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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코드 분할 다중 접속(ＣＤＭＡ) 무선 링크를 통해 무선 프로토콜을 전송하기 위한 동적 대역폭 할당 방법

(57) 요 약
CDMA 무선 링크를 통한 무선 신호 전송 기술이 개시된다. 데이타 레이트 판단에 기초하여 어떤 세션내에서 특정
CDMA 가입자 유닛에 대역폭이 동적으로 할당된다. 특히, 동적 대역폭 할당 알고리즘은 가입자당 가용 포트, 예
상 사용자 대역폭, 병렬 사용자 대역폭 대 처리량에 기초하여 산출된 제한에 따라 동작한다. 우선순위 서비스,
불균형 순방향 및 역방향 스펙트럼 이용, 음성 우선 순위화, 및 대역 스위칭에도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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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무선 가입자 유닛들과 기지국 사이에서 통신되고,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변조된 무선 신호들을 통
해 적어도 하나의 무선 주파수 채널을 이용하여 통신되며, 정해진 공칭 데이타 레이트(nominal data rate)를 갖
는 디지탈 신호들의 무선 통신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각 CDMA 무선 채널 내에서, 각 서브채널의 데이타 레이트가 상기 디지탈 신호들의 공칭 데이타 레이트 미만
인 다수의 서브채널들(300)을 가용 상태가 되도록 하는 단계;
b) 상기 기지국(170)을 통해 상기 가입자 유닛(101, 102)에 접속된 단말기(110)와 상기 기지국에 접속된 다른
단말기 간에 네트워크 계층 세션을 설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네트워크 계층 세션 동안, 요구에 따라서만 가용 서브채널들(300)을 할당하는 단계로서, 상기 할당된
서브채널들의 개수가 정해진 세션의 지속 기간 동안 변화하는 것인, 가용 서브채널 할당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서브채널에 대해 직교 코드를 할당함으로써 단일 무선 주파수 반송파에서 상기 다수의 서브채널들이 가
용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는,
ⅰ) 상기 네트워크 계층 세션 설정시, 처음에 단일 서브채널을 할당하는 단계; 및
ⅱ) 상기 통신 세션이 상기 디지탈 신호들의 전송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역폭을 요구하는 경우에, 추가 서브
채널들을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신호들은 음성 신호의 디지탈 표현을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통신 세션 접속 지속 기간 동안에 상기 음성 신호의 대역폭 요구들을 서비스하기에 충분한 서브채
널들의 할당을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신호들은 음성 신호의 디지탈 표현을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음성 신호 대역폭을 연속적으로 전송하기에 충분한 서브채널 대역폭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상기 세션 접속 동안 어떤 디지탈 신호들도 존재하지 않을 때, 상기 네트워크 계층에서 상기 통신 세션 접속을
유지하고, 상기 가입자 유닛에서 하위 물리 계층들이 디지탈 신호들을 연속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대역폭이 이용
되는 것처럼 동작하도록 스푸핑(spoofing)하면서, 상기 서브채널들을 할당해제(deallocating)하는 단계를 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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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채널들은 다수의 가입자 유닛들 사이에서의 서비스의 우선 등급에 따라서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무선 통신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신호들은 서로 다른 공칭 대역폭들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CDMA

무선 채널 내에서 다수의 서브채널들을 가용 상태가 되도록 하는 단계 a)는,

각 CDMA 채널에 다수의 직교 코드들을 할당하여 다수의 서브채널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각 서
브채널은 상기 CDMA 채널 그 자체에 의해 지원되는 데이타 레이트 미만의 데이타 레이트만을 지원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d) 전송을 요구하는 데이타 요소들의 개수가 최소가 될 때까지 단말기 세션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타를 버퍼링하
는 단계;
e) 상기 단말기 세션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서브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단계(504);
f) 상기 할당된 서브채널들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타를 전송하는 단계(508);
g) 상기 버퍼링된 데이타 요소들의 수가 미리 결정된 최대 임계량을 초과하면, 상기 단말기 세션으로부터의 통
신에 할당될 추가 서브채널들을 요구하는 단계(514); 및
h) 상기 버퍼링된 후속의 데이타 요소의 개수가 미리 결정된 최소 임계량 미만이면, 상기 단말기 세션으로의 할
당으로부터 상기 서브채널들을 해제하는 단계(522)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제공 방법.
청구항 11
삭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코드 분할 다중접속(CDMA) 무선 링크를 통해 무선 프로토콜을 전송하기 위한 동적 대역폭 할당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일반 대중에 의한 무선 전화와 개인용 컴퓨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때는 전문 분야에서만 이용되는 것으
로 생각되었던 개선된 원격 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여 왔다.

<3>

예컨대, 1980대 후반에는 셀룰러 전화에 이용되는 것과 같은 무선 음성 통신은 가입자 비용이 너무 높아 주로
사업가들이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원격 분포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에도 동일하며, 따라서 아
주 최근까지도 사업가와 대형 연구 기관에서만 필요한 컴퓨터와 무선 접속 장비를 구입할 수 있었다.

