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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xRTT 및 1xEVDV 양자 모두를 제공하는 CDMA 통신 시스템의 이동국(12) 또는 송수신 기지국(18)과 같은 통신 스테이

션의 RLP 논리 레이어(38) 오퍼레이션들을 제어하는 장치, 및 그와 관련된 방법. RLP 오퍼레이션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RLP 논리 레이어(38)에 현존하는 데이터 서비스 선택 사항들에 대한 변경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등록특허 10-0629775

- 1 -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고속 데이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CDMA 2000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작동가능한, 이동국

(mobile station) 또는 무선 기지국과 같은 통신 스테이션에서의 무선 링크 프로토콜(radio link protocol: RLP) 오퍼레이

션들(operations)를 변경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첫 번째 데이터 방식(scheme)에 따라 형성된 lxEV-DV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에 대해 작동하는 것

과, 두 번째 데이터 방식에 따라 형성된 lxRTT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에 대해 작동하는 것이, 선택 가능하도록, 통신

스테이션에서의 RLP 레이어(layer) 오퍼레이션을 제어하는 장치 및 관련 방법에 관한 것이다.

RLP 절차들은, 예를 들어 무선 통신 시스템의 논리 레이어에서의 1xEV-DV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된다. 스케

쥴링 효율(Scheduling efficiency)이 개선되고 데이터 트랜스퍼 처리율 성능(data transfer throughput performance)이

개선된다.

배경기술

통신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위치들 사이에서 데이터 통신을 제공한다. 데이터 통신은 여러 가지 많은 유형들의 통신 서비

스들을 실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와 같은 통신 서비스들의 실시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현대 사회의 특유한 부분에 해

당한다.

통신 시스템은, 최소한, 첫 번째 통신 스테이션, 및 통신 채널에 의해 연결된 두 번째 통신 스테이션을 포함한다.

상기 통신 스테이션들 중 적어도 하나는 송신 스테이션을 형성하고, 또 상기 통신 스테이션들 중 또 다른 하나는 수신 스테

이션을 형성한다. 데이터는 검출될 상기 통신 채널 상에서 상기 송신 스테이션에 의해 전달되고 상기 수신 스테이션에 의

해 수신된다. 데이터는 먼저 송신 스테이션에서 상기 통신 채널 상에서 통신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된다. 그리고 상기 수신

스테이션은 그곳으로 전달된 상기 데이터의 정보 내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무선 통신 시스템은 통신 시스템의 한 유형으로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통신 채널들은 상기 통신 스테이션들 사이에서 연장

된 무선 링크들에 따라 정의된다. 무선 링크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부분에 따라 정의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선 통신 시스

템은 일반적으로 고정 커넥션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그들 사이에서 데이터 통신을 가능케하는 통신 채널들을 형성하

는 통신 스테이션들 사이의 유선 커넥션이 이에 해당한다.

무선 통신 시스템들은 그것들의 유선 카운터파트들(counteparts)과 비교하여 볼 때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한다. 무선 통신

시스템의 물리 기반 구조(infrastructure)는 일반적으로 대응되는 유선 통신 시스템의 그것을 설치하는 것 보다 비용이 상

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따라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설치 및 배치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대응되는 유선 통신 시스템들의

그것보다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무선 통신 시스템은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서의 구현들에 따르고, 그것에 있어서 통신 이

동성은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의 형태로 제공된다.

셀룰러 통신 시스템은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의 유형이다. 셀룰러 통신 시스템들은 발전되어 와서 세계의 많은 밀집된 부

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상기 통신 시스템의 네트워크부와,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의해 둘러싸인 지리적 영역 내에 위치할

수 있는 이동국들 사이에서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무선 통신들이 실시된다.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상기 네트워크부는 송수신 기지국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송수신 기지국은 상기 시스템에 의해

둘러싸인 지리적 영역의 도처에서 공간적으로 떨어진 지역들에 설치된다. 각각의 송수신 기지국은 셀을 규정하는데, 이는

상기 통신 시스템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지리적 하부영역에 해당한다. 상기 송수신 기지국들은 상기 네트워크의 부가적

인 요소를 통하여 외부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데, PSTN(공공 스위치 전화 네트워크(Public Switch Telephonic

Network)) 또는 인터넷과 같은 것이 그러한 네트워크의 예에 해당한다.

이동국이 특정 무선 기지국에 의해 규정된 셀 내에 존재할 경우에, 상기 이동국에 의한 통신 및 상기 이동국으로의 통신은

일반적으로 상기 셀을 규정하는 상기 무선 기지국과 함께 실시된다. 그러나, 상기 이동국의 본질적인 이동성 때문에, 상기

이동국은 첫 번째 무선 기지국에 의해 규정된 상기 셀의 밖으로 이동하게되고 또 다른 무선 기지국에 의해 규정된 셀로 진

입하게 된다. 상기 이동국과의 통신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들에 있어 핸드오버들(Handovers)이 실시된다.

다른 다양한 통신 시스템들 뿐만 아니라 셀룰러 통신 시스템들은 적절한 동작 규격(operating specification)내에서 설명

된 동작 변수들(operating parameters)에 따르도록 구성되었다. 동작 규격들은 EIA/TIA와 같은 표준 설정체들(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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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bodies)에 의해 공표된다. 셀룰러 통신 시스템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동작 규격들이 공표되어 왔다. 동작 규격들

은, 통신 기술에 있어서의 발달이 이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들의 연속되는 세대들 뿐만 아니라, 여러

통신 기술 유형들과 관련하여 공표되어 왔다.

