_SEQ_INCL 필드와 SCR_SEQ

필드와 GATING_RATE_INCL 필드와 PILOT_GATING_RATE 필드에 '0'이 아닌 값이 기록되면 제어유지 상태로의 천이

를 지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48.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가 '0'의 값을 가지면 도먼트 상태로의 천이를 지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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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9.
청구항 49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가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가, 제어유지상태로의 천이를 지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

널 해제 장치.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가,

해제하고자 하는 물리채널의 종류를 나타내는 CH_IND 필드와,

맥(MAC) 상태 천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BLOB 필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시지가 확장 해제 응답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53.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 해제를 이동국이 요구하면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제3메시지를 수신하여 천이할 상태

를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54.
청구항 54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제3메시지가 자원 동등 제어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동등 제어 미니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메시지에 의해 부가채널 해제 및 활성화상태의 머무

름, 제어유지상태, 대기상태, 도먼트상태로의 천이여부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56.
청구항 56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제3메시지가 자원 동등 제어 미니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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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7.
청구항 57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동등 제어 미니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메시지에 의해 부가채널 해제 및 활성화상태에 머무

름 또는 제어유지상태로의 천이 여부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58.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을 통한 패킷 데이터 통신 시 기지국으로부터 부가채널 해제 및 상태천이를 지시하는 제1메시지가 수신하

고, 상기 부가채널 및 상기 상태천이에 따른 자원 해제를 요구하는 시그널 해제 지시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시그널 해제

지시 신호에 응답하여 시그널 해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지국으로 제2메시지를 전송하는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

와,

상기 시그널 해제 지시 신호를 수신하여 알·씨·자원 해제 지시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고, 상기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로 시

그널 해제 응답 신호를 출력하는 자원 제어기와,

상기 알·씨·자원 해제 지시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상태로 천이하는 매체 접근 제어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

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가 확장 해제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메시지가,

순방향 이너루프 전력제어 시 기준으로 사용될 순방향 채널을 나타내는 FPC_PRI_CHAN 필드와,

전력제어비트를 송신할 채널을 나타내는 RPC_CHANNEL 필드와,

해제하고자 하는 물리의 종류를 나타내는 CH_IND 필드와,

특정 단말과의 서비스 옵션 설정을 나타내는 CON_REF 필드와,

상기 CON_REF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CON_REF_INCL 필드와,

시그널링 계층에서의 대기상태와 도먼트 상태를 구별하기 위한 SCR_SEQ 필드와,

상기 SCR_SEQ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SCR_SEQ_INCL 필드와,

단속율을 나타내는 PILOT_GATING_RATE 필드와,

상기 PILOT_GATING_RATE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GATE_RATE_INCL 필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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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MAC) 상태 천이에 대한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BLOB 필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CH_IND 필드와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와 SCR_SEQ_INCL 필드와 SCR_SEQ

필드에 '0'이 아닌 값이 기록되어 있으면 대기 상태로의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62.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CH_IND 필드와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와 SCR_SEQ_INCL 필드와 SCR_SEQ

필드와 GATING_RATE_INCL 필드와 PILOT_GATING_RATE 필드에 '0'이 아닌 값이 기록되어 있으면 제어유지 상태로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63.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CON_REF_INCL 필드와 CON_REF 필드가 '0'의 값을 가지면 도먼트 상태로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64.
청구항 64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시지가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가, 제어유지상태로의 천이를 지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

널 해제 장치.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가,

해제하고자 하는 물리채널의 종류를 나타내는 물리채널 지시(CH_IND) 필드와,

맥(MAC) 상태 천이에 대한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BLOB 필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시지가 확장 해제 응답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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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을 통한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일정시간 발생하지 않을 때, 상기 부가채널의 해제 요구 및 상태천이 여부를

나타내는 제3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채널 해제 장

치.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제3메시지가 부가채널 해제 요구 및 활성화상태, 제어유지상태, 대기상태 또는 도먼트상태로의 천

이정보를 가지는 자원 동등 제어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동등 제어 메시지가 16비트의 REQ_BLOB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

채널 해제 장치.

청구항 71.
청구항 71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제3메시지가 부가채널 해제 요구 및 활성화상태, 제어유지상태로의 천이 정보를 가지는 자원 동등

제어 미니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채널 해제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함)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채널

(Supplemental Channel) 설정 및 해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부가채널 해제 시 활성화 상태(Active State)를 거치지

않고 직접 휴지상태로 천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CDMA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은 음성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점차 음성 뿐만 아니라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IMT-2000 규격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상기 IMT-2000 규격에서는 고품질의 음성, 동화상, 인터넷 검색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통신의 특성은 데이터의 발생이 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데

이터의 전송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오래되도록 지속되는 제어유지상태(Control Hold State), 대기상태(Suspended

state), 도먼트상태(Dormant State)와 같은 휴지상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따라서 차세대 이동통신상기 이동통신시스템

에서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 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만 전용채널을 할당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대량의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부가채널을 전용으로 할당하여 원활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부가채널은 고속의 가변 데이

터율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상기와 같은 방법들은 제한된 무선 자원, 기지국 용량, 이동 단말기의 전력 소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에만 전용의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과 제어 채널(Control Channel)을 연결하고, 일정시간 데이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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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전용채널을 해제한다.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전용채널이 해제된 동안에는 공용채

널을 통해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무선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채널의 할당 상황이나 상태정보의 유

무에 따라 여러 가지 상태가 필요하다.

