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Int. Cl.
6

H04B 1/02

(45) 공고일자   1996년07월10일

(11) 공고번호   특1996-0008945

(24) 등록일자   1996년07월10일
(21) 출원번호 특1993-0701552 (65) 공개번호 특1999-1000001
(22) 출원일자 1993년05월25일 (43) 공개일자 1999년01월01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 92/06994 (87) 국제공개번호 WO 93/06663
(86) 국제출원일자 1992년08월19일 (87) 국제공개일자 1993년04월01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미국  

(30) 우선권주장 766,689  1991년09월27일  미국(US)  

(73) 특허권자 모토로라 인코포레이티드    죤 에이취. 무어

미국 일리노이 60196 샤움버그 이스트 앨공퀸 로드 1303
(72) 발명자 님로드 아버부흐

미국 일리노이 60089 버팔로 그로우브 샴블라스 레인 874
(74) 대리인 이병호, 최달용

심사관 :    강흠정 (책자공보 제4538호)

(54) 통신 시스템에서의 데이타 패킷 얼라인먼트

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통신 시스템에서의 데이타 패킷 얼라인먼트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전송 동기화를 채택하는 통신시스템을 도시한다.

제2도는 일반적으로 제1도의 통신시스템에서의 기지국의 블럭도를 도시한다.

제3도는 일반적으로 두개 기지국사이의 무선-프레임 지면(air-frame delay)을 예를 들어 도시한다.

제4도는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따라 제3도에 예를 든 지연의 무선-프레임 얼라인먼트를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데이타  패킷  타이밍  얼라인먼트(data  packet 
timing alignment)를 요하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동일한 통신 채널상에서 짧은 인터벌(interval)을 갖는 많은 원격 가입자 유닛과 통신하는 특징에 맞게 
설계된 통신 시스템은 이른바 다중 액세스 통신 시스템이다. 다중 액세스 시스템이 될 수 있는 통신 시스
템의 한가지 유형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spread spectrum system)이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
에서, 송신된 신호가 통신 채널내에서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상에 퍼지는 변조(modulation) 기술이 이용된
다. 주파수 대역은 송신된 정보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최소 대역폭 보다 더 넓다. 예를 들어 음성 신호는 
정보 자체 신호의 오직 두배의 대역에서 진폭변조(AM)되어 송신될 수 있다. 낮은 편차 주파수 변조(FM) 
또는 단일 측대역 AM같은 다른 형태의 변조도 또한 정보가 정보자체의 대역과 비교할 수 있는 대역에서 
송신되도록 한다. 그러나,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송신될 신호의 변조는 종종 대역 신호(예를 들
어, 음성 채널)을 오직 수 킬로헤르츠의 대역으로 취하고 수 메가헤르츠의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상에 송
신될 신호를 분배한다. 이것은 광대역 인코딩 신호로 보내질 정보가 송신되도록 신호를 변조함으로써 실
행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기술이 존재한다.

직접 시퀀스(Direct Sequence)

디지탈 코드 시퀀스에 의한 캐리어 변조로 디지탈 코드 시퀀스의 비트율(bit rate)은 정보 신호 대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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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다. 이런 시스템은 직접 시퀀스변조 시스템으로 불린다.

호핑(Hopping)

코드 시퀀스에 의해 지령받은 패턴에서 불연속적인 증가만큼의 캐리어 주파수 시프팅(carrier frequency 
shifting). 이러한 시스템은 주파수 호퍼(hopper)로 불린다. 송신기는 어떤 소정의 세트내에서 주파수에
서 주파수로 점프하며; 주파수 사용 순서는 코드 시퀀스에 의해 결정된다. 유사하게, 시간 호핑과 타임-
주파수 호핑은 코드 시퀀스에 의해 조절된 전송 시간을 갖는다.

처어프(Chirp)

캐리어가 주어진 펄스 간격 동안에 광대역상에 퍼지는 펄스-FM 또는 처어프 변조.

