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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 (또는, "데이터" 채널) 은, 예를 들어, 그 데이터 채널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무선 디바이스의 그룹으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기준 전력 제어 (PC) 비트는 데이터 채널을

통하여 송신되며 신호 품질 추정용으로 이용된다. 공유 순방향 링크 제어 채널은, 예를 들어,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 및 시분할 멀티플렉싱 (TDM) 을 이용하여,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개별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

는데 이용된다. 공유 순방향 링크 표시자 채널은, 예를 들어, TDM 을 이용하여, 역방향 링크 (RL) PC 비트를 무선 디바이

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데이터 채널은, 그 데이터 채널을 수신하는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공동으로 전력 제어된

다. 제어 및 표시자 채널은,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이들 채널을 통해 송신된 시그널링 및 RL PC 비트가 신뢰성있게 수신되

도록,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개별적으로 전력 제어된다.

대표도

도 12

명세서

I. 35 U.S.C.§119 에 따른 우선권 주장

본 특허출원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모두 양도되었고 여기에서 참조로서 명백히 포함되며, 발명의 명칭이 "무선 통신 시

스템에서의 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을 위한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a Dynamic Shared Forward

Link Channel in a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로 2003년 7월 11일자로 출원된 미국특허 가출원 제 60/

486,838 호, 및 발명의 명칭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을 위한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a Dynamic Shared Forward Link Channel in a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로 2003년 8월 18

일자로 출원된 미국특허 가출원 제 60/496,305 호를 우선권 주장한다.

배경

I.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하게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한 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

에 관한 것이다.

II. 배경기술

무선 통신 시스템은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및/또는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유니캐스트 서비스는 하

나 이상의 기지국과 특정 무선 디바이스 사이에서 포인트-투-포인트 통신을 제공한다. 멀티캐스트 서비스는 무선 디바이

스의 그룹과 하나 이상의 기지국 사이에서 포인트-투-멀티포인트 통신을 제공한다.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는 지정된 커버

리지 영역 내에서의 모든 무선 디바이스와 하나 이상의 기지국 사이에서 포인트-투-멀티포인트 통신을 제공한다.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는 상이한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이용되며 상이한 요건을 가진다. 일반적

으로, 유니캐스트 서비스는 음성 및 패킷 데이터 콜 (call) 용으로 이용되며, 통상적으로, 양방향 통신을 용이하게 하도록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크 모두에 대한 전용 시스템 자원 (예를 들어, 트래픽 채널) 을 요구한다. 순방향 링크 (또는 다운

링크) 는 기지국으로부터 무선 디바이스로의 통신을 지칭하며, 역방향 링크 (또는 업링크) 는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기지국

으로의 통신을 지칭한다. 종종,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는 지정된 커버리지 영역 내의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브로드캐스트 데

이터를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는 단일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송신될 수도 있으며,

그 브로드캐스트 채널에 대한 제어 정보는 관련 제어 채널을 통하여 송신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는 일방향 통신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방향 링크에 대해서는, 매우 작은 시스템 자원이 요구되거나 어떠한 시스템 자원도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멀티캐스트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무선 디바이스의 특정 그룹까지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이용

될 수도 있다. 멀티캐스트 데이터는 다중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있는 트래픽 데이터이며, 음성, 뉴스, 날씨, 영화, 스

포츠 이벤트 등과 같은 콘텐츠용일 수도 있다. 비록 대부분의 송신이 순방향 링크를 통할 수도 있지만, 멀티캐스트 서비스

는 하나 이상의 기지국과 무선 디바이스 사이에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할 수도 있다. 멀티캐스트 서비스는 동일한 멀티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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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데이터를 별도의 순방향 링크 채널을 통하여 개별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함으로써 구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기

지국에 의한 다중의 순방향 링크 채널을 통한 멀티캐스트 데이터의 리던던트 (redundant) 송신은 시스템 자원을 소비하

며, 그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의해 지원될 수도 있는 무선 디바이스의 수를 제한한다.

따라서, 당업계에서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개요

여기에는, 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FL) 채널을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공유" 채널은 다중의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수신될 수도 있는 채널이며, "전용" 채널

은 특정 무선 디바이스용으로 이용되는 채널이다.

공유 순방향 링크 데이터 채널 (또는, 간단히 "데이터" 채널) 인 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은 무선 디바이스의 그룹으로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멀티캐스트 데이터는, 예를 들어, 데이터 채널에 대한 공통 롱코드 (long

code) 마스크에 기초하여 생성된 스크램블링/롱코드를 이용하여 송신될 수도 있다. 데이터 채널의 전력 제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지(旣知)의 값의 기준 전력 제어 (PC) 비트는 데이터 채널을 통해 송신되고, 무선 디바이스에 의한 신호 품질

추정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공유 순방향 링크 제어 신호 (또는, 간단히 "제어" 채널) 는 (예를 들어, 기본 콜 동작 및 다른

목적용의)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개별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

자-특정 시그널링은, 예를 들어, 시분할 멀티플렉싱 (TDM) 을 이용하여 송신될 수도 있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시그널링은, 예를 들어,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에 기초하여 생성된 스크램블링/롱코드를 이용하여 송

신될 수도 있다. 공유 순방향 링크 표시자 채널 (또는, 간단히 "표시자" 채널) 은 (예를 들어, TDM 을 이용하여) 역방향 링

크 (RL) PC 비트를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RL PC 비트는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송신되며, 역방

향 링크에 대한 무선 디바이스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데 이용된다.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동적" 커버리지를 용이하게 하고, 전

력 제어를 지원하며, 통신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지국과의 역방향 링크 접속을 유지할 수도 있다. 동적 커

버리지는, 비록 무선 디바이스가 시스템 주위에서 이동하더라도 그 무선 디바이스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역방향 링크 파일럿 채널을 통해 파일럿 및 FL PC 비트를 송신할 수도 있다. FL PC

비트는 하나 이상의 기지국으로 송신되며, 순방향 링크 채널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각각의 무선 디바

이스는, 필요에 따라, 역방향 링크 데이터 채널 및/또는 역방향 링크 제어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또는 시그널링을 송신할

수도 있다.

공유 순방향 링크 데이터 채널은, 송신 전력 및 간섭을 감소시키면서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양호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공동으로 전력 제어될 수도 있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데이터 채널을 통해 송신된 기준

PC 비트에 기초하여 데이터 채널에 대한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하고, 그 수신 신호 품질 추정치에 기초하여 데이터 채널에

대한 FL PC 비트를 생성하며, 이들 FL PC 비트를 제 1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하나 이상의 기지국으로 송신

할 수도 있다. 각각의 기지국은, 데이터 채널에 대한 모든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데이터 채

널에 대한 송신 전력을 조정한다.

제어 및 표시자 채널은,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양호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전력 제

어될 수도 있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표시자 채널을 통해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된 RL PC 비트에 기초하여 제어 채널

에 대한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하고, 그 수신 신호 품질 추정치에 기초하여 제어 및 표시자 채널에 대한 FL PC 비트를 생

성하며, 이들 FL PC 비트를 제 2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하나 이상의 기지국으로 송신할 수도 있다. 각각의 기

지국은, 이들 채널에 대해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 및 표

시자 채널의 송신 전력을 조정한다.

이하, 소프트 핸드오프 및 하드 핸드오프를 수행하여 동적 커버리지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을 설명한다. 또한, 이하, 멀티캐

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실시형태들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다양한 양태들 및 실시형태들을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무선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도 2 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순방향 링크 채널의 세트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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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은 F-FCH 를 통한 기준 PC 비트의 송신을 도시한 것이다.

도 4 는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용으로 이용되는 역방향 링크 채널의 세트를 도시한 것이다.

도 5a 및 도 5b 는 R-PICH 의 2 개의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도시한 것이다.

도 6 은 기지국에 의해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도시한 것이다.

도 7 은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프로세스를 도시한 것이다.

도 8 은 기지국 및 무선 디바이스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9 는 F-FCH 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0 은 F-DCCH 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1 은 F-CPCCH 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2 는 R-PICH 및 R-FCH 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서를 도시한 것이다.

상세한 설명

여기에서, "예시적인" 이라는 용어는 "예, 예증, 또는 예시로서 기능하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시적인" 것으로서 여

기에서 설명되는 임의의 실시형태는 다른 실시형태들에 비하여 반드시 바람직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도 1 은, 다수의 무선 디바이스 (120) 에 대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기지국 (110) 을 갖는 무선 통신 시스템

(100) 을 도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지국은 고정국이며, 또한, 기지국 트랜시버 스테이션 (BTS), 노드 B, 액세스 포인

트, 또는 기타 다른 용어로서 지칭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고정 또는 이동체 (mobile) 일 수도 있으며, 또한, 이동국

(MS), 이동 장비 (ME), 사용자 장비 (UE), 사용자 단말기, 가입자 유닛, 또는 기타 다른 용어로서 지칭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분포될 수도 있다. 이동국 스위칭 센터 (MSC; 130) 는 기지국에 대한 조정 및 제어를 제공

한다. 또한, MSC 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 또는 기타 다른 용어로서 지칭될 수도 있다.

시스템 (100) 은, IS-2000, IS-856, IS-95, 광대역 CDMA (W-CDMA)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CDMA 표준을 구현할 수

도 있는 코드분할 다중접속 (CDMA) 시스템일 수도 있다. 또한, 시스템 (100) 은, 이동 통신용 글로벌 시스템 (GSM) 과 같

은 하나 이상의 TDMA 표준을 구현할 수도 있는 시분할 다중접속 (TDMA) 시스템일 수도 있다. 이들 표준은 당업계에 널

리 공지되어 있다. 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을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서 설명되는 기술들

은 다양한 무선 통신 시스템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명료화를 위해, 이들 기술은 IS-2000 시스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시스템 (100) 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며, 그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무선 디바이스의 그룹에 효율적으로 송신할 수

있다. 이하,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설명한다. 각각의 멀티캐스트 방식은 다음의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다.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은,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무선 디바이스의 그룹으로 송신하는데 이용되며, 이들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공동으로 전력 제어될 수도 있다.

공유 또는 전용 순방향 링크 채널은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개별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동적 커버리지는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제공된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동적 커버리지를 용이하게 하고, 전력 제어를 지원하며, 통신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해 역방향

링크 접속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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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전력 및 간섭을 감소시키면서 양호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채널에 대해 전력 제어가 수

행된다.

