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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스케쥴링

요청을 위해 사용자 단말이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버퍼의 버퍼상태를 보고하는 방법 및 장치를 개

시한다. 단말은 고유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에 관련되는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에, 해당하는 우선순위

를 가지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우선순위 큐들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버퍼 상태 정보를

향상된 역방향 전용 채널(E-DCH)의 매체 액세스 제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MAC-e PDU)에 실어 전송한다. 일 예로서

상기 단말은 상기 MAC-e PDU의 헤더 부분에 상기 버퍼 상태 정보를 삽입하고 상기 MAC-e PDU의 페이로드 부분에 상

기 패킷 데이터를 삽입하여 전송한다.

대표도

도 1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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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스케쥴링 요청을 위

해 사용자 단말이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버퍼의 버퍼상태를 보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유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각각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에 관련되는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에, 해당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

하는 과정과,

상기 우선순위큐들 중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큐들의 큐 식별자들과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

선순위 큐들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 데이터의 양들을 각각 나타내는 버퍼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하는 과정은,

상기 역방향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에 상기 버퍼 상태 정보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상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 중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를 나타내는 큐식별자 맵과,

상기 큐식별자 맵이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의 식별자와,

상기 큐식별자 맵이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에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상태 정보는,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향상된 역방향 전용 전송채널(E-DCH)을 위한 MAC(Media Access Control) 시그널링 헤

더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을 서비스하는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버퍼상태에 대응하는 스케쥴링 할당 정보를 수신

하고, 상기 스케쥴링 할당 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로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패킷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읽어

내어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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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스케쥴링 요청을 위

해 사용자 단말이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버퍼의 버퍼상태를 보고하는 장치에 있어서,

고유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각각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에 관련되는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과,

상기 우선순위큐들 중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큐들의 큐 식별자들과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

선순위 큐들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 데이터의 양들을 각각 나타내는 버퍼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스케쥴링 제어기와,

상기 버퍼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송신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는,

상기 역방향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헤더 부분과 페이로드 부분으로 구성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생성하고,

상기 헤더 부분에 상기 버퍼 상태 정보를 삽입하고 상기 페이로드 부분에 상기 우선순위 큐들로부터 읽어낸 패킷 데이터를

삽입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생성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상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 중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를 나타내는 큐식별자 맵과,

상기 큐식별자 맵이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의 식별자와,

상기 큐식별자 맵이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에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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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 부분은,

향상된 역방향 전용 전송채널(E-DCH)을 위한 MAC(Media Access Control) 시그널링 헤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제어기는,

상기 사용자 단말을 서비스하는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버퍼상태에 대응하는 스케쥴링 할당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스케쥴

링 할당 정보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패킷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출력하도록 상기 우선순위 큐들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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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스케쥴링 요청을 위

해 사용자 단말이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버퍼의 버퍼상태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유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각각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에 관련되는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 중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큐들의 큐 식별자들과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큐들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 데이터의 양들을

각각 나타내는 버퍼 상태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버퍼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스케쥴링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상태 정보는,

상기 역방향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에 포함되어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상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 중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를 나타내는 큐식별자 맵과,

상기 큐식별자 맵이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의 식별자와,

상기 큐식별자 맵이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에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4.

제 42 항 또는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상태 정보는,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향상된 역방향 전용 전송채널(EUDCH)을 위한 MAC(Media Access Control) 시그널링 헤

더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5.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결과 상기 버퍼상태에 대응하는 스케쥴링 할당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스케쥴링 할당 정

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6.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스케쥴링 요청을 위

해 사용자 단말이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버퍼의 버퍼상태를 보고하는 장치에 있어서,

고유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각각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에 관련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는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 중 전송

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큐들의 큐 식별자들과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큐들에 저장되어 있

는 패킷 데이터의 양들을 각각 나타내는 버퍼 상태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수신경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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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버퍼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스케쥴링하는 스케쥴러를 포함

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상태 정보는,

상기 역방향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에 포함되어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8.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상태 정보는,

상기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 중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를 나타내는 큐식별자 맵과,

상기 큐식별자 맵이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의 식별자와,

상기 큐식별자 맵이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큐에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9.

제 47 항 또는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상태 정보는,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향상된 역방향 전용 전송채널(EUDCH)을 위한 MAC(Media Access Control) 시그널링 헤

더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50.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러는,

상기 스케쥴링 결과 상기 버퍼상태에 대응하는 스케쥴링 할당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스케쥴링 할당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상향 링크(Uplink:UL)를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스케쥴링

할당정보를 효율적으로 송수신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비동기 방식인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Wideband Code De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WCDMA"라 한다.) 통신시스

템에서는 상향링크를 통한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향상된 역방향 전용 채널(Enhanced Uplink

Dedicated CHannel; 이하 "E-DCH"라 한다.)을 사용한다. 상기 E-DCH는 비동기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역

방향 통신에 있어서 패킷 전송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채널이다. 상기 E-DCH 기술에는 기존에 이미 고속 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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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접속 방식(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이하 "HSDPA"라 한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및 HARQ(Hybrid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방법과 함께 좀 더 작아진 전송 시간 구

간(transmission time interval: 이하 "TTI"라 한다.)의 새로운 기술들이 사용한다. 상향링크 채널의 기지국(Node B) 제어

스케쥴링이 사용된다. 상기 상향링크에 대한 스케쥴링은 하향링크에 대한 Node B 제어 스케쥴링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된다.