정보(즉 메세지 신호)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로 새겨질 수 있다. 한가지 방법은 
정보가 스프레딩 변조(spreading modulation)용으로 사용되기 전에 정보를 스프레딩 코드에 부가하는 것
이다. 이러한 기술은 직접 시퀀스와 주파수 호핑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전송되는 정보는 그것을 스프
레딩 코드에 부가하기 전에 디지탈 형태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스프레딩 코드와 통상으로 2진 코드인 
정보의 조합은 모듈-2 부가(module-2 addition)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양자택일적으로, 정보 또는 메세지 
신호는 그것을 전개하기 전에 캐리어를 변조한다.

그래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은 두가지 성질을 구비해야 하는데 : (1) 송신된 대역은 전송되고 있는 
정보의 비율 또는 대역보다 더 켜야한다. (2) 전송되고 있는 정보와는 다른 기능이 변조된 채널 대역을 
결정하기 위해 채택된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은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다중 액세스 시스템
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한가지 유형의 다중 액세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은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CDMA) 시스템이다.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은 직접 시퀀스(DS-CDMA) 또는 주파수 호핑(FM-CDMA) 
스펙트럼 스프레딩 기술을 사용한다. FM-CDMA 시스템은 또한 저속 주파수 호핑(SFH-CDMA)과 고속 주파수 
호핑(FFH-CDMA) 시스템으로 분할될 수 있다. SFH-CDMA 시스템에서, 송신될 일련의 데이타 비트를 나타내
는 여러 데이타 심볼은 단일 호프(single hop)내에서 캐리어파(carrier wave)를 변조한다; FFM-CDMA 시스
템에서, 캐리어와는 데이타 심볼마다 여러번 호프(hop)한다.

SFH-CDMA 시스템에서, 다중 통신 채널은 각각의 특별한 채널에 넓은 주파수 대역의 부분을 할당함으로써 
수용된다. 예를 들어, 특별한 통신 채널에서 두개 통신 유닛사이의 통신은 주파수 합성기를 사용하여 이
루어져서 짧은 시간의 주기동안 소정의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에서 캐리어파를 발생한다. 캐리어파를 발생
하는 광역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세트 내로부터 특별한 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해 주파수 합성기는 입력 스
프레딩 코드를 사용한다. 스프레딩 코드(spreading code)는 스프레딩 코드 발생기에 의한 주파수 합성기
로의 입력이다. 스프레딩 코드는 스프레딩 코드 발생기에 의해 주파수 합성기에 입력된다. 상기 스프레딩 
코드 발생기는 다른 변환을 통해 주기적으로 클럭되거나 스텝되어 다른 또는 시프트된 스프레딩 코드가 
주파수 합성기로 출력된다. 그러므로, 스프레딩 코드 발생기가 주기적으로 클러킹될때, 캐리어파는 주파
수가, 주파수 대역의 다른 부분으로 호프되거나 재할당된다. 호필(hopping)에 부가하여, 캐리어파는 송신
될 일련의 데이타 비트를 나타내는 데이타 심볼의 의해 변조된다. SFM-CDMA 시스템에 사용된 공통 유형의 
캐리어파 변조는 M-ary 주파수 시프트 키(M-ary frequency shift keying; MFSK)이고 여기서 K=log2M 데이

타 심볼은 M 주파수중 어느것이 송신될지를 결정한다.

같은 시간주기 동안에 주파수 대역의 부분을 다른 채널로 할당하기 위해 다수의 스프레딩 코드를 사용함
으로써 다중 통신 채널이 할당된다. 그 결과, 송신된 신호는 통신채널의 동일한 광대역 주파수 대역에 있
지만 넓은 주파수 대역의 단일 부분안에 단일 스프레딩 코드들에 의해 할당된다.

이러한 단일 스프레딩 코드들은 바람직하게 서로 직각이어서 스프레딩 코드사이의 교차 상관관계(cross 
correlation)는 대략 역(0)이다. 통신채널로부터 복원되려고 하는 특별히 전송된 신호와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와 통신채널의 신호들의 합을 나타내는 신호를 디스프레딩함으로써 상기 특별히 전송된 신호는 통신 
채널에서 복원될 수 있다. 더우기, 스프레딩 코드가 서로 직각일때, 수신된 신호는 특별한 스프레딩 코드
로 서로 관련될 수 있어 특별한 스프레딩 코드에 관련된  필요한 신호만 증대되고 다른 신호는 증대되지 
않는다.