<4>

그러나, 이제는 일반 대중들도 점차 인터넷이나 사설 인트라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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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네트워크에 무선 방식으로 접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전화선에 구속되지 않고 그와 같은 네트워

크에 접속하는 것을 선호하는 휴대형 컴퓨터, 랩톱 컴퓨터, 휴대형 개인 디지탈 단말기(PDA) 등의 사용자에게
특별한 관심사이다.
<5>

그러나, 아직도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네트워크에 저가이면서 고속으로 접속
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다.
결과물이다.

이러한 상황은 몇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들의

예컨대, 비지니스 분야에서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고속 데이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상적인 방식

은 대부분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이용될 수 있는 음성 대역 서비스에 쉽게 적용되지 못한다. 게다가, 그와 같
은 표준 고속 데이타 서비스는 표준 셀룰러 무선 핸드셋을 통한 효율적인 전송에 적합하지 못하다.
<6>

더욱이, 기존의 셀룰러 네트워크는 원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설계된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무

선 변조 방식은 쉽게 이용될 수 있는 9.6 kbps의 범위에서만 최대 데이타 레이트(data rate)를 가진 음성 정보
를 전송하는 데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셀룰러 스위칭 네트워크가

약 300 내지 3600 헤르츠의 대역폭을 가진 아날로그 음성 채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낮은 주
파수 채널은 현재 저렴한 유선 모뎀을 이용하여 흔히 이용되고 있고 그 속도가 인터넷 접속을 위한 최소 수용
데이타 레이트인 것으로 생각되는 초당 28.8 킬로비트(kbps) 또는 56.6 kbps의 속도로 데이타를 전송하는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7>

고속 빌딩 블록들(higher speed building blocks)을 가진 스위칭 네트워크는 지금 막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
고 있다.

비록 고속 데이타 접속이 가능한 종합 정보 통신망(ISDN,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이라

불리는 특정 유선 네트워크가 다년간 알려져 있지만, 유선 서비스의 경우에도 최근에야 거주 고객에게 구매의욕
을 줄 정도까지 그 비용이 감소되었다
<8>

그와 같은 네트워크들은 셀룰러 시스템이 최초에 전개되었던 때에 알려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셀룰러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통해 ISDN 대역 데이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9>

유럽 특허 출원 EP0 719 062 A2는 동적 대역폭/채널 할당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조를 개시한다. 이
시스템에서, 대역폭 전송은 선택된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동적으로 조정된다.

예컨대, 적당한 개수의 채널을

요구에 따라 각 서비스에 할당함으로써 기본 전화 서비스, 무선 ISDN 서비스, 무선 데이타 서비스, 무선 멀티미
디어 서비스, 및 방송 비디오와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시스템 내에서 지원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10>

본 발명은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형 변조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기존의 셀룰러 시그널링에
ISDN 프로토콜을 통합함으로써 표준 무선 접속에 고속의 데이타 및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선 채널로의 접속의 보다 효율적인 할당을 통해 고데이타 레이트를 달성한다.

본 발명은 CDMA

특히, 각 서브채널에 서로 다

른 코드를 할당하는 것과 같이 표준 CDMA 채널 대역폭 내에서 많은 서브채널을 형성한다. 각 온라인 가입자 유
닛의 즉각적인 대역폭 요구는 각 세션 동안에 필요에 따라 RF 반송파의 다수의 서브채널을 동적으로 할당함으로
써 충족된다.

예컨대, 다수의 서브채널들은 웹(Web) 페이지를 다운로딩하는 때와 같이 가입자 대역폭 요구가

비교적 많은 시간 동안에는 부여되고, 가입자가 이전에 다운로드받았던 웹 페이지를 읽거나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때와 같이 라인 용량이 비교적 가벼운 시간 동안에는 그 서브채널들을 해제한다.
<11>

특정 가입자에 대한 여러가지 레벨의 우선순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채널 할당 알고리즘이 구현될 수 있다.
이 레벨들은 가입자당 가용 포트, 예상 사용자 대역폭, 서비스 프리미엄 지불 등에 따라서 할당될 수 있다.

<12>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라서, 초기에는 통신 세션을 설정하기 위하여 가용 대역폭의 일부가 할당된다.

일단

세션이 설정되고 나서, 만일 가입자 유닛이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즉 데이타 경로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전에 할당된 대역폭의 할당이 해제된다.

게다가, 바람직하게는 이

전에 할당된 대역폭 모두가 할당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세션내(in-session) 가입자의 이용을 위해서 적어도 일
부는 가용 상태를 유지한다.
할당 해제될 수 있다.

무활동 상태가 소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 대역폭의 나머지 부분도 세션으로부터

할당된 서브채널이 없어도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에서 논리적 세션 접속은 그대로 유지

된다.
<13>

바람직한 구성에서는, 각 네트워크 계층 접속을 위해 미리 결정된 최소 유휴 시간 동안 단일 서브채널이 유지된
다.