이에 상응하여,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들의 연속적인 세대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실시되는 전화통신 및 통신들이 가능하도

록 광범위한 지역들 곳곳에 설치되어 왔다.

첫 번째로 구현된 셀룰러 통신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세대 시스템들로 언급된다. 첫 번째 세대 시스템들은 일반

적으로 아날로그 통신 기술들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세대 셀룰러 통신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신 기술들을 사용

한다. 세 번째 세대 셀룰러 통신 시스템들은 표준화 절차 및 초기 배치들(standardization procedures and initial

deployments)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또한, 계승하는 세대 시스템들이 개발중에 있다. 또한 세 번째 세대, 및 계승하는 세

대 시스템들은 디지털 통신 기술들을 사용하여 고속의 데이터 전송율로 데이터 통신을 제공한다.

예시적인 세 번째 세대 통신 시스템 동작 변수들은 CDMA 2000 동작 규격으로서 언급되는 동작 규격에서 설명된다. 상기

CDMA 2000 동작 규격에서 설명된 동작 변수들은 패킷 베이스(packet base) 데이터 통신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상기 데

이터 통신 서비스들은 고속으로 실시 가능하다.

CDMA 2000에 따르는(CDMA 2000-compliant) 통신 시스템에 제공되는 첫 번째 데이터 통신 방식은 lxRTT라고 한다.

상기 lxRTT 통신 방식에 따라 정의된 동작 변수들에 따라 포맷된 데이터는 프레임 크기, 프레임 기간(duration), 데이터

전송율, 통신들의 공유/전용(shared/dedicated) 채널들, 및 그것에 있어서 기타 동작 규격들을 정의한다.

CDMA 2000에 따르는 통신 시스템에 제공되는 또 다른 데이터 통신 방식은 lxEV-DV라고 한다. 상기 lxEV-DV 통신 방

식에 따라 정의된 동작 변수들에 따라 포맷된 데이터 역시 프레임 크기들, 프레임 기간들, 데이터 전송율들, 및 그것에 있

어서 고유한 기타 동작 규격들을 정의한다. 그리고 특히, 상기 lxEV-DV 방식의 동작 변수들 중 일부는 1xRTT 방식의 대

응하는 변수들과 다르다. lxEV-DV를 지원하기 위해서, lxRTT 데이터 통신들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데이터 서비

스 선택사항들(options)에 관한 변경이 필요하다.

상기 무선 링크 프로토콜(RLP)은 CDMA 2000 데이터 서비스들 및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가능화(enabling) 프로토콜이

다. 그러나 RLP는 기본 기술이 CDMA 2000 IxEV-DV 데이터 통신들을 향하여 진화될 때 다양한 본질적 한계들을 보인

다. 상기 RLP의 한계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물리 레이어가 발전되어 가는 것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보면, 상기 물리

레이어 프레임 길이는 lxEV-DV에서 변화된다. 이른바 "팻 파이프(fat pipe)"라는 공유(shared) 패킷 데이터 채널이

lxEV-DV에서 사용된다. 고속 데이터와 다른 제어 정보들을 상기 공유 채널로 멀티플렉싱(Multiplexing)하는 것이 lxEV-

DV에서 가능하다. 상기 lxEV-DV 통신 방식은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forward packet data channel)(F-PDCH)을 규

정한다. lxEV-DV에 따라 통신되는 데이터의 데이터 프레임 길이는 선택 가능하도록 1.25 ms 슬롯의 1,2, or 4 배수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F-PDCH에 관한 함유(inclusion), 예를 들어 정의(definition)에 앞서 물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레임

크기는 N x 20 ms의 유닛(unit)으로서, N=1, 2, or 4이다.

상기 가능한 프레임 크기들에 관한 비교는 물리 레이어 시간 간격에 관한 보다 미세한 세분성(finer granularity)이 lxEV-

DV 통신 방식에서 구체화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상위 레이어(upper layer) 스케쥴링 기능에 영향을 주고, 또한, 고속

데이터 서비스들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의, 예컨대 이동국 및 기지국과 같은 통신 스테이션들에서의 RLP 비

헤이비어(behavior)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현재 CDMA 2000 lxRTT RLP 프레임 포맷은 단지 펀디케이티드(fundicated)(기본적인) 또는 보충(suplemental) 채널들

상에서만 송신되는 것을 전제로 정의된다. 이러한 채널들은 20 ms 프레임 베이시스(basis) 채널들이다. RLP는 커넥션-지

향적이고, NAK (부정 응답(Negative Acknowledgement))-기반의 데이터 전달 프로토콜이다. 존재하는 RLP 3 정의에

서, 데이터 트랜스퍼 절차는 20 ms 프레임 채널 구조에 적응하기 위하여 송신 및 수신 절차에 있어서 20 ms 시간 주기를

기반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매 20 밀리초들(milliseconds)마다, 동기되는 방식으로 상기 송신 또는 수신 RLP는 RLP 데

이터 프레임 송신 또는 수신, 또는 프로세싱, 프레임들의 제어를 수행한다.