CDMA 기술이 차세대 셀룰러 시스템으로 되어감에 따라, 셀룰러 시스템의 성질에 따른 실질적인 시스템의 
복잡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연스런 통화(hand-off)가 되도록 하는 셀룰러 시스템에서, 송신된 프레
임 동기화가 적당히 작동하기에는 나쁘다. 자연스런 통화동안에, 다이버시티(Diversity) 수신능력을 구비
한 차량은 두 개 베이스(기지)로부터 음성 또는 제어 송신을 수신한다. 두개 기지-국(base station)에 의
한 송신의 강도 또는 품질에 따라, 차량은 가장 좋은 신호 품질을 갖는 기지-국의 송신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셀룰러 시스템의 구성은 두개 기지국의 동시에 같은 음성 또는 제어 데이타를 송신하여 차량이 양
쪽기지국으로부터의 양쪽 신호상에 다이버시티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함을 필요로 한다.

데이타 패킷 동기화 과정은 또한 시스템에서 전체 패킷의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기 프레임 경계(air 
framing boundaries)에 대해 가능한한 최소로 패킷을 지연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가지-국은 전화국 데이
타 분해지점(아마도 교환기)과 여러 갈래로 떨어져 있기에, 동기화 과정은 더 어렵게 된다. 전송의 동기
화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전화국 데이타 분배지점을 기지국으로 연결하는 링크 또는 트렁크사이의 거리
차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방법은 전화국 데이타 분배지점으로부터 각 기지국까지의 지연
을 게산하여 송신될 데이타 패킷을 지연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여러가지의 아주 큰 단점을 갖는
다. 첫째, 지연을 계산하는 것은 엄청난 계산 또는 측정으로서 이것은 통화 동안에 귀중한 프로세서 시간
을 소비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셀과 전화국 데이타 분배지점사이의 지연 차이가 수백 마이크로초라는 
것이다. 패킷 지연계산(모의 아웃바운드 패킷은 압인하고, 기지국 도착시간 메세지를 모니터링)을 처리하
기 위한 실시간(real-time)프로세싱 환경을 고려하면, 계산응답의 불확실성은 측정결과와 거의 같은 크기
이다. 이것은 계산응답에서의 불확실로 야기된 불일치의 경우에 하나의 완전한 패킷지연(20msec)을 추가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래서, 더 세밀한 정밀도의 패킷 얼라인먼트 해결책을 제공하고 역시 엄청한 계산이 아닌 데이타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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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먼트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요약]

적어도 다수의 송신기를 구비한 통신 시스템은 제1송신기상의 제1데이타 패킷을 송신하고 제2송신기상의 
제2데이타 패킷을 송신하고 동기화된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 얼라인(align)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1도는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다. 통신 시스템은 EMX 교환기(120)에 연결된 
기지국(130-140)을 갖는 셀룰러 무선전화 시스템이다. EMX(120)는 지역공중교환 전화망(PSTN)과 셀룰로 
무선전화 시스템의 기지국(130-134)사이에 인터페이스(interface)로서 작용한다. EMX(120)는 모토로라 회
사에서 사용하는 유형의 것으로 일리노이 슈럼버그 소재의 모토로라 서비스 출판회사가 발행한 모토로라 
인스트럭션 매뉴얼 번호 68P81054E59에 기술되어 있다. 가입자 또는 차량(125)이 무선전화 시스템을 통해 
이동함에 따라, 자동차와 제1도에 도시된 기지국(130) 사이의 통신이 필요해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자동차(125)는  한번에  두개의  분리된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을  수신할  수  있는  다이버시티  기능을 
갖는다. 양쪽의 송신을 수신한 후 자동차(125)는 두개 송신중 어느것이 가장 좋은 품질의 신호를 제공하
는지를 결정한다. 실시간(real-time)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신호를 제공하는 송신을 선택하는 기능은 자
동차에 자연스럼 통화(soft handoff)를 실행할 능력을 제공한다. 양쪽의 기지국이 정확히 동시에 필요한 
데이타 패킷을 송신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자연스런 통과 과정이 실행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얼라인될 데이타 패킷이 음성 데이타를 포함하지만 얼라인먼트 기술은 다른 유형의 데이타 예를 들어 제
어 데이터에 대해 동등하게 아주 잘 적용된다.