도1은 패킷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상태천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도1을 참조하여 패킷 서비스를 위한 상

태들과 각 상태들간의 천이과정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패킷 서비스를 위한 상태에는 활성화 상태(Active State: 101), 제어유지상태(Control Hold State: 103), 대기

상태(Suspended State: 105), 도먼트 상태(Dormant State: 107)가 있다. 상기 활성화 상태(101)는 전용 트래픽 채널을

이용해서 도착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태이다. 데이터 서비스 개체가 서비스 옵션을 설정한 후 처음으로 활성화 상태로 천

이하여 전용 데이터 채널의 사용이 가능해지면 기지국과 이동국은 RLP(Radio Link Protocol)와 PPP(Point to Point

Protocol)의 초기와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활성화 상태 (101)에서 일정 시간(이하 "T_Active"라 칭한다) 이상으로 전송할

데이터가 없으면, 제어유지상태(103)로 천이 되며, 이때 상기 전용 트래픽 채널은 해제된다. 이때 향후 발생될 데이터의 양

을 예측하여 발생된 데이터가 상기 T_Active 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제어유지상태(103)를 거

치지 않고 바로 대기상태(105)혹은 도먼트상태(107)로 천이 할 수 있다.

상기 제어유지상태(103)는 서비스옵션, RLP(Radio Link Protocol), PPP(Point to Point Protocol) 등과 관련된 정보가 이

동국과 기지국에서 보존되고, 전용 신호 채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서비스 개체는 일정시간(이

하 "T_Hold"라 칭한다) 이내에 다시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하면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전용트래픽채널을 설정하

여, 활성화 상태(101)로 다시 천이 한다. 그러나, "T_Hold" 이상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기 전용 제어 채널을

해제하고 대기상태(105)로 천이 한다. 이때도 향후 발생될 데이터의 양을 예측하여 발생된 데이터가 상기 T_Hold 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기상태(105)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먼트상태(107)로 천이할 수 있다.

상기 대기상태(105)는 각 단말기에 할당되던 전용 물리 채널인 기본 채널 혹은 전용 제어 채널이 해제된다. 따라서 논리 채

널인 전용 신호 채널, 전용 트래픽 채널이 모두 해제된다. 이때 기지국과의 통신은 다수의 단말기가 공유하며 사용하는 물

리 채널인 호출 채널과 접근 채널에 설정되는 공통 신호 채널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기 대기상태(105)에서 서

비스옵션, RLP 와 관련된 정보, PPP와 관련된 정보는 아직 기지국과 이동국에서 유지된다. 서비스 개체는 대기상태(105)

에서 일정 시간(이하 "T_Suspended"라 칭한다) 이내에 다시 전송할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전용 제어 채널과 전용 트래

픽 채널을 동시에 설정하여 다시 활성화 상태(101)로 천이한다. 반면 T_Suspended 동안 데이터가 발생되지 않으면 도먼트

상태(107)로 천이 한다.

상기 도먼트 상태(107)는 서비스 옵션이 해제되고,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에 대해서만 IWF와 이동국 사이의 링크 계층 연

결이 유지되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전용 논리 채널들이 모두 해제되고, 공통 채널을 통해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도먼

트 상태(107)에서 데이터 서비스 요구가 발생하면 서비스 옵션을 설정한 다음 전용 트래픽 채널과 전용 제어 채널을 연결

하여 활성화 상태(101)로 천이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활성화 상태(101)는 전용 트래픽 채널, 전용 제어 채널, 서비스 옵션 등이 설정된 상태이고, 제어유

지상태(103)는 전용 제어 채널, 서비스 옵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기상태(105)는 서비스 옵션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도먼트 상태(107)는 IWF와 이동국 사이에 링크의 계층 연결만 유지되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고속의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부가채널을 이용한다. 부가채널은 제어채널이나 전용채널과는 달

리 사용자의 데이터만을 전송하는 채널로서 전용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 상에서 형성, 즉 활성화 상태에서 형성되어 전

력제어 정보 및 채널 유지 및 설정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부가채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

술한 바와 같이 항상 기본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을 동반하여야만 한다. 즉, 부가채널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전용 제어

채널 또는 기본 채널을 설정한 상태이어야만 하므로 도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활성화 상태(101)에서만 채널을 설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가 채널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활성화 상태로 천이해야만 한다.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아

상기 부가 채널을 해제해야 할 경우에도 활성화 상태를 거쳐 다른 휴지 상태로 천이해야 한다.