<14>

이것은 채널 설정 및 해제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된다.

본 발명의 상술한 그리고 기타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 도면을 참조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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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세한 설명 으로부터 명백해 질 것이다. 도면에서 동일 참조 부호는 전도면을 통해 동일 구성 요소를 나타
낸다.

실 시 예
<22>

이제 본 발명에 대해 도면을 참조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예컨대 종합 정보 통신망(ISDN)과 같은 디지탈

데이타 프로토콜과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과 같은 디지탈 변조 무선 서비스를 통합하여 무선 접속을 통해
고속 데이타 및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100)의 블록도이다.
<23>

시스템(100)은 가입자 유닛들(101, 102)과 기지국들(170)을 포함하는 두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구성 요소로 이
루어진다. 이들 구성 요소들(101, 170)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가
입자 유닛(101)은 랩탑 컴퓨터, 휴대형 컴퓨터, 개인 디지탈 단말기(PDA) 등과 같은 휴대형 컴퓨팅 장치(110)에
무선 데이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지국(170)은 가입자 유닛(101)과 협력하여 휴대형 컴퓨팅 장치(110)와 공중
전화 교환망(PSTN;180)에 접속된 것과 같은 기타 다른 장치간에 데이타를 전송한다.

<24>

보다 상세하게, 가입자 유닛(101)에 의해서 휴대형 컴퓨터(110)는 물론 전화기(112-1, 112-2)(여기서는 전화기
(112)로 총칭됨)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장치에 데이타 및/또는 음성 서비스가 제공된다.
(112) 그 자체는 도 1에 도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모뎀이나 컴퓨터에 접속될 수 있다.)
휴대형 컴퓨터(110)와 전화기(112)를 단말기(TE, terminal equipment)라 한다.
단말형 1(NT-1)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전화기

통상적으로 ISDN에서,

가입자 유닛(101)은 네트워크

도시된 가입자 유닛(101)은 통상적으로 2B+D로 지칭되는 두개의

베어러(bearer) 또는 "B" 채널과 단일 데이타, 또는 "D" 채널을 제공하는 소위 기본 레이트 인터페이스(BRI)형
ISDN 접속에 작용한다.
<25>

가입자 유닛(101)

그

자체는 ISDN

모뎀(120),

본

발명에 따른

여러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며 스푸핑

(spoofing)(132)과 대역폭 관리(134)를 포함하는, 여기서는 프로토콜 컨버터(130)라고 불리는 장치, CDMA 트랜
시버(140), 및 가입자 유닛 안테나(150)로 구성된다. 가입자 유닛(101)의 여러가지 구성 요소들은 별개의 장치
들로서 또는 통합된 하나의 장치로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제조업자로부터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존의 ISDN 모뎀(120)은 기존의 CDMA 트랜시버(140)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프로토콜 컨버터(130)에 의해 독특한 기능들이 완전히 제공된다.

이 경우, 별개의 장치로서 판매
선택적으로, ISDN 모뎀(120), 프

로토콜 컨버터(130), CDMA 트랜시버(140)는 하나의 완전한 장치로 통합되어 단일의 가입자 유닛 장치(101)로서
판매될 수 있다.
<26>

ISDN 모뎀(120)은 단말기들(110, 112)간의 데이타 및 음성 신호를 표준 ISDN "U" 인터페이스에 의해 요구되는
포맷으로 변환시킨다.

이 U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단말(NT)과 전화 회사간의 접속점을 지정하는 ISDN 시스템

에서의 기준점이다.
<27>

프로토콜 컨버터(130)는 스푸핑(132)과 기본 대역폭 관리(134)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더 상
세히 설명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푸핑(132)은 가입자 유닛(101)이 단말기(110, 112)에 항상 기지국(170)의

반대쪽에서 공중 전화 교환망(180)에 접속된 것처럼 보이게 하도록 구성된다.
<28>

대역폭 관리 기능(134)은 요구에 따라 CDMA 무선 채널(160)을 할당 및 할당해제하는 기능이다.

대역폭 관리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될 방식으로 CDMA 채널(160)의 세부분(sub-portion)을 동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주어진 세션
에 할당된 대역폭의 동적 관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29>

CDMA 트랜시버(140)는 프로토콜 컨버터(130)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하고 이 데이타를 적당한 형태로 재포맷하여
가입자 유닛 안테나(150)에 의해 CDMA 무선 링크(160-1)를 통해 전송한다. CDMA 트랜시버(140)는 단일의 1.25
MHZ 무선 주파수 채널만을 통해서 동작할 수 있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다수의 할당가능한
무선 주파수 채널을 통해 동조될 수 있다.

<30>

CDMA 신호 전송은 기지국에서 수신되어 기지국 장비(170)에 의해 처리된다. 기지국 장비(170)는 통상적으로 다
중채널 안테나(171), 다수의 CDMA 트랜시버(172), 및 대역폭 관리 기능(174)으로 구성된다.