게다가, 자동차는 목적 기지국(target base-station)(131-134)에서 수신기의 주사를 제거하도록 하는 자
동차-보조의  통화(MAHO)로  불리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가  서빙  기지국(serving base-
station)(130)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자동차와 기지국(130)사이의 통신 품질은 나빠지게 된다. 통신이 
수신가능한 레벨이하로 떨어질 때, 모든 목적 기지국(131-134)에 대한 리스트가 자동차(125)에 보내지고 
목적기지국(131-134)중 어느것이 통화 후보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서빙 기지국(130)이 알려준다. 자동차
는 각각의 목적 기지국(131-134)이 보내준 신호품질 정보신호 또는 신호채널을 측정하여 각각의 측정된 
신호채널에 대한 신호 품질값(signal quality value)을 만든다. 각각의 목적 기지국(131-134)이 보내준 
신호채널은 별개의 주파수상에 존재한다. 이 시점에서, 자동차는 다른 처리를 위해 측정된 신호 품질값을 
기지국(130)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거나 그 값에 근거하여 그 자체의 통화 결정을 할 수 있다. 자동차
(125)가 측정한 신호 품질 값은 목적 기지국(131-134) 각각의 신호채널에 대한 수신된 신호 강도 표시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s; RSSI's)이다. 각각의 신호채널에 대해 측정된 RSSI는 특별한 주
파수에서 그 특별한 신호채널에 대한 신호강도를 나타낸다. 자동차(125)의 다이버시티 능력에서와 같이 
RSSI는 셀룰러 무선전화 시스템에서 자연스런 통화를 촉진시키는데 사용된다.

제2도는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구현하는 기지국(130-134)의 블럭도를 도시한다. 예를 위해, 기지국(130)
이 제2도에 도시된다. 인터페이스(205)는 기지국(130-134)과 EMX(120)를 연결시킨다. 인터페이스(205)는 
프로세서(210)에 연결되고 상기 프로세서는 바람직한 실시예로 모토로라 56001 디지탈 시그널 프로세서
(DSP)이다. 프로세서(210)는 또한 RAM과 ROM을 포함하는 메모리 블럭(220)에 연결된다. 프로세서(210)는 
기지국(130-134)에 의해 송신되는 채널과 프로세서(210)사이를 인터페이스 하는 송수신기(215)에 연결된
다. EMX(120)로부터 기지국(130-134)으로 들어가는 압축된 음성패킷은 인터페이스(205)로 입력되어 프로
세서(210)로 보내진다. 프로세서(210)는 무엇보다도 무선 프레임(air framing)에 필요한 전진 오류 정정
(forward error correction; FEC), 삽입(interleaving), 순환 여유 검사(cyclic redundancy CHECK)를 실
행함으로써 압축된 음성데이타 패킷을 처리한다. 그 다음에 처리된 무선-프레임은 적당한 시간에서 자동
차(125)까지 공중으로 송신되기 위해 송신기/수신기(215)로 전송되도록 메모리(220)에서 대기한다.