게다가, 모든 RLP 타이밍과 타이머 관련 기능들 역시 20 ms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NAK 프로세싱 및 그것과 관련

된 타이머, 유휴(idle) 프레임 전송 및 그것과 관련된 시간 등등은 모두 20 ms 시간 간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존하는

CDMA 2000 lxRTT RLP 규격과 20 ms 타이밍 기준(reference) 사이의 고유 결합(inherent association)은 CDMA

2000 lxEV-DV 통신들의 적절한 수행에 문제를 발생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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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다 미세한 세분성을 이유로 RLP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예를 들어, lxEV-DV의 1.25ms

물리 레이어 길이가 이에 해당한다.

만일 별개의 타이밍 기준들을 가지는 별개의 통신 방식들 사이에서 서로 호환성(compatibility)이 제공되는 방식이 RLP

레이어에 제공된다면, lxEV-DV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개선된 통신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통신들과 관련된 이러한 배경 정보의 견지에서 볼 때, 본 발명의 개선 사항들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관련 출원에 대한 상호 참조(CROSS 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S)

본 출원서는 2002년 4월 15일에 출원된 가출원서(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출원번호 60/372,528에 관한 우선권

을 주장한다.

상기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에 따라서, 본 발명은 유익하게도,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CDMA 2000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작동 가능한 이동국 또는 무선 기지국과 같은 통신 스테이션에서의 RLP 오퍼레이션들을 변경하는 장치 및 관

련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 구현예의 오퍼레이션을 통하여, 통신 스테이션에서 RLP-레이어 오퍼레이션들을 제어하는 방식이 제공된다.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첫 번째 데이터 방식에 따라 형성된 lxEV-DV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에 대해 작동하는 것과, 두 번째

데이터 방식에 따라 형성된 1xRTT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에 대해 작동하는 것을 선택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다.

스케쥴링 효율은 개선되고 데이터 트랜스퍼 처리율 성능 또한 개선된다. 통신 스테이션에서의 RLP 절차는 lxRTT 데이터

통신들 뿐만 아니라 lxEV-DV 데이터 통신들을 지원하도록 변경된다.

본 발명의 한 국면에 있어서, RLP 오퍼레이션들의 두 개의 모드들이 통신 스테이션의 RLP 레이어에서 제공된다. 상기 별

개의 모드들에 있어서, lxRTT와 lxEV-DV 사이의 프레임 크기 및 채널 구조의 차이점은 조절된다. 첫 번째 모드는 슬롯

모드를 형성하고, 두 번째 모드는 프레임 모드를 형성한다. 상기 모드들은 또한 동시에 선택 가능하도록 작동 가능하다. 20

ms 프레임의 단편적인(fractional) 부분을 형성하는 슬롯의 1.25 밀리초 길이는 이점을 가진다. 오퍼레이션의 슬롯 모드에

서 작동할 때, RLP 레이어 데이터 오퍼레이션들은, 예를 들어 매 1.25ms 간격마다 한번씩, 시간 슬롯 기반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상기 프레임 모드에서, 그리고 슬롯 모드에서 역시, 부가적인 RLP 레이어 오퍼레이션들이 수행된다.

20 ms 간격에서 수행되는 오퍼레이션들은, RLP 레이어가 라운드 트립 지연 계산들 및 유휴 타이머(Idle timer) 제어들과

같이, 미세한 세분성(fine granularity)을 요구하지 않는 오퍼레이션들에 따라 슬롯 모드에서 작동할 때, 수행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있어서, lxEV-DV 통신 방식에 따라 정의된 F-PDCH 상에서 RLP 포맷된 프레임들이 통신하는

방식이 제공된다. RLP 포맷 A 프레임들 및 RLP 포맷 B 프레임들은 상기 프레임들 및 MuxPDU 유형 5를 캡슐화하여 F-

PDCH 상에서 통신된다. RLP 포맷 C 프레임들 및 RLP 포맷 D 프레임들 역시 F-PDCH 상에서 통신된다. 포맷 C 프레임은

F-PDCH에서의 통신에 있어 lxEV-DV 내에서 정의된 부호기 패킷 유닛 크기 범위 내에서 통신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고

정된 크기로 간주되고 생각된다. 그리고, 포맷 D 프레임은 역시 F-PDCH 부호기 패킷의 부호기 패킷 크기의 관점에서 포

맷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있어서, 멀티플렉스 레이어에 의해 공급된, F-PDCH 데이터 블럭을 갖는 RLP 프레임들이 인터

페이스하는 방식이 제공된다. 상기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이 사용될 때, RLP 프레임들은 F-PDCH 데이터 블럭에서만

캐리(carry)된다. 다시 말하면, 상기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이 지원되고 사용될 때에는, 펀디케이티드된 lxRTT 또는 추

가 채널들이 서비스 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을 지라도, 통신 서비스의 실시에 따라 통신되는

모든 RLP 트래픽은 상기 순방향 데이터 채널에 의해 캐리된다.

