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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선 전화 시스템은 베이스 트랜시버를 갖는 베이스 유닛과 각각 핸드셋이 핸드셋 트랜시버를 갖는 다수의 무선 핸드셋을
포함한다. 각 핸드셋은 TDMA 구간(epoch)에 따라 상기 베이스 트랜시버를 통해서 베이스 유닛과 공유된 무선 주파수
(RF: Radio Frequency) 채널을 통해 시분할 다중 접속(TDMA : Time-Division Multiple Access) 링크를 설정하며, 베이
스 유닛은 독자적인 데이터 및 오디오 패킷 타임 슬롯을 각 핸드셋에 할당한다. 각 핸드셋은 데이터 패킷과 함께 송신된 동
기화 데이터를 사용하여 베이스 유닛과 동기화시키고, 데이터 패킷과 함께 송신된 착신된 호출 데이터를 검출하거나 상기
TDMA 링크를 통해서 오디오 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하는데 필요함에 따라, 각 핸드셋의 각 데이터 및 오디오 패킷 타임 슬
롯동안에 각 핸드셋의 트랜시버에 전력을 공급한다. 핸드셋은 핸드셋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터 및 오디
오 패킷 타임 슬롯 이외의 이 구간 동안 상기 핸드셋의 트랜시버의 전력을 차단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멀티-라인 무선 전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전화 시스템의 배터리로 동작하는 무선 핸드셋(handset)
에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전화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화 및 전화 시스템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선 전화 시스템에서, 코드리스(cordless) 혹은
무선 전화 핸드셋 유닛은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무선 신호를 통해서 베이스 유닛(base unit)과 통신을 하며, 일반적으로 이
러한 베이스 유닛은 표준 전화 라인을 통해서 외부 전화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이러한 방식에서, 사용자는, 베이스 유닛 및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용자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이러한 무선 핸드셋을 사용할 수 있다.

멀티-라인 무선 전화 시스템은 또한 많은 전화 사용자와의 비즈니스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
반적으로 스펙트럼 확산(spread-spectrum)의 시분할 다중 접속(TDMA :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과 같은 디지
털 통신 구조로, N개의 핸드셋들과 동시에 통신하는 핸드셋을 사용한다. TDMA 시스템에서는, 단일 무선 주파수(RF) 채
널이 사용되며, 각 핸드셋은 전체 사이클 혹은 구간(epoch) 내의 전용 타임 슬라이스(slice) 혹은 슬롯(slot) 동안에 데이터
를 전송하고 수신한다. 일반적으로 핸드셋은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므로, 무선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전력의 사용은 중요하
다. 배터리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에 대한 종래의 전력 절약형 및 다른 TDM 유형의 장치는 1990년 10월 16일에 허
여된 무어(Moor)의 미국 특허번호 4,964,121, 1992년 9월 22일에 허여된 위엑조레크(Wieczorek) 등의 미국 특허번호
5,150,361 및 1996년 8월 14일에 공개된 노키아 이동 전화 주식회사(Nokia Mobile Phones Ltd.)의 유럽 특허 출원번호
EP 0 726 687 A1에 기술되어 있다. 무어에 의한 특허는 통신 채널이 사전에 결정된 수의 타임 슬롯으로 분할되는 TDM
시스템을 기술하며, 여기서 원격 통신 유닛은 할당된 타임 슬롯 내에 중앙 제어국(central control station)과 통신할 수 있
다. 무어는 개별적인 라디오(individual radios) 각각의 사전 결정되어 할당된 타임 슬롯 내에 집중적으로 송신되는 동기화
신호를 동시에 모니터하지만, 라디오의 사전 할당된 타임 슬롯 이외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력 절약형 동
작 모드로 있을 수 있는 전용 개별 라디오(individual radios)의 배터리 절약형 회로를 기술한다. 위엑조레크 등의 특허는,
배터리-전원의 통신 장치가 사전에 결정된 시간 간격 동안 불필요한 회로를 차단하고, 반복적인 시간 프레임 구조의 두 제
어 슬롯 중 하나를 감시하도록 깨어 있는 에너지 절약형 모드로 동작하는 TDM 시스템을 기술한다. 노키아의 특허는 전화
가 폴링 버스트(polling burst) 동안에는 활성 상태에 놓이고, 기타 시간에는 슬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무선 전화 시스템을
기술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무선 전화 시스템은 베이스 트랜시버를 갖는 베이스 유닛과 핸드셋 트랜시버를 각각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무선 핸드셋을
포함한다. 각 핸드셋은 TDMA 구간에 따라 베이스 트랜시버를 경유하여 베이스 유닛과 공유된 무선 주파수 채널을 통해서
시분할 다중 접속(TDMA) 링크를 설정하며, 이때 베이스 유닛은 각 핸드셋에 독자적인 데이터 및 오디오 패킷 타임 슬롯을
할당한다. 각 핸드셋은, 데이터 패킷으로 전송된 동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베이스 유닛과 동기화하거나, 데이터 패킷에 포
함되어 전송되어진 착신된 호출 데이터를 검출하거나, TDMA 링크를 통해 오디오 정보를 전송하고 수신하기 위해, 필요시
핸드셋의 각 데이터 및 오디오 패킷 타임 슬롯 동안에 핸드셋의 트랜시버에 전원을 공급한다. 핸드셋은 핸드셋 전력 사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머지 구간 동안에는 핸드셋의 트랜시버 전원을 차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TDMA 멀티-라인 무선 전화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시스템의 TDMA 구성에서 사용되는 TDMA 슬롯 구조 및 핸드셋 카운터의 개
략적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전화 시스템의 각 핸드셋에 의해 구현되는 전력 절약 프로토콜의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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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TDMA 멀티-라인 무선 전화 시스템(100)의 블록도가 도시된다. TDMA 시
스템(100)은, 수신기 유닛(112) 및 송신기 유닛(111)을 각각 구비하면서 전화 라인(들)(115)을 통해 외부 전화 네트워크
(116)에 연결되는 베이스 유닛(110)을 포함한다. 시스템(100)은 또한 N 개의 무선 핸드셋(1201, 1202, ...120N)을 포함한