도2는 C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활성화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 즉, 채널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호 설정 절차를 나타

내고 있다. 도2는 단말이 호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인 C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일반적인 호처리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201단계에서 단말은 역방향 공용채널인 접근채널(R-ACH)을 통해서 기지국으로 전용채널의 설정을 요구하는 역방

향 제어메시지(Origination Message)인 발신 메시지를 전송한다. 202단계에서는 상기 발신 메시지를 받은 기지국은 순방

향 호출채널(F-PCH)을 통해 채널 할당 메시지(Channel Assignment Message)를 보내게 된다. 동시에 해당 직교부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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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채널로 널 트래픽의 전송을 시작한다. 채널 할당 메시지를 받은 이동국은 해당 채널의 널 프레임을 받고 분석해서

제대로 채널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면 203 단계에서 이동국이 고유의 부호채널을 통해 프리앰블을 전송한다. 이때 프리앰

블은 채널 할당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동국과 기지국의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전송하는 것이다. 이제 양방향으로 전용채널

의 할당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204단계에서 기지국은 응답메시지(BS Ack Order)를 전송한다. 이때 이동국은 상기 응답메

시지를 수신하여 프리앰블의 전송을 중지하게 되고 전용 트래픽 채널(기본채널 또는 제어채널)을 통한 메시지의 전송이 가

능하게 된다.

상기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205~208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품질의 서비스를 위해 기지국과 단말간에 현재

가능한 전송환경을 협상(Service Negotiation)하게 된다. 기지국과 단말기 상호간에 협상이 완료되면 209단계에서 채널

의 설정이 종료되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도3은 일반적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활성화 상태에서의 부가채널 설정 및 해제에 따른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절차도를 나

타낸 도면이다. 도3a는 이동국에 의해 부가 채널이 형성 및 해제되는 경우의 절차도이고, 도3b는 망으로부터 부가채널 할

당 요구가 발생한 경우 이동국으로 부가채널을 할당하고 해제하는 절차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3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부가 채널 할당 및 해제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도3a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이동국(301)은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면 701단계에서 부가채널 요구 메시지를 생성하여 기지국(303)으로 전송한다. 상기 부가채널 요구

메시지는 이하 <표 1>과 같이 구성된다.

[표 1]

Field Length(bits)

SIZE_OF_REQ_BLOB 4

REQ_BLOB 8×SIZE_REQ_BLOB

USE_SCRM_SEQ_NUM 1

SCRM_SEQ_NUM 0 or 4

REF_PN 0 or 9

PILOT_STRENGTH 0 or 6

NUM_ACTPN 0 or 3

IF NUM_ACT_PN is included, the mobile station shall

include NUM_ACT_PN occurrences of the following record:

ACT_PN_PHASE 15

ACT_PILOT_STRENGTH 6

 

NUM_NGHBR_PN 0 or 3

If NUM_NGHBR_PN is included, the mobile station shall

include NUM_NGHBR_PN occurrences of the following

record

NGHBR_PN_PHASE 15

NGHBR_PILOT_STRENGTH 6

 

RES_INFO_INCL 1

CH_IND 0 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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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B 0 or 7

상기 부가채널 메시지는 이동국이 패킷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메시지로, 트래픽 채널(제어채널 또

는 기본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상기 <표 1>의 REQ_BLOB 필드는 요구하는 부가채널의 사용시간을 표시한다.

그러면 기지국(303)은 상기 이동국(301)이 전송한 부가채널 요구 메시지(Supplemental Channel Request Message)를

수신하여 부가 채널에 대한 물리자원을 검사하여 가용한 부가채널이 있으면 702단계에서 이동국(301)으로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Supplemental Channel Assignment Message)를 전송한다. 이때 이동국이 종래의 IS-95B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이동국이라면 상기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는 이하 <표 2>와 같이 구성된다.

[표 2]

Field Length

USE_RETRY_DELAY 1

RETRY_DELAY 0 or 8

REV_INCLUDED 1

REV_DTX_DURATION 4

EXPL_REV_START_TIME 1

REV_START_TIME 0 or 6

USE_REV_DURATION 1

REV_DURATION 0 or 8

USE_REV_HDM_SEQ 1

REV_SINKED_HDM_SEQ 0 or 2

NUM_REV_CODES 3

USE_T_ADD_ABORT 1

USE_SCRM_SEQ_NUM 1

SCRM_SEQ_NUM 0 or 4

REV_PARMS_INCLUDED 1

T_MULCHAN 0 or 3

BEGIN_PREAMBLE 0 or 3

RESUME_PREAMBLE 0 or 3

 

FOR_INCLUDED 1

Field Length

Include the following record only if FOR_INCLUDED is set to '1':

FOR_SUP_CONFIG 2

EXPL_FOR_START_TIME 1

FOR_START_TIME 0 or 6

USE_FOR_DURATION 1

FOR_DURATION 0 or 8

USE_FOR_HDM_SEQ 1

FOR_LINKED_HDM_SEQ o or 2

Include the following fields and records only if

FOR_INCLUDED is set to '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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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_SUP_CONFIG is set to '10' or '1'1

NUM_SUP_PILOTS 3

NUM_FOR_SUP 3

Include NUM_SUP_PILOTS occurrences of the following

record only if FOR_INCLUDED is set to '1' and FOR_SUP_CONFIG is

set to '10' or '11'

PILOT_PN 9

EXPL_CODE_CHANE 1

IF EXPL_CODE_CHAN is set to '1', for each PILOT_PN

include NUM_FOR_SUP occurrences of the following field

SUP_CODE_CHAN 0 or 8

If EXPL_CODE_CHAN is set to '0', the following field is included

BASE_CODE_CHAN 0 or 8

이동국(301)은 상기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를 수신하면 703단계에서 부가채널 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이동국은 상