이로써, 현존하는 RLP 3 절차들이 강화되고 프레임 포맷들은 상기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 상에서의 통신을 지원하도록

제공된다. RLP 오퍼레이션들의 혼합된(mixed) 모드들이 제공되고, lxEV-DV 통신들에 따라 정의된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 상에서 통신들이 가능하도록 RLP 프레임 포맷들이 대기되고(alerted),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 데이터 블럭을 가지

는 RLP 인스턴스는 멀티플렉스 레이어로 인터페이스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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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국면들과 기타 국면들에 있어서의 장치 및 관련 방법은 무선 통신 시스템을 위해 제공된다.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들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적어도 첫 번째 통신 스테이션을 가진다. 상기 데이터는 상기 첫 번째 데이터 길이

및 두 번째 데이터 길이의 선택된 배수(multiple)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상기 첫 번째 데이터 길이는 상기 두 번째 데이터

길이의 단편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상기 데이터는 적어도 상기 첫 번재 통신 스테이션의 RLP 논리 레이어에서 작동되고,

상기 첫 번째 데이터 길이 및 상기 두 번째 데이터 길이에 관한 선택된 배수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RLP 제어기는 상기 데

이터를 형성하는 상기 첫 번째 데이터 길이 및 상기 두 번째 데이터 길이의 선택된 배수 중 적어도 하나의 표시를 수신한하

도록 적응된다. 상기 제어기는 상기 데이터를 형성하는 상기 첫 번째 데이터 길이 및 상기 두 번째 데이터 길이 중 적어도

하나와 일치하는 간격으로 상기 데이터에 관한 RLP 논리 레이어에서 시간-기반의 데이터 오퍼레이션들을 제어한다.

아래에서 간략하게 요약된 첨부 도면들, 현시점에서의 본 발명의 보다 바람직한 구현예들에 관한 설명들, 및 부가된 청구

항들을 통해서 본 발명 및 그에 관한 범위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구현예가 구체화된 예시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능 블럭도를 도시한다.

도 2는 1xEV-DV 데이터 통신들을 제공하는 CDMA 2000 통신 방식에서 정의된 논리 레이어 아키텍처(architecture)의

기능 블럭도를 도시하는데, 도 1에서 도시된 상기 예시적 무선 통신 시스템이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도 3은 첫 번째 부분적 기능 블럭, 도 1에서 도시된 상기 통신 시스템의 일부의 부분적 논리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구현예를 형성하는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오퍼레이션들의 타이밍을 나타내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도시

하는 바, 이는 본 발명 구현예에 의해 허용되는 오퍼레이션의 다양한 모드들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 5는 서비스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두 개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에 관한 표시들을 도시하는데, 여기에서는 RLP 포맷 데이

터가 본 발명 구현예에 따른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에 의해 통신된다.

실시예

도 1을 먼저 참조하여 보면, (10)에서 대체적으로 도시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은 이동국들과의 무선 통신들의 실시

(effectuation)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단독의 이동국이 상기 도에서 도시되어 있다. 예시적인 구현에 있어서, 상

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셀룰러 통신 시스템을 형성한다.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은 CDMA 2000 동작 규격에서 설명된 동

작 변수들에 따라, 일반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보다 특별히, 상기 CDMA 2000은, 1xEV-DV 통신 방식 뿐만 아니라 1xRTT 통신 방식에 따라 생성되는 높은 데

이터 전송률 통신 서비스들을 더 제공한다.

이어지는 설명들은, 1xRTT 및 1xEV-DV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고, CDMA 동작 규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작 가능한 셀

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본 발명을 구현하는 것에 관련하여 본 발명 구현예의 동작을 설명할 것이지만, 본 발명의 가르침은

또한 다양한 다른 유형들의 통신 시스템들에서 역시 구현 가능하다.

상기 이동국(12)는 상기 이동국 및 상기 통신 시스템의 네트워크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무선 공중(air) 인터페이스에 따라

정의된 무선 채널들을 통하여 통신한다. 화살표(14)는 상기 무선 무선 인터페이스에 따라 정의된 무선 채널들을 표시한다.

통신 시스템이 동작 가능하게 구성되도록 동작 규격에서 모두 정의된 것처럼, 다양한 채널들은 다양한 채널 특성들에 관련

하여 정의된다. 순방향-링크 채널들은 상기 이동국에 연결되는 상기 통신 시스템 네트워크부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에 따라 규정된다. 그리고, 역방향-링크(reverse-link) 채널들은 상기 이동국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상기 네

트워크 부분으로 전달하는 것에 따라 규정된다.

네트워크 부분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도에서 도시되고 있다. 송수신 기지국(base transceiver station)(18)은 네트워크

부의 일부를 형성한다. 송수신 기지국은 송수신기 회로(circuitry)를 포함하는데, 회로는 송신부 및 수신부로 형성되고 무

선 공중 인터페이스에 따라 정의된 무선 채널들 상에서 전달되는 무선 신호들을 변환할 수 있다. 송수신 기지국은 제어 장

등록특허 10-0629775

- 5 -



치에 연결되어 있는바, 여기서 제어장치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22)이다. 무선 네트워

크 제어기는 다른 장치들의 사이에서 송수신 기지국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작동한다.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는 차례로 무

선 게이트웨이(radio gateway;GWY)(24)에 연결되어 있다.

게이트웨이는 통신 네트워크와 함께 게이트웨이를 형성하는데, 이는 여기서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packet data network;

PDN)(28)에 의해 표시되고 있다.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인터넷 백본(backbone)을 형성한다. 통신 실체

(correspondent entity; CE)(34)는 상기 네트워크(28)와 연결된다. 통신 실체는 데이터가 제공되거나 종료되는(sourced

or terminated) 소정의 데이터 소스(source) 또는 데이터 싱크(sink)를 나타내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xRTT 및 1xEV-DV 데이터 포맷들은 상이하다. 1xRTT 포맷은 20 밀리초 프레임 길이에 기반하

는데 반해, 상기 1xEV-DV 포맷은 1.25ms 슬롯들에 기초하고 있다. 상기 송수신 기지국 및 상기 이동국 각각은 본 발명

구현예의 장치를 포함하는데, 이는 (38)에서 대체로 도시된다. 장치(38)는 1xRTT 통신 서비스들에 따라 포맷된 데이터

뿐만 아니라 1xEV-DV 통신 서비스들의 적절한 기능 수행이 용이하도록, 제어 메커니즘으로서 RLP 논리 레이어에서, 용

이하도록 한다.