제3도는 일반적으로 본 발명을 양호하게 적용하는 두개 기지국사이의 무선-프레임 지연(air-frame dela
y)을 예를 들어 도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EMX(120)는 보코더(vocoder; 315), PSTN에 연결된 스위
칭 하드웨어(320),  및  프로세서(312)를  포함한다.  미래의 셀룰러 무선전화 시스템 실시예에서, 보코더
(315)는 물리적으로 EMX(120)와 분리될 수 있다. 계속하여, 보코더(315)는 스위칭 하드웨어(320)를 통해 
PSTN으로부터의  음성데이타를  압축된  음성데이타  패킷으로  압축하는데  사용되며  이  패킷을  링크(110, 
112)상에 송신할 수 있다. 보코더(315)에 의해 송신될 때, 패킷은 무선-프레임 기준(300)와 관련한 임의
의 시간에서 압축된 음성 형태로 셀(cell)에 도달한다. 압축된 음성데이타의 패킷을 처리한 후(전송용 무
선-프레임 발생), 무선-프레임을 송신하기 전에 다음 준비 무선-프레임 시간-주기까지 기지국(130, 131)
은 기다릴 것이다. 무선-프레임 기준(300)은 프레임 전송을 위해 기지국(130,131)이 사용하는 타이밍 기
준신호이다. 예를 들어, 무선-프레임 송신을 시작하기 위해, 무선-프레임 기준(300)의 포인트 A에서 스트
로브(strobe)가 발생하고 무선-프레임 #1에 대한 송신이 시작되고(스트로브 A가 발생하기 전에 무선-프레
임  #1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가정)  포인트  B에서  스트로브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때에, 프레임 #2에 대한 송신이 시작되고 포인트 C에서 스트로브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과
정은 음성 데이타의 무선-프레임 송신을 통해 계속된다.

제3도에서 △L로 표시된 바와 같이 링크 112와 링크 110사이의 길이차에 의해 지연이 발생하고 이 지연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보코더(315)는 압축된 음성 데이타의 패킷을 동시에 기지국(130,131)으로 송신하
기 때문에 기지국(131)으로 송신된 패킷은 △L에 연관된 시간만큼 지연될 것이다. 이러한 시간지연은 기
지국(131)에 의해 송신될 무선-프레임(305)에서 (△t)로 도시된다. 만약 무선-프레임(305)의 △t가 영이
고 무선-프레임(305)가 무선-프레임(310)과 동기한다면 송신은 무선-프레임 기준(300)의 스트로브 A에서 
시작할 수 있고 스트로브가 포인트 B에서 발생할때까지 무선-프레임 기준점(300)의 프레임 #1을 통해 계
속할 수 있다. 그러나, 기지국(131)이 송신하는 무선-프레임(305)이 △t만큼 지연되고 그래서 무선-프레
임으로의 처리는 시간 A까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라이어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송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무선 프레임은 무선 프레임 기준(300)의 #2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송신될 무선 
프레임(305,310)과 무선 프레임 기준(300)의 각 무선 프레임(#0,#1…)은 20밀리초이다. 그래서, 기지국
(130)이 무선 프레임 기준(300)의 기준 무선 프레임 #1에서 무선 프레임(310)의 무선 프레임 #1을 송신하
는 동안, 기지국(131)이 무선 프레임 기준(300)의 기준 무선 프레임 #2에서 무선 프레임(305)의 무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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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1를 송신하는 경우, 자동차(125)의 다이버시티 수신은 실행될 수 없을 것이므로 통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t를 보상하기 위해, 기지국(130)에 의해 송신될 무선-프레임(310)은 하나의 완전한 무선 프레임을 지연
시킴으로서 얼라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한 실시예로는 여러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무선 
프레임(310)의 하나의 완전한 무선 프레임(21밀리초)에 의해 지연된다면, 셀이 결과적으로 통화후에 사용
되는 경우에 호출의 전체 시간 동안 지연이 호출과 더불어 유지된다. 둘째로, 보코더(315)는 기지국(130, 
131) 각각에 압축된 음성프레임을 동시에 출력하며 그래서 20msec 보다 더 작게 증가한 무선 프레임(305 
또는 310)중 하나의 독립적인 얼라인먼트는 실용적이지 않다.