대역폭 관리는

CDMA 무선 채널(160)과 서브채널의 할당을 제어한다. 기지국(170)은 복조된 무선 신호를 본 기술 분야에 잘 알
려져 있는 방식으로 공중 전화 교환망(PSTN;180)에 결합시킨다. 예컨대, 기지국(170)은 초기 레이트 ISDN과 같
은 많은 서로 다른 효율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또는 IS-634나 V5.2와 같은 LAPD 기반 프로토콜을 통해
PSTN(180)과 통신할 수 있다.
<31>

또한, 데이타 신호는 CDMA 무선 채널(160)을 통해 양방향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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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에서 발신하여 PSTN(180)으로 접속되며, PSTN(180)에서 수신된 데이타 신호는 휴대형 컴퓨터(110)로 접속
된다.
<32>

더 고속의 데이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치(102)와 같은 다른 종류의 가입자 유닛이 사용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가입자 유닛(102)은 통상적으로 단말기(110, 112)와 통신하기 위하여 소위 초기 레이트 인터페이스
(Primary Rate Interface;PRI)형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nB + D형 서비스라 불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

유닛은 U 인터페이스를 통해 512 kbps와 같은 고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토콜 컨버터(130)와 CDMA 트랜시버
(140)의 동작은 가입자 유닛(101)에 대해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nB + D형 가입자 유닛(102)에 대해서도 유사하
다.

다만, 가입자 유닛(102)을 지원하는 무선 링크(160)의 개수가 더 많거나, 각 링크는 더 큰 대역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3>

다음, 도 2를 참조로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다중 계층 프로토콜도와 관련하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3개의 프
로토콜 스택(220, 230, 240)은 각각 ISDN 모뎀(120), 프로토콜 컨버터(130), 및 기지국(170)을 위한 것이다.

<34>

ISDN 모뎀(120)에 의해 사용되는 트로토콜 스택(220)은 ISDN 통신을 위해 약정된 것으로, 단말기측에서, 계층 1
에 있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및 디지탈-아날로그 변환)(221)과 디지털 데이터 포맷화(222) 및 계층 2에 있는
응용 계층(223)를 포함한다. U 인터페이스측에서, 프로토콜 기능은 계층 1에 있는 표준 1.430에 따른 기본 레
이트 인터페이스(BRI), 계층 2에 있는 표준 Q.921에 의해 규정된 것과 같은 LAPD 프로토콜 스택, 및 모드들간의
네트워크 레벨 세션을 설정하는데 요구되는 Q.931 또는 X.227과 같은 상위 레벨의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과 상
위 레벨의 엔드 투 엔드 시그널링(end to end signaling)을 포함한다.

<35>

프로토콜 스택(220)의 하위 계층들은 두개의 베어러(B) 채널을 합쳐서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하나
의 초당 128 킬로비트(kbps) 데이타 레이트를 달성한다.

가입자 유닛(102)에 의해 사용된 것과 같은 초기 레

이트 인터페이스에서와 유사한 기능이 제공되어 다수의 B 채널을 통합하여 U 인터페이스를 통해 512 kbps까지의
데이타 레이트를 달성할 수 있다.
<36>

프로토콜 컨버터(130)와 관련된 프로토콜 스택(230)은 U 인터페이스측에 계층 1 기본 레이트 인터페이스(231)와
계층 2 LAPD 인터페이스(232)로 구성되어 ISDN 모뎀 스택(220)의 대응 계층들과 정합시킨다.

<37>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불리는 다음번 상위 계층에서 대역폭 관리 기능(235)은 프로토콜 컨버터 스택
(230)의 U 인터페이스측과 CDMA 무선 링크측 모두에 미친다. CDMA 무선 링크측(160)에서는 프로토콜은 사용 중
인 CDMA 무선 링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는 EW[x](234)라 불리는 효율적인 무선 프로토콜은 단말기

(110)가 상위 네트워크 계층 세션을 차단하지 않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DMA 무선 채널로부터 접속 해제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층 1(231)과 계층 2(232) ISDN 프로토콜 스택을 캡슐화한다(encapsulate).
<38>

기지국(170)은 대역폭 관리(243)는 물론 정합하는 CDMA(241) 및 EW[x](242)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PSTN측에서
는 프로토콜은 기본 레이트 인터페이스(244)와 LAPD(245)로 재변환될 수 있으며, 또는 Q.931 또는 V5.2(246)와
같은 상위 레벨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을 포함할 수도 있다.

<39>

호출 처리 기능(247)은 네트워크 계층이 채널을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게 하며, 당업계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
이 노드들간 엔드 투 엔드 세션 접속을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기타 다른 처리를 제공한다.