표 1 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 개의 예시적인 방식을 기재한 것이다. 이들 방식에 대하여, 멀티캐스트 데이

터는 순방향 기본 채널 (F-FCH) 또는 순방향 보조 채널 (F-SCH) 을 통하여 송신될 수도 있다. F-FCH 및 F-SCH 는 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의 상이한 실시형태들이다. 또한, F-FCH 는 순방향 멀티캐스트 기본 채널 (F-MFCH) 또는 기타 다

른 용어로 지칭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은 F-FCH,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 (F-DCCH),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 (F-PDCH), 또는 순방향 공통 제어 채널 (F-CCCH) 을 통하여 송신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

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기 위한 RL PC 정보는, 순방향 표시자 제어 채널 (F-ICCH) 에 의해 반송되는 순방향 공통 전력 제

어 채널 (F-CPCCH) 을 통하여 송신될 수도 있다. 또한,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 특정 시그널링 및 RL PC 정

보는 그 무선 디바이스에 할당된 전용 F-DCCH 를 통하여 송신될 수도 있다. 간략화를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언급하지 않

으면, 순방향 링크 채널은 다음의 설명에서 공유 채널이다. IS-2000 에 대한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크 채널은, 공개적으

로 입수가능하며 이하 "C.S0002-D" 문서로서 지칭되는, 2004년 2월 13일자의 "cdma2000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 개정 D

에 대한 물리층 표준 (Physical Layer Standard for cdma2000 Spread Spectrum Systems Revision D", 버전 1.0 으로

명명된 문서 3GPP2 C.S0002-D 에 개시되어 있다. 이하, 표 1 의 5 개의 멀티캐스트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다.

[표 1]

1. 멀티캐스트 방식 1: F-FCH, F-DCCH, 및 F-CPCCH

도 2 는 멀티캐스트 방식 1 에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순방향 링크 채널을 도시한 것이다. 순방향 링

크 채널은 F-FCH, 적어도 하나의 F-DCCH, 및 적어도 하나의 F-CPCCH 를 포함한다. F-FCH 는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F-DCCH 는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무선 디바이스에 TDM 방식으로 송신되는

데 이용된다. F-DCCH 는 (1) 시스템의 등록, 기본 콜 동작 등에 관한 시그널링, (2)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페이지 (page),

(3) 콜을 핸드오프시키거나, 계속하거나, 종료하기 위한 메시지를 반송할 수도 있다. F-CPCCH 는 RL PC 정보를 무선 디

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채널은 데이터를 프레임으로 반송한다. 프레임은 소정의 순방향/역방향 링크 채널에 대한 소정의

시간 간격이다. 각각의 순방향/역방향 링크 채널은 하나 또는 다중의 프레임 사이즈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순방향

/역방향 링크 채널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프레임 사이즈를 사용할 수도 있다.

F-FCH 는 하나 이상의 사이즈 (예를 들어, 20 msec 및/또는 5 msec) 를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반송할 수도 있

다. F-FCH 에 대한 프레임 사이즈는 콜의 시작 시에 구성되고, 프레임마다 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F-FCH 는, 예를 들

어, 9600, 4800, 2700, 1500 bps (bits per second) 등과 같이 "가변" 데이터 레이트로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반송할 수도

있다. 또한, F-FCH 는,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하기 위한 롱코드를 생성하는데 이용되는 공통 롱코드 마스크

(LCM) 와 관련된다. 무선 디바이스는 F-FCH 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알고 있고, 상보 디-스크램블링을 수행하여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

명료화를 위해 도 2 에 도시되지 않고 표 1 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하나 또는 다중의 F-SCH 또한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반

송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으며, F-FCH 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유될 수도 있다. 각각의 F-SCH 는 IS-2000 에 개시된 방식

으로 송신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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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F-DCCH 는, 프레임마다 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하나 이상의 프레임 사이즈 (예를 들

어, 20 msec 및/또는 5 msec) 를 이용하여 시그널링을 반송할 수도 있다. 또한, 각각의 F-DCCH 는 불연속 송신 (DTX)

을 지원할 수도 있으며, 이 DTX 는 소정의 프레임에서 F-DCCH 를 통해 송신될 수도 있는 데이터가 없음을 의미한다. F-

DCCH 를 통해 송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예를 들어, 송신될 임의의 시그널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프

레임 단위로 수행될 수도 있다.

하나 또는 다중의 F-DCCH 는, 멀티캐스트 서비스 및/또는 다른 인자를 수신하는 무선 디바이스의 수에 의존하는 멀티캐

스트 서비스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만약 무선 디바이스의 작은 그룹이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으면, 하나의

F-DCCH 가 이용될 수도 있다. 만약 더 많은 무선 디바이스가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조인 (join) 할 경우, 추가적인 F-

DCCH 가 부가될 수도 있다. 반대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으면, F-DCCH 는 중단될 수도 있다.

각각의 F-DCCH 는 모든 무선 디바이스 또는 그 서브세트에 대한 시그널링을 반송할 수도 있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하나의 F-DCCH 에 할당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시그널링은, 그 시그널링이 이용가능하고

F-DCCH 의 가용도에 기초하게 될 때마다, 할당된 F-DCCH 를 통해 송신될 수도 있다. 또한, 무선 디바이스는, 그 디바이

스가 시그널링을 수신할 수 있는 다중의 F-DCCH 에 할당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시그널링은 할당된

F-DCCH 중 임의의 하나를 통해 송신될 수도 있으며, 이는 지연을 감소시켜 그 시그널링을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할 수 있

게 한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와 관련된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시그널링은 그 디바이

스의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롱코드로 스크램블링될 수도 있으며, 그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디-스크

램블링될 수도 있다.

다양한 무선 구성이 F-FCH 및 F-DCCH 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각각의 무선 구성은 데이터 레이트, 변조 특성, 및 확산

레이트와 같은 특정 물리층 파라미터와 관련된다. 각각의 무선 구성에 대한 파라미터는 전술한 C.S0002-D 문서에 개시되

어 있다.

하나 또는 다중의 F-CPCCH 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무선 디바이스의 수에 기초하는 멀티캐스트 서비스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단일의 F-CPCCH 는 초기에 이용될 수도 있으며, 더 많은 무선 디바이스가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조인

함에 따라 추가적인 F-CPCCH 가 부가될 수도 있다. 다중의 무선 디바이스가 각각의 F-CPCCH 에 할당될 수도 있다. 각

각의 F-CPCCH 는 그 F-CPCCH 에 할당된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하여 하나의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반송한

다. 각각의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다중의 가능한 레이트 (예를 들어, 800, 400, 및 200 bps) 중 하나의 레이트에

서, 할당된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RL PC 비트를 반송한다. 각각의 F-CPCCH 는 고정된 프레임 사이즈 (예를 들어, 10

msec) 를 이용하여 자신의 할당된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RL PC 비트를 반송한다. 각각의 프레임에 대하여, 각각의 F-

CPCCH 는, 하술되는 바와 같이, 공통 롱코드 마스크에 기초하여 결정된 의사-범위 위치에서 그리고 TDM 방식으로, 할당

된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RL PC 비트를 반송한다. 간략화를 위하여, 다음의 설명은, 하나의 F-DCCH 및 하나의 F-

CPCCH 가 멀티캐스트 서비스용으로 이용된다고 가정한다.

각각의 순방향 링크 채널은, 순방향 링크 채널을 통해 송신된 데이터를 "커버 (cover)" 하는데 이용되는 상이한 월시 함수

또는 준-직교 함수 (QOF) 와 관련된다. 커버링은, 소정의 변조 심볼 (또는 동일한 값을 갖는 L 개의 변조 심볼의 세트) 이

L-칩의 롱 월시 함수 주기의 모든 L 개의 칩에 승산되어 L 개의 커버링 심볼이 획득되고, 이 심볼들이 송신되는 프로세스

이다. 디-커버링은, 수신 심볼들이 동일한 L-칩의 월시 함수의 L 개의 칩에 승산되어 L 개의 디-커버링 심볼이 획득되고,

이 심볼들이 누산되어 송신 변조 심볼의 추정치가 획득되는 상보적인 프로세스이다. 커버링은 동시에 송신된 다중의 순방

향 링크 채널 사이에서 직교성을 달성한다. 종종, 이러한 커버링은 "채널화" 로서 지칭된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그 디바이스가 할당받은 F-DCCH 및 F-CPCCH 뿐만 아니라 F-FCH 에 대한 다양한 파라미터

를 통지받는다. 예를 들어,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F-FCH, F-DCCH 및 F-CPCCH 에 대한 월시 함수, 순방향 링크 채널

에 대한 데이터 레이트, F-FCH 및 F-CPCCH 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

F-CPCCH 에 대한 무선 디바이스에 할당된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 등을 통지받을 수도 있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는 결정적인 (deterministic) 방식으로 (예를 들어, 무선 디바이스의 고유의 일련번호에 기초하

여) 계산될 수도 있으며, 또는, 기지국에 의해 할당될 수도 있다.

F-FCH, F-DCCH, 및 F-CPC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양호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조정될 수도 있다. F-FCH 가 모든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되기 때문에, F-F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가

장 열악한 채널 조건 (예를 들어, 경로 손실과 요구된 비트당 에너지 대 총 잡음 및 간섭의 비 (Eb/Nt) 의 가장 큰 합) 을 갖

는 무선 디바이스라도 F-FCH 를 신뢰성있게 수신할 수 있도록 조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F-F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모

공개특허 10-2006-0031863

- 6 -



든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공동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시그널링 및 RL PC 비트는 각각 F-DCCH 및 F-CPCCH 를 통해 개

별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된다. F-DCCH 및 F-CPC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시그널링 및 RL PC 비트가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신뢰성있게 수신될 수 있도록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조정될 수도 있다.

기준 PC 비트 (또는, 단순히 기준 비트) 가 F-FCH 를 통해 송신되어, F-FCH 의 전력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기준 PC 비트 및 다른 FL 조건에 기초하여 F-FCH 의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한 후, 이에 따라, F-F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생성할 수도 있다.

도 3 은 F-FCH 를 통한 기준 PC 비트의 송신을 도시한 것이다. F-FCH 는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반송하도록 구성

될 수도 있다. 만약 F-FCH 가 유니캐스트 서비스를 위해 특정 무선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전용 채널로서 이용

되면,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이 무선 디바이스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데 이용되는 RL PC 비트를 반송한다. 그러

나, F-FCH 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공유 채널로서 이용되면, 통상적으로, F-FCH 를 통한 단일의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RL PC 비트를 반송할 수 없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

여, (1) 감소된 RL PC 피드백 레이트 (이는 RL PC 의 유효성을 감소시킴), (2) 추가적인 RL PC 비트를 수용하기 위하여

F-FCH의 추가적인 펑쳐링 (puncturing) 및 이에 따른 F-FCH 에 대한 저감된 순방향 에러 정정 (FEC) 코딩 이득, 또는

(3) 이들 양자 모두를 필요로 한다. 대신, 이들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RL PC 비트는 F-CPCCH 를 통해 송신될 수도 있다.