제4도는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프레임 얼라인먼트를 도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양쪽의 
무선 프레임(305, 310)이 같은 양으로 얼라인되어 무선 프레임 기준(300)의 적절한 무선 프레임 시간주기
동안에 송신이 허용된다. 제4도에서, 적어도 △t만큼 시간이 앞서간 무선 프레임(400,405)이 도시되고 여
기서 t는 수백 마이크로초의 단위이다. 송신될 각각의 무선 프레임(400, 405)에서의 프레임 #1의 끝은 포
인트(point)A에서 스트로브가 생성되기 전에 발생하므로 포인트 A에서 발생하는 스트로브는 송신용 트리
거링 스트로브(trigging strobe)로 사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송신될 각각의 무선 프레임(400, 405)으
로부터의 프레임 #1이 무선 프레임 기준(300)의 스트로브 A로부터 스트로브 B까지의 시간주기 동안에 송
신될 것이다. 송신될 양쪽 무선 프레임(400, 405)을 앞서가게 함으로써 통신 시스템이 격는 프레임 지연 
△t 혼란은 수백 마이크로초(μsecond)의 지연을 적절한 셀에 부가함으로써 해결되며 다른 기술에 있어서 
20밀리초(msecond)를 부가하는 것과는 대조가 된다.

지연 △t를 보상하기 위해, 공중으로 송신되기 위해 기다리는 프레임 버퍼(frame buffer : 323, 325)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거나, 시간이 새겨진 포인터(time stamped pointers)가 사용될 수 있다. 단일-셀 구
조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 기지국(130 또는 131)이 무선 프레임 처리를 끝낼 때 제1포인터가 새겨지고 무
선 프레임 기준(300)에서 예를 들어 무선 타이밍 스트로브 A, B, C에 의해 제2포인터가 새겨진다. 바람직
한 실시예에서, 보코더(315)로부터 송신되는 압축된 음성데이타 패킷(즉, 처리된 무선 프레임)을 앞서가
게 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절차는 대역내(in-band) 또는 대역의 (out of band) 보코더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된다. 보코더를 사용하여 앞서가게 하고 또한 지연시키는 한가지 방법은 1990년 1월에 ETSI/PT12버젼 
NO. 3.2.0로 발행된 GSM 추천 8.60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 기술에서, 펄스부호 변조(PCM) 샘플은 보코더
가 적절한 보코더 명령에 의존하기 전에 앞서가거나 지연된다.