다. 각각은 핸드셋(1201)의 송신기(121) 및 수신기(122)와 같은 송/수신기 유닛(트랜시버)을 갖는다. 임의의 주어진 시간

에서는, 수 개의 핸드셋이 동작하고 있거나 오프-훅 상태(즉,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 있다(또는 어떠한 핸드셋도 동작
중이거나 오프-훅 상태에 있지 않을 있다) . 따라서, 시스템(100)은 베이스 유닛(110)과 각 핸드셋(120i)(1≤i≤N) 사이에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100)은, 모두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4개의 핸드셋(1201-1204)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시스템(100)은, 예를 들면 N=12라 할 때 8개까지가 동시에 활성화 또는 동작할 수 있는 다
양한 수의 핸드셋을 포함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핸드셋은 일반적으로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므로 무선 전화 시스템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력 이용
은 중요하다. 따라서,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단일 무선 주파수 채널을 통해 다수의 트랜시버를 베이스 유닛에 접속하
기 위한 TDMA 시스템 및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특히, 시스템(100)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TDMA 구조를 사용하며, 이러한 TDMA 구조는 전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각각의 동작 중인 핸드셋
이 TDMA 구간의 대부분 영역 동안 "오프" 상태(즉,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지 않고, 따라서 많은 배터리 전력을 소모
하지 않는 상태)이고, 아래에서 더 상세하게 기술된 바와 같이 고유의 타임 슬라이스 혹은 슬롯 동안에만 "온" 상태로 되기
때문이다. 일 실시예에서, 핸드셋은 적어도 자신의 CPU 및 트랜시버(수신기 및 송신기) 유닛의 전원을 끔으로써 전력을
차단하며, 이때 사전에 결정된 타임 슬롯에서는 CPU를 다시 동작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클록 및 이와 관련된 타이머 혹은
감시 회로에만 전력 공급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TDMA와 같은 시분할 다중화(TDM : Time-Division Multiplexing) 기술을 이용하고 고유의 타임 슬롯 동안에만
각 트랜시버(핸드셋)를 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핸드셋은 신호가 베이스 유닛(110)으
로부터 핸드셋들 중 하나에 송신되는 때를 감지하기 위해서 무선 주파수 에너지 검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핸드셋
에 대한 통신은 다른 핸드셋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핸드셋에서의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
에서의 핸드셋은 조심스럽게 동기화됨으로써, 각 핸드셋은 고유의 타임 슬롯에서만 송신 메시지를 "수신(listen)"하기만
한다.

본 발명이 없다면, 핸드셋의 국부 시간 베이스는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한 주기의 시간 후에 각
핸드셋이 베이스 유닛(110)에 재동기하기 위하여 모든 송신 메시지를 수신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동기화 후에, 핸드셋은
다시 한번 고유의 타임 슬롯 내에서만 수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신하는 것(listening)"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동기화가 손상될 때는, 배터리의 전력이 낭비적으로 소모될 것이다. 게다가, 만일 동기화가 손상되면, 신호의 충돌
(collision)로 인하여 링크 보존(integrity)은 손상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신호 충돌은 다수의 장치가 동시에 단일 무선 주파
수 채널을 사용하려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각 핸드셋(121i)은, 아래에서 추가로 기술된 바와 같이, 동기화의 손상없이 이러한 전원을 켜고 끄도록 하기 위해