F-FCH 의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에 대한 PC 비트는 기지의 값 (예를 들어, 모두 '1') 으로 설정되고 기준 PC 비트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F-FCH 상의 각각의 20 msec 는, 0 내지 15 의 인덱스로 주어진 16 개의 전력 제어 그룹으로

파티션될 수도 있다.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은 1.25 msec 의 지속기간을 가지며, 하나의 기준 PC 비트를 반송한다.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에 대한 기준 PC 비트는 펑쳐링되고, 그 전력 제어 그룹에서 F-FCH 를 통해 송신된 일정 수의 변조 심볼을

대체한다.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에 대한 기준 PC 비트의 위치는 의사-랜덤하며, F-FCH 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에

의해 결정된다. 기준 PC 비트는, F-FCH 를 통해 송신된 멀티캐스트 데이터에 대한 송신 전력 레벨로부터 고정 오프셋된

전력 레벨로 송신된다. 따라서, 하술되는 바와 같이, 기준 PC 비트는 F-FCH 의 순방향 링크 전력 제어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도 4 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역방향 링크 채널을 도시한 것이다. 역방향 링크 채

널은 역방향 기본 채널 (R-FCH) 및 역방향 파일럿 채널 (R-PICH) 을 포함한다. 또한, R-DCCH 가 R-FCH 대신에 또는

R-FCH 에 부가하여 이용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R-FCH 및/또는 R-DCCH 를 이용하여 데이터 및 시그널링을 시

스템으로 송신한다. 송신 특성은 R-FCH 및 R-DCCH 에 대하여 상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R-FCH 는 각 프레임에서

그러나 가변 레이트로 송신될 수도 있지만, R-DCCH 는 임의의 소정의 프레임에서 송신되거나 송신되지 않을 수도 있지

만, 송신될 경우에는 고정 (예를 들어, 풀 (full)) 레이트로 송신될 수도 있다. 간략화를 위해, 비록 설명의 대부분은 R-

DCCH 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다음의 설명은 R-FCH 이다. 무선 디바이스는 R-PICH 를 이용하여, 역방향 링크를 통해

파일럿을 송신하고, 순방향 링크 채널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데 이용되는 FL PC 비트를 송신한다.

R-FCH 는 하나 이상의 프레임 사이즈 (예를 들어, 20 msec 및/또는 5 msec)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반송할 수도 있다. R-

FCH 는 가변 데이터 레이트로 데이터를 반송할 수도 있다. R-FCH 는 게이트형 송신 (gated transmission) 을 지원할 수

도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는 16 개의 전력 제어 그룹 중 8 개를 통하여 각각의 프레임에서의 시간의 50% 로 송신된다.

또한, R-FCH 는 불연속 송신을 지원하여, 오직 송신할 데이터가 존재할 때마다 R-FCH 가 활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활

성이 되게 할 수도 있다.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경우, R-PICH 는 또한 역방향 링크 파일럿과 멀티플렉싱되는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반송한

다. R-PICH 를 통한 각각의 20-msec 세그먼트는 16 개의 전력 제어 그룹으로 파티션되고,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은 4 개

의 쿼터 (quarter) 로 더 파티션된다. 역방향 링크 파일럿은 각 전력 제어 그룹의 첫번째 3 개의 쿼터에서 송신된다. FL PC

비트는 각 전력 제어 그룹의 네번째 쿼터에서 송신된다. 또한, R-PICH 는 R-FCH 와 유사한 방식으로 게이트될 수도 있

다. R-FCH 및 R-PICH 는 모두 동일한 시간에 게이트-오프될 수도 있으며, 이는 무선 디바이스로 하여금 송신하고 있지

않을 때에 배터리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전력 증폭기를 턴-오프시키게 한다.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활성 역방향 링크 접속을 유지함으로써, 무선 디바이스의 위

치가 확인될 수도 있으며,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대한 커버리지가 그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동적으로 맞추어 질 수도 있다.

소정의 기지국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무선 디바이스뿐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무선 디바이스의 보

고된 위치에 기초하여,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시작 및 종료할 수도 있다. 또한, 역방향 링크 접속은 F-FCH, F-DCCH, F-

SCH (송신되면), 및 F-CPCCH 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데 이용되는 전력 제어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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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소정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역방향 링크 접속은 다양한 이유로 중단 (또는 종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무선 디바이스가 소정의 시간량 동안에 R-FCH 를 통해 시그널링을 송신하지 않거나 R-PICH 를 통

해 FL PC 비트를 송신하지 않았으면, 그 역방향 링크 접속은 중단될 수도 있다. 다른 예로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

는 무선 디바이스의 수가 소정의 수를 초과하면, F-FCH 에 대하여, 전력 제어는 디스에이블 (disable) 될 수도 있으며, 각

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역방향 링크 접속은 그 무선 디바이스에서의 역방향 링크 자원 및 배터리 전력을 보존하기 위

해 중단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역방향 링크 접속은 하나 또는 다중의 스테이지에서 중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선 디바이스는 제 1 시간 주기 이후에 통상의 동작 모드로부터 게이트형 모드로 천이한 후, 제 2 시간 주기 이후에

아이들 모드로 천이할 수도 있다. 제 1 및/또는 제 2 시간 주기는 미리 정의될 수도 있거나,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어 무선

디바이스에 송신될 수도 있다. 게이트형 모드에서, 무선 디바이스는 감소된 레이트 (예를 들어, 400 또는 200 bps) 로 FL

PC 비트를 송신할 수도 있으며, 또한, 감소된 레이트로 RL PC 비트를 수신할 수도 있다. 아이들 모드에서, 무선 디바이스

는 R-PICH 및 R-FCH 를 통한 송신을 디스에이블시킬 수도 있으며, 역방향 액세스 채널 (R-ACH) 또는 역방향 확장형 액

세스 채널 (R-EACH) 을 이용하여 시그널링을 역방향 링크를 통해 송신할 수도 있다.

A. 순방향 링크 전력 제어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대하여, 순방향 링크 전력 제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 F-F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공동으로 조정된다. F-FCH 의 공동 전력 제

어는, 모든 무선 디바이스가 F-FCH 를 신뢰성있게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 각 무선 디바

이스의 F-DCCH 및 F-CPC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그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조정된다. F-DCCH 및 F-CPCCH 의 개별

전력 제어는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가 가능하면 적은 송신 전력을 소비하면서 자신의 시그널링 및 RL PC 비트를 신뢰성있

게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F-DCCH 및 F-CPCCH 는, F-FCH 와 유사하게, 공동으로 전력 제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채널은 임의의 소정 시간에 특정 무선 디바이스를 개별적으로 어드레싱 (address) 하기 위해 시분

할 멀티플렉싱 방식으로 이용되어, 그 순간에 타겟팅 (target) 되는 특정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전

력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또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무선 디바이스의 세트에 의한 F-DCCH 및 F-CPCCH 의

공동 전력 제어는, 열악한 채널 조건을 갖는 하나 또는 매우 적은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높은 (high) 레벨로 설정되는 이들

순방향 링크 채널에 대한 송신 전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도 5a 는 400 bps 의 제 1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 (서브스트림 1 이라고도 지칭됨) 및 400 bps 의 제 2 역방향 전력 제

어 서브채널 (서브스트림 2 라고도 지칭됨) 로의 R-PICH 를 통한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의 파티션을 도시한 것이다.

도 5a 및 도 5b 는 비트의 실제 지속기간을 도시한 것보다는 단지 이들 2 개의 서브채널로의 PC 비트의 그룹화를 도시한

것이다. R-PICH 를 통한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800 bps 의 레이트를 가진다. IS-2000 에서의 FPC_MODEs =

'001' 에 대해, 제 1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짝수 인덱스를 갖는 8 개의 전력 제어 그룹에서 FL PC 비트를 반송하며,

제 2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홀수 인덱스를 갖는 8 개의 전력 제어 그룹에서 FL PC 비트를 반송한다.

도 5b 는, IS-2000 에서의 FPC_MODEs = '010' 에 대해, 200 bps 의 제 1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 및 600 bps 의 제

2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로의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의 파티션을 도시한 것이다. 제 1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

은 4 개의 전력 제어 그룹에서 PC 비트를 반송하며, 제 2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12 개의 전력 제어 그룹에서 FL

PC 비트를 반송한다.

제 2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F-F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반송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600 또는 400 bps 로

송신될 수도 있다. 제 1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F-DCCH 및 F-CPCCH 모두에 대한 FL PC 비트를 반송할 수도 있

으며, 예를 들어, 600 또는 400 bps 로 송신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 제 1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F-FCH 에 대

한 FL PC 비트를 반송할 수도 있으며, 그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F-DCCH 및 F-CPC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반

송할 수도 있다. 또한, F-FCH 및 F-DCCH/F-CPCCH 에 대한 FL PC 비트는 다른 비트 레이트로 송신될 수도 있다. 제 1

및 제 2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각각 F-FCH 및 F-DCCH 용임을 나타내기 위한 모드가 정의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내부 루프 (inner loop) 및 외부 루프를 포함하는 전력 제어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F-FCH 의 전력 제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내부 루프의 경우, 무선 디바이스는 F-FCH 의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기준 PC 비트를 수신

하고, 각 기준 PC 비트의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한다. 수신 신호 품질은 비트 당 에너지 대 총 잡음 및 간섭비 (Eb/Nt) 또는

기타 다른 양에 의해 측정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다중의 기준 PC 비트에 대한 수신 신호 품질 추정치를 필터링하

여 더 신뢰성있는 추정치를 획득할 수도 있다. 그 후, 무선 디바이스는 현재의 전력 제어 그룹에 대한 필터링되거나 필터링

되지 않은 수신 신호 품질 추정치를, F-FCH 설정점 (setpoint) 라고도 지칭되는 신호 품질 임계값과 비교한다. 만약 수신

신호 품질 추정치가 F-FCH 설정점보다 더 낮으면, 무선 디바이스는 현재의 전력 제어 그룹의 F-FCH 에 대한 FL PC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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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0' 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1' 로 설정한다. '0' 값은 수신 신호 품질이 충분하지 않아서 F-FCH 에 대한 송신

전력의 증가를 요청함을 나타낸다. '1' 값은 수신 신호 품질이 충분한 것보다 더 많아서 F-FCH 에 대한 송신 전력의 감소

를 요청함을 나타낸다.

외부 루프의 경우, 무선 디바이스는 F-FCH 를 통해 송신된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각

각의 프레임에 대해 디코딩하며, 각각의 수신 프레임이 정확하게 (양호하게) 디코딩되는지 또는 에러가 있게 (소거됨) 디

코딩되는지를 판정한다. 무선 디바이스는, 각각의 양호한 프레임에 대해서는 작은 하강 단계만큼 F-FCH 설정점을 감소시

키고, 각각의 소거된 프레임에 대해서는 큰 상승 단계만큼 F-FCH 설정점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상승 및 하

강 단계 사이즈는 F-FCH 에 대한 원하는 성능 레벨을 달성하도록 선택되며, 이 레벨은 타겟 프레임 소거 레이트 (예를 들

어, 1% FER) 에 의해 측정될 수도 있다.

또한, F-FCH 설정점은 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외부 루프는 F-FCH 에 대해 디스에이블된다. 또한, F-FCH 설정점

은 소정의 최소 F-FCH 설정점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최소 F-FCH 설정점은, 무선 디바이스가 커버리

지의 가장자리로 이동할 경우에 소거가 불필요하게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레벨로 설정될 수도 있다. 기지국은 F-FCH

설정점에 대한 초기값, 최소값 및/또는 최대값을 특정할 수도 있으며, 이들 값을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할 수도 있다.