복수 개의 사용자 단말(이하 "단말"라 한다.)들이 송신한 상향링크 신호들은 상호간에 직교성이 유지되지 않아 상기 상향

링크 신호들은 상호간에 간섭신호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상기 Node B가 수신하는 상기 상향링크 신호가 증가할수록 특

정 단말이 전송하는 상향링크 신호에 대한 간섭신호의 양도 증가한다. 따라서 상기 특정 단말이 전송하는 상향링크 신호에

대한 간섭신호의 양이 증가할수록 상기 Node B의 수신성능은 저하된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향링크 송신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상기 증가된 송신전력을 가지는 상향링크 신호는 다른 신호에 대해 간섭신호로 작용한다. 따

라서, 상기 Node B는 상기 수신 성능을 보장하면서 수신할 수 있는 상향링크 신호의 양을 제한한다. 〈수학식 1〉은 상기

Node B의 수신 성능을 보장하면서 수신할 수 있는 상향링크 신호의 양을 나타낸다.

수학식 1

상기 는 상기 Node B의 전체 수신 광대역 전력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이며, 상기 는 Node B의

열잡음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ROT는 상기 Node B가 상향 링크에서 상기 E-DCH 패킷 데이터 서

비스를 위해 할당할 수 있는 무선자원이 된다.

도 1a, 도 1b는 Node B에서 할당하는 상향링크 무선 자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상기 도 1a, 1b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

이 상기 Node B가 할당할 수 있는 상향링크 무선자원은 ICI(Inter-cell interference), 음성 트래픽(Voice traffic), E-

DCH 패킷 트래픽들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상기 도 1a는 상기 Node B 스케쥴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기 총 ROT

(Total ROT)의 변화를 나타낸다. 상기 E-DCH 패킷 트래픽에 대해 스케쥴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수 개의 단말들

이 동시에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사용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총 ROT는 목표 ROT(Target ROT)보다 높

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상기 상향링크 신호의 수신성능은 저하된다.

도 1b는 상기 Node B 스케쥴링을 사용하는 경우 상기 총 ROT의 변화를 나타낸다. 상기 Node B 스케쥴링을 사용하는 경

우 상기 복수 개의 단말들이 동시에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사용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즉, 상기 Node B 스케쥴링은 특정 단말에게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허용하는 경우 다른 단말들에게는 낮은 데이터 레이트

를 허용함으로서 상기 총 ROT가 상기 목표 ROT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상기 Node B 스케쥴링은 항상

일정한 수신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기 Node B는 상기 E-DCH를 사용하는 단말들의 요청 데이터 레이트 또는 상향링크의 송신 품질을 나타내는 채널 상황

정보를 활용하여 상기 각 단말별로 E-DCH 데이터 전송 가능 여부를 통보하거나, 상기 E-DCH 데이터 레이트를 조정한

다. 상기 Node B 스케쥴링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Node B의 총 ROT가 목표 ROT를 넘지 않

도록 상기 단말들에게 상기 데이터 레이트를 할당한다. 상기 Node B는 멀리 있는 단말에 대해서는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할당하고, 가까이 있는 단말에 대해서는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할당할 수 있다.

도 2는 E-DCH에서 Node B 스케쥴링이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기본 개념을 도시하고 있다. 도 2의 200은 E-DCH를 지원

하는 Node B를 나타내며, 210 내지 216은 E-DCH를 전송하는 단말들이다. 어떤 단말의 데이터 레이트가 높아지면 상기

Node B(200)가 상기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전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상기 단말의 ROT는 상기 총 ROT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다른 단말의 데이터 레이트가 낮아지면 상기 Node B가 상기 다른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전력이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상기 다른 단말의 ROT는 상기 총 ROT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상기 Node B

(200)는 상기 데이터 레이트와 무선자원간의 관계, 상기 단말들(210 내지 216)이 요청하는 데이터 레이트를 고려하여 상

기 E-DCH 패킷 데이터에 대한 Node B 스케쥴링을 수행한다.

상기 도 2에서 상기 단말들(210 내지 216)이 상기 Node B(200)와 거리에 따라 서로 다른 역방향 송신 전력으로 상기 패

킷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다. 상기 Node B(200)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상기 단말(210)은 가장 높은 역방향 채널의 송신 전

력(220)으로 패킷 데이터를 송신하며, 상기 Node B와 가장 가까이 있는 상기 단말(214)은 가장 낮은 역방향 채널의 송신

전력(224)으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송신한다. 상기 Node B는 총 ROT를 유지하면서 다른 셀에 대한 ICI를 줄이면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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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역방향 채널의 송신 전력의 세기와 상기 데이터 레이트를 반비례하도록

스케쥴링을 수행하여, 역방향 채널의 송신 전력이 가장 높은 단말(21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 레이트를 할

당하고, 상기 역방향 채널의 송신 전력이 가장 낮은 단말(214)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할당한다.

도 3은 E-DCH의 기본적인 송수신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E-DCH를 전송하고 있는 단말(302)과 상기 단말

(302)이 속해 있는 Node B(301) 간의 송수신 절차를 도시한다.

303단계에서 상기 Node B(301)와 단말(302)사이에 E-DCH의 설정(setup)이 이루어진다. 상기 설정 과정은 전용 전송

채널(Dedicated Transport CHannel)을 통한 메시지들의 전달 과정을 포함한다. E-DCH 설정이 이루어지면 304단계와

같이 단말(302)은 Node B(301)에게 스케쥴링 정보를 알려준다. 상기 스케쥴링 정보로는 역방향 채널 정보를 알 수 있는

단말 송신 전력 정보, 단말이 송신할 수 있는 전송전력 여분치 정보 및 단말의 버퍼에 쌓여 있는 송신되어야 할 데이터들의

양이 포함된다.