본 발명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동기화 프로토콜은 각 원격의 독립 핸드셋이 국부 시간 베이스를 사용하여 베
이스 유닛으로부터의 TDMA 시퀀스에 동기화하게 하며, 베이스 유닛으로부터의 특정 송신에 동기화하여 적절한 타임 슬
롯에서만 수신한다.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도 1의 시스템에 대한 TDMA 구성(200)에 이용되는 TDMA 슬롯 구
조(250)와 핸드셋 카운터(210)가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100)은 구조(250)를 갖는 TDMA 구간을 사용하며,
이러한 구조(250)는 총 12 개의 핸드셋(1201-12012)을 갖고, 이 중 8개의 핸드셋{예컨대, 핸드셋(1201-1208)}이 동시에

활성화 혹은 동작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도시된다. TDMA 구간의 구조(250)는 다수의 행 및 열을 포함한다. TDMA 구조
(250)의 각 행은 2ms의 디지털 데이터 필드를 나타내고, 홀수 또는 짝수의 각각의 행 혹은 필드로 이루어진 쌍으로 홀수
또는 짝수로 그룹 지어진다. TDMA 구간 구조(250)는 48ms 구간을 갖는다.

디지털 데이터의 각 필드는 총 9개의 패킷{제 1 열의 데이터 패킷(베이스 유닛 또는 핸드셋으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터 패
킷)과 2개씩 4개의 쌍으로 그룹 지어진 8개의 오디오 패킷}을 포함한다. 한 행에서 각각의 오디오 패킷 쌍은 {베이스 유닛
(110)으로부터 주어진 핸드셋으로의}베이스 유닛의 오디오 송신을 위한 하나의 패킷(타임 슬롯)과 (주어진 핸드셋으로부
터 베이스 유닛으로의)핸드셋의 오디오 송신을 위한 하나의 패킷을 포함한다. 각 데이터 패킷은, 다른 핸드셋이 시스템의
데이터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송신하지 않는 비연속적인 타임 슬롯 동안에 베이스 유닛으로부터 주어진 핸드
셋으로 혹은 이와 반대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들 데이터 패킷은, 슬립(sleep) 모드에서 핸드셋에 송신된 타임
스탬프(stamp) 정보, 호출자 ID 정보, 착신된(incoming) 호출자 정보 및 그와 유사한 정보를 갖는 동기화 데이터 혹은 워
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핸드셋으로부터 베이스 유닛으로 송신된 데이터 패킷은 이러한 핸드셋
에 의해 걸린(dial) 전화 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각 오디오 패킷은, 또한 어떤 다른 핸드셋도 시스템의 단일 무
선 주파수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송신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전체 구간 중 주어진 타임 슬롯 동안에, 베이스
유닛으로부터 주어진 핸드셋으로 혹은 그 역으로 송신되는 오디오 데이터의 집합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행의 쌍(row pair)(0)은 짝수 행(even row) 및 홀수 행(odd row)을 포함한다. 짝수 행에서, 베이스 유
닛은 제 1 타임 슬롯{슬롯(251)}에서 데이터를 12개의 핸드셋 중 하나, 예컨대 핸드셋(1201)에 송신한다. 각 핸드셋이 구

간당 한번씩 베이스 유닛(110)에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각 핸드셋에 대해 구간(250)에서 한 행의 쌍(one
row pair)이 존재한다. 제 1 데이터 슬롯(251) 후에, 핸드셋(1201)은 동작 중이고{오프 훅(off hook) 상태}, 오디오 패킷

은 오디오 패킷 슬롯(253) 내에 핸드셋(1201)에 송신된다고 가정하면, 오디오 패킷은 핸드셋(1201)에 의해 오디오 패킷

슬롯(254) 내에 베이스 유닛(110)에 송신되고, 필드 혹은 행이 끝날 때까지 다른 3개의 핸드셋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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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진다. 행의 쌍(0)의 홀수 행에서, 데이터 슬롯(252)은 핸드셋(1201)으로부터 베이스 유닛(110)으로 송신된 데이

터를 수신하는데 사용되며, 오디오 패킷은 남은 8개의 활성 핸드셋으로 송신된다. 행의 쌍(1-11)에서, 데이터 패킷은 행의
쌍(0)과는 다른 핸드셋으로 및 다른 핸드셋으로부터 송신되는 것 외에는 동일한 시퀀스가 발생한다.