<40>

EW[x] 프로토콜(234)에 의해 수행되는 스푸핑 기능(132)은 가용 CDMA 무선 링크(160)가 없더라도 ISDN 접속을
위한 U 인터페이스를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원래 유선 접속용으로 개발된 프
로토콜인 ISDN이 양 종단에서의 단말기가 전송할 데이타를 실제로 갖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동기식 데이타
비트의 연속적인 스트림을 전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이 스푸핑 기능(132)이 없다면, 데

이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계층 세션의 전 기간에 걸쳐 적어도 192
kbps 데이타 레이트를 지원하는 충분한 대역폭의 무선 링크(160)가 요구될 것이다.
<41>

그러므로, EW[x](234)는 CDMA 트랜시버(140)가 이들 동기식 데이타 비트를 ISDN 통신 경로를 통해 루프백되게
하여 단말기(110, 112)가 충분히 넓은 무선 통신 링크(160)가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도록 스푸핑
한다(spoof).
당된다.

그러나, 단말기로부터 무선 트랜시버(140)로 데이타가 실제로 존재하는 때에만 무선 대역폭이 할

그러므로, 종래 기술과는 달리, 네트워크 계층은 통신 세션의 전 기간에 걸쳐 무선 대역폭을 할당할

필요는 없다.

즉, 단말기에서 네트워크 장비에 이르기까지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대역폭 관리 기능

(235)은 처음에 할당된 무선 채널 대역폭(160)의 할당을 해제하여 다른 트랜시버와 다른 가입자 유닛(101)에 사
용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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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제 도 3을 참조로 대역폭 관리(235, 243)가 무선 대역폭의 동적인 할당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도면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링크(160)를 위한 한가지 가능한 주파수 계획을 설명한다.

특히, 통상적인 트

랜시버(140, 172)는 명령에 따라 예컨대 30 MHZ 까지의 매우 큰 대역폭내에서 1.25 MHZ에 동조될 수 있다.

기

존의 셀룰러 무선 주파수 대역내에 할당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역폭은 통상적으로 800 내지 900 MHZ 범위에서 이
용가능하게 된다.

개인 통신 시스템(PCS)형 무선 시스템에 있어서는, 대역폭은 통상적으로 약 1.8 내지 2.0 기

가헤르츠(GHZ) 범위에서 할당된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80 MHZ와 같은 보호 대역에 의해 동시에 구분하여 작용
하는 두개의 정합 대역이 있으며, 이 두개의 정합 대역은 순방향 및 역방향 전이중(full duplex) 링크를 구성한
다.
<43>

가입자 유닛(101)에서의 트랜시버(140)와 같은 CDMA 트랜시버와 기지국(170)에서의 트랜시버(172) 각각은 적시
에 주어진 포인트에서 주어진 1.25 MHZ 무선 주파수 채널에 동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1.25 MHZ

무선 주파수 반송파는 용인될 수 있는 비트 에러율 한계내에서 전체적으로 약 500 내지 600 kbps 최대 데이타
레이트를 제공한다고 이해된다.
<44>

따라서, 종래 기술에서는, 일반적으로 128 kbps의 데이타 레이트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ISDN형 접속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최고 약 (500 kbps/128kbps) 또는 3개의 ISDN 가입자 유닛만이 지원될 수 있다고 이해된다.

<45>

이와 대조적으로,

본 발명은

대략 500 내지 600 kbps의 가용 대역폭을 비교적 많은 수의 서브채널로

세분한다. 예시된 실시예에서는 대역폭은 64개의 서브채널들(300)로 분할되며, 각 서브채널은 8 kbps의 데이타
레이트를 제공한다.

주어진 서브채널(300)은 다수의 서로 다른 할당가능한 의사 랜덤 코드들 중 어느 하나로

전송을 인코딩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구현된다.

예컨대, 64개 서브채널(300)은 정의된 서브채널(300) 각각에 대

해 서로 다른 직교 왈시 코드를 이용함으로써 단일 CDMA RF 반송파내에서 정의될 수 있다.
<46>

본 발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필요에 따라서만 서브채널(300)을 할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ISDN 가입자
유닛(101)이 많은 양의 데이타를 전송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다수의 서브채널(300)이
부여된다.

<47>

이들 서브채널(300)은 가입자 유닛(101)의 로드가 비교적 경미한 기간 동안에는 해제된다.

서브채널을 바람직하게 할당하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통상적인 가입자 유닛(101)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도 4를 참조로 설명하면, 전형적인 프로토콜 컨버터(130)는 마이

크로제어기(410), 역방향 링크 프로세싱(420), 및 순방향 링크 프로세싱(430)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역방

향 링크 프로세싱(420)은 ISDN 역방향 스푸퍼(422), 음성 데이타 검출기(423), 음성 디코더(424), 데이타 핸들
러(426), 및 채널 멀티플렉서(428)를 포함한다.

순방향 링크 프로세싱(430)은 역방향에서 동작하는 유사한 기

능을 갖는데, 채널 멀티플렉서(438), 음성 데이타 검출기(433), 음성 디코더(434), 데이타 핸들러(436), 및
ISDN 순방향 스푸퍼(432)를 포함한다.
<48>

동작에 있어서, 역방향 링크(420)는 먼저 U 인터페이스를 통해 ISDN 모뎀(120)으로부터 채널 데이타를 받아 들
이고, 이것을 ISDN 역방향 스푸퍼(422)로 전송한다.