기 703단계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모두 전송하고 나면 704단계에서 부가 채널 해제 요구 메시지(Supplemental

Channel Release Request Message)를 기지국(303)으로 전송한다. 상기 부가 채널 해제 요구 메시지는 상기 <표 1>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상기 <표 1>의 REQ_BLOB 필드만을 부가채널 해제 코드로 바꿔주면 된다. 이때, 데이터가 부가채

널, 기본채널 및 전용제어채널이 설정되어 있다. 즉, 이때에 기지국과 이동국은 활성화 상태(101)에 있게 된다. 기지국

(303)은 상기 부가채널 해제 요구 메시지가 수신되면 705단계에서 부가채널 해제 메시지를 이동국(301)으로 전송하고,

706단계에서 기지국은 부가채널을 해제한다. 이때 기본채널과 전용제어 채널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지국과 이동국이 활

성화 상태(101)에 있게 된다.

도3b에서 망(도시하지 않음)으로부터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면 기지국(303)은 708단계에서 해당 이동국(301)으로 부가채

널 할당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동국(301)은 709단계에서 상기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를 수신하여 부가채널을 형성하고, 상

기 부가채널 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이때 기지국과 이동국은 활성화 상태(101)에 있으며, 상기 이동국과 기지국 사

이에 연결되어 있는 채널은 기본 채널, 부가채널, 전용 제어 채널이다. 상기 망으로부터 더 이상의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으

면 기지국(303)은 710단계에서 이동국(301)으로 부가 채널 해제 메시지를 송신하고, 711단계에서 부가채널을 해제한다.

이때 기지국(303)과 이동국(301)간에 연결되어 있는 채널은 기본채널 및 전용 제어 채널이다. 따라서 기지국(303)과 이동

국(301)은 활성화 상태(101)에 있다. 이때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국(303)과 이동국(301)은 활성화

상태(101)에 있으며, 상기 활성화 상태에서 제어유지상태(103), 대기상태(105) 또는 도먼트 상태(107)로 천이하기 위해

서는 이동국(301)과 기지국(303)간의 협상을 통해 해당 상태로 천이하여야 한다. 즉 부가채널을 해제하고 활성화 상태

(101)에 머물르고, 상기 활성화 상태(101)에서 상채 천이를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태를 천이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설정된 부가채널을 해제하면 이미 설정된 기본채널 또는 제어채널은 유지된 상태로서 도 1의 패킷 데이

터 서비스 중 활성화 상태(101)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기본 채널과 제어 채널로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상태는 무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제어유지상태(103), 대기상태

(105) 또는 도먼트 상태(107)로 천이해야 한다.

일반적인 C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부가채널을 이용한 데이터의 전송이 종료되면 활성화 상태(101)에 잔류하고, 이

상태에서 제어유지상태(103), 대기상태(105) 또는 도먼트 상태(107)로 천이하기 위해서는 상태를 천이를 요구하는 메시

지를 이동국과 기지국간에 송수신해야만 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전송이 없는 상태에서 무선자원을 점유하게 되고 이는 자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부가채널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화 상태에서 부가채널 해

제 시 활성화 상태로의 천이없이 제어유지상태, 대기상태 또는 도먼트 상태로 바로 천이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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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의 부가채널 해제방법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의 해제 요구가

발생하면 상태천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에서 상태천이로 판단되면 부가채널 해제 및 천이할 상태를 지시하

는 제1메시지를 생성하여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제1 메시지에 응답하여 이동국으로부터 제2메시지가 수신되

면 부가채널 해제 및 상기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부

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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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부가채널이 할당된 활성화 상태(101)에서 상기 부가채널을 해제할 경우 활성화 상태(101)에 머물르지 않고 바

로 제어유지상태(103), 대기상태(105), 도먼트 상태(107)로 전송하기 위해 정의되는 이동국(301)과 기지국(303)간의 메

시지들의 구성을 먼저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라 부가채널 할당 시 사용되는 확장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하 표3을 참조하여 설명

한다.

[표 3]

Field Lenght(bits)

START_TIME_UNIT 3

REV_DTX_DURATION 4

USE_T_ADD_ABORT 1

USE_SCRM_SEQ_NUM 1

SCRM_SEQ_NUM 0 or 4

RES_INFO_INCL 1

FPC_PRI_CHAN 0 or 1

RPC_CHANNEL 0 or 1

CH_IND 0 or 3

BLOB 0 or 7

 

REV_ASSIGN_INCLUDED 1

The base st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four fields

if REV_ASSIGN_INCLUDED is set to '1'

REV_SCH_ID 2

REV_DURATION 4

REV_START_TIME 6

RATE  

 

FOR_CFG_INCLUDED 1

The base st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field

if FOR_CFG_INCLUDED is set t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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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_SCH_ID 2

NUM_REC 4

(NUM_REC+1) occurrences of the following record:

SCCL_INDEX 4

FOR_SCH_RATE 4

NUM_SUP_SHO 3

NUM_SUP_SHO+1 occurrences of the following fields

PILOT_PN 9

RECORD_LEN 0 or 3

Type-specific fields 0 or 8 × RECORD_LEN

FOR_SCH_CC_INDEX 11

 