본 발명에서, 몇 초의 주기에 걸쳐서 타임 슬롯의 일부분(fraction)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 베이스는, 베이스 유닛(110)에
있는 TDMA 슬롯 타이밍과 매칭하는 각 핸드셋에서 수립된다. TDMA 구간 구조(250)는 각 핸드셋 및 베이스 유닛 모두가
알게 되며, 일단 시간 베이스가 동기화되면, 핸드셋 수신기는 언제 베이스(base)로부터 송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지를
알 것이고, 언제 베이스(base)에 데이터를 다시 보내야하는지도 알 것이다. 1초간의 간격에 걸쳐서 ㎲(microseconds)내
로 공지된 TDMA 슬롯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안정되고 정확한 기준이 이러한 시간 베이스를 동작하는데 제공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토콜에서 충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핸드셋에는 정해진 데이터 타임 슬롯이 주어지며, 핸드셋이 오디오 타임 슬롯
을 필요로함에 따라, 이러한 오디오 타임 슬롯은 역동적으로 할당된다.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 채널을 통해 통신된다
{TDMA 구조(250)의 제 1 열}. TDMA 슬롯은,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2차원 배열의 데이터 및 오디오 슬롯으로 분할된다.
베이스는 동기화 패킷을 호출이 개시될 때까지 각 데이터 슬롯에서 핸드셋에 송신한다.

각 핸드셋은 카운터의 직렬접속(210)이 각 핸드셋의 국부 타이밍의 변동을 방지하여 TDMA 시퀀스와 동기화를 유지하게
한다. 이것은 기준 클록 신호를 제 1 카운터(211)에 인가하여 이뤄진다(초기화가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카운터
는 몇몇 앞선 시점에서 초기화된다). 기준 클록 신호는 핸드셋의 국부 클록에 의해 제공되고, 이러한 국부 클록은 베이스
유닛(110)에 의해 데이터 패킷 슬롯 동안에 전송된 타임 스탬프 동기화 정보에 따라서, 변동에 대한 정정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카운터(211)는 서브-패킷 분해를 계속 추적하고, 패킷중 몇 비트가 처리되는지(예를 들면 오
디오 패킷당 100비트 중에서 몇 비트)를 식별한다. 카운터(212)는 수평 패킷, 혹은 타임 슬롯{즉, TDMA 구간 구조(250)
의 현재 필드 혹은 행의 열의 수}를 계속 추적한다. 카운터(213)는 현 행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계속 추적하며, 카운터
(214)는 현 패킷이 데이터 패킷인지 아닌지와 이 데이터 패킷이 어떤 핸드셋과 상호 관련되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 패킷
이 베이스 유닛(110)으로 송신되는지 또는 베이스 유닛(110)으로부터 송신되는지를 계속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카운터
(215)는 시스템(100)이 어떤 구간에 있는지를 계속 추적한다. 이것은 예컨대 특정 구간 동안 베이스 유닛(110)에 의해 전
송되는 손상된 데이터의 재 송신을 요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TDMA 시스템은, 대부분의 TDMA 구간 동안 내부 클록 및 감시 회로를 제외한 핸드셋의 대부분의 구성소자를
끔으로써 전력을 절약한다. 각 핸드셋에 의해 구현된 내부 클록 및 프로토콜은, 비록 핸드셋의 전력이 낮춰질 지라도 동기
화는 손상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따라서, 전력이 절약되지만, 동기화는 손상이 되지 않는다. 각 핸드셋은 다음 두 상태중
하나의 상태이다: 슬립 모드 혹은 동작 모드.