수신된 데이타로부터는 반복되는 리던던트 "에코(echo)"

비트가 제거되고, 일단 추출되고 나면, 이 비트는 순방향 스푸퍼(432)로 전송된다.

따라서, 나머지 계층 3 및

상위 레벨 비트는 무선 링크를 통해 전송될 필요가 있는 정보이다.
<49>

이 추출된 데이타는 처리되는 데이타의 종류에 따라서 음성 디코더(424)나 데이타 핸들러(426)로 전송된다.

<50>

ISDN 모뎀(120)으로부터의 D 채널 데이타는 음성 데이타 검출기(423)로 직접 전송되어 D 채널 입력부를 통해 채
널 멀티플렉서(428)에 입력된다. 음성 데이타 검출 회로(423)는 D 채널을 통해 수신된 명령을 분석하여 D 채널
의 내용을 결정한다.

<51>

D 채널 명령은 제공된 무선 서비스의 등급을 제어하기 위하여 해석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제어기(410)는 최대

데이타 레이트 등과 같은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등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고객
파라미터 테이블을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널 멀티플렉서(428)에 적당한 명령이 전송되어 통신을 위한 무선

링크(160)를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필요한 서브채널(300)을 요구한다. 그러면, 정보가 음성인지 아니면 데
이타인지에 따라서 음성 디코더(424)나 데이타 핸들러(426)가 데이타 입력을 채널 멀티플렉서(428)에 제공하기
시작한다.
<52>

채널 멀티플렉서(428)는 정보가 음성인지 아니면 데이타인지에 따라서 음성 데이타 검출 회로(423)에 의해 제공
된 제어 신호를 더 이용할 수 있다.

<53>

그 외에도, 채널 멀티플렉서(428)와 관련하여 동작하는 CPU 제어기(410)는 가입자 유닛(101)과 기지국(170)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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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x] 프로토콜(234)의 필요한 구현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서브채널 요구, 채널 설정, 및 채널

해제 명령은 무선 제어 채널(440)상에 위치한 명령을 통해 전송된다.

이 명령들은 기지국(170)의 등가 기능에

의해 해석되어 특정 네트워크 계층 세션에 대해 서브채널(300)이 적절하게 할당된다.
<54>

데이타 핸들러(426)는 적당한 수의 서브채널을 할당하기 위하여 제어 채널(440)을 통해 적당한 명령이 전송될
수 있도록 CPU 제어기(410)에 요구되는 데이타 레이트의 평가를 제공한다.

데이타 핸들러(426)는 계층 3 데이

타의 패킷 조립과 버퍼링을 수행하여 전송에 적당한 포맷으로 만들 수 있다.
<55>

순방향 링크(430)는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수신된다.
다.

특히, 먼저 채널(160)로부터 채널 멀티플렉서(438)에 신호가

제어 채널(440)에 대한 정보의 수신에 응답하여 제어 정보는 음성 데이타 검출 회로(433)로 전송된

수신된 정보가 데이타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신된 비트는 데이타 핸들러(436)로 전송된다. 선택

적으로, 정보는 음성 정보이며 음성 디코더(434)로 전송된다.
<56>

그 다음, 음성 및 데이타 정보는 ISDN 순방향 스푸퍼(432)로 전송되어 적당한 ISDN 프로토콜 포맷으로
구축된다. 이와 같은 정보의 조립은 U 인터페이스상에서 ISDN 모뎀(120)과의 적당한 동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ISDN 역방향 스푸퍼(422)로부터의 에코 비트의 수신에 따라서 조정된다.

<57>

이제, 전송될 정보가 없는 때에 전송을 위해 초기에 할당된 무선 대역폭이 다른 사용에 재할당되어도 네트워크
계층 통신 세션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역방향(422) 및 순방향(432) 스푸

퍼는 서로 협력하여, CDMA 트랜시버(140)를 통해 할당된 무선 경로가 계속해서 이용될 수 있어도, ISDN 모뎀
(120)에 접속된 데이타 단말기를 스푸핑하여 계속 동작시키기 위하여 플래그 패턴, 동기 비트, 기타 다른 정보
와 같은 비정보 신호를 루프백시킨다.
<58>

그러므로, 단말기로부터 채널 멀티플렉서(428)로 정보를 실제로 전송하거나 채널 멀티플렉서(438)로부터 정보를
실제로 수신할 필요가 없다면, 본 발명은 처음에 할당된 서브채널(300)을 해제하고, 이 해제된 서브채널을 무선
시스템(100)의 다른 가입자 유닛(101)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59>

CPU 제어기(410)는 EW[x] 프로토콜(234)을 구현하기 위하여 에러 보정, 패킷 버퍼링, 및 비트 에러율 측정을 포
함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60>

가입자 유닛(101)에서 대역폭 관리(235)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능은 EW[x]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채
널 멀티플렉서(428) 및 데이타 핸들러(426, 436)와 공동으로 동작하는 CPU 제어기(410)에 의해서 수행된다. 일
반적으로는, 측정된 단기 데이타 레이트 요구에 따라서 각 네트워크 계층 세션에 대해 대역폭이 할당된다.