각각의 기지국은, 그 기지국으로부터의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모든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F-F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수신한다. F-FCH 가 모든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되기 때문에, 기지국은, 모든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F-FCH 에 대한 송신 전력을 조정할 수도 있다.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에 대하여, 기지국은,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FL PC 비트가 '0' 또는 '1' 인지를 판정한다. 그 후, 기지국은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검출된

FL PC 비트들을 결합하여, 전력 제어 그룹에 대한 PC 판정치를 획득한다. 예를 들어, 기지국은 OR-오브-더-UP 룰을 적

용하여, 임의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검출된 FL PC 비트가 '0' 이면 PC 판정치를 (더 높은 송신 전력을 위해) '0' 으로 설

정하고,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검출된 FL PC 비트가 '1' 이면 PC 판정치를 (더 낮은 송신 전력을 위해) '1' 로 설정할

수도 있다.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무선 디바이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F-FCH 에 대한 전력 제어의 이점은 감소한다. 이것

은 수개의 인자에 기인한다. 첫째, (예를 들어, 커버리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열악한 채널 조건을 갖는) 높은 송신 전력

레벨을 요청하는 하나 이상의 무선 디바이스의 가능성 (likelihood) 은 더 많은 수의 무선 디바이스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

서, F-F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더 많은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높은 전력 레벨로 설정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둘째, 무선

디바이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FL PC 비트를 수신할 가능성은 정확하게 감소한다. OR-오브

-더-UP 룰에 따라, '0' 또는 'UP' 과 같은 임의의 FL PC 비트의 잘못된 검출은, 증가된 F-FCH 에 대한 송신 전력을 발생

시킨다. 셋째, 더 많은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F-F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송신하는데, 더 많은 역방향 링크 용량이 소비

된다. 따라서, 전력 제어는, 예를 들어,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무선 디바이스의 수와 같은 하나 이상의 기준에 기

초하여 F-FCH 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선 디바이스의 수가 소정의 수 미만이면, 전력 제어

는 F-FCH 에 대해 인에이블되고, 그렇지 않으면, 디스에이블될 수도 있다.

하술되는 바와 같이,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의 F-DC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전력 제어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도 있다. 각각

의 무선 디바이스의 F-CPC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무선 디바이스의 F-DCCH 에 대한 송신 전력에 기초하여 설정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소정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F-DCCH 에 대한 송신 전력과 F-CPCCH 에 대한 송신 전력 간의 차이

또는 델타는 기지국에 의해 설정되어, 무선 디바이스에 송신될 수도 있다. F-DCCH 및 F-CPC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F-

DCCH 및 F-CPCCH 에 대한 데이터 레이트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또 다른 세트의 내부 루프 및 외부 루프를 이용하여 F-DCCH 의 전력 제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내부 루

프의 경우, 무선 디바이스는 그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F-CPCCH 를 통해 송신된 RL PC 비트를 수신하고, 각각의 RL PC

비트의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한다. 무선 디바이스는 다중의 RL PC 비트에 대한 수신 신호 품질 추정치를 필터링하여 더

신뢰성있는 추정치를 획득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RL PC 비트에 대한 필터링되거나 필터링되지 않은 수신 신호 품

질 추정치 및 전력 델타에 기초하여, F-DCCH 에 대한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F-CPCCH 에 대한 수

신 신호 품질은 F-DCCH 의 수신 신호 품질에 대한 프록시로서 이용된다. 그 후, 무선 디바이스는 현재의 전력 제어 그룹

의 F-DCCH 에 대한 수신 신호 품질 추정치를 F-DCCH 설정점과 비교한다. 그 후, 무선 디바이스는, 수신 신호 품질 추정

치가 F-DCCH 설정점보다 더 낮으면 현재의 전력 제어 그룹의 F-DC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0' 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1' 로 설정한다. '0' 값은 F-DCCH 에 대한 수신 신호 품질이 충분하지 않아서 F-DCCH 및 F-CPCCH 에 대한 송

신 전력의 증가를 요청함을 나타낸다. '1' 값은 F-DCCH 에 대한 수신 신호 품질이 충분한 것보다 더 많아서 F-DCCH 및

F-CPCCH 에 대한 송신 전력의 감소를 요청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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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루프의 경우, 무선 디바이스는 F-DCCH 를 통해 그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된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수신하고, 각각

의 프레임에서 송신된 시그널링을 디코딩하며, 각각의 프레임이 정확하게 디코딩되는지 또는 에러가 있게 디코딩되는지를

판정한다. 무선 디바이스는, 각각의 양호한 프레임에 대해서는 작은 하강 단계만큼 F-DCCH 설정점을 감소시키고, 각각의

소거된 프레임에 대해서는 큰 상승 단계만큼 F-DCCH 설정점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상승 및 하강 단계 사이즈는 F-

DCCH 에 대한 원하는 성능 레벨을 달성하도록 선택된다 (예를 들어, 1% FER). F-DCCH 설정점은 어떠한 값의 범위 내

에 있도록 제한될 수도 있다.

또한, 무선 디바이스는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대한 F-FCH, F-DCCH, 및 F-CPCCH 의 전력 제어를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 1 및 제 2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각각 400 bps 및 50 bps 피드백을 반송하는데 이용될 수

도 있다. 50 bps 피드백은 무선 디바이스가 F-FCH 를 통해 20-ms 프레임을 정확하게 수신받았는지 여부를 기지국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 400 bps 피드백은 F-CPCCH 및 F-DCCH 송신 전력 레벨의 연속적인 조정용일 수도 있다.

B. 동적 커버리지 및 소프트 핸드오프

각각의 기지국은 각각의 지리적인 영역에 대해 통신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인접 기지국의 커버리지 영역은,

무선 디바이스가 시스템 주위에서 이동함에 따라 무선 디바이스로 하여금 하나의 기지국으로부터 또 다른 기지국으로 핸

드오프되게 하도록 오버랩한다.

시스템은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대한 동적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최상의 가능한 기지국

(들)으로부터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수신을 시도한다. 무선 디바이스는 인접 기지국들에 의해 송신된 파일럿을 주기적으로

탐색하고, 그 디바이스가 탐색한 각각의 파일럿의 신호 세기를 측정할 수도 있다. 또한, 무선 디바이스는, 그 디바이스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현재 수신하고 있는 각각의 기지국으로부터의 파일럿의 신호 세기를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그 무선 디바이스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현재 수신하고 있는 모든 기지국을 포함하는 "활성 (active)"

세트를 유지할 수도 있다. 만약 신규한 기지국에 대한 측정된 파일럿 신호 세기가 추가 임계값 (add threshold) 을 초과하

면, 무선 디바이스는 신규한 기지국을 활성 세트에 추가하려 할 수도 있다. 신규한 기지국을 추가하기 위하여, 무선 디바이

스는 시그널링 (예를 들어,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 을 R-FCH 를 통해 현재의 기지국으로 송신할 수도 있다. 현재의 기

지국은 시그널링 (예를 들어, 채널 할당 메시지, 핸드오프 명령 메시지 등) 을 F-DCCH 를 통해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시그널링은, 기지국의 신규한 세트와 통신하기 위해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만약 기지국에 대한 측정된 파일럿 신호 세기가 드롭 (drop) 임계값 미만이면, 무선 디바이스는 기존의 기지국을 활

성 세트로부터 드롭시킬 수도 있다.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대한 활성 세트는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다른 서비스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무선 디바이스는, 그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수신되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하여 상이한 활성 세트를 유지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무선 디바이스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활성 세트 및 다른 서비스를 위한 (예를 들어, 음성

또는 패킷 데이터 콜을 위한) 또 다른 활성 세트를 유지할 수도 있다. 다음의 설명은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대해 유지되는

활성 세트에 관한 것이다.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무선 디바이스의 그룹은 동일한 셀 또는 상이한 셀에서 위치될 수도 있다. 그 그룹 내의 각

무선 디바이스는, 그 무선 디바이스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용하고 있는 모든 기지국을 포함하는 각각의 활성 세트를 유

지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해 동일한 활성 세트 또는 오버랩하는 상이한 활성 세트를 가질

수도 있다. 만약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무선 디바이스들 중 다중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활성 세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기지국이 공통이면, 활성 세트들은 오버랩한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그 디바이스의 활성 세트의 각 기지

국은 공통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F-FCH 를 통해,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F-DCCH 를 통해, 그리고, RL PC 비트를 F-

CPCCH 를 통해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한다.

무선 디바이스는, 자신의 활성 세트가 하나 이상의 기지국에 속하는 다중의 섹터를 포함하면,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해

소프트 핸드오프에 있다. 소프트 핸드오프에 있는 동안, 다중의 섹터들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해 이들 섹터에 의해 이

용되는 상이한 F-FCH 를 통하여 동일한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송신한다. 무선 디바이스는 활성 세트 내의 모든 섹터로부

터의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수신 및 결합하여 개선된 성능을 획득할 수도 있다. 또한, 다중의 섹터들은, 멀티캐스트 서비스

를 위해 이들 섹터에 의해 이용되는 상이한 F-DCCH 를 통하여 동일한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할

수도 있다. 다중의 섹터들은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의 송신물을 조정하여, 각각의 메시지가 모든 섹터로부터 동시에 송신

되게 한다. 이것은 무선 디바이스로 하여금 개선된 성능을 위해 모든 섹터로부터의 메시지를 수신 및 결합하게 한다.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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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지국들은 송신 전력 밸런싱 (balancing)/정렬을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에 대한 송

신 전력을 거의 공통 레벨로 조정할 수도 있다. 동일한 콘텐츠를 송신하는 모든 섹터들에 의한 밸런싱된 송신 전력의 이용

은 다이버시티를 향상시키고 링크 효율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

소프트 핸드오프에서 활성 세트 내에 다중의 기지국들이 존재할 경우, 활성 세트 내의 각 기지국은 별도의 순방향 전력 제

어 서브채널을 송신하여, 역방향 링크에 대한 무선 디바이스의 송신 전력을 조정할 수도 있다. 각각의 기지국은, 무선 디바

이스에 대한 기지국에 의해 수행되는 수신 신호 품질 측정에 기초하여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RL PC 비트를 생성한다. 각

각의 전력 제어 그룹에 대해, 무선 디바이스는 활성 세트 내의 모든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RL PC 비트를 검출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송신 전력을 조정할 수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OR-오브-더-DOWN 룰을 적용하여, 현재의 전력 제어 그룹에

대한 임의의 검출 RL PC 비트가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도록) '1' 이면 자신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전력 제어

그룹에 대한 모든 검출 RL PC 비트가 (송신 전력을 증가시키도록) '0' 이면 자신의 송신 전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시스템 내의 모든 기지국들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해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 (F-FCH, F-DCCH, 및 F-CPCCH) 을 지

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무선 디바이스는 종래의 소프트 핸드오프 절차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방식으로 소프트 핸드오프

를 수행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활성 세트 내의 각 기지국에 의해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용으로 이용되는 모든 관

련 파라미터 (예를 들어, 공통 롱코드 마스크, 월시 함수 등) 를 통지받는다.