Node B(301)는 311단계에서 보이듯이 상기 단말의 상기 스케쥴링 정보를 모니터링 하면서 단말(302)을 스케쥴링한다.

상기 311단계에서 Node B(301)가 단말(302)에게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려고 결정한 경우, 305단계에서 Node B

(301)는 단말(302)에게 할당된 데이터 레이트와 전송 타이밍 등을 포함하는 스케쥴링 할당정보를 전송한다. 312단계에서

단말(302)은 상기 스케쥴링 할당정보에 응답하여 E-DCH 전송을 위한 전송율 등의 전송포맷(TF)을 결정하고 상기 전송

포맷을 나타내는 전송포맷 리소스 지시자(Transport Resource Indicator, 이하 TFRI라 한다.)를 생성한다. 307단계에서

단말(302)은 상기 스케쥴링 할당정보를 이용하여 E-DCH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E-DCH 데이터의 전송 포멧

(Transport Format)을 나타내는 전송 포맷 리소스 지시자(TFRI)는 306단계에서 상기 E-DCH와 동시에 Node B(201)로

전송된다. 313단계에서 Node B(301)는 상기 TFRI나 상기 E-DCH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판단하고, 308단계에서

Node B(301)는 상기 TFRI와 상기 E-DCH 데이터 중 하나에라도 오류가 있을 경우 NACK를, 모두 오류가 없을 경우는

ACK를 ACK/NACK 채널을 통해 단말(302)에게 전송하게 된다.

Node B(301)는 스케쥴링 정보를 기초로 하여 단말에게 할당할 데이터 레이트를 정하게 된다. Node B는 E-DCH를 사용

하는 여러 단말들에게 적당한 데이터 레이트와 전송 타이밍 등을 할당하는데, 상기 스케쥴링에 있어서 역방향의 ROT 값이

목표 ROT 값을 넘지 않도록 각 단말들에게 리소스를 할당해주게 된다. 이때 시스템 전체 성능의 향상을 위해 채널 상황이

좋은 단말에게 좀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해 주게 된다.

도 4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단말이 Node B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유형들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도 4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단말(400)은 E-DCH를 통해 Node B(402)에 대해 음성 통화, 패킷 데이터, 게임 등

에 관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단말이 전송하는 데이터는 그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 품질

(Quality of Service:QoS)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기 Node B가 단말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요구되는 서비스품질

에 따라 스케줄링을 수행하고 무선자원을 할당하는 방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전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송할 데이터의 요구되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무

선자원을 할당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안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높은 서비스 품질을 요청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많은 무선자원을 할당하고, 낮은 서비스 품질을

요청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낮은 무선자원을 할당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안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서비스 품질에 따라 서로 다른 무선자원을 할당함으로서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자원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안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스케쥴링 요청을 위해 사용자 단말이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버퍼의 버퍼상태를 보고하

는 방법에 있어서,

고유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각각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에 관련되는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에, 해당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

하는 과정과,

상기 우선순위큐들 중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큐들의 큐 식별자들과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

선순위 큐들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 데이터의 양들을 각각 나타내는 버퍼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스케쥴링 요청을 위해 사용자 단말이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버퍼의 버퍼상태를 보고하

는 장치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89543

- 9 -



고유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각각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에 관련되는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과,

상기 우선순위큐들 중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큐들의 큐 식별자들과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

선순위 큐들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 데이터의 양들을 각각 나타내는 버퍼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스케쥴링 제어기와,

상기 버퍼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송신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

비스의 스케쥴링 요청을 위해 사용자 단말이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버퍼의 버퍼상태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유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각각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에 관련되는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 중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큐들의 큐 식별자들과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큐들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 데이터의 양들을

각각 나타내는 버퍼 상태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버퍼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스케쥴링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스케쥴링 요청을 위해 사용자 단말이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버퍼의 버퍼상태를 보고하

는 장치에 있어서,

고유한 우선순위를 가지며 각각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에 관련되는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는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 중 전송

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큐들의 큐 식별자들과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큐들에 저장되어 있

는 패킷 데이터의 양들을 각각 나타내는 버퍼 상태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수신경로와,

상기 버퍼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스케쥴링하는 스케쥴러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다.

삭제

삭제

삭제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제3 세대 이동통신의 하나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시스템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과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s) 통신표준에 기반을 두었으나,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사용하는 GSM과는 달리 광대역(Wideband) CDMA 기술을 사용한다. UMTS 시스템의 무선접속 네

트워크(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이하 UTRAN이라 칭함)는 복수의 셀들을 포함하는 Node B들과 상

기 Node B들의 무선 자원을 관리하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함)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단말과 RNC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Uu 인터페이스라 칭하며, 제어 및 시그널링 신호들을 교환하기 위한 제어평면(Control

Plane)과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평면(User Plane)으로 구분된다. 상기 제어 평면에는 RRC(Radio

Resource Control) 계층, RLC(Radio Link Control) 계층, MAC(Media Access Control) 계층 및 물리(Physical: 이하

PHY라 칭함) 계층이 존재하고, 사용자 평면에는 PDCP(Packet Data Control Protocol) 계층, RLC 계층, MAC 계층 및 물

리계층이 존재한다. 여기에 도시한 계층들 중 물리계층은 각 셀들에 위치하게 되며 MAC 계층부터 RRC 계층까지는 RNC

에 위치한다.