장치(38)는 RLP 논리 레이어 제어기(42) 및 리포맷터(reformatter)(44)를 포함한다. RLP 제어기(42)는 상기 장치가 상기

RLP 논리 레이어에서 구현된 통신 스테이션의 제어 오퍼레이션들을 작동한다. 그리고, 상기 리포맷터(44)는 상기 1xEV-

DV 통신 서비스에 따라 정의된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 상에서 그것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리포맷하

도록 선택가능하게 작동한다.

도 2는 통신 스테이션의 논리 레이어 배열을 도시하는데, 이는 도 1에서 도시된 상기 통신 시스템의 상기 이동국(12) 또는

송수신 기지국(18)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상기 논리 레이어 구조는 OSI 레이어3-7부(52), OSI 레이어2부(54), 및 OSI

레이어 1부(56)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상기 부(52)는 상위-레벨 레이어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상위 레이어 시그널링(signaling)(58), 데이터 서비스들(62),

및 음성 서비스들(64)로 표시된다. 상기 데이터 서비스들(62)은 1xRTT 및 1xEV-DV 데이터 양자를 모두 나타낸다.

상기 레이어(54)는 LAC 서브레이어(sublayer)(66) 및 MAC 서브레이어(68)를 포함한다. 그리고,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MAC 서브레이어에서, RLP(69), SRBP, 및 멀티플렉싱 및 QOS 전달 기능들(70)이 수행된다. 그리고, 상기 부(54)에서, F-

PDCH 제어 기능이 제공되고, 이는 블럭(72)으로 표시된다.

상기 부(56)는 물리 레이어를 형성하는데, 여기서는 (74)로 표시된다.

도 3은 본 발명 구현예의 (도 1에서 도시된)장치(38)의 일부를 형성하는 제어기(42)를 도시한다. 상기 제어기는 상기 통신

스테이션의 오퍼레이션을 발생하게 하며, 상기 장치는, 여기서 블럭(82)으로 표시되는 RLP 슬롯 오퍼레이션 모드 또는, 적

어도, 여기서 블럭(84)으로 표시되는 프레임 오퍼레이션 모드 및 슬롯 오퍼레이션 모드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통신 스테이

션 상에서 선택가능하게 구현된다. 상기 제어기(42)에 의해 수행된 상기 제어 기능은 블럭(86)에서 표시된다. 그리고, 상기

제어 기능에 따라, 기능적 스위칭이 실시되는데, 이는 스위치들(88, 92, 94, 및 96)에 의해 표시된다. 상기 MAC 서브레이

어(68)의 멀티플렉싱 기능(70)이 다시 도시된다. 그리고, 1xRTT 및 1xEV-DV 데이터 양자를 모두 나타내는 상기 데이터

서비스들 기능(62) 또한 다시 도시된다.

상기 제어기의 제어 기능(86)의 오퍼레이션은 상기 통신 스테이션이 어느 오퍼레이션 모드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 결정적

이다. 상기 별개의 오퍼레이션 모드들은 CDMA 2000 1xRTT 및 CDMA 2000 1x EV-DV 데이터 사이에서 정의된 프레

임들 및 채널 구조들의 여러 크기들을 적응시킨다. 상기 블럭(8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두 모드들은, 만일 선택된다

면, 동시에 동작 가능하다. 시스템 타이밍 기준에 따라, 슬롯 및 프레임은, 데이터 슬롯이 프레임의 서브셋(subset)에 해당

하고, 프레임은 슬롯들의 다중 유닛에 해당한다는 방식에 의해 정의된다.

상기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 F-PDCH가 제공되고 할당되는(supported and assigned) 경우에, 장치 작동가능성

(operability)은 틀림없이 매 1.25 밀리초 간격마다 데이터 전달 절차들을 핸들링(handling)할 수 있을 것이다.

도 4는 (102)에서 대체로 도시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도시하는데, 이는 1xEV-DV에서 사용되는 1.25ms 시간 슬롯들 및

1xRTT 동작에서 사용되는 20ms 프레임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상기 시간 슬롯들은 (104)에서 표시되고, 상기 프레

임들은 (106)에서 표시된다. 프레임이 20ms 기간이므로, 16 시간 슬롯들(104)이 각각의 프레임에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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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정의된 오퍼레이션들은 각각의 시간 슬롯들 동안 수행되고, 프레임-정의된 오퍼레이션들은 각각의 프레임 동안 수

행된다. RLP 절차들은 상기 두 개의 오퍼레이션 모드들로 결합된다.