시스템은,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을 지원하는 일부 기지국, 및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종래의

(legacy)" 기지국을 가질 수도 있다. 종래의 기지국은 전용 F-FCH 를 이용하여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멀티캐스트 서비스

를 지원할 수도 있다. 종래의 기지국은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 다른 기지국에 의해 공유 F-FCH 용

으로 이용되는 공통 롱코드 마스크, 또는 기타 다른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전용 F-FCH 를 통해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송신할 수도 있다. 또한, 종래의 기지국은 전용 F-FCH 의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RL

PC 비트를 (기준 PC 비트 대신에) 송신할 수도 있다. 기지국은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전용 F-DCCH 를 통해 무선 디바

이스로 송신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을 지원하는 제 1 기지국으로부터,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을 지원하지 않는 제 2

(종래의) 기지국으로의 소프트 핸드오프 또는 하드 핸드오프를 수행할 수도 있다. 양자의 기지국에 의해 전용 순방향 링크

채널을 갖는 무선 디바이스를 할당함으로써 소프트 핸드오프가 수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선 디바이스는 제 1 기지

국으로부터 (예를 들어, 17 의 월시 함수를 갖는) 공유 F-FCH 를 통해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처음에 수신할 수도 있다. 소

프트 핸드오프의 경우, 무선 디바이스는 제 1 기지국으로부터 (예를 들어, 19 의 월시 함수를 갖는) 제 1 전용 F-FCH 를

통해 , 그리고 제 2 기지국으로부터 (예를 들어, 월시 함수 20 을 갖는) 제 2 전용 F-FCH 를 통해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계

속 수신할 수도 있다. 하드 핸드오프는, 먼저, 제 1 기지국에 의한 전용 순방향 링크 채널에 대해 무선 디바이스를 이동시키

고, 그 후, 종래의 하드 핸드오프 절차를 이용하여 제 2 기지국에 대한 하드 핸드오프를 수행함으로써 수행될 수도 있다. 이

후, 무선 디바이스가 제 1 기지국의 커버리지 영역으로 다시 이동하면, 무선 디바이스는 제 1 기지국에 대한 핸드오프를 수

행하고,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을 통해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할 수도 있다.

또한, 무선 디바이스는 소프트 핸드오프를 위해 다중의 기지국들로부터 공유 및 전용 F-FCH 를 통해 멀티캐스트 서비스

를 동시에 수신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오직 공유 F-FCH 를 통해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으로부터 공유

및 전용 F-FCH 양자를 통해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부가되는) 전용 F-FCH

의 초기 송신 전력은 공유 F-FCH 의 송신 전력에 의해 설정될 수도 있다. 또한, 무선 디바이스는 오직 전용 F-FCH 를 통

해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으로부터 공유 및 전용 F-FCH 양자를 통해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으로 이

동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부가되는) 공유 F-FCH 의 초기 송신 전력은 (다른 무선 디바이스에 이미 송신된) 공유 F-FCH

의 송신 전력과 전용 F-FCH 의 송신 전력 중 더 높은 것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가 공유 및 전용 F-FCH 모두 (예를 들어, 일 기지국으로부터의 공유 F-FCH 및 다른 기지국으로부터의 전

용 F-FCH) 를 수신하고 있으면, 무선 디바이스는 공유 F-FCH 를 송신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F-CPCCH 를 통한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 및 이 F-FCH 를 송신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용 F-FCH 를 통한 또 다른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

널을 수신한다. 이들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에 대한 송신 전력은,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제 2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

해 송신된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도 있다. 이들 FL PC 비트는 (1) 공유 F-FCH 를 통해 송신된 기준 PC 비트

및 전용 F-FCH 를 통해 송신된 RL PC 비트에 기초하여 유도되고/되거나, (2) 2 개의 기지국의 측정치에 대해 OR-오브-

더-UP 룰을 적용하여 이들 기지국에 대한 FL PC 비트를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전용 F-FCH 의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

채널에 대한 송신 전력은 전용 F-FCH 에 대한 송신 전력과 함께 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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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무선 디바이스는 레이크 수신기를 채용하여, 하나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다중의 신호 인스턴스

(instances) 를 프로세싱한다.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각각의 신호 인스턴스는 레이크 수신기의 복조 엘리먼트 (또는 "핑거

") 에 할당되고 그 복조 엘리먼트에 의해 프로세싱되어, 심볼 추정치가 획득된다. 그 후, 할당된 모든 핑거로부터의 심볼 추

정치들은 결합된다. 또한, 결합된 심볼들은 롱코드로 디스크램블링되어, 복조 심볼이 획득되며, 그 후, 이 심볼이 디코딩된

다. 만약 심볼 추정치가 핑거를 통해 먼저 결합된 후, 디스크램블링되면, 송신물들이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결합되어야 하

는 모든 기지국에 의해, 동일한 롱코드 마스크가 이용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롱코드 마스크가 유니캐스트 서비스를 위해 F-FCH 및 F-DCCH 용으로 이용된다. 멀티캐스트 서비스

의 경우,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F-FCH 용으로 이용되는 공통 롱코드 마스크, 및 F-DCCH 를 통한 시그널링용으로 이용

되는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알고 있다. 그 후, 무선 디바이스는, 각각, 공통 롱코드 마스크 및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에 기

초하여 F-FCH 및 F-DCCH 에 대한 결합된 심볼을 디스크램블링할 수도 있다. 핸드오프에 있는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통

상적으로, 그 디바이스의 활성 세트 내의 모든 기지국에 의해 동일한 롱코드 마스크가 이용된다. 이것은 무선 디바이스로

하여금 이들 기지국 모두에 대한 심볼 추정치를 결합하게 한다. 따라서, 소프트 핸드오프 및 하드 핸드오프는 무선 디바이

스에 의해 수행되는 결합 및 디스크램블링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도 6 은 멀티캐스트 방식 1 에 대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지국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 (600) 의 흐

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기지국은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데이터 및 기준 PC 비트를 F-FCH 를 통해

송신한다 (블록 612). 기지국은 이들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F-

DCCH 를 통해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한다 (블록 614). 또한, 기지국은 공통 롱코드 마스크에 의해 표시된 비트 위치에서

F-CPCCH 를 통해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RL PC 비트를 송신한다 (블록 616). 기지국은 R-PICH 를 통하여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파일럿 및 FL PC 비트를 수신하고 (블록 618), 필요에 따라, R-FCH 를 통해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로부

터 데이터/시그널링을 수신한다 (블록 620). 기지국은 모든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제 1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수신된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F-FCH 의 송신 전력을 조정한다 (블록 622). 기지국은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제 2 전력 제어 서

브채널을 통해 수신된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F-DCCH 및 F-CPCCH 의 송신 전력을 조

정한다 (블록 624).

도 7 은 멀티캐스트 방식 1 에 대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해 소정의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

(700) 의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무선 디바이스는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데이터 및 기준 PC 비트

를 F-FCH 를 통해 수신한다 (블록 712). 무선 디바이스는 그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자

신의 시그널링을 F-DCCH 를 통해 수신한다 (블록 714). 또한, 무선 디바이스는 공통 롱코드 마스크에 의해 표시된 비트

위치에서 F-CPCCH 를 통해 자신의 RL PC 비트를 수신한다 (블록 716). 무선 디바이스는 F-FCH 를 통해 수신된 기준

PC 비트에 기초하여, F-F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생성한다 (블록 718). 또한, 무선 디바이스는 F-CPCCH 를 통해 무

선 디바이스에 송신된 RL PC 비트에 기초하여, F-DCCH 및 F-CPC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생성한다 (블록 720). 무선

디바이스는 제 1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한 F-FCH 에 대한 FL PC 비트 및 R-PICH 의 제 2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한

F-DCCH 및 F-CPC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송신한다 (블록 722). 또한, 무선 디바이스는, 필요에 따라, R-FCH 를 통

해 데이터/시그널링을 송신한다 (블록 724).

2. 멀티캐스트 방식 2 : F-FCH 및 F-CPCCH

멀티캐스트 방식 2 는, 순방향 링크의 경우에 공유 F-FCH 및 F-CPCCH 를 이용하고, 역방향 링크의 경우에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R-FCH 및 R-PICH 를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F-FCH 는 공통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할 뿐아니라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개별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이것은, 멀티캐스

트 데이터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 및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도 있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자신의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해 자신의 시그널링, 및 공통 롱코드 마스크로 멀티

캐스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 각각의 프레임에서의 F-FCH 를 통한 송신은 무선 디바이스에 시그널링할 수도 있거나

시그널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시그널링이 송신되지 않으면,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공통 및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 양자에 의해 각각의 프레임의 복원을 시도할 수도 있다. F-CPCCH 는 RL PC 비트를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R-PICH 를 통해 파일럿 및 FL PC 비트를 송신하며, 또한, 필요할 경우에 R-FCH 를

통해 송신한다. 이 멀티캐스트 방식의 경우에, F-DCCH 는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송신하는데 이용되지 않으며, 멀티캐

스트 방식 1 에 비해 하나 이상의 월시 함수가 절약된다.

순방향 링크 전력 제어의 경우, R-PICH 를 통한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제 1 및 제 2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

(예를 들어, 400 bps 및 400 bps) 로 파티션될 수도 있으며, 이는 F-FCH 및 F-CPCCH 의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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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다. 기지국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모든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제 1 및 제 2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

널을 수신할 수도 있다. 기지국은,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제 1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수신된 FL PC 비트에 대

해 OR-오브-더-UP 룰을 적용하여, F-FCH 를 통해 송신된 멀티캐스트 데이터용으로 이용되는 송신 전력을 조정할 수도

있다. 기지국은, 제 2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각각의 무선 디바

이스에 F-FCH 를 통해 송신된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용으로 이용되는 송신 전력을 조정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소프트 핸드오프를 위해, 다중의 기지국들로부터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동시에 수신할 수도 있다. 이들 기

지국은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공유 F-FCH 를 통하여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할 수도 있으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RL PC

비트를 F-CPCCH 를 통해 송신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다중의 기지국으로부터 F-CPCCH 를 통해 수신된 RL PC

비트를 측정하고, 무선 디바이스에서, 어떤 기지국이 충분한 수신 신호 세기를 갖는지를 판정하고, 충분하게 수신된 모든

기지국에 대한 측정 RL PC 비트에 기초하여 FL PC 비트를 생성하며, 그 FL PC 비트를 제 2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 송신할 수도 있다. 그 후, 각각의 기지국은,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제 2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수신된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F-FCH 를 통한 시그널링에 대한 송신 전력 및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F-CPCCH 를 통한 RL PC 비

트를 조정한다. 따라서, 상이한 기지국의 F-FCH 및 F-CPC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각각의 기지국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

어될 수도 있다.