그

러면, 이들 측정에 따라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브채널(300)이 할당되고, 대기 중인 데이타량이나 서비스 우
선순위와 같은 다른 파라미터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할당된다.

게다가, 주어진 세션이 유휴(idle)상태에 있

는 때에는, 할당되는 서브채널의 개수가 최소 개수, 예컨대 한 개이어도 바람직하게는 엔드 투 엔드 접속이 여
전히 유지된다.

예컨대, 이 단일 서브채널은 결국은 미리 결정된 최소 유휴 시간이 지켜진 후에는 드롭될 수

있다.
<61>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가입자 유닛(101)이 기지국(170)으로부터 서브채널(300) 할당을 요구할 수 있는 프로세
스의 상세도이다.

첫번째 상태(502)에서 프로세스는 유휴상태에 있다.

작하고, 상태(504)로 들어간다.

특정 지점에서, 데이타가 전송되기 시

여기서 데이타가 전송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데이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타 핸들러(426)내의 입력 데이타 버퍼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62>

상태(504)에서는, 제어 채널(440)을 통해서 가입자 유닛(101)으로의 서브채널 할당이 요구된다. 만일 서브채널
이 즉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입자 유닛이 할당될 서브채널 요구를 단순히 기다리고 대기하는 페이
싱(pacing) 상태(506)로 들어갈 수 있다.

<63>

최종적으로는 기지국에 의해 서브채널(300)이 부여되고, 프로세스는 상태(508)로 진행한다.
일의 할당된 서브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타 전송이 시작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단

요구된 데이타 전송을 유지하는데 단일 서브

채널(300)로도 충분하고 및/또는 이 단일 서브 채널이 이용되고 있는 한에는 이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지속될 것
이다.

그러나, 데이타 핸들러(426)에 의해 통지된 것과 같이 입력 버퍼가 공백이 되어야 한다면, 프로세스는

상태(510)로 진행할 것이다. 이 상태(510)에서 데이타 트래픽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 서브채널이 할당된 상태
를 유지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입력 버퍼가 다시 한번 채워지기 시작하고 데이타가 다시 전송될 준비를 하는 때
에는 프로세스는 상태(508)로 복귀한다.

그러나, 상태(510)에서 로우 트래픽 타이머가 경과되면, 프로세스는

단일 서브채널(300)이 해제되는 상태(512)로 진행한다.

그 다음, 프로세스는 유휴 상태(502)로 복귀한다.

상

태(512)에서 상태(506) 또는 상태(516)로부터 큐(queue) 요구가 계류 중(pending)이면, 서브채널을 해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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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그와 같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서브채널이 사용된다.
<64>

상태(508)로 되돌아 가서, 대신에 필요한 데이타 흐름을 유지하는데 단일 서브채널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나타
내는 미리 결정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속도로 입력 버퍼의 내용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서브채널(300)을
요구하는 상태(514)로 들어간다. 제어 채널(440)을 통해 또는 이미 할당된 서브채널(300)을 통해 채널 요구 메
시지가 다시 전송된다.

추가 서브채널(300)이 즉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요구에 따라 상태(514,

516)로 되돌아 감으로써 페이싱 상태(516)로 들어 갈 수 있고 요구가 재시도될 수 있다.
브채널이 부여될 것이고 프로세스는 상태(508)로 복귀될
<65>

최종적으로, 추가 서

수 있다.

추가 서브채널이 이용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프로세스는 상태(518)로 진행하여 다수(N)의 서브채널상에서 데이타
전송이 행해질 수 있다.

이것은 입력 데이타를 N개 서브채널 중에 할당하는 채널 결합 기능 또는 기타 다른 메

카니즘을 통해 동시에 실시될

수 있다.

입력 버퍼 내용이 공백 임계치 이하로 감소됨에 따라서 대기 상태

(520)로 들어 갈 수 있다.
<66>

그러나, 버퍼 충전 속도가 초과되면, 상태(514)로 들어가서 더 많은 서브채널(300)이 다시 요구될 수 있다.

<67>

상태(520)에서, 하이 트래픽 타이머가 경과되었다면, 상태(522)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서브채널이 해제
되고, 프로세스는 상태(508)로 복귀한다.

<68>

도 6은 시스템(100)의 기지국 장비(170)의 구성 요소들의 블록도이다.
대해 도 4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된 것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구성 요소들은 가입자 유닛(101)에

기지국(170)에 의해 지원될 필요가 있는 각

가입자 유닛(101, 102)을 위한 순방향 링크(620)와 역방향 링크(630)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69>

기지국 순방향 링크(620)는 서브채널 인버스 멀티플렉서(622), 음성 데이타 검출기(623), 음성 디코더(624), 데
이타 핸들러(626), 및 ISDN 스푸퍼(622)를 포함하여, 가입자 유닛(101)에서의 역방향 링크(420)와 유사하게 기
능한다.