FOR_ASSIGN_INCLUDED 1

The base st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four fields if

FOR_ASSIGN_INCLUDED is set to '1'

FOR_SCH_ID 2

FOR_DURATION 4

FOR_START_TIME 6

SCCL_INDEX 4

FPC_INCL 1

FPC_MODE 0 or 3

FPC_OLPC_SCH_M_INCL 0 or 1

FPC_SEC_CHAN 0 or 2

FPC_SCH_M_FER 0 or 5

FPC_SCH_INIT_M_SETPT 0 or 8

FPC_SCH_MIN_M_SETPT 0 or 8

FPC_SCH_MAX_M_SERTP 0 or 8

NUM_SUP 0 or 2

Include NUM_SUP occurrences of the following fields:

SCH_ID 2

FPC_SCH_FER 5

FPC_SCH_INIT_SETPT 8

FPC_SCH_MIN_SETPT 8

FPC_SCH_MAX_SETPT 8

 

FPC_THRESH_SCH_INCL 0 or 1

FPC_SETPT_THRESH_SCH 0 or 8

상기 표3은 상기 표2와 달리 순방향과 역방향의 부가채널을 할당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부가채널에 할당되는 월시직

교 코드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표3의 메시지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동국에서 부가채널을 요구할

때 전송하는 부가채널 요구 메시지는 할당 메시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하의 표4는 상태천이 시에 기지국이 송신하는 확장 해제 메시지(Extended Release Message)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메시지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MAC 계층이 추가되면서 새롭게 정의된 메시지이다. 상기 표4의 각 필드

를 살펴보면, FPC_PRI_CHAN 필드는 순방향 인너루프(Inner Loop) 전력제어를 수행하게 될 때 어떤 순방향채널의 신호

를 기준으로 전력제어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필드이다. 상기 FPC_PRI_CHAN 필드는 전용제어채널(DCCH)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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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본채널(FCH)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RPC_CHANNEL 필드는 전력제어비트를 어떤 채널을 통해

서 전달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필드이다. CH_IND 필드는 해제하고자 하는 물리채널의 종류를 나타내는 필드로써, 기본 채

널인지, 전용제어채널인지 아니면 둘다인지, 역방향 파일럿 채널인지를 구분한다. 마지막의 역방향 파일럿 채널 항목이 단

속 전송여부를 나타내는 필드이다. 구체적으로 CH_IND 의 필드값이 010일 경우 전용 제어 채널을 100일 경우 역방향 파

일럿 채널(Continuous Reverse Pilot Channel)을, 101일 경우 기본채널과 역방향 파일럿 채널을, 110일 경우 전용 제어

채널과 역방향 파일롯 채널을, 111일 경우 기본채널, 전용 제어 채널, 역방향 파일럿 채널을 해제함을 의미한다. CON_

REF_INcL 필드는 CON_REF 필드의 포함여부를 나타내는 필드이다. CON_REF 필드는 서비스 옵션(Service Option)을

연결할 때 각각 연결되는 서비스 옵션별로 특정 단말의 연결에서 유일의 값을 지정하여 각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쓰인

다. SCR_SEQ 필드는 시그널링 계층에서 대기상태(105)와 도먼트상태(107)를 구별하기 위하여 쓰이는 필드이다.

GATING_RATE_INCL 필드는 PILOT_GATING_RATE 필드의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필드이다. PILOT_GATING_

RATE 필드는 단속 전송을 실제로 수행하게 될 때 어떤 단속율을 이용하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필드로써 단속율 1, 1/2,

1/4 중 하나의 단속율을 이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BLOB 필드는 MAC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필드로써 논리자원

(dtch, dmch)과 SO, SR, PURGE_SR 등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MAC 상태천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필

드이다. 상기 확장 해제 메시지를 수신하는 측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확장 해제 메시지를 검사하여 부가채널 해제 후에

어떤 상태로 진행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CH_IND, CON_REF_INCL, CON_REF, SCR_SEQ_INCL, SCR_

SEQ에 '0'이 아닌 어떤 값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부가채널 해제 후 대기상태(105)로 천이하고, GATING_RATE_INCL 및

PILOT_GATING_RATE에 어떤 값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제어 유지 상태로 천이하고, 상기 필드들이 '0'값을 가질 경우 도

먼트 상태로 천이한다.

[표 4]

Field Length(bits)

FPC_PRI_CHAN 1

RPC_CHANNEL 1

CH_IND 3

CON_REF_INCL 1

CON_REF 0 or 8

SCR_SEQ_INCL 1

SCR_SEQ 0 or 4

GATING_RATING_RATE 0 or 2

BLOB 7

상기 표4의 확장 해제 메시지 대신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는 활성화 상태

(101)에서 제어유지 상태로 천이할 때만 사용하는 메시지로서 5ms의 길이를 갖는다. 상기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는 CH_

IND 필드와 BLOB 필드로만 구성된다. 이는 전용채널 상태에서의 MAC 상태가 천이하기 때문에 다른 필드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를 표5에 나타내었다.