상기 통신 스테이션이 상기 슬롯 모드에서 작동할 때, 상기 RLP는 각각의 시간 슬롯 동안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한

다. 즉, 관련된 통신 스테이션의 수신부와 관련하여 동작될 때, 상기 RLP는 복호화, 검증(verification), 및 상기 수신 RLP

프레임들에 따른 프로세싱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한다. 만일 F-PDCH가 제공된다면 상기 RLP는 매 슬롯에 수신된 프레임

을 처리한다. 상기 관련된 통신 스테이션의 송신부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상기 RLP 프레임의 부호화, 생성, 및 송신이 매

슬롯에서 수행된다. 상기 멀티플렉싱 기능(70)에 의해 질의될(inquired) 때, 상기 RLP는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프레임을 제

어하고 그것들을 상기 멀티플렉싱 기능에 공급한다. 게다가, 동일한, 재송신된 프레임들은 상기 동일한 1.25ms 시간 슬롯

에서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전달의 신뢰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프레임에 대한 응답으로 NAK이 보내질

때에는 다중 NAK(부정 응답(negative acknowledgement)) 요구들이 보내진다. RLP 수신기가 프레임 에러에 기인하여

재전송된 복사본들을 상실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기 동일한 재전송된 데이터 프레임은 상기 동일한 1.25ms 시

간 슬롯 동안 공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블럭(84)에 의해 표시된, 상기 프레임/슬롯 모드에서 작동할 때, 상기 RLP는 상기 슬롯 모드 오퍼레이션과 관련하여

기술된 그것들 이외의 기능들을 수행한다. 각각의 20ms 프레임 동안, 만일 요구된다면 상기 RLP는 동등한 RLP들 사이에

라운드트립(roundtrip) 지연 계산들을 수행한다. 상기 라운드트립 지연이 재송신 타이머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므로 상기 라운드트립 지연 계산은 미세한 세분성(fine granularity)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상기 타이머는 적어도,

예를 들어 상기 라운드트립 지연 시간보다 100ms 더 크기 때문에, 슬롯 레벨에서의 상기 라운드트립 지연 시간의 정확성

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트래픽 방향들 양쪽 모두가 상기 1.25ms 슬롯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예로는 상기 단말기 안에 현재 역방향 링크를 들 수 있다. 상기 20ms 타이머 절차는 보다 더 간단하고 데이터 흐름의 양

쪽 방향들을 지나면서 일관된다. 또한 유휴 타이머 제어가 각각의 프레임 동안 수행된다. 유휴 프레임들은 최종 송신된 데

이터 프레임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터 송신의 끝단에서 수신기로 보내진다. 상기 유휴 프레임 송신의 타이밍은 라

운드트립 지연의 타이밍과 관련된다. 따라서, 상기 타이머는 상기 라운드트립 지연 타이머와 동일한 방식으로 감소된다.

프레임 모드 오퍼레이션은 프로세싱을 감소하게 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각각의 시간 슬롯 동안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하는

대신에, 상기 RLP는 매 16 시간 슬롯들 동안 단지 한번만 상기 타이머 절차들을 수행한다. 이동국에서 구현될 때, 감소된

프로세싱으로 인한 결과로서 배터리(battery) 전력 절감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상기 리포맷터(44)(도 1에서 도시됨)는 하나의 방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RLP 프레임 포맷들은 1xEV-

DV에 따라 정의된 F-PDCH 상에의 통신을 위해 제공된다. 상기 RLP 포맷 A 및 B 프레임들은 펀디케이티드된

(fundicated) 제어 또는 데이터 프레임들을 전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RLP 포맷 C 및 D 프레임들은 보충적인 데이터

프레임들을 위해 사용된다. 상기 다양한 RLP 프레임들은 리포맷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F-PDCH 바이트 경계 프레임들에

맞추도록 만들어진다. 포맷 A 및 B 프레임들은 MuxPDU 유형 5 프레임들로 캡슐화될 수 있는 MuxPDU 유형들 1 및 2 프

레임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기 리포맷터(44)는 상기 F-PDCH 상에서 포맷 C 및 포맷 D 유형 RLP 프레임들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작동한다.

포맷 C 프레임은 상기 고정된 크기 보충 채널(Supplemental Channel; SH) 상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또한, 동일한 데이터

프레임이 F-PDCH 부호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상기 F-PDCH 서브패킷 송신에 있어서 상기 부호기 패킷

유닛 크기는 384 비트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의 배수의 비트들이다. 이로써 상기 데이터는 예상할 수 있는 고정 크기

로 간주되고 아래의 테이블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패딩(padding) 없이 옥텟 경계(octet boundary)에 위치할 수 있다. 만일

상기 패킷 유닛 크기는 384 비트들이라면, 포맷 C 데이터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필드

길이

(비트들)

유형 2

SEQ 8

데이터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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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유형은 상기 프레임 유형이다. 상기 유형 필드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하여 "10"으로 설정되고 송신된 프레

임에 대해서는 "11"로 설정된다. SEQ는 상기 데이터 프레임의 시퀀스 번호(sequence number)의 최소 유효(least

significant) 8 비트들을 포함하는 필드이다.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 옥텟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필드의 길이는 368 비트

들(48 옥텟들)이다. 이는 MuxPDU 헤더의 6비트들 및 포맷 C 헤더의 10 비트들을 뺀 384 비트들이다.

다음의 테이블은 다른 F-PDCH 부호기 패킷 크기들에 대한 데이터 필드의 길이들을 나타낸다.

멀티플렉스 서브레이어

SDU 크기(비트들)

RLP 데이터 크기

(비트들)

384 368

768 752

1536 1520

2304 2288

3072 3056

3840 3824

또한 RLP 포맷 D 프레임들은 F-PDCH 상에서 통신된다. 포맷 D 프레임들은 가변 길이 프레임들이다. 프레임에서 길이 필

드는 MuxPDU 유형 5로 요구되지 않고, 길이 지시자(length indicator)를 가지는 F-PDCH에 의해 사용된다. F-PDCH에

있는 포맷 D 프레임은 다음의 테이블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정의된다. 비트들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길이는 상기 F-

PDCH 부호기 패킷들의 기본 블럭 크기이다. 다른 부호기 패킷 크기들은 384 비트들의 배수들에 해당한다.