한개 셀 경우에(시간-새겨진 포인터 감시기술이 채택된다고 가정), 압축된 음성데이타의 패킷이 무선-프
레임 기준(300)슬로트 스트로브 A,B,C 등과 관련된 임의의 시간에서 도달한다. 프로세서(210)가 압축된 
음성 데이타의 무선 프레임 처리를 끝낼 때 첫번째 시간 포인터가 새겨질 수 있고 슬로트 스트로브 A,B,C
등이 발생할 때, 두번째 시간 포인터가 시간새겨질 수 있다. 포인터 사이의 차이가 송신 트리거 값 예를 
들어 슬로트 주기의 반(10msec)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면 보코더(315)는 10msec에서 포인터 차이를 뺀 양
만큼 압축된 음성 데이타 패킷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포인터 차이가 10msec보다 작으면 
보코더(315)는 포인터 차이만큼 주어진 양으로 압축된 음성 데이타의 패킷을 지연 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
다. 자연스런 통화 상황항에서(시간-새겨진 포인터 기술을 이용한), 셀들중 하나는 이미 무선 프레임 기
준(300)에 얼라인된다. 새로운 셀 포인터 차이가 10msec보다 작다면, 통신 시스템에 의해 어떤 동작도 취
해지지 않는데 이는 무선 프레임 기준(300)슬로트 스트로브 A,B,C등 앞에 올바른 프레임이 공중으로 송신
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포인터 차이가 10msec보다 크다면 새로운 프레임은 지연되고 보코더(315)
는 제3도와 제4도의 △t와 거의 같은 양만큼(양쪽 프레임을) 앞서가게 하도록 명령을 받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다수의 송신기를 구비한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타 패킷을 부호화 하는 보코더; 제1데이타 패
킷을 송신하는 제1수단과 제2데이타 패킷을 송신하는 제2수단; 및 상기 보코더에 결합되며,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을 송신하는 제1 및 제2송신 수단에 의한 동기화된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상기 보코더로 
하여금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을  얼라인하게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은 음성과 제어 데이타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은 동일한 음성 또는 제어 데이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을 상기 보코더로 하여금 얼라인하게 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을 상기 보코더로 하여금 시간상 얼라인하게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을 상기 보코더로 하여금 시간상 얼라인하게 하는 수단은 다
수의 시간 프레임중 적어도 하나의 시간 프레임으로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을 
시간상 앞서가게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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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다수의 송신기를 가지며, 상기 송신기는 소정의 시간 주기를 갖는 프레임으로 데이타 패킷을 전송하는 통
신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타 패킷을 부호화 하는 수단; 제1데이타 패킷을 송신하는 제1송신 수단과 제2데
이타 패킷을 송신하는 제2송신 수단; 상기 제1 및 제2송신 수단에 결합되며, 상기 제1 또는 제2데이타 패
킷중 하나가 프레임의 소정의 시간 주기 이하로 지연되는 것을 검출하는 검출 수단; 및 상기 보코더로 결
합하고 상기 검출 수단에 응답하며, 상기 프레임의 동기화된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 송신
된 데이타 패킷을 상기 보코더로 하여금 시간상 얼라인하게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송신된 데이타 패킷을 상기 보코더로 하여금 시간상 얼라인 하게 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송신된 데이타 패킷 두둘 다를 시간상 앞서하게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송신된 데이타 패킷 둘다를 시간상 앞서가게 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중 하나가 상기 프레임의 소정의 시간 주기 이하로 지연되는 것을 상기 검출 수단이 검
출할 때 상기 제1 및 제2송신된 데이타 패킷 둘다를 시간상 앞서가게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적어도 다수의 송신기를 가지며, 다수의 송신기 각각은 소정의 시간 주기를 갖는 프레임으로 전송하기 위
해 데이타 패킷을 부호화하는 보코더에 결합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연속하는 제1 및 
제2프레임의 소정의 시간 주기 동안 제1데이타 패킷을 송신하는 제1송신 수단과 적어도 하나의 상기 연속
적인 제1 및 제2 프레임의 소정의 시간 주기 동안 제2데이타 패킷을 송신하는 제2송신 수단; 상기 제1 및 
제2송신 수단에 결합되며, 상기 제1 또는 제2송신된 데이타 패킷중 어느 하나가 시간상 겹친다면 상기 제
1 및 제2프레임을 검출하는 검출 수단; 및 상기 검출 수단에 결합되며, 상기 제1프레임의 소정의 시간 주
기 동안 동기화된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송신된 데이타 패킷 둘다를 시간상 앞서가게 하
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송신된 데이타 패킷 둘다를 시간상 앞서가게 하는 상기 수단은 보코더 
이전에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적어도 다수의 송신기를 가지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전송 동기화 방법에 있어서, 보코더에서 데이타 패킷
을 부호화 하는 단계 ; 제1데이타 패킷을 송신하고 제2데이타 패킷을 송신하는 단계; 동기화된 전송을 촉
진하기 위해 상기 보코더를 거쳐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을 얼라인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전송 동기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은 음성 또는 제어 데이타중 하나이며, 상기 제1 및 제2데
이타 패킷은 동일한 음성 또는 제어 데이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얼라인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
2데이타 패킷을 시간상 얼라인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전송 동기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을 시간상 얼라인하는 단계는 다수의 시간 프레임중 하나의 
시간 프레임으로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데이타 패킷을 시간상 앞서하게 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전송 동기화 방법.

청구항 14 

적어도 복수의 송신기를 가지며, 상기 송신기는 소정이 시간 주기를 갖는 프레임으로 데이타 패킷을 전송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데이타 패킷 전송 동기화 방법에 있어서, 보코더에서 데이타 패킷을 부호화 하는 
단계; 제1송신기상의 제1데이타 패킷을 송신하고 제2송신기상의 제2데이타 패킷을 송신하는 단계; 상기 
송신된 데이타 패킷들중 하나가 프레임의 소정의 시간 주기이하로 지연되는 것을 검출하는 검출단계; 및 
상기 검출 단계에 응답해서 상기 프레임으로 동기화된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상기 보코더를 거쳐, 상기 
송신된 데이타 패킷 둘다를 시간상 얼라인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패킷 전송 동
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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