슬립 모드에서, 핸드셋이 온 훅(on hook) 상태일 때는, 단지 내부 클록 및 감시 타이머만이 계속 동작하며, 이때 클록은 이
미 베이스 유닛 클록 및 구간에 동기화되어 있다. 따라서, 슬립 모드에서, 핸드셋은, 할당된 "수신 데이터" 슬롯 동안 깨어
있다가 데이터를 "수신하며(listen)", 만일 착신된 호출이 없다면 이후로 다시 꺼지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깨어 있는 동작은
특정값까지 카운트 다운하여, 데이터를 수신 및/또는 송신하는데 있어 필요한 CPU 및 다른 구성소자를 켜는 감시 타이머
에 의해 발생된다. 이러한 데이터 슬롯 동안, 핸드셋은 베이스 유닛(110)으로부터 동기화 데이터를 수신하고, 필요하다면
임의의 변동에 대해 정정하도록 내부 클록을 조정한다. 바로 다음의 데이터 슬롯에서, 핸드셋은, 이 핸드셋이 활성화 상태
(alive)이고 적절한 데이터 메시지{"활성 중"(I'm alive)}를 베이스 유닛(110)에 송신함으로써 동기화되어 있음을 알려주
기 위해, 다시 깨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 실시예에서, 슬립 모드에 있을 때, 각 핸드셋은 전체 TDMA 구간의 단지 두 데
이터 패킷, 즉 대략 0.93%{2 슬롯/(9 ×12 ×2 슬롯)}의 듀티 사이클(duty cycle)동안 켜진다. 핸드셋이 베이스 유닛(110)
으로부터의 데이터 패킷 송신을 수신하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높일 때, 핸드셋이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고{즉, 통신 루프를
로크(lock) 상태로 유지하고}, 또한 착신된 호출이 착신된 호출의 사용자에게 경고(호출자 ID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및
/혹은 실시간으로 호출이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할만큼 충분히 빠르게 검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48ms 구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핸드셋은, 전체적으로 다수의 구간을 생략(skip)하고, 예컨대, 매 제 3 구간동안 단지 한 번만 핸드
셋의 데이터 슬롯동안 깨어 있는데, 이것은 또한 동기화 및 실시간 착신 호출의 모니터링(monitoring)하는데 충분할 것이
기 때문이다. 이것은 듀티 사이클을 더욱 줄인다. 핸드셋으로부터 송신된{예컨대, 데이터 슬롯(252) 내에 전송된} "활성
중(I'm alive)" 메시지는 매 구간마다 혹은 심지어 핸드셋이 깨어 있어 베이스 유닛(110)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매 구간마다 송신될 필요는 없다. 바람직하게, 이러한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핸드셋이 매
세 번째 구간마다 깨어 있으며, 고유의 데이터 슬롯 동안에 수신하고, 매 6번째 구간마다 "활성중(I'm alive)" 메시지를 다
시 베이스 유닛으로 송신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전력 제약(constraint)을 갖지 않는 베이스 유닛은
매 구간마다 동기화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지만, "활성중(I'm alive)" 데이터 메시지가 모든 제 6 구간 마다 수신되는 한 핸
드셋은 충분히 동기화되어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활성중(I'm alive)"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베이스 유닛
(110)은 로크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이때, 베이스 유닛(110)은 예컨대, 핸드셋의 각 데이터 패킷 슬롯 동안
3단계 더 높은 전력 레벨로 데이터/동기화 패킷을 손상된 핸드셋에 송신함으로써 링크를 복구하고자 할 수 있다. 예컨대,
핸드셋의 배터리가 교체되거나, 혹은 핸드셋이 고유의 TDMA 타이밍이 허용하는 것 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서비스 범위밖
에 있을 때, 로크는 분실될 수 있다. 이것은 시스템의 다이내믹(dynamic) 범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30dB
의 전력 제어 및 70dB의 자동 이득 제어(AGC : Automatic Gain Control)로, 시스템은 100dB 다이내믹 범위에 걸쳐 로크
를 획득할 수 있다.

만일 핸드셋이 핸드셋이 수신하고 있는 구간 중 한 구간의 데이터 슬롯동안 착신된 호출을 검출한다면, 핸드셋은 전화를
걸어 오디오 통신이 가능하도록 동작모드 상태로 들어간다. 게다가, 만일 사용자가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셋을 켠다면, 핸
드셋은 또한 동작 모드로 들어가 베이스 유닛에 적절한 데이터를 송신한다.

동작 모드에서, 핸드셋이 오프 훅(off hook) 상태이고 사용중일 때, 핸드셋은 핸드셋에 대한 두 데이터 슬롯동안의 각 구간
에 대해 한번씩 켜지고, 또한 오디오 슬롯 쌍이 할당된 매 필드의 두 오디오 패킷(오디오 패킷 쌍)에 대해서 켜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핸드셋은 슬립 모드에서 처럼, 대부분의 TDMA 구간동안 비활성화 상태이다. 예를 들면, 만일 핸드셋(1201)

이 동작상태이면, 핸드셋은 각 구간동안 데이터 슬롯(251, 252)에 대해서, 또한 각 행의 쌍에서의 짝수 행의 처음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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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슬롯(총 24개의 오디오 슬롯)에 대해서 켜질 것이다. 따라서, 일 실시예에서, 동작모드일 때, 각 핸드셋은 전체
TDMA 구간의 24개 오디오 패킷과 단지 두 개의 데이터 패킷, 대략 12%{(26 슬롯/(9 ×12 ×2 슬롯)}의 듀티 사이클동안
켜진다(주어진 핸드셋이 매 필드가 아닌 한 필드 건너 다른 필드의 2개의 오디오 슬롯을 갖도록, 8개의 핸드셋이 동작중임
을 가정한다).