3. 멀티캐스트 방식 3 : F-FCH 및 전용 F-DCCH

멀티캐스트 방식 3 은 (1) 순방향 링크의 경우에,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공유 F-FCH 및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

한 전용 F-DCCH 를 이용하고, (2) 역방향 링크의 경우에,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R-PICH 및 R-DCCH 를 이용하

여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제공한다. 공유 F-FCH 는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모든 무선 디바이스에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전

용 F-DCCH 는 사용자-특정 시그널링뿐 아니라 RL PC 비트를 특정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F-DCCH 는,

F-FCH 에 대해 상술된 바와 도 3 에 도시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용 F-DCCH 를 통해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반송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RL PC 비트를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

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파일럿 및 FL PC 비트를 R-PICH 를 통해 송신하며, 또한, 필요할 경우에, R-DCCH 를 통해

시그널링을 송신한다. F-CPCCH 및 R-FCH 는 이 멀티캐스트 방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순방향 링크 전력 제어의 경우, R-PICH 를 통한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제 1 및 제 2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

(예를 들어, 400 bps 및 400 bps) 로 파티션될 수도 있으며, 이는 각각 공유 F-FCH 및 전용 F-DCCH 의 송신 전력을 제

어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기지국은 모든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제 1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FL PC 비트를

수신할 수도 있으며, 이들 FL PC 비트에 대해 OR-오브-더-UP 룰을 적용하여, 공유 F-FCH 에 대한 송신 전력을 조정할

수도 있다. 기지국은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제 2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FL PC 비트를 수신할 수도 있으며, 그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F-DCCH 의 송신 전력을 조정할 수도 있다. RL PC 비트에 대한 송신 전력은 전용 F-DCCH 를 통

한 시그널링에 대한 송신 전력과 관련될 수도 있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전용 F-DCCH 를 통해 수신된 RL PC 비트의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하고, 그 수신 신호 품질을 F-DCCH 설정점과 비교하며, 이에 따라, 전용 F-DC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생성할 수도 있다. F-DCCH 설정점은 전용 F-DCCH 에 대한 프레임 소거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도 있다. 시그널링

이 전용 F-DCCH 를 통해 단속적으로 송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용 F-DCCH 에 대한 설정점을 양호한 프레임에 기초하

여 하방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연장된 시간 주기가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용 F-DCCH 에 대한 설정점은 고정값일

수도 있거나, 어떤 값의 범위 내로 제한될 수도 있다.

4. 멀티캐스트 방식 4 : 역방향 링크가 없는 F-SCH

멀티캐스트 방식 4 는 F-SCH 및 F-CCCH 를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F-SCH 는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되며, 역방향 링크 접속이 없는 음성을 지원하는 F-FCH 와 유사하게, 가변 레이트 (예를

들어, 풀, 하프, ¼, 및 ⅛ 레이트) 를 지원할 수도 있다. F-CCCH 는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오버헤드 채널 (예를 들어, 브로드캐스트 제어 채널 (F-BCCH) 또는 페이징 채널) 은, 이들 순방향 링크 채널용

으로 이용되는 레이트와 같이, F-SCH 및 F-CCCH 에 대한 구성 정보를 송신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역방향 링크 접속

은 이 멀티캐스트 방식에 대한 무선 디바이스용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무선 디바이스는, 그 디바이스가 다른 기지국의 커

버리지 영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역방향 링크 접속을 발생시키고 그 역방향 링크 접속을 통하여 적절한 시그널링을 송신함

으로써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대한 동적 커버리지를 획득할 수도 있다. 전력 제어 피드백이 역방향 링크 접속없이 이용가능

하기 때문에, F-SCH 및 F-CCCH 는, 커버리지 영역의 가장자리에서도 신뢰성있는 수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송신

전력 레벨로 송신될 수도 있다.

5. 멀티캐스트 방식 5 : F-FCH, F-PDCH, 및 F-CP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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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캐스트 방식 5 는 (1) 순방향 링크의 경우에 공유 F-FCH, 적어도 하나의 F-PDCH, 및 적어도 하나의 F-CPCCH 를

이용하고, (2) 역방향 링크의 경우에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역방향 품질 표시자 채널 (R-CQICH) 및 역방향 확인응

답 채널 (R-ACKCH) 을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유 F-FCH 는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각각의 F-PDCH 는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개별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1 대 28 월시 함수가 각각의 F-PDCH 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하나의 F-PDCH 에 대하여 고유

의 월시 함수를 할당받을 수도 있으며, 그 후, 그 월시 함수를 갖는 자신의 시그널링을 F-PDCH 를 통해 수신한다. F-

CPCCH 는 RL PC 비트를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는 R-CQICH 및/또는 R-ACKCH 를 통해 FL PC 비트를 송신할 수도 있다. 2 개의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이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F-FCH 및 F-PDCH/F-CPCCH 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무선 디

바이스는 F-FCH 를 통해 송신된 기준 PC 비트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그 측정에 기초하여, F-FCH 에 대한 FL PC 비트

를 설정하며, 제 1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FL PC 비트를 송신할 수도 있다. F-FCH 에 대한 설정점은 고정되거

나, F-FCH 에 대한 프레임 소거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도 있다. F-PDCH 에 대한 송신 전력은 고정되거나, 제 2 역방향 전

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한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도 있다.

순방향 링크 채널과 역방향 링크 채널의 다양한 조합을 이용하여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 개의 예시적인 멀

티캐스트 방식을 상술하였다. 또한, 멀티캐스트 서비스는 또 다른 멀티캐스트 방식에 기초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순방향 링크 채널과 역방향 링크 채널의 상이한 조합을 이용하여 제공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전용 콜 (예를 들어, 음성 콜) 과 함께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할 수도 있다. 무선 디바이스는 전용 콜에

대한 전용 F-FCH 를 할당받을 수도 있다. 전용 콜에 대한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은 전용 F-DCCH, 멀티캐스트 서비스용

으로 이용되는 공유 F-DCCH, 또는 기타 다른 순방향 링크 채널을 통해 송신될 수도 있다. 또한, 무선 디바이스는 더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위하여 전용 또는 공유 F-SCH 를 할당받을 수도 있다. R-PICH 를 통한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3

개 이상의 채널로 파티션될 수도 있으며, 각각의 순방향 링크 채널에 대한 하나의 서브채널은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별도

로 전력 제어될 수도 있다.

6. 시스템

도 8 은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국 (110) 및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무선 디바이스 (120) 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순방향 링크의 경우, 기지국 (110) 에서, FL 송신 (TX) 데이터 프로세서 (810) 는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

(예를 들어, 멀티캐스트 데이터, 시그널링, 및 RL PC 비트) 를 수신하고, 순방향 링크 채널 (예를 들어, F-FCH, F-DCCH,

및 F-CPCCH) 을 통한 송신을 위해 수신 데이터를 프로세싱 (예를 들어, 인코딩, 인터리빙, 변조, 채널화, 및 스크램블링)

하며, 데이터 칩의 스트림을 제공한다. 송신기 유닛 (TMTR; 812) 은 데이터 칩을 컨디셔닝 (예를 들어, 아날로그로 변환,

증폭, 필터링, 및 주파수 상향변환) 하여, 순방향 링크 신호를 생성한다. 순방향 링크 신호는 듀플렉서 (D; 814) 를 통하여

라우팅되고, 안테나 (816) 를 경유하여 송신된다. 무선 디바이스 (120) 에서, 순방향 링크 신호는 안테나 (852) 에 의해 수

신되고, 듀플렉서 (854) 를 통해 라우팅되며, 수신기 유닛 (RCVR; 856) 에 제공된다. 수신기 유닛 (856) 은 수신 신호를

컨디셔닝 (예를 들어, 필터링, 증폭, 주파수 하향변환, 및 디지털화) 하여, 데이터 샘플을 획득한다. FL 수신 (RX) 데이터

프로세서 (860) 는 데이터 샘플을 프로세싱 (예를 들어, 채널화 해제, 데이터 복조, 디스크램블링, 디-인터리빙, 및 디코딩)

하여, 무선 디바이스 (120) 에 대한 디코딩 데이터를 획득한다. 디코딩 데이터는, 무선 디바이스 (120) 에 대한 F-DCCH

를 통해 송신된 사용자-특정 시그널링 및 F-FCH 를 통해 송신된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포함한다. FL RX 데이터 프로세서

(860) 는, 다중의 신호 인스턴스를 프로세싱할 수 있는 레이크 수신기를 구현할 수도 있다.

역방향 링크의 경우, 무선 디바이스 (120) 에서, RL TX 데이터 프로세서 (890) 는 역방향 링크 채널 (예를 들어, R-PICH

및 R-FCH) 을 통한 송신을 위해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 (예를 들어, FL PC 비트 및 역방향 링크 시그널링) 를 수신 및 프로

세싱한다. 그 후, 송신기 유닛 (892) 은 RL TX 데이터 프로세서 (890) 로부터의 데이터 칩의 스트림을 컨디셔닝하여, 역방

향 링크 신호를 생성하며, 이 신호는 듀플렉서 (854) 를 통하여 라우팅되고 안테나 (852) 를 경유하여 송신된다. 기지국

(110) 에서, 역방향 링크 신호는 안테나 (816) 에 의해 수신되고, 듀플렉서 (814) 를 통하여 라우팅되며, 수신기 유닛

(842) 에 제공된다. 수신기 유닛 (842) 은 수신 신호를 컨디셔닝하고 샘플 스트림을 제공한다. RL RX 데이터 프로세서

(844) 는 샘플 스트림을 프로세싱하고,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신하는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의해 송신된 FL PC 비트

및 시그널링을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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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 (830 및 880) 는 각각 기지국 (110) 및 무선 디바이스 (120) 내의 다양한 유닛들의 동작을 안내한다. 제어기 (830

및 880) 는 멀티캐스트 서비스, 전력 제어, 소프트 핸드오프 등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메모리 유닛 (832

및 882) 은 각각 제어기 (830 및 880) 에 의해 이용되는 데이터 및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한다. 이하, 멀티캐스트 방식 1 에

대한 기지국 (110) 및 무선 디바이스 (120) 에 의한 프로세싱을 설명한다.

도 9 는 F-FCH 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서 (810a) 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터 프로세서 (810a) 는 도 8 의 FL TX

데이터 프로세서 (810) 의 일부이다. 데이터 프로세서 (810a) 내에서, 멀티캐스트 데이터는 인코더/인터리버 (920) 에 의

해 인코딩 및 인터리빙되며, 또한, 스크램블러 (922) 에 의해 공통 롱코드로 스크램블링되며, 채널 이득 유닛 (924) 에 의

해 F-FCH 의 데이터 부분에 대한 이득에 의해 스케일 (scale) 된다. 롱코드 생성기 (930) 는, F-FCH 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에 기초하여, 스크램블러 (922) 에 대한 공통 롱코드를 생성한다. 기준 PC 비트는 채널 이득 유닛 (934) 에 의한 기

준 PC 비트에 대한 이득에 의해 스케일된다. 멀티캐스트 데이터 및 기준 PC 비트에 대한 이득은 그 멀티캐스트 데이터 및

기준 PC 비트에 대한 비트 레이트와 관련되며, 그 비트 레이트에 의해 결정된다. 멀티플렉서 (Mux; 940) 는 유닛 (924 및

934) 으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고, PC 비트 위치 추출기 (932) 에 의해 표시된 비트 위치에서, 스케일된 멀티캐스트 데이

터에 대한 스케일된 기준 PC 비트에서 펑쳐링 (puncture) 한다. IQ 디멀티플렉서 (Demux; 942) 는 멀티플렉서 (940) 의

출력을 동위상 (I) 및 직교 (Q) 스트림으로 디멀티플렉싱한다. 월시 커버 유닛 (944) 은 F-FCH 에 대한 월시 함수 Wf-fch

로 I 및 Q 스트림을 커버한다.