필드 길이(비트들)

유형 2

SEQ 8

SSP 1

SQ1 1

LAST_SEQ 1

REMIT 1

SEQ_HI 0 또는 4

S_SEQ 0 또는 12

패딩(Padding)_1 4

데이터 8 x 45 = 360

패딩_2 0

유형 프레임 유형.

SEQ 이 필드는 상기 데이터 프레임의 시퀀스 번호에 관한 최소 유효 8 비트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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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 S_SEQ 현재 지시자. 이는 S_SEQ가 존재하면 "1"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된다.

SQ1 SEQ 8/12 비트 지시자. "0" 값은 SEQ_HI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1" 값은 SEQ_HI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나

타낸다.

LSAT_SEQ 마지막 세그먼트(last segment) 지시자. 이 비트는 분할된 재송신의 마지막 세그먼트를 나타내기 위해 "1"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된다.

REXMIT 재송신 프레임 지시자. 이 비트는 상기 프레임이 재송신 데이터 프레임 또는 세그먼트일 경우 "1"로 설정된다. 그

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된다.

SEQ_HI 이 필드는 L_SEQ의 가장 중요한 4 비트들을 포함한다. 만일 SQ1이 "1"로 설정되면 이 필드가 포함된다.

S_SEQ 상기 프레임의 세그먼트에서의 첫 번째 바이트의 12-비트 옥텟 시퀀스 번호(프레임의 시작으로부터 카운트된).

패딩 상기 SEQ 필드의 시작과 관련하여 상기 데이터 필드를 옥텟 정렬하기(octet align) 위해 요구되는 패딩 비트들. 이 비

트들은 "0"으로 설정될 것이다.

데이터 데이터 옥텟들. 데이터 옥텟들의 수는 LEN 필드에 의해 구체화되거나, 멀티플렉스 옵션 0xf20에 있어서는, 멀티플

렉스 서브레이어에 의해 구체화된다.

패딩_2 패딩 비트들. 상기 프레임의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 필요하다. 이 비트들은 "0"으로 설정될 것이다.

다른 F-PDCH 부호기 패킷 크기들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필드의 길이는 다음의 테이블에서 기록된 바와 같다. 당해 테이

블은 SEQ_HI나 S_SEQ 필드들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멀티플렉스 서브레이어

SDU 크기(비트들)

RLP 데이터 크기

(비트들)

384 360

768 744

1536 1512

2304 2280

3072 3048

3840 3816

모든 RLP 프레임들은 F-PDCH RLP 프레임들로 언급되는 F-PDCH 데이터 블럭에서 캐리되도록 상기 멀티플렉싱 레이어

(70)에 공급된다.

MAC 레이어는 존재하는 모든 MuxPDU 유형들이 MuxPDU 유형 5 프레임 내에서 캡슐화되고 캐리되는 것을 허용하고,

또한 본 발명 구현예의 오퍼레이션은 상기 F-PDCH이 사용될 때마다 상기 RLP 프레임들은 오직 F-PDCH 데이터 블럭들

에서만 캐리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상기 F-PDCH 채널이 제공되고 사용될 때에는, 데이터 서비스

에 대한 어떠한 RLP 트래픽도, 비록 레가시(legacy) 채널들이 서비스 중에 있을지라도, 본래 그렇지 않으면 1xRTT 펀디

케이티드 또는 보충 채널 상에서 통신될 것이지만, 그 대신에 F-PDCH 상에서 캐리된다. 게다가, RLP 데이터 프레임들 및

RLP 제어 프레임들 양자 모두인, 모든 RLP 프레임들은 F-PDCH가 데이터 인스턴스로 사용될 때에만 상기 F-PDCH에 의

해 캐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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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예시적인 서비스 예들을 도시하고 있는데, 이는 별개의 채널들과의 인터페이스를 함께 도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384 비트들 부호기 패킷에 포함된 모든 RLP 제어 및 데이터 프레임들이 연결되었고(concatenated) 만일 NAK 제어 프레

임을 긴급히 보내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상기 RLP 제어 프레임은 최우선에 해당하게 되고, 또 다른 MuxPDU 유형 1 데이

터 프레임이 동일한 F-PDCH 부호기 패킷에서 보내진다.

블럭(122)은 회선(circuit) 또는 회선과 같은 서비스를 표시하는 반면에, 블럭(124)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표시한다. 상

기 블럭(124)에 의해 표시되는 상기 RLP 인스턴스는 그것의 트래픽을 캐리하기 위해, 여기에서 (126)에서 표시되는, 상기

F-PDCH를 사용한다. 펀디케이티드 데이터 프레임들은 상기 블럭(124)에 의해 표시되는 상기 RLP 인스턴스에 의해 생성

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기 블럭(128)에 의해 표시되는 펀디케이티드 채널들 상에서 캐리된다. 상기 보충 채널은 상

기 블럭(132)에 의해 표시된다. 그리고, 상기 블럭(122)에 의해 표시되는 상기 RLP 인스턴스는 상기 채널들(128 및 132)