따라서, 슬립 모드 및 동작 모드에서, 본 발명의 TDMA 구조 및 전력 절약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슬립 모드이건
혹은 오프 훅 상태이건) 각 동작중인 핸드셋이 꺼지고, 따라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이 효과적으로 사용
되게 한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도 3을 참조로 아래에서 더 상세하게 기술된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도 1의 전화 시스템(100)의 각 핸드셋(120i)에 의해 구현된 전력 절약

프로토콜(300)의 상태도가 도시되어있다. 프로토콜(300)은 4개의 계층(layer){비활성 계층(310), 초기화 계층(320), 대
기 링크 계층(330) 및 활성 링크 계층(340)}을 포함한다. 비활성 계층(310)은, 핸드셋(120i)이 베이스 유닛(110)과 접속되

지 않을 때 발생한다. 링크가 수립될 때, 즉 핸드셋이 RF 채널, 반송파 및,상기 RF 채널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타이밍 오프
셋, 및 최종적으로 구간 동안 TDMA 기준을 찾는 과정에 있을 때, 초기화 계층(320)은 발생한다. 대기 계층(330)은, 베이
스 및 핸드셋이 동기화 로크 상태를 이루었을 때 사용되고, 활성 링크 계층(340)은 활성 오디오 통신일 때 발생한다. 따라
서, 대기 계층(330)은 슬립 모드에 해당하고, 활성 링크 계층(340)은 동작 모드에 해당한다.

비활성 계층(310){비활성 상태(311)}에 있기 위한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만일 핸드셋 혹은 베이스에 전력의 공급
이 없을 때(핸드셋의 전력 차단 혹은 배터리의 교체)이며, 둘째는, 핸드셋이 꺼져있을 때(전력의 공급이 안됨)이며, 셋째는
핸드셋이 서비스 범위밖에 있을 때이다. 따라서, 핸드셋이 배터리 교체와 같은 확장된 시기(extended period)동안 비동기
화 되거나 혹은 국부 TDMA 동기화가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서비스 범위밖에 있을 때, 비활성 계층(310)은
발생한다. 비활성 계층을 떠나, 초기화 계층(320)의 초기화 상태(321)를 시작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사용
자가 핸드셋을 트리거(trigger)하여, 핸드셋의 각 데이터 슬롯동안 상기 핸드셋을 위해 베이스 유닛(110)에 의해 송신된
동기화 펄스에 대한 탐색을 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핸드셋이 주기적으로 탐색을 자체-개시(self-initiate)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탐색은 수신기의 계속적인 동작을 요구하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동작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력의 사용은 자체-개시된 탐색의 빈도를 수 분마다 한번으로 줄임으로써 제한된다. 이것
은 비활성 핸드셋이 베이스 전력 차단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회복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베이스 배터리 백업
(backup)에 대한 저가의 대안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만일 서비스 범위밖에 있기 때문에 신호가 손실된다면
과도한 배터리의 소모 없이 자동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비활성 계층에서, 사용자가 링크의 수립을 개시하거나 주
기 타이머가 베이스의 동기화 패킷의 송신을 탐색하도록 핸드셋을 자극할 때까지, 핸드셋은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도록 구
성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링크가 비활성 계층에 있을 때, 베이스는 세 개의 다른 전력 레벨에서 동기화 패킷
을 계속해서 송신한다.

핸드셋이 베이스 유닛 신호와 서로 관계되고, 비활성 계층(310)을 나가면, 신호는 복조되어야하고, 핸드셋은 수신한 신호
가 베이스에 속한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검사를 해야 하며, 또 핸드셋은 베이스와 핸드셋 TDMA 타이머를 동기화하기 위해
타임 스탬프 정보를 또한 교환해야 한다{초기화 계층(320)의 상태(321, 322)}. 채널 및 TDMA 타이머가 동조되면, 링크
는 대기 링크 계층(330){상태(331)}에 도달할 수 있다. 타임 스탬프는, 링크된 상태(331)가 달성되는 임계값 이하에 타이
밍 에러가 있을 때까지 핸드셋과 베이스 사이에서 교환된다.

대기/슬립 모드에서, 핸드셋이 "링크된" 상태인 동안, 핸드셋은 국부 클록을 동기화하기 위해 TDMA 동기화 상태(332)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동기화 패킷(동기화 데이터를 구비한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기 위해서 베이스(110)와 단지 주기적(즉,
매 n 초 혹은 m 구간마다)으로 점검을 한다. 타임 스탬프는 핸드셋이 TDMA 시간을 베이스와 동기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
해 동기화 패킷에 포함되어 송신된다. "활성중(I'm alive)" 승인 펄스는, 이러한 동기화 패킷이 성공적으로 수신될 때 베이
스 유닛(110)에 다시 전송될 수 있다. 베이스가 충분히 자주 승인 펄스를 수신하는데 실패한다면, 베이스는 링크가 끊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비활성 계층에서처럼 다수의 전력 레벨에서 송신을 시작할 것이다.