[표 5]

Field Length(bit)

CH_IND 3

BLOB 7

상기 표4와 표5는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채널을 해제할 때 사용되는 메시지로서 기지국에서 독립적으로 메시지를 전송

할 수도 있고, 이동국으로부터 채널해제를 요하는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송 될 수도 있다. 기지

국이 응답메시지로 표4와 표5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동국으로부터 동등 자원 제어 메시지 또는 동등 자원 제어 미니 메

시지를 수신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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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등 자원 제어 메시지와 동등 자원 제어 미니 메시지를 이하 표6과 표7에 나타내었다.

[표 6]

Field Length(bit)

REQ_BLOB 16

[표 7]

Field Length(bit)

BLOB 13

상기 동등 자원 제어 메시지는 부가체널 해제 및 활성화 상태에 머무름 또는 상태천이(제어유지상태, 대기상태 또는 도먼

트상태)를 요구하고, 상기 동등 자원 제어 메시지는 부가 채널 해제 및 활성화 상태 머무름 또는 상태 천이(제어유지상태)

를 요구하는 메시지이다.

상기 동등 자원 제어 메시지와 동등 자원 제어 미니 메시지는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채널의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로서

단지 이동국은 해제를 요구하고, 해제를 결정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 상기 동등 자원 제어 미니 메시지는 5ms의 길이를 갖

는 메시지로서 트래픽 채널 상태에서만 전송이 가능하다.

부가채널의 해제 요구는 기지국과 이동국에서 일정 시간 동안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을 때 각각 발생될 수 있다. 기지

국에서 부가채널 해제 요구가 발생할 경우는 도4에 나타내었으며 이동국에서 부가채널 해제 요구가 발생할 경우는 도5에

나타내었다. 이하, 도4와 도5를 참조하여 부가채널 해제 방법을 설명한다.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에서의 부가채널 해제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에 참조된 부호 401은 기지국의 시그널

링 계층(Signalling Layer: SIG) 제어기이고, 403은 자원제어기(Resource Controller: RC)이고, 405는 매체 접근 제어기

(MAC)이고, 407은 채널 엘리먼트(Channel Element: CE) 제어기이다. 그리고 409는 이동국의 채널 엘리먼트 제어기이

고, 411은 이동국의 매체접근 제어기이고, 413은 이동국의 자원 제어기이고, 415는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이다.

상기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01 및 415)는 호 처리와 관련된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자원 제어기(403 및 413)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물리적, 논리적 자원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제어하는 모듈이다. 상기 자원제어기(403)는 기지국의

모듈만이 능동적인 제어(자원의 분배/해제)를 수행하고 이동국의 자원제어기(413)는 기지국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매체 접근 제어기(405 및 411)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휴지 기간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

는 상태 천이가 모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태천이와 관련된 동작을 트리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채널 엘리먼트 제어기

(407 및 409)는 신호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리적인 동작(부호화, 변/복조 등)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우선 기지국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던 중 전송할 더 이상의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지국의 매체 접근 제어기

(405)는 801단계에서 부가채널을 해제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프리미티브로서 부가채널의 종료와 함께 기본채널 또는 제어

채널의 해제를 요구하는 알·씨 언락 요구 신호(RC-Unlock.Request)를 자원 제어기(403)로 전송한다. 즉, 부가채널을 해

제하면서 기본채널 또는 제어채널를 해제하여 상태 천이를 해야할 필요가 생기면 매체 접근 제어 계층(405)은 자원제어기

(403)쪽으로 데이터 전송 상태에서 제어유지 상태(103) 또는 대기상태(105) 또는 도먼트 상태(107)로 천이하고자 하는

RC-Unlock.Request를 전송한다. 상기 매체 접근 제어 계층(405)은 801단계에서 활성화 상태(101)에 남아 있어야 하는

지 제어유지 상태(103) 또는 대기상태(105) 또는 도먼트 상태(107)로 천이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상기 판단은 기

본채널 또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송신되는 데이터의 유무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서킷 서비스(circuit service)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 채널 및 전용 제어 채널을 모두 사용한다. 이때, 패킷 데이터만 발생하지 않아 부

가채널을 해제할 경우에는 활성화 상태에 남아 서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부가채널을 통한 패킷 데이터만 서비

스하던 중 상기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으면 활성화 상태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므로 제어유지상태 또는 대기상태 또는

도먼트상태로 천이한다. 전용제어채널과 신호제어채널(Signal Control Channel : SCH)을 통해 활성화상태 또는 제어유

지상태에서 데이터 통신을 할때,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기상태 또는 도먼트 상태로 천이한다. 자원제어기(40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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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매체 접근 제어 계층(405)에서 송신한 RC-Unlock.Request를 수신하고, 802단계에서 상기 RC-Unlock.Request에

대한 시그널 해제 요구 신호(SIG-Release.Request)를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01)로 전송한다. 상기 시그널링 계층 제어

기(401)는 상기 시그널 해제 요구 신호를 수신하고, 803단계에서 상기 시그널 해제 요구 신호에 대한 표4와 같은 확장 해

제 메시지(Extended Release Message: ERM)를 생성하여 채널 엘리먼트 제어기(407)로 전송한다. 상기 확장 해제 메시

지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활성화 상태(101)에서 천이할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즉, 해제하고자 하는 기본채널 또

는 전용제어채널 등의 정보와 물리채널에 매핑되는 논리채널의 정보 등이 담겨있다. 채널 엘리먼트 제어기(407)는 상기

확장 해제 메시지를 물리채널을 통해 이동국(301)의 채널 엘리먼트(409)로 송신한다.