도 10 은 F-DCCH 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서 (810b) 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터 프로세서 (810b) 또한 도 8 의 FL

TX 데이터 프로세서 (810) 의 일부이다. 데이터 프로세서 (810b) 내에서, 멀티플렉서 (1010) 는,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수

신하고 있는 사용자 (a 내지 s) 에 대한 시그널링을 수신하며, TDM_Ctrl 신호에 기초하여, 한번에 하나의 사용자에 대한

시그널링을 제공한다. 선택된 사용자 x (x ∈ {a, …, s}) 에 대한 시그널링은 인코더/인터리버 (1020) 에 의해 프로세싱되

고, 스크램블러 (1022) 에 의해 사용자 x 에 대한 롱코드로 스크램블링되고, 채널 이득 유닛 (1024) 에 의해 사용자 x 에

대한 이득으로 스케일되고, IQ 디-멀티플렉서 (1042) 에 의해 I 및 Q 스트림으로 디-멀티플렉싱되며, 월시 커버 유닛

(1044) 에 의해 F-DCCH 에 대한 월시 함수 Wf-dcch 로 커버된다. 롱코드 생성기 (1030) 는 사용자 x 에 대한 고유의 롱코

드 마스크에 기초하여, 사용자 x 에 대한 롱코드를 생성한다.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시그널링은 롱코드로 스크램블링되고

그 사용자에 대한 이득으로 스케일된다.

도 11 은 F-CPCCH 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서 (810c) 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터 프로세서 (810c) 또한 도 8 의

FL TX 데이터 프로세서 (810) 의 일부이다. 데이터 프로세서 (810c) 내에서, 멀티플렉서 (1110a) 는 사용자 (a 내지 m)

에 대한 RL PC 비트를 수신하며, 멀티플렉서 (1110b) 는 사용자 (n 내지 s) 에 대한 RL PC 비트를 수신한다. 각각의 멀티

플렉서 (1110) 는 상대적인 오프셋 계산 유닛 (1132) 에 의해 결정된 비트 위치에 자신의 사용자에 대한 RL PC 비트를 매

핑한다. 채널 이득 유닛 (1112a 및 1112b) 은 각각 멀티플렉서 (1110a 및 1110b) 로부터 RL PC 비트를 수신한다. 각각

의 채널 이득 유닛 (1112) 은 각 사용자에 대한 RL PC 비트를 그 사용자에 대한 이득으로 스케일한다. 월시 커버 유닛

(1144) 은 유닛 (1112a 및 1112b) 으로부터의 스케일된 RL PC 비트를 F-CPCCH 에 대한 월시 함수 Wf-cpcch 로 커버한

다. 롱코드 생성기 (1130) 는 공통 롱코드 마스크에 기초하여 공통 롱코드를 생성한다. 유닛 (1132) 은 공통 롱코드에 기

초하여 RL PC 비트에 대한 비트 위치를 결정한다.

도 12 는 사용자 x 의 R-PICH 및 R-FCH 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서 (890a) 의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터 프로세서

(890a) 는 도 8 의 RL TX 데이터 프로세서 (890) 의 일부이다. R-PICH 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서 (1202) 내에서, 멀티플

렉서 (1210) 는 제 1 및 제 2 역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에 대한 파일럿 데이터 및 FL PC 비트를 수신한다. 도 4 및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플렉서 (1210) 는 R-PICH 를 통해 파일럿 데이터와 FL PC 비트를 멀티플렉싱한다. 월시 커버

유닛 (1212) 은 멀티플렉서 (1210) 의 출력을 R-PICH 에 대한 월시 함수 Wr-pich 로 커버한다. R-FCH 에 대한 데이터 프

로세서 (1204) 내에서, 역방향 링크 데이터 및 시그널링은 인코더/인터리버 (1220) 에 의해 프로세싱되고, 월시 커버 유닛

(1222) 에 의해 R-FCH 에 대한 월시 함수 Wr-fch 로 커버되며, 채널 이득 유닛 (1224) 에 의해 사용자 x 에 대한 이득으로

스케일된다. 롱코드 발생기 (1230) 는, 사용자 x 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에 기초하여, 사용자 x 에 대한 롱코드를 생

성한다. PN 생성기 (1232) 는, 모든 무선 디바이스용으로 이용되는 공통 IPN 및 QPN 시퀀스 및 사용자 x 에 대한 롱코드

에 기초하여, PNI 및 PNQ 를 생성한다. 복소 승산기 (1242) 는 데이터 프로세서 (1202 및 1204) 의 출력을 PNI 및 PNQ

시퀀스와 승산하고, 송신기 유닛 (892) 에 의해 더 프로세싱되는 Iout 및 Qout 데이터 칩의 스트림을 생성한다. R-PICH

및/또는 R-FCH 를 통한 송신은 (예를 들어, 1/2 또는 1/4 로) 게이트되거나 디스에이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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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설명된 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은 푸시-투-토크 (PTT) 와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

다. 일반적으로, 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은 임의의 공통 트래픽 데이터를 무선 디바이스의 임의의 그룹으로 송신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은 공동으로 전력 제어될 수 있거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적 공유 순방향 링크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는 기술은 다양한 수단, 예를 들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하드웨어 구현의 경우, 데이터 송신용 프로세싱 유닛은 하나 이상의 주문형 집적회

로 (ASIC),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DSP),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디바이스 (DSPD),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PLD), 필

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FPGA), 프로세서, 제어기, 마이크로 제어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여기에서 설명된 기능들

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른 전자 유닛, 또는 이들의 조합 내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 수신용 프로세싱 유닛은

하나 이상의 ASIC, DSP 등 내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구현의 경우, 데이터 송신 및 수신용 프로세싱은, 여기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모듈 (예를 들어, 절차,

함수 등) 내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코드는 메모리 유닛 (예를 들어, 도 8 의 메모리 유닛 (832 및 882)) 에 저

장되고, 프로세서 (예를 들어, 제어기 (830 및 880)) 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메모리 유닛은 프로세서 내에서 또는 프로

세서의 외부에서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프로세서에 통신적으로 커

플링될 수 있다.

여기에는, 참조를 위해 그리고 어떤 섹션의 위치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표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표제는 여기에서 설명

된 개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이들 개념은 전체 명세서 전반에 걸쳐 다른 섹션으로의 적용가능성을 가질 수

도 있다.

개시된 실시형태의 상기 설명은 당업자로 하여금 본 발명을 제조 또는 이용하게 하도록 제공되어 있다. 당업자는 이들 실

시형태에 대한 다양한 변형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며, 여기에서 정의된 일반적인 원리는 본 발명의 사상 또는 범위를 벗어나

지 않고 다른 실시형태에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에서 개시된 실시형태들에 제한되지 않고, 여기에서 개

시된 원리 및 신규한 특징과 부합하는 최광의 범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으로서,

트래픽 데이터를 공유 데이터 채널을 통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용으로 이용되는 공유 제어 채널 또는 상기 무선 디바이스용으로 이용되는 전용 제어 채널을 통

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으로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트래픽 데이터 및 상기 사용

자-특정 시그널링은 멀티캐스트 서비스용인, 상기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의 송신 단계; 및

상기 공유 데이터 채널을 통하여 기준 비트를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기준 비트는 기지(旣知)의 값을 가지며 상기 공유

데이터 채널의 신호 품질 추정용으로 이용되는, 상기 기준 비트의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용으로 이용되는 공유 표시자 채널 또는 상기 무선 디바이스용으로 이용되는 상기 전용 제어 채

널을 통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으로 전력 제어 정보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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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데이터 채널은 순방향 기본 채널 (F-FCH) 이며, 상기 공유 제어 채널은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 (F-DCCH) 이

며, 상기 공유 표시자 채널은 IS-2000 에서의 순방향 공통 전력 제어 채널 (F-CPCCH) 인,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데이터 채널은 순방향 기본 채널 (F-FCH) 이며, 상기 공유 제어 채널 또한 상기 F-FCH 이며, 상기 공유 표시자

채널은 IS-2000 에서의 순방향 공통 전력 제어 채널 (F-CPCCH) 인,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데이터 채널은 순방향 기본 채널 (F-FCH) 이며, 상기 전용 제어 채널은 IS-2000 에서의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

(F-DCCH) 인,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데이터 채널은 순방향 보조 채널 (F-SCH) 이며, 상기 공유 제어 채널은 IS-2000 에서의 순방향 공통 제어 채널

(F-CCCH) 인,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데이터 채널은 순방향 기본 채널 (F-FCH) 이며, 상기 공유 제어 채널은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 (F-PDCH) 이

며, 상기 공유 표시자 채널은 IS-2000 에서의 순방향 공통 전력 제어 채널 (F-CPCCH) 인,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에 대한 역방향 링크 접속을 유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9.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으로서,

트래픽 데이터를 순방향 기본 채널 (F-FCH) 을 통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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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 (F-DCCH) 을 통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으로 송신하는 단

계; 및

상기 F-FCH 를 통하여 기준 전력 제어 (PC) 비트를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기준 PC 비트는 기지의 값을 가지며 상기

F-FCH 의 신호 품질 추정용으로 이용되는, 상기 기준 PC 비트의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은 시분할 멀티플렉싱 (TDM) 을 이용하여 상기 F-DCCH

를 통해 송신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F-FCH 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상기 F-FCH 에 대한 상기 트래픽 데이터를 스크램

블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사용자

-특정 시그널링을 스크램블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역방향 링크 (RL) PC 정보를 순방향 공통 전력 제어 채널 (F-CPCCH) 을 통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으로 송

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RL PC 정보는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할당된 각각의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을 통해

송신되며,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복수의 순방향 전력 제어 서브채널은 상기 F-CPCCH 상에서 시분할 멀티플렉싱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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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RL PC 정보를 상기

F-CPCCH 상에 멀티플렉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F-FCH 에 대한 순방향 (FL) PC 비트를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F-FCH 에 대해 수신된 상기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상기 F-FCH 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

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F-FCH 에 대한 상기 FL PC 비트는, 상기 F-FCH 를 통해 송신된 상기 기준 PC 비트에 기초하여 각각의 무선 디바

이스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각각의 시간 간격 동안의 PC 판정을, 상기 시간 간격 동안에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FL PC 비트에 기초

하고 OR-오브-더-UP 룰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F-FCH 의 상기 송신 전력은 상기 PC 판정에 기초하여 조정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소정 수의 무선 디바이스 또는 그 이상이 상기 F-FCH 를 통해 상기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으면, 상기 F-FCH 에 대

한 상기 송신 전력의 조정을 디스에이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2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F-DCCH 에 대한 순방향 링크 (FL) PC 비트를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F-DCCH 에 대한 상기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상기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상기 F-DCCH 를 통해 각각의 무

선 디바이스로 송신된 상기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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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F-DCCH 에 대한 순방향 링크 (FL) PC 비트를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F-DCCH 에 대한 상기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상기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상기 F-CPCCH 를 통해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된 상기 RL PC 비트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2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디바이스가 상기 시스템 주위로 이동할 때, 상기 트래픽 데이터가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으로 송신되

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23.