특히 MAC 계층에서 사용자 평면에 관련되는 부분은 MAC-d라 칭해지며, 제어 평면에 관련된 부분은 MAC-c라 칭해진

다. 전용 전송채널을 통해 전송하고자 하는 사용자 데이터는 MAC-d 계층을 통해 원하는 크기의 전송블록으로 생성된다.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E-DCH를 통해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전송블록은 MAC 계층에서 MAC-eu 계층(혹은 MAC-e

계층이라고도 칭함)을 거치게 된다. MAC-eu 계층은 MAC-d 계층으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물리계층으로 전달함에 앞서

E-DCH를 위한 Node B 제어 스케쥴링, HARQ 등의 처리를 담당한다.

삭제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EUCDH를 서비스하는 단말의 MAC-eu 계층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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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의 MAC-eu 계층(500)은 순위 분배기(Priority Queue distributor)(502), 우선순위큐들(Priority Queue: PQ)

(504)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MAC-eu 계층(500)은 MAC-d 계층(518)으로부터 Node B로 전송할 데이터를 전

달받는다. 상기 전달받은 데이터는 상기 MAC-eu 계층(500)의 순위 분배기(502)로 전달된다. 상기 순위 분배기(502)는

상기 전달받은 데이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우선순위큐들(504) 중 상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대응하는 우선순위큐

에 버퍼링한다.

상기 우선순위큐들(504)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당 논리 채널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

되며 각각 고유한 큐 식별자(Queue Identifier)를 가진다. 즉, 상기 우선순위큐들(504)은 각각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즉 논

리 채널)에 각각 관련되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도 5에서는 두 개의 우선순위큐들(504)

을 도시하고 있지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종류와 개수에 따른 MAC 제어 신호(516)에 의해 상기 우선순위큐들(504)

의 개수는 임의로 결정된다. 즉, 상기 Node B로 전달할 데이터에 대한 우선순위를 여러 단계로 구성하고자 하면, 상기 우

선순위큐들(504)의 개수는 증가된다. 상기 우선순위는 데이터를 Node B로 전송할 전송시점, 즉 요구되는 지연에 따라 결

정된다. 상기 Node B로 빠른 시간 내에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는 우선순위가 높으며, 상기 Node B로 빠른 시간 내에 전송

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는 우선순위가 낮다.

상기 순위 분배기(502)는 상기 전달받은 데이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상기 데이터

를 복수 개의 우선순위큐들(504) 중 어느 하나로 전달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같은 우선순위를 갖는 데이터는 동일한 우

선순위큐로 전달된다. 상기 우선순위큐들(504)은 상기 Node B로부터 스케줄링에 의해 리소스가 할당될 때까지 상기 전달

받은 데이터를 저장한다.

MAC-eu 계층(500)은 상기 Node B에게 스케쥴링을 요청하기 위하여, 상기 우선순위큐들(504)에 저장된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버퍼상태와 상향링크의 송신 품질을 나타내는 채널상태를 포함하는 스케쥴링 정보를 E-DCH 관련 상향링크

(510)를 통해 전송한다. 상기 Node B가 E-DCH관련 하향링크(514)를 통해 상기 단말에 대해 스케쥴링 할당정보를 전송

하면, TFC(TF Combincation) 선택부(508)는 상기 스케쥴링 할당정보를 이용하여 TFC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TFC를

이용하여 상기 우선순위큐들(504)로 부터 데이터를 읽어내어 E-DCH(512)를 통해 전송한다. 이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우선순위가 높은 우선순위큐(504)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먼저 전송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우선순위에 따라 전송시

간을 달리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HARQ 개체(506)는 상기 전송된 데이터에 대해 관련 하향링크(514)를 통해 수신되

는 ACK/NACK를 해석하여, ACK가 수신될 시 해당 우선순위큐에 저장된 데이터를 폐기하고, NACK가 수신될 시 해당 우

선순위큐에 저장된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두 개의 단말들이 하나의 Node B에게 스케쥴링을 요청하는 동작을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단말1(610)은 두 개의 우선순위큐들(612, 614)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단말2(620)는 하나의 우선순위큐

(622)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단말1(610)의 우선순위큐1(612)은 우선순위큐2(614)에 비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상기

단말 2(620)의 우선순위큐1(622)은 상기 단말 1(610)의 우선순위큐1(612)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다. 상기 단말1

(610)의 우선순위큐1(612)은 100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단말1(610)의 우선순위큐2(614)는 300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또한, 상기 단말2(620)의 우선순위큐1(622)은 300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Node

B(600)는 450비트의 데이터만을 전송받을 수 있는 무선자원을 가진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단말들(610, 620)은 상기 Node B(600)로 전송할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버퍼 상태(630,

632)를 전송한다. 즉, 상기 단말1(610)은 400비트에 대응하는 버퍼상태(630)를 상기 Node B(600)로 전송하며, 상기 단

말2(620)는 300비트에 대응하는 버퍼상태(632)를 상기 Node B(600)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경우 상기 단말들(610,

620)의 상향링크 채널상황이 동일하다면, 상기 Node B(600)는 상기 단말 1(610)에 대해서는 300비트만을 전송하도록

허용하는 스케쥴링 할당정보(640)를 전송하며, 상기 단말 2(620)에 대해서는 150비트만을 전송하도록 허용하는 스케쥴

링 할당정보(642)를 전송한다.