기지국(303)으로부터 송신된 확장 해제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국(301)의 채널 엘리먼트 제어기(409)는 803a단계에서 상

기 확장 해제 메시지를 이동국(301)의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15)로 전송한다. 확장 해제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국(301)의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15)는 804단계에서 상기 확장 해제 메시지를 분석하여 시그널 해제 지시자(SIG-

Release.Indication)를 생성하여 자원제어기(413)로 전송한다. 자원제어기(413)는 상기 시그널링 해제 지시자를 전송받

아 해당 해제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고, 805단계에서 RC-자원 해제 지시자(RC-Resource.Release.Indication)를 매

체 접근 제어기(411)로 전송하고, 806단계에서 시그널 해제 응답 신호(SIG-Release.Response)를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

(415)로 전송한다. 이때, 시그널링 계층(415) 제어기는 부가채널을 해제한다. 다시 말하면 자원제어기(413)로 전송되는

기본채널 또는 제어채널의 해제 정보와 함께 상위계층에서는 부가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부가채널의 해

제정보는 상위계층,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15)에서, 기본채널 또는 전용제어채널은 자원제어기(413)와 매체 접근 제어

계층(411)에서 담당하게 된다.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15)는 상기 SIG-해제 응답 신호를 전송받아 807단계에서 확장 해

제 응답 메시지를 채널 엘리먼트 제어기(409)를 통해 이동국(301)으로 전송한다.

기지국(303)의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01)는 808단계에서 상기 확장 해제 응답 메시지를 채널 엘리먼트 제어기(407)를

통해 확장 해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에 대한 SIG-해제 확인(SIG-Release.Confirm) 신호를 자원제어기(403)로 전

송하여 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상태천이를 완료하게 된다. 즉, 상기 808단계에서 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상기 부가채널의 해

제와 동시에 상기 이동국이 천이한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천이하게 된다.

상기 기지국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기본채널 및 전용제어채널 등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유무에 의해 천이할 상태를 결정하

고 이동국은 상기 기지국에서 결정된 상태천이 정보를 가지는 상기 부가채널 해제 메시지를 분석하여 해당 상태로 천이한

다.

상기 이동국의 천이방법은 표4의 CH_IND, CON_REF_INCL, CON_REF, SCR_SEQ_INCL, SCR_SEQ, GATING_

TATE_INCL 및 PILOT_GATING_RATECH_IND와 BLOB에 의해서 지시되는 상태로 천이한다. 또한, 제어유지 상태로

천이할 때에서는 표4의 메시지 이외에도 표5의 5ms의 미니 메시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표5에서는 CH_IND와 BLOB 필

드를 이용하여 부가채널 해제 및 활성화상태에 머무름 또는 제어유지상태로 천이를 지시할 수 있다.

상기 도4에서는 기지국에 의한 부가채널 해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동국에 의한 부가채널 해제 방법

을 설명한다.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에서의 부가채널해제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동국(301)은 상술한 바와 같이 채널을 해제하거나 상태를 천이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단지, 이를 기지국의 부가채널 해

제 및 상태천이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기능만을 한다. 또한, 이동국은 부가채널의 해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기지국쪽으

로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상태천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이하, 도 5를 참조하여 이동국(301)이 부가채널을 해제할 경우의 동작을 설명한다.

이동국(301)의 매체 접근 제어 계층 제어기(411)는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으면 901단계에서 부가채널 해제를 요구하

는 알·씨-언락 센드(RC-Unlock.Send) 신호를 자원제어기(413)로 전송한다. 상기 RC-Unlock.Send는 부가채널 해제 시

활성화 상태(101)에 남아 있지 않고 제어유지상태(103), 대기상태(105) 또는 도먼트 상태(107)로 바로 천이하기 위한 신

호이다. RC-Unlock.Send 신호를 전송받은 자원제어기(413)는 902단계에서 시그널링 계층(415)으로 시그널링 해제.센

드(SIG-Release.Send) 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SIG-Release.Send 신호를 전송받은 시그널링 계층(415)은 903단계에서

표6의 동등 자원 제어 메시지를 이동국(301)의 채널 엘리먼트(409), 기지국(303)의 채널 엘리먼트 제어기(407)를 통해 기

지국(303)의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01)로 전송한다. 상기 동등 자원 제어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303)의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01)는 상기 도4의 801단계 이후의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여 부가채널을 해제한 후 상태천이를 한다. 상기 이동

국이 활성화 상태에 머무르거나 제어유지상태로 천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동등 자원 제어 메시지 대신 동등 자

원 미니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다.