제 9 항에 있어서,

파일럿 및 순방향 링크 (FL) PC 정보를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으로부터 역방향 파일럿 채널 (R-PICH) 을 통하

여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24.

제 9 항에 있어서,

역방향 링크 시그널링을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역방향 기본 채널 (R-FCH) 을 통하여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25.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로의 순방향 기본 채널 (F-FCH) 을 통한 송신을 위해 트래픽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상기 F-FCH

를 통한 송신을 위해 기준 전력 제어 (PC) 비트를 프로세싱하도록 동작하는 제 1 데이터 프로세서로서, 상기 기준 PC 비트

는 기지의 값을 가지며 상기 F-FCH 의 신호 품질 추정용으로 이용되는, 상기 제 1 데이터 프로세서; 및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 (F-DCCH) 을 통한 송신을 위해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에 대한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프로세싱하도록 동작하는 제 2 데이터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순방향 공통 전력 제어 채널 (F-CPCCH) 을 통한 송신을 위해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에 대한 역방향 링크 (RL)

PC 정보를 프로세싱하도록 동작하는 제 3 데이터 프로세서를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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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F-FCH 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상기 F-FCH 에 대한

상기 트래픽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하도록 동작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스크램블링하도록 동작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F-FCH 에 대한 순방향 링크 (FL) PC 비트를 수신하고, 상기 F-FCH 에 대해 수신

된 상기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상기 F-FCH 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도록 동작하는 제어기를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

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30.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으로부터 상기 F-DCCH 에 대한 순방향 링크 (FL) PC 비트를 수신하고, 상기 F-DCCH

에 대한 상기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상기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상기 F-DCCH 를 통해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된 상기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도록 동작하는 제어기를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31.

트래픽 데이터를 순방향 기본 채널 (F-FCH) 을 통하여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수단;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 (F-DCCH) 을 통하여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으로 송신하는 수

단; 및

상기 F-FCH 를 통하여 기준 전력 제어 (PC) 비트를 송신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기준 PC 비트는 기지의 값을 가지며 상기

F-FCH 의 신호 품질 추정용으로 이용되는, 상기 기준 PC 비트의 송신 수단을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F-FCH 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상기 F-FCH 에 대한 상기 트래픽 데이터를 스크램

블링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공개특허 10-2006-0031863

- 21 -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각각의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사용자

-특정 시그널링을 스크램블링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F-FCH 에 대한 순방향 링크 (FL) PC 비트를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F-FCH 에 대해 수신된 상기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상기 F-FCH 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무

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35.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F-DCCH 에 대한 순방향 링크 (FL) PC 비트를 상기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 각각으로부터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F-DCCH 에 대한 상기 무선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상기 FL PC 비트에 기초하여, 상기 F-DCCH 를 통해 각각의 무

선 디바이스로 송신된 상기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36.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된 공유 데이터 채널을 통하여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공유 제어 채널 또는 전용 제어 채널을 통하여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트래픽 데이터 및 상기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은 멀티캐스트 서비스용인, 상기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의 수신 단계; 및

상기 공유 데이터 채널을 통하여 기준 비트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기준 비트는 기지의 값을 가지며 상기 공유 데이터

채널의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하는데 이용되는, 상기 기준 비트의 수신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공유 표시자 채널 또는 상기 전용 제어 채널을 통하여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전력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역방향 링크를 통해 송신된 송신물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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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무선 통신 시스템의 무선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으로서,

트래픽 데이터를 순방향 기본 채널 (F-FCH) 을 통하여 수신하는 단계;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 (F-DCCH) 을 통하여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F-FCH 를 통하여 기준 전력 제어 (PC) 비트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기준 PC 비트는 기지의 값을 가지며 상기

F-FCH 의 신호 품질 추정용으로 이용되는, 상기 기준 PC 비트의 수신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F-FCH 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상기 트래픽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

(descrambling)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40.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사용자-

특정 시그널링을 디-스크램블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41.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역방향 링크 (RL) PC 정보를 순방향 공통 전력 제어 채널 (F-CPCCH) 을 통하여 수신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에 기초하여, 상기 F-CPCCH 로부터의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RL

PC 정보를 디멀티플렉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43.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F-FCH 를 통해 수신된 상기 기준 PC 비트에 기초하여, 상기 F-FCH 의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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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FCH 의 상기 추정된 수신 신호 품질에 기초하여, 상기 F-FCH 에 대한 순방향 링크 (FL) PC 비트를 생성하는 단

계; 및

상기 F-FCH 에 대한 상기 FL PC 비트를 역방향 파일럿 채널 (R-PICH) 을 통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F-FCH 에 대한 상기 FL PC 비트를 생성하는 단계는,

각각의 시간 간격 동안에, 상기 F-FCH 의 상기 추정된 수신 신호 품질을 상기 F-FCH 의 설정점 (setpoint) 과 비교하는

단계; 및

그 비교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시간 간격 동안에 상기 F-F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

터 수신 방법.

청구항 45.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F-DCCH 의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하는 단계;

상기 F-DCCH 의 상기 추정된 수신 신호 품질에 기초하여, 상기 F-DC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F-DCCH 에 대한 상기 FL PC 비트를 역방향 파일럿 채널 (R-PICH) 을 통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

터 수신 방법.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F-DCCH 에 대한 상기 FL PC 비트를 생성하는 단계는,

각각의 시간 간격 동안에, 상기 F-DCCH 의 상기 추정된 수신 신호 품질을 상기 F-DCCH 에 대한 설정점과 비교하는 단

계; 및

그 비교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시간 간격 동안에 상기 F-DC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

터 수신 방법.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F-DCCH 에 대한 상기 FL PC 비트를 생성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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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DCCH 를 통해 수신된 상기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에 기초하여, 상기 F-DCCH 에 대한 상기 설정점을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48.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F-DCCH 의 수신 신호 품질은, 상기 F-CPCCH 를 통하여 수신된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RL PC 정보에 기

초하여 추정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4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기지국에 의해 서비스되는 다중의 섹터로부터 상기 F-FCH 를 통해 수신되며,

상기 사용자-특정 신호는 상기 다중의 섹터로부터 상기 F-DCCH 를 통해 수신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50.

제 38 항에 있어서,

파일럿 및 순방향 링크 (FL) PC 정보를 역방향 파일럿 채널 (R-PICH) 을 통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수

신 방법.

청구항 51.

제 50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해 수신된 역방향 링크 (RL) PC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R-PICH 에 대한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52.

제 38 항에 있어서,

역방향 링크 시그널링을 역방향 기본 채널 (R-FCH) 을 통하여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수신 방법.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기본 채널 (R-FCH) 은, 송신할 역방향 링크 시그널링이 존재하지 않으면 비활성인, 데이터 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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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4.

순방향 기본 채널 (F-FCH) 에 대한 프로세싱을 수행하여, 상기 F-FCH 를 통해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고,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 (F-DCCH) 에 대한 프로세싱을 수행하여, 상기 F-DCCH 를 통해 무선 디바이스로 송신된 사용자-

특정 시그널링을 수신하며, 그리고,

상기 F-FCH 에 대한 프로세싱을 수행하여, 상기 F-FCH 를 통해 송신된 기준 전력 제어 (PC) 비트를 수신하도록 동작하

는 수신 데이터 프로세서를 구비하며,

상기 기준 PC 비트는 기지의 값을 가지며 상기 F-FCH 의 신호 품질 추정용으로 이용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무선

디바이스용 장치.

청구항 55.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는, 또한, 상기 F-FCH 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상기 트래픽 데이터

에 대한 디-스크램블링을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무선 디바이스용 장치.

청구항 56.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는, 또한,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상기 무선

디바이스의 상기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에 대한 디-스크램블링을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무선 디

바이스용 장치.

청구항 57.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F-FCH 를 통해 수신된 상기 기준 PC 비트에 기초하여, 상기 F-FCH 의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하고, 상기 F-FCH 의

상기 추정된 수신 신호 품질에 기초하여, 상기 F-FCH 에 대한 순방향 링크 (FL) PC 비트를 생성하도록 동작하는 제어기;

및

역방향 파일럿 채널 (R-PICH) 을 통한 송신을 위해 상기 F-FCH 에 대한 상기 FL PC 비트를 프로세싱하도록 동작하는 송

신 데이터 프로세서를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무선 디바이스용 장치.

청구항 58.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F-DCCH 의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하고, 상기 F-DCCH 의 상기 추정된 수신 신호 품질에 기초하여, 상기 F-DC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생성하도록 동작하는 제어기; 및

역방향 파일럿 채널 (R-PICH) 을 통한 송신을 위해 상기 F-DCCH 에 대한 상기 FL PC 비트를 프로세싱하도록 동작하는

송신 데이터 프로세서를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무선 디바이스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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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9.

트래픽 데이터를 순방향 기본 채널 (F-FCH) 을 통하여 수신하는 수단;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특정 시그널링을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 (F-DCCH) 을 통하여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F-FCH 를 통하여 기준 전력 제어 (PC) 비트를 수신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기준 PC 비트는 기지의 값을 가지며 상기

F-FCH 의 신호 품질 추정용으로 이용되는, 상기 기준 PC 비트의 수신 수단을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F-FCH 에 대한 공통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상기 트래픽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61.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고유의 롱코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된 롱코드로 상기 무선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사용자-

특정 시그널링을 디-스크램블링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62.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F-FCH 를 통해 수신된 상기 기준 PC 비트에 기초하여, 상기 F-FCH 의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하는 수단;

상기 F-FCH 의 상기 추정된 수신 신호 품질에 기초하여, 상기 F-FCH 에 대한 순방향 링크 (FL) PC 비트를 생성하는 수

단; 및

상기 F-FCH 에 대한 상기 FL PC 비트를 역방향 파일럿 채널 (R-PICH) 을 통하여 송신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무선 통

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청구항 63.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F-DCCH 의 수신 신호 품질을 추정하는 수단;

상기 F-DCCH 의 상기 추정된 수신 신호 품질에 기초하여, 상기 F-DCCH 에 대한 FL PC 비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F-DCCH 에 대한 상기 FL PC 비트를 역방향 파일럿 채널 (R-PICH) 을 통하여 송신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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