상기 단말1(610)은 상기 스케쥴링 할당정보(640)를 이용하여 TFC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TFC를 이용하여 E-DCH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즉, 우선순위에 의해 상기 우선순위큐1(612)에 대기하고 있는 100비트의 데이터가 먼저 전송되

고 상기 우선순위큐2(614)에 대기하고 있는 100비트의 데이터가 전송된다. 상기 단말2(620) 역시 상기 스케쥴링 할당정

보(642)를 이용하여 TFC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TFC를 이용하여 E-DCH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즉, 상기 우선순

위큐1(622)에 대기하고 있는 150비트의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와 같은 경우 상기 단말 2(620)의 우선순위큐1(622)은 상기 단말 1의 우선순위큐2(614)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상기 대기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한다. 즉, 상기 Node B(600)에 대해 스케쥴링 할당정보를 요청

하는 단말들이 하나일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면 되나, 상기 Node B에 대해 스케쥴링

할당정보를 요청하는 단말이 적어도 두 개일 경우에는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데이터가 더 나중에 전송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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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도 7은 상기 도 6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단말들(710, 720)은 Node B(700)에게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도 동시에 전송한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단말1(710)은 두 개의 우선순위큐들(712, 714)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단말2(720)는 하나의 우

선순위큐(722)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단말1(710)의 우선순위큐1(712)은 우선순위큐2(714)에 비해 높은 우선순위를 가

지며, 상기 단말 2(720)의 우선순위큐1(722)은 상기 단말 1(710)의 우선순위큐1(712)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다. 상기

단말1(710)의 우선순위큐1(712)은 100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단말1(710)의 우선순위큐2(714)는 300

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또한, 상기 단말2(720)의 우선순위큐1(722)은 300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단말들(710, 720)은 상기 Node B(700)로 전송할 데이터의 양과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버퍼상태(730,

732)를 전송한다. 즉, 상기 단말1(710)은 400비트에 대응하는 데이터 양과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큐 식별자(Queue

Identification: QID)를 포함하는 버퍼상태(730)를 상기 Node B(700)로 전송한다.

상기 버퍼상태는 우선순위 1에 대응하는 데이터의 양이 100비트이며, 우선순위 2에 대응하는 데이터 양이 300비트임을

나타낸다. 상기 단말2(720)는 300비트에 대응하는 데이터 양과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QID를 포함하는 버퍼상태(732)를

상기 Node B(700)로 전송한다. 상기 단말들(710, 720)에 대한 상향링크 채널상황이 동일하다면, 상기 Node B(700)는 우

선순위를 고려하여 상기 단말들(710, 720)로 스케쥴링 할당정보(740, 742))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Node B(700)는 상기

단말 1(710)에 대해서는 100비트만을 전송하도록 허용하는 스케쥴링 할당정보(740)를 전송하며, 상기 단말 2(720)에 대

해서는 250비트만을 전송하도록 허용하는 스케쥴링 할당정보(742)를 전송한다.

상기 단말1(710)은 상기 스케쥴링 할당정보(740)를 이용하여 TFC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TFC를 이용하여 E-DCH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즉, 우선순위에 의해 상기 우선순위큐1(712)에 대기하고 있는 100비트의 데이터가 전송된다. 상

기 단말2(720) 역시 상기 스케쥴링 할당정보(742)를 이용하여 TFC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TFC를 이용하여 E-DCH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즉, 상기 우선순위큐1(722)에 대기하고 있는 250비트의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와 같이 상기 단

말1(710)과 단말2(720)는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를 우선 전송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MAC-eu 스케쥴링 제어기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스케쥴링 제어기(Scheduling Controller)(800)는 환경 제어기(Configuration Controller)(804), 우선순

위큐 제어기(PQ Controller)(802), TFC 선택부(806)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우선순위큐들(도시하지 않음)(802)는 우선

순위큐로부터 버퍼페이로드 정보(810, 812)를 전달받는다. 상기 버퍼 페이로드 정보(810, 812)는 각 우선순위큐에 대기

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한다. 상기 도 8에서는 n 개의 우선순위큐들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상기 참조번호 810은

우선순위큐1로부터 전달되는 버퍼 페이로드 정보이며, 상기 참조번호 812는 우선순위큐 n으로부터 전달되는 버퍼 페이로

드 정보이다. 또한, 상기 우선순위큐 제어기(802)는 환경 제어기(804)로부터 큐 정보(814)를 전달받는다. 상기 큐정보

(814)는 우선순위큐들의 설정정보(configuration information)로서 우선순위 큐들의 메모리 크기와 개수에 관련된다.

상기 우선순위큐 제어기(802)는 상기 버퍼 페이로드 정보(810, 812)와 해당 버퍼 페이로드 정도의 우선순위에 관한 QID

를 포함하는 버퍼상태(826)를 E-DCH 송신부(828)에 의해 상기 Node B로 전송한다.

상기 TFC 선택부(806)는 E-SCCH(Shared Control Channel for E-DCH)(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스케쥴링 할당정보

(820)를 전송받는다. 또한, 상기 TFC 선택부(806)는 상기 우선순위큐 제어기(802)로부터 우선순위큐들에 대한 버퍼상태

(816)를 전달받으며 상기 환경제어기(804)로부터 스케쥴링 환경(configuration) 정보를 전달받는다. 상기 스케쥴링 환경

정보는 우선순위큐들의 우선순위나 TFCS(Transport Format Combination Set) 등이 포함된다. 상기 TFC 선택부(806)

는 상기 버퍼상태(816)와 상기 스케쥴링 할당정보(820)를 이용하여 TFC를 결정한다. 상기 TFC는 우선순위가 높은 우선

순위큐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선 전송하도록 결정된다.