핸드셋이 호출을 개시하거나{상태(331)에서 상태(342)로 이동} 혹은 베이스가 핸드셋의 호출에 대한 응답{상태(331)에
서 상태(341)로 이동}을 요청할 때, 활성 통신(동작 모드)은 발생한다. 링크가 동작하기 때문에, 핸드셋은 데이터 패킷을
교환함으로써 개시된다. 데이터 패킷은 호출이 도착하였음을 나타내고, 베이스는 항상 핸드셋 송신을 모니터한다. 활성 통
신 동안에, 타임 스탬프는 교환되지 않지만, TDMA 동기화는 통신 패킷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유지된다. 사라
질 때까지 순차 상관관계 피크(sequential correlation peaks)가 관찰되어 왔던 지점은, TDMA 타이머의 위상의 강력한
표시(robust indication)를 주는 에지(edge)를 제공한다. 활성 통신동안에 패킷은 일관되게 발생하기 때문에, TDMA 위상
은 패킷의 에지를 점검함으로써 유지된다.

대기 링크 계층(330)(슬립 모드)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이 오랜 시간동안 통신이 없는 경우에만 TDMA 주파수 로크는 중요
한데, 이는 주파수 기준이 일반적으로 핸드셋과 베이스 모두에서 매우 정확한 수정 발진자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호
출을 완료하면, 타임 스탬프는 TDMA 기준 주파수 로크를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국부 클록을 조정하기 위해 대기 링크 계
층(330)에서 교환될 것이다. 조정되지 않은 TDMA 시간 베이스는 수정 발진기로부터 유도되기 때문에 여전히 꽤 정확하
고, 하나의 구간동안 많은 차이로 TDMA 슬롯과 타이밍이 맞지 않을(time out) 것이다. 시간 베이스를 타임 스탬프에 기초
하여 주파수 로크된 루프를 조정함으로써, 시간 베이스는 몇몇 TDMA 구간에 걸쳐 정확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핸드셋이
최소한 속도로 데이터를 폴링(polling)하게 한다.

본 발명의 프로토콜의 하나의 장점은, 일단 동기화되면, 핸드셋이 링(ring)과 타임 스탬프 데이터가 송신될 특정 데이터 타
임 슬롯을 폴링할 필요만 있다는 것이다. 핸드셋은 심지어 매 구간마다 폴링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프로토콜이 많은 구간
에서 사용자가 착신된 호출에 응답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많은 구간은 베이스가 핸드셋을 비동기화된 것으로 고
려하기 전에 통과할 것이다. 동기화 패킷은 TDMA 링크를 주파수 로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며,
데이터 패킷의 에지는 TDMA 링크 위상이 로크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본 발명의 TDMA 시스템에서, 착신된 호출에 대해
폴링율이 20 TDMA 데이터 구간에 대해 1초 라 가정하면, 이것은 대략 0.02%(200㎲/패킷)의 듀티 사이클에 대한 핸드셋
수신기(122)에 해당한다. 승인은 이와 동일한 비율로 핸드셋 송신기(121)를 동작시킬 것이다.당업자는, 본 발명의 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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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에서 기술한 무선 시스템이 베이스 유닛(110)이 셀룰러 전화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셀을 담당하는 기지국을 나타내
는 셀룰러 시스템일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본 발명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서 기술되고, 도시된 요소의 상세 사
항, 재료 및 배열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형이 첨부된 청구항에서 언급된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멀티-라인 무선 전화 시스템, 특히 무선 전화 시스템의 배터리로 동작하는 무선 핸드셋
(handset)에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한 기술에 이용가능하다.

삭제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베이스 트랜시버(111, 112)를 갖는 베이스 유닛(110)과;

(b) 하나 이상의 무선 핸드셋(120)으로서, 각 핸드셋은 상기 각 핸드셋(120)에 할당된 데이터(251, 252) 및 오디오(253,
254) 패킷 타임 슬롯으로 분할된 TDMA(Time-Division Multiple Access : 시분할 다중 접속) 구간(epoch)(250)에 따라,
상기 베이스 트랜시버(111, 112)를 경유하여, 상기 베이스 유닛(110)과 공유된 무선 주파수(RF) 채널을 통해서 TDMA 링
크를 설정하는 핸드셋 트랜시버(121, 122)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무선 핸드셋(120)을

포함하는, 무선 전화 시스템(100)으로서,

상기 각 핸드셋은 동작 모드 및 슬립 모드 중 하나의 모드로 있을 수 있고, 각 핸드셋은 상기 핸드셋 트랜시버(121, 122)의
전력이 차단될 때도 동작 상태를 유지하는 감시 타이머(watchdog timer) 및 직렬접속의 카운터(210)와 국부 클록을 포함
하고,