도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부가채널 해제 시 상태 천이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6a는 기지국측의 동작 과

정을 나타낸 것이고, 도6b는 이동국의 동작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이하 도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도6의 흐름도는

이동국(301)과 기지국(303)에서 동일하게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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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지국(303)은 1001단계에서 매체 접근 제어 계층(405)을 통해 부가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었는지를 검

사한다. 상기 1001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매체 접근 제어 계층(405)은 1003단계로 진행하여 데이터가 발생하

지 않은 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1001단계와 1003단계는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가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검사하는 과정이다. 이때, 일정 시간을 초과하도록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매체

접근 제어 계층 제어기(405)는 1004단계로 진행하여 기본채널 또는 전용제어채널로 송수신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검사하여 활성화 상태에 머무를 것인지 상태천이를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서킷 서비스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 채널 및 전용제어채널 모두 사용한다. 이때, 패킷

데이터만 발생하지 않아 부가채널을 해제할 경우에는 활성화상태에 남아 서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부가채널을

통한 패킷 데이터만 서비스 하던 중 상기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으면 활성화 상태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므로 제어유지

상태 또는 대기상태 또는 도먼트상태로 천이한다. 전용제어채널과 신호제어채널을 통해 활성화 상태 또는 제어유지상태에

서 데이터 통신을 할 때,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기상태 또는 도먼트상태로 천이한다. 상기 1004단계에서 활성화 상

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매체 제어 접근 제어 계층 제어기(405)는 1007단계로 진행하여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를 생성

하고 1011단계에서 상기 생성된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를 이동국(301)으로 송신한다. 상기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는 REV_

DURATION 필드 값에 따라 부가채널을 할당할 수도 있고, 해제 할 수도 있다. 이후의 과정은 상기 도3의 과정에 의해 부

가채널을 해제하고, 활성화 상태(101)에 잔류하게 된다.

반면 상기 1004단계에서 기본채널 또는 전용제어채널로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없어 제어유지상태(103), 대기상태(105)

또는 도먼트 상태(107)로 상태천이할 경우 매체 접근 제어 계층(405)은 1005단계로 진행하여 부가채널 해제와 동시에 상

태천이를 요구하는 RC-Unlock.Request를 자원제어기(403)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자원제어기(403)는 SIG-

Release.Request 신호를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01)로 전송하고, 시그널링 계층(401) 제어기는 1009단계에서 상기

SIG-Release.Request 신호에 대한 확장 해제 메시지 또는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를 생성하고, 1011단계에서 이동국

(301)으로 상기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확장 해제 메시지 또는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를 이동국(303)으로 송신한 다음,

기지국(303)의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01)는 1015단계에서 채널 엘리먼트 제어기(407)를 모니터링하여 이동국(301)으

로부터 확장 해제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1015단계에서 확장 해제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01)는 자원제어기(403)로 SIG0-Release.Confirm 신호를 전송하여 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제어유지상태

(103), 대기상태(105) 또는 도먼트 상태(107)로 상태천이를 수행한다.

상기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지국(303)은 1002단계로 진행하여 부가채널 해제 요구가 채널 엘리먼트 제어

기(407)를 통해 이동국(301)으로부터 수신되면 기지국은 1005단계로 진행하여 상술한 1004단계 이후의 과정을 동일하

게 수행한다.

이하 도 6b를 참조하여 이동국(301)에서 부가채널 해제 과정을 설명한다.

이동국(301)의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15)는 채널 엘리먼트 제어기(409)를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기지국(303)으로부터

메시지가 수신되는지를 검사한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부가채널을 해제하기 위한 메시지로 한정하여 설명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때, 기지국(303)으로부터 메시지가 수신되면 기지국(303)은 1019단계에서 상기 메시지가 확장해제 메시지 또는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인지를 검사한다.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확장해제 메시지 또는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이면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15)는 1021단계에서 확장해제 메시지 또는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를 해석하고, 1023단계로 진행하여 천이

할 상태를 결정하여 SIG-Release.Indication 신호를 자원제어기(413)으로 전송한다. 자원제어기(413)로 상기 SIG-

Release.Indication 신호를 입력받아 매체 접근 제어 계층 제어기(409)로 RC-ResourceResource.Indication을 전송하

고,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15)로 SIG-Release.Respons 신호를 전송하여 1025단계에서 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상기 해

석된 상태로 천이한다. 상기 시그널링 계층 제어기(415)는 상기 자원제어기(413)로부터 SIG-Release.Response가 수신

되면 채널 엘리먼트 제어기(409)를 통해 확장 해제 응답 메시지를 송신한다.

그러나 상기 1019단계에서 수신된 메시지가 확장 해제 메시지 또는 확장 해제 미니 메시지가 아니면, 기지국(303)은

1026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메시지가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인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이면 기지국

(303)은 1027단계에서 상기 부가채널 할당 메시지를 해석하고, 1029단계로 진행하여 활성화 상태에 머무를 것을 결정한

다음 1031단계에서 부가채널을 해제한다. 즉, 부가채널이 해제되고, 활성화 상태(101)에 머물러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활성화 상태에 잔류하지 않고 제어유지상태, 대기상태 및 도먼트 상태로 바로 천이함으로 무

선자원의 낭비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등록특허 10-07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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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상태천이도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호설정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 3a는 기지국에서 종래의 부가채널을 설정 및 해제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3b는 이동국에서 종래 부가채널을 설정 및 해제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기지국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활성화 상태에서 제어유지 상태, 대기상태 또는 도먼트 상태로의 천이를 위

한 호처리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이동국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활성화 상태에서 제어유지 상태, 대기상태 또는 도먼트 상태로의 천이를 위

한 호처리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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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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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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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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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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