상기 TFC 선택부(806)는 상기 결정된 TFC를 E-DPDCH(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 for E-DCH) 송신부(824)

로 전달한다. 상기 E-DPDCH송신부는 상기 전달받은 TFC를 이용하여 E-DCH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결정된

TFC는 E-DPCCH(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 for E-DCH) 송신부(822)로 전달된다. 상기 E-DPCCH 송신부

(822)는 상기 TFC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상기 E-DCH패킷 데이터와 동일 시점에서 전송한다. 또한 상기 TFC는 상기

우선순위큐 제어기(802)로 전달된다. 상기 우선순위큐 제어기(802)는 상기 TFC를 이용하여 어떤 우선순위큐에 대기하고

있는 데이터가 전송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우선순위큐들의 버퍼상태를 갱신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AC-eu 스케쥴링 제어기의 동작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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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를 참조하면, 900단계에서 상기 스케쥴링 제어기는 우선 순위 큐들로부터 전달되는 버퍼 페이로드 정보에 의해 우선

순위큐들에 새로운 데이터가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스케쥴링 제어기는 어떤 우선순위큐로부터 버퍼 페이로

드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판단함으로서 우선순위큐들에 전송되어 있는 데이터의 양과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상기 우선순

위큐들에 새로운 데이터가 도달되었으면 902단계로 이동하고, 상기 우선순위큐들에 새로운 데이터가 도달하지 않았으면

900단계로 돌아간다.

902단계에서 상기 스케쥴링 제어기는 상기 버퍼 페이로드 정보와 상기 버퍼페이로드 정보와 관련된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큐식별자를 포함하는 버퍼상태를 Node B로 전송한다.

904단계에서 상기 스케쥴링 제어기는 상기 Node B로부터 스케쥴링 할당정보가 수신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스케

쥴링 할당정보에는 상기 단말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레이트와 허용 타이밍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상기 Node B

로부터 상기 스케쥴링 할당정보가 수신되었으면 906단계로 이동하고, 상기 스케쥴링 할당정보가 수신되지 않았으면 904

단계로 복귀한다.

상기 906단계에서 상기 스케쥴링 제어기는 상기 스케줄링 할당 정보에 의해 할당된 데이터 레이트 내에서 TFC를 결정한

다. 상기 TFC를 결정함에 상기 우선순위큐들에 전송되어 있는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데이

터가 먼저 전송되도록 한다. 908단계에서 상기 스케쥴링 제어기는 상기 결정된 TFC를 이용하여 우선순위큐들에 전송되

어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제어한다. 상기 제어명령에 의해 MAC-eu 계층은 해당 우선순위 큐로부터 읽어낸 데이터를

포함하는 MAC-eu PDU(Protocol Data Unit)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MAC-eu PDU를 E-DPDCH를 통해 전송한다. 상

기 도 9에서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기 스케쥴링 제어기는 상기 결정된 TFC를 상기 E-DPCCH를 통해 전송하고, 상기

변경된 버퍼상태에 관한 정보를 갱신한다. 상기 갱신된 버퍼상태는 E-DCH를 통해 전송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과 Node B간에 MAC-eu 시그널링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0에서 보

이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단말의 MAC-eu 계층(1000)은 Node B의 MAC-eu 계층(1002)으로 버퍼상태를 전송하고 있

다. 상기 버퍼상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큐식별자와 우선순위큐의 버퍼 페이로드를 포함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버퍼상태를 포함하는 MAC-eu PDU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1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MAC-eu PDU는 MAC-eu 계층에서 생성되는 MAC-eu 헤더(1100)와 패킷 데이터를 나타내는

MAC-eu SDU(Service Data Unit)들을 포함하는 부분(1102)으로 구성된다. 상기 MAC-eu 헤더(1100)에 포함되는 정보

들은 다음과 같다.

버전 플래그(Version Flag: VF)는 MAC-eu PDU 포맷의 버전을 나타낸다.

큐식별자(Q ID)는 MAC-eu SDU가 출력된 우선순위큐의 식별자이며, 3비트로 구성된다.

전송시퀀스번호(Transmission Sequence Number: TSN)는 우선순위에 따라 MAC-eu SDU를 재 정렬하기 위한 일련번

호이며, 5비트 내지 6비트로 구성된다.

SID_k는 MAC-eu PDU를 구성하는 MAC-eu SDU들의 집합 중 x번째 MAC-eu SDU집합에 속하는 MAC-d SDU들의 크

기를 나타내며, 2비트 내지 3비트로 구성된다.

N_k는 x번째 MAC-eu SDU 집합에 속하는 MAC-d PDU들의 개수를 나타내며 7비트로 구성된다.

F(Flag)가 1로 설정되면 다음에 오는 필드가 MAC-eu PDU임을 나타내며, 상기 F가 0으로 설정되면 다음에 오는 필드가

SID임을 나타낸다.

큐식별자맵(Q ID map)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우선순위큐의 식별자를 나타내는 맵으로 우선순위큐의 개수만큼 비트수가

할당된다. 1은 데이터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0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버퍼 페이로드(buffer payload)는 상기 큐식별자맵의 값이 1인 우선순위큐들에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며, 상기

큐식별자맵의 길이에 따른 비트수가 할당된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Node B의 MAC-eu 스케쥴러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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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를 참조하면, 상기 스케쥴러(1200)는 단말상태 분석기(UE status Analyzedr)(1202)와 리소스제어기(1204)로 구성

된다. 상기 단말상태 분석기(1202)는 상기 Node B가 관리하는 셀 영역에 있는 단말들(UE#1, UE#2,… UE#N)의 버퍼상

태와 채널상태(1210, 1212, 1214)를 전달받는다. 상기 단말상태 분석기(1202)는 각 단말이 전송한 MAC-eu PDU의

MAC-eu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우선순위큐에 따른 버퍼상태를 전달받아 각 단말의 우선순위큐들에 저장된 데이터 양을

추정한다. 상기 단말상태 분석기(1202)는 각 단말에 따른 데이터 양 추정치를 리소스 제어기(1204)로 전달한다.