다만, 데이타는 기지국(170)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사하게, 기지국

역방향 링크(630)는 ISDN 스푸퍼(632), 음성 데이타 검출기(633), 음성 디코더(634), 데이타 핸들러(636), 및
서브채널 멀티플렉서(638)를 포함하여, 가입자 순방향 링크(430)에서의 구성 요소와 유사한 구성 요소를 포함한
다.
<70>

기지국(170)은 또한 CPU 제어기(610)를 필요로 한다.

기지국(170) 동작과 가입자 유닛(101) 동작 간의 한가지 차이점은 대역폭 관리 기능(243)의 구현에 있다. 이것
은 기지국(170)에서의 CPU 제어기(610) 또는 다른 프로세스에서 구현될 수 있다.

<71>

대역폭 관리(243)의 동적 채널 할당부(650)에 의해 수행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상위 레벨 설명이 도 7에 나
타나 있다.

이 프로세스는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메인 프로그램, 포트 요구 프로세스, 대역폭 해제 프로세스,

대역폭 요구 프로세스, 및 미사용 서브채널의 할당과 해제를 포함한다.
<72>

포트 요구 프로세스는 코드 모듈(720)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포트 요구 수신시 바람직하게는 무

선 주파수 대역폭 중 가장 적게 이용된 부분으로부터 선택된 새로운 접속을 위한 서브채널을 예약하는 것을 포
함한다.

일단 예약이 되고 나면, RF 채널 주파수와 코드 할당은 가입자 유닛(101)으로 되돌아 오고, 서브채널

할당 테이블이 갱신된다.
큐에 부가된다.

그러지 않고 만일 서브채널이 이용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포트 요구는 포트 요구

계류 중인 포트 요구 수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상 대기 시간이 평가될 수 있고, 요구하는 가

입자 유닛(101)으로 적당한 대기 메시지가 복귀될 수 있다.
<73>

대역폭 해제 모듈(730)에서는, 순방향 링크에서의 멀티플렉서(622)에서 실행하는 채널 결합 기능에 서브채널의
해제 요구가 통지된다.

<74>

그러면, 가용 서브채널 풀(pool)에 주파수와 코드가 복귀되고 무선 기록이 갱신된다.

대역폭 요구 모듈(740)은 가장 낮은 대역폭을 이용하여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요구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
한다.

다음, 가용 서브채널 리스트를 분석하여 가장 큰 가용 번호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우선순위, 및 가용성에 따라 서브채널이 할당된다. 채널 대역폭 결합 기능은 서브채널 멀티플렉서(622)와 어느
서브채널이 할당되고 어느 접속이 갱신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는 무선 기록내에 통지된다.
<75>

요구 알고리즘상의 대역폭에서는, 접속 또는 가용 포트 수와 서브채널 할당의 예상되는 쓰루풋(throughput) 사
이즈와 주파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스펙트럼을 관리하는 데 확률 이론이 통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서

비스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한 가입자에게는 우선순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76>

물론, 예컨대, 128 kbps ISDN

가입자 유닛(101)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16 ×8 kbps 서브채널이 주

어진 시간에서 할당될 수 있다.

특히, 서브채널을 할당하는데 있어 지연과 반작용(reaction)을 보상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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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 많은 수의, 예컨대 20개의 서브채널이 할당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웹 페이지의 다운로딩 중에 통상적

으로 겪는 데이타 버스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77>

그 외에도, 음성 트래픽이 데이타 트래픽보다 우선 순위가 앞서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음성 호출이 검출되면,

적어도 하나의 서브채널(300)이 항상 활동되고 음성 전송 전용으로 할당될 수 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음성

호출 차단 확율이 최소화될 것이다.
<78>

등가물

<79>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로 본발명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진 본 발명의 본질과

범위에서 벗어남이 없이 형태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변경될 수 있음은 당업자라면 잘 알 것이
다.
<80>

예컨대, ISDN 대신에, 다른 유선 디지탈 프로토콜로서 xDSL, 이더넷 (Ethernet), 및 X.25와 같은 EW[x] 프로토
콜이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발명의 동적 무선 서브채널 할당 방식을 양호하게 이용할 수 있다.

<81>

당업자라면 통상의 실험을 통해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의 많은 등가물을 인식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등가물도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5>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대역폭 관리 방식을 이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16>

도 2는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서 대역폭 관리 방식이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OSI)형 계
층 프로토콜도,

<17>

도 3은 주어진 무선 주파수(RF) 채널 내에 서브채널이 할당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

<18>

도 4는 가입자 유닛의 구성 요소들의 상세 블록도,

<19>

도 5는 서브채널을 동적으로 요구 및 해제하는 가입자 유닛에 의해 수행된 동작들의 상태도,

<20>

도 6은 각 가입자 유닛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기지국 장치의 일부에 대한 블록도,

<21>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동적으로 대역폭을 관리하는 기지국에 의해 수행된 프로세스의 상위 레벨 구조의 영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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