상에서 통신되는 것이 도시된다. 상기 RLP 제어 프레임들 및 RLP 데이터 프레임들 양자를 상기 F-PDCH로 믹싱하는 것

은 여러 장점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오퍼레이션은 상기 RLP 제어 프레임들을 캐리하기 위해 펀디케이티드 채

널을 사용해야 하는 의존성을 완화하게 한다. 간이화(Simplification) 역시 제공된다. 다시 말하면, RLP 송신기에서의 RLP

송신 절차가 간이화된다. 상기 절차는 다양한 채널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타이밍 기준들 및 프레임 길이를 동시에 가지는

20 ms 펀디케이티드 채널들 및 1.25 ms F-PDCH과 같은 채널에 대한 스케쥴링을 수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구현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설명에 의해

제한될 필요 없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어지는 청구항들에 의해 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데이터를 수신하고, 전송된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시스템 내에서 동작가능한 통신 스테이션을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통신 스테이션에 전송된 상기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 동작 모드 및 제2 동작 모드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

하는데 적합한 제어기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동작 모드 및 제2 동작 모드의 선택은 고속 데이터 채널이 할당되는지에 의존

하며, 상기 제1 동작 모드 및 상기 제2 동작 모드는 RLP 계층 내에 상이한 동작 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데이터 채널은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이동국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기는 상기 이동국에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상기 이동국에 상기 통신 데이터의 통신을 제공하며, 제1 포맷-형태이면, 상기

통신 데이터는 제1 프레임 길이의 프레임으로 형성되며, 제2 프레임 길이의 제2 포맷-형태이면, 제2 프레임 길이는 제1프

레임 길이와 단편적으로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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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무선 링크 프로토콜(Radio Link Protocol) 계층을 포함한 논리 계층에 의해 정의되

며, 상기 제어기는 상기 무선 링크 프로토콜 계층에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시스템은 무선 링크 프로토콜 계층을 포함한 논리 계층에 의해 정의되며, 상기 제1 포맷-형태

및 상기 제2 포맷-형태는 무선 링크 프로토콜 계층 포맷팅 형태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기는 상기 무선 링크 프로토콜 계층

에서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제1 및 제2 동작 모드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포맷-형태는 1xRTT 포맷팅을 포함하며, 상기 통신 스테이션에 전송된 상기 통신 데이터는

1xRTT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기는 제1 동작 모드에서 상기 1xRTT 데이터의 처리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포맷-형태는 1xEV-DV 포맷팅을 포함하며, 상기 통신 스테이션에 전송된 상기 통신 데이터는

1xEV-DV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제2 동작 모드에서 상기 1xEV-DV 데이터의 처리를 선택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에 의한 선택은 상기 제1 동작 모드 및 제2 동작 모드에서 상기 통신 데이터 처리의 선택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데이터 내에 형성된 상기 제1 포맷-형태는 제1 프레임 길이의 프레임을 정의하며, 상기 제1 동

작 모드는 상기 제1 프레임 길이의 연속 프레임 데이터가 처리되는 프레임 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레임 길이는 20 밀리초 프레임 길이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기가 상기 프레임 모드를 선택할

때, 상기 데이터는 20 밀리초 간격으로 처리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데이터 내에 형성된 제2 포맷-형태는 타임-슬롯 포맷된 데이터, 제2 길이의 각각의 타임 슬

롯, 상기 제2 길이의 상기 제1 프레임 길이의 배수를 정의하며, 상기 제어기에 의해 선택 가능한 상기 제2 동작 모드는 상

기 제2 길이의 연속적인 타임 슬롯의 통신 데이터가 처리되는 슬롯 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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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타임 슬롯의 제2 길이는 1.25밀리초 길이이며, 상기 제어기가 슬롯 모드를 선택할 때, 상기 데이터

는 1.25밀리초 간격으로 처리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상기 프레임 모드및 상기 슬롯 모드에서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을 정의하며, 상기 제2 포맷-형태의 통신 데이터는 상

기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로 통신되며, 상기 제어기는 상기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로 통신된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제2 동작 모드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무선 통신 시스템 내에서 동작가능한 통신 스테이션에서 수신된 통신 데이터의 처리를 제1 포맷-형태로 선택 가능하게 제

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통신 스테이션에서 수신된 상기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 동작 모드 및 제2 동작 모드중 적어도 하나를 선

택하되, 통신 데이터 내에 형성된 제1 포맷-형태 및 제2 포맷-형태중 포맷-형태에 의존하여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드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 동작동안에 선택된 동작 모드로 상기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스테이션은 무선 링크 프로토콜(Radio Link Protocol) 계층을 포함한 논리 계층에 의해 정의

되며, 상기 선택 및 처리 동작은 상기 무선 링크 프로토콜 계층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무선 링크 프로토콜 계층을 포함한 논리 계층에 의해 정의되며, 상기 제1 포맷

-형태 및 제2 포맷-형태는 무선 링크 프로토콜 포맷팅 형태를 포함하며, 상기 선택 동작은 상기 무선 링크 프로토콜 계층

에서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제1 및 제2 동작 모드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동작은 상기 무선 링크 프로토콜 계층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포맷-형태는 1xRTT 포맷팅을 포함하며, 제2 포맷-형태는 1xEV-DV 포맷팅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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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동작 동안에 행해진 선택은 상기 제1 동작 모드 및 상기 제2 동작 모드의 선택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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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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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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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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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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