상기 리소스 제어기(1204)는 각 단말에 따른 데이터 양 추정치와 채널 상태 및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NBAP(Node B

Application Protocol)을 통해 제공된 타켓 ROT를 고려하여 특정 단말에게 할당할 ROT를 계산하고, 상기 단말의 우선순

위큐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기 단말에게 할당할 최대 허용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한다. 상기 TFC가 결정되면, 상기

단말에서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와 전송 전력의 오프셋이 상기 TFC에 따라 결정된다. 각 상기 단말에게 할당할 최대

허용 데이터 레이트는 최대 허용 TFC 정보(1220, 1222)에 실려 E-SCCH 송신부들(1224, 1226)에 의해 상기 단말에게

전송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Node B의 MAC-eu 스케쥴러의 동작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3을 참조하면, 1300단계에서 스케줄러는 단말로부터 스케쥴링 정보를 포함하는 MAC-eu PDU가 수신되었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스케쥴링 정보는 각 단말의 버퍼 페이로드 정보와 각 버퍼의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

기 판단 결과 상기 스케쥴링 정보를 수신하였으면 1302단계로 이동하고, 상기 판단 결과 스케쥴링 정보를 수신하지 않았

으면 1300단계로 복귀한다.

1302단계에서 상기 스케줄러는 상기 단말들로부터 전달받은 버퍼상태와 채널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단말에게 할당할 최대

허용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한다. 상기 최대 허용 데이터 레이트는 무선망 제어기로 부터 제공된 타겟 ROT와 단말이 전송

할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상기 최대 허용 데이터 레이트는 1304단계에서 E-DCH에 관련된 제어 채널

을 통해 상기 단말로 전송된다.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송수신 동작을 수행하는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먼저 스케쥴링 할당정

보를 수신하는 수신측에서의 동작에 대해 알아본다.

상기 도 14를 참조하면, 안테나로부터 전달된 수신신호는 RF(Radio Frequency)부(RF Unit)(1442)를 거쳐 기저대역 신

호로 변환된 후 디스크램블러(1400)로 입력된다. 상기 디스크램블러(1400)는 상기 기저대역 신호를 스크램블링 코드

Sd1,n에 의해 디스크램블링을 수행한다. 상기 디스크램블링된 신호는 역확산기(1402)로 전달된다. 상기 역확산기(1402)

는 상기 디스크램블링된 신호를 채널구분(channelization)하기 위해 채널코드(Channelization Code) Ces를 곱하고, 상기

채널 구분된 신호를 복조부(1404)로 전달한다. 상기 채널 구분된 신호는 상기 복조부(1404)에서 복조되고 디코딩부

(1406)에서 디코딩된다. E-SCCH 검출부(1408)는 상기 디코딜된 신호에서 스케쥴링 할당정보를 검출한다. 상기 스케쥴

링 할당정보는 상기 단말에게 할당된 최대 허용 TFC 정보(1410)를 포함한다.

상기 최대 허용 TFC정보(1410)는 MAC-eu 스케쥴링 제어기(1412)로 전달된다. 상기 MAC-eu 스케쥴링 제어기(1412)

는 상기 최대 허용 TFC정보(1410)를 이용하여 TFC를 결정한다. 상기 TFC는 우선순위큐들(1422, 1424)에 대기하고 있

는 데이터의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를 위해, 상기 우선순위큐들(1422, 1424)는 서로 다른 우선순

위를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며, 새로운 데이터가 도달할 때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큐 식별

자와 버퍼 페이로드 정보를 상기 MAC-eu 스케쥴러 제어기(1412)로 전달한다. 상기 MAC-eu 스케쥴러 제어기(1412)는

상기 결정된 TFC에 관한 정보를 E-DPCCH 생성기(1414)로 전달한다. 상기 E-DPCCH 생성기(1414)는 다른 제어정보와

TFC를 포함하는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상기 생성된 제어신호는 코딩부(1416)에서 코딩된 후, 변조부(1418)에서 변조되

고, 채널코드 Cec를 이용하여 확산기(1420)에 의해 채널 구분(channelization)된 후 다중화기(1438)로 전달된다.

삭제

MAC-eu PDU 생성기(1428)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상기 MAC-eu 스케쥴링 제어기(1412)가 전달한 큐식별자

와 버퍼상태를 MAC-eu 헤더에 포함시킨다. 또한 상기 스케쥴링 제어기(1412)가 전달한 TFC를 이용하여 상기 우선순위

큐들(1422, 1424)에 대기하고 있는 데이터에 상기 MAC-eu 헤더를 첨부하여 MAC-eu PDU를 생성한다. 상기 MAC-eu

PDU는 코딩부(1430)에서 코딩되고, 레이트 매칭부(1432)에서 레이트 매칭된다. 상기 레이트 매칭된 신호는 변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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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에서 변조되고, 확산기(1436)에 의해 채널 코드 Ce로 채널 구분(Channelization)된다. 상기 확산기들(1420, 1436)

로부터 제공받은 신호들과 다른 채널들의 신호들을 다중화한다. 상기 다중화된 신호는 스크램블러(1440)에 의해 스크램

블링 코드 Sdpch,n으로 스크램블링된 후 RF부(1444)에 의해 RF 신호로 변환되고 안테나에 의해 상기 Node B로 전달된다.