상기 국부 클록 및 직렬접속 카운터는 상기 핸드셋과 상기 베이스 유닛 사이에 동기화를 유지하는,

무선 전화 시스템(100)에 있어서,

상기 핸드셋이 슬립 모드일 때, 상기 핸드셋은,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동기화 데이터
를 사용하여 상기 베이스 유닛과 상기 국부 클록을 재동기화하기 위하여, 매 N번째 구간의 상기 핸드셋의 각 수신 데이터
타임 슬롯 동안에만, 감시 타이머에 반응하여 상기 핸드셋의 트랜시버(121, 122)에 전력을 공급하며,

상기 핸드셋은 상기 베이스 유닛으로부터 동기화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은 채 적어도 N개의 구간에 걸친 시간 주기(time
period)에 걸쳐서 상기 국부 클록과 직렬접속 카운터를 통해 상기 베이스 유닛과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셋이 슬립 모드일 때 N번째 구간의 상기 수신 데이터 타임 슬롯 동안에 상기 데이터 패킷을 수
신한 후 및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상기 동기화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국부 클록을 재동기화한 후에, 상기 핸
드셋은 상기 핸드셋이 여전히 상기 베이스 유닛과 동기화 상태임을 상기 베이스 유닛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상기 핸드셋에
대한 그 다음 송신 데이터 타임 슬롯 동안에 데이터 패킷을 상기 베이스 유닛에 송신하는, 무선 전화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유닛이 N번째 구간 동안에 동기화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상기 핸드셋에 송신한 후
에, 만약 상기 핸드셋이 여전히 상기 베이스 유닛과 동기화되어있음을 상기 베이스 유닛에 통보하는 상기 핸드셋으로부터
의 상기 데이터 패킷을 상기 베이스 유닛이 수신하지 못한다면, 상기 베이스 유닛은 상기 핸드셋에 대한 상기 송신 데이터
타임 슬롯 동안에, 증가한 전력 레벨로 동기화 정보를 갖는 순차 데이터 패킷을 상기 핸드셋에 송신함으로써, 상기 핸드셋
과의 동기화 상태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무선 전화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셋이 슬립 모드에 있을 때 N번째 구간의 상기 수신 데이터 타임 슬롯 동안에 상기 데이터 패킷
을 수신한 후 및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상기 동기화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국부 클록을 재동기화한 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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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핸드셋은 매 N*k번째(여기서, k는 1 보다 큰 정수임) 구간 동안에만 상기 핸드셋에 대한 그 다음 송신 데이터 타임 슬롯
동안에 데이터 패킷을 상기 베이스 유닛에 송신하여 상기 핸드셋이 여전히 상기 베이스 유닛과 동기화되있음을 상기 베이
스 유닛에 통보하는, 무선 전화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셋이 상기 베이스 유닛으로부터 동기화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은 채 N개의 구간에 걸친 시간 주
기에 걸쳐서 상기 국부 클록 및 직렬접속 카운터를 통해 상기 베이스 유닛과의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상기
핸드셋이 데이터 패킷과 함께 송신된 착신 호출 데이터를 검출함으로써 실시간 호출 모니터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N이 선
택되는, 무선 전화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N은 사용자 프로그래밍 가능한 파라미터인, 무선 전화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N>1인, 무선 전화 시스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셋은 오프 후크(off hook)일 때 상기 동작 모드에 있고, 온 후크(on hook)일 때 상기 슬립 모드
에 있는, 무선 전화 시스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구간은 각각이 상기 각 핸드셋을 위한 것인 다수의 송신 및 수신 데이터 행의 쌍(row pair)을 갖고,

상기 각 핸드셋은, 동작 모드일 때, 각각의 상기 동작 핸드셋에 대한 상기 송신 및 수신 데이터 행의 쌍 동안에는 각 구간 동
안에 단 한 번만 수신 및 송신 데이터 패킷 슬롯을 통해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송신하며, 상기 핸드셋에 대한 상기 구간
의 할당된 오디오 타임 슬롯 동안에 오디오 패킷을 수신하고 송신하는, 무선 전화 시스템.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 핸드셋은 항상 비활성 계층, 초기화 계층, 대기 링크 계층 및 활성 링크 계층 중 하나의 계층 내의
상태에 있고,

상기 비활성 계층은, 상기 핸드셋이 상기 베이스 유닛과 접속되지 않을 때 발생하고,

상기 초기화 계층은, TDMA 링크가 상기 핸드셋과 상기 베이스 유닛 사이에 설정되고 있을 때 발생하고,

상기 대기 링크 계층은, 상기 베이스 유닛 및 핸드셋이 동기화 로크(lock)을 획득했을때 발생하고 상기 슬립 모드를 포함하
며,

상기 활성 링크 계층은, 상기 핸드셋과 상기 베이스 유닛 사이에 활성 오디오 통신이 있을 때 발생하고 상기 동작 모드를
포함하는, 무선 전화 시스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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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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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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