도 1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Node B의 송수신 동작을 수행하는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먼저 스케쥴링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측에서의 동작에 대해 알아본다. 상기 Node B의 수신부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

비스를 수행하는 N개의 단말들 각각에 대응하는 N개의 수신경로들(1540, 1542)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UE#1에 대응하는

수신경로(1540)의 동작을 설명할 것이나, 나머지 수신경로들도 동일한 동작을 수행함은 물론이다.

안테나를 통해 전달된 수신신호는 RF부(1538)를 거쳐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된 후 디스크램블러(1518)로 입력된다. 상기

디스크램블러(1518)는 상기 기저대역 신호를 스크램블링 코드 Sdpch,n에 의해 디스크램블링한다. 상기 디스크램블링된 신

호는 역확산기들(1520, 1522)로 전달되어 E-DPCCH 신호와 E-DPDCH 신호로 채널 구분된다. 상기 역확산기(1522)에

의해 채널 코드 Cec로 채널 구분된 E-DPCCH 신호는 복조부(1524)에서 복조된 후 디코딩부(1526)에서 디코딩된다. 제어

정보 검출부(1527)에서 상기 디코딩부(1526)에 의해 디코딩된 데이터로부터 E-DCH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필요한 제어

정보를 검출한다. 상기 제어정보는 E-DCH 데이터의 변조정보 등을 포함한다.

상기 역확산기(1520)에 의해 채널 코드 Ce로 역확산된 E-DPCCH는 복조부(1528)에서 상기 제어정보 검출부(1527)에

의해 검출된 변조정보에 의해 복조되고, 레이트 디매칭부(1530)에 의해 디매칭된 후, 디코딩부(1532)에서 디코딩된다.

MAC-eu 헤더 검출부(1534)는 상기 디코딩부(1532)로부터 전달된 MAC-eu PDU에서 헤더 내의 버퍼상태와 페이로드

내의 데이터를 분할한다. 상기 MAC-eu 헤더 검출부(1534)는 MAC-eu 헤더 내의 큐 식별자 맵(QID map)이 0이 아닌 값

을 가지고 있으면, 상기 MAC-eu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버퍼상태(1516)를 검출하여 MAC-eu 스케쥴러(1514)로 전달한

다. 상기 버퍼상태 정보(1516)는 적어도 하나의 큐 식별자와 버퍼 페이로드 정보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MAC-eu 헤더 검

출부(1534)는 상기 MAC-eu 헤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MAC-eu SDU들을 분리하여 상위 계층의 재정렬 버퍼들

(Reordering Buffer)(도시하지 않음)로 전달한다. 상기 재정렬 버퍼들은 RNC내에 위치하고 단말 측의 우선순위 큐들과

대응되어, 수신되는 MAC-eu SDU들을 그 전송시퀀스 번호(TSN)에 따라 정렬한다.

상기 MAC-eu 스케쥴러(1514)는 상기 버퍼상태(1516)와 다른 스케줄링 정보를 이용하여 각 단말들을 위한 최대 허용

TFC 정보(1512)를 생성하고, 상기 최대 허용 TFC 정보(1512)를 E-SCCH 생성기(1510)로 전달한다. 상기 최대 허용

TFC는 상기 버퍼상태에 포함되어 있는 전송할 데이터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상기 E-SCCH 생성기

(1510)는 최대 허용 TFC 정보에 대한 스케줄링 할당정보를 생성한다. 상기 스케줄링 할당 정보는 코딩부(1508)에 의해

코딩되고, 변조부(1506)에 의해 변조된다. 상기 변조부(1506)에 의해 변조된 신호는 확산기(1504)에 의해 채널 코드 Ces

로 채널 구분된 후 다중화기(1502)로 전달된다. 상기 다중화기(1502)는 상기 채널 구분된 신호를 다른 하향링크 채널 신

호들과 다중화한다. 상기 다중화된 신호는 스크램블러(1500)에 의해 스크램블링 코드 Sd1,n으로 스크램블링된 후 RF부

(1536)에 의해 RF 신호로 변환된 후 안테나를 통해 단말로 전송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단말로부터 향상된 상향링크 채널을 통해 요구되는 우선순위가 다른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

고자 할 때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에서 상기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단말이 서비스 품질에 대응되는 우

선순위큐의 버퍼상태를 전달하고 상기 기지국은 전달된 우선순위큐의 버퍼상태를 이용하여 스케쥴링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요구되는 우선순위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지국의 상향링크 무선자원의 변화를 나타낸 도면.

도 1b는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지국의 상향링크 무선자원의 변화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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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과 기지국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 단말과 기지국간에 송수신되는 정보들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유형들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논리계층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과 기지국간 스케쥴링 할당 정보의 송수신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단말과 기지국간 스케쥴링 할당정보의 송수신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논리계층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단말의 논리 계층 구조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단말의 논리 계층에서 기지국의 논리계층으로 버퍼상태를 전송하는 동작을 도

시한 메시지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단말의 버퍼상태를 전송하는 E-DCH데이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논리계층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기지국의 논리 계층 구조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송수신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송수신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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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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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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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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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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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등록특허 10-0689543

- 21 -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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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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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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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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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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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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