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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무선시스템에서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및 대응 이동무선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이동무선 시스템에서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대응하는 이동무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

은 전송국(B1) 및 수신기국(UE)사이의 전송경로(1)를 따르는 접속을 새로운 전송국(B2)으로 핸드오버한후에 새로운 전

송경로(2)를 따라 수신국(UE)에 데이터 패킷들(DPm')을 직접 전송한다. 따라서, 새로운 전송국(B2)은 접속의 핸드오버

전에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들(DPm)의 전송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무선시스템에서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대응 이동무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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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GSM(이동통신세계화시스템) 및 UMTS(범용 이동통신시스템)과 같은 이동무선시스템들에서, 데이터 및 데이터 패킷들은

전송국들에 의하여 고정 네트워크로부터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국들로 전송된다. 도 1은 종래의 UMTS를 개략적

및 단순화된 형태로 도시한다. 고정 네트워크(CN)는 데이터 라인들(Iu)을 통해 UTRAN(범용 지상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에 접속된다. UTRAN은 고정 네트워크(CN)에 대한 데이터 라인(Iu)을 각각 가진 다수의 부시스템들(RNS:무선 네트워크

부시스템)을 포함한다. 각각의 데이터 라인(Iu)에는 제어기(RNC:무선 네트워크 제어기)가 항상 접속되어 있으며, 무선 네

트워크 제어기(RNC)는 접속부들(Iub)에 의하여 다수의 기지국들(B)에 접속된다. 이동 무선시스템의 다수의 셀들은 각각

의 기지국(B)(예컨대, 섹터 안테나들에 의하여)에 할당될 수 있다. GSM에서 이동국으로서 언급되는 사용자 장비(UE) 및

UTRAN사이의 인터페이스는 무선링크에 의하여 인터페이스(Uu)로서 실행된다. 다른 부시스템들(RNS)의 제어기들

(RNC)은 일반적으로 추가 인터페이스(Iur)에 의하여 접속된다. 이러한 추가 인터페이스(Iur)는 다른 셀들간의 소위 핸드오

버(셀의 전환)를 위하여 필요하다.

소프트 핸드오버동안, 사용자 장비(UE)는 다른 제어기들(RNC)에 각각 할당될 수 있는 적어도 두개의 기지국(B)에 동시에

접속된다. 사용자 장비(UE) 및 고정 네트워크(CN)간에 데이터 교환을 위하여 단지 하나의 접속부(Iu)만이 필요하기 때문

에, 데이터 흐름은 소위 SRNC(서비스 RNC)로 불리는 단지 하나의 제어기(RNC)에 의하여 제어된다. 만일 두개의 기지국

(B)이 다른 제어기들(RNC)에 할당된다면, 제어기들(RNC)중 하나만이 SRNC이며 다른 제어기는 DRNC(드리프트 RNC)

로서 언급된다. DRNC로서 공지된 제어기는 추가 인터페이스(Iur)를 통해 결과적으로 제어기(SRNC)를 통해 고정 네트워

크(CN)로 그리고 고정 네트워크(CN)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을 조절한다.

각각의 제어기(RNC)에서, 접속 체크(RLC)(무선링크제어)는, 데이터 패킷들은 별문제로하고, 어느 데이터가 전송되었는

지 또는 어느 데이터가 다시 전송될 것인지 또는 어느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정보가 저장된 저장장치(RS)의

도움으로 실행된다. 그러나, 소프트 핸드오버의 경우에, 상기 데이터 전송 상태정보는 제어기(SRNC)에만 저장된다. 사용

자 장비(UE)는 어느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디코딩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데이터의 재전송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

를 저장하는 상태정보 및 데이터 패킷용 저장장치(US)를 가진다. 데이터의 성공적인 디코딩의 경우에, 사용자 장비(UE)는

제어기(RNC)와 관련된 무선링크 제어 RLC 장치에 확인 ACK(긍정응답)을 전송한다. 만일 디코딩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대신에 NACK(부정응답)이 전송된다.

소프트 핸드오버동안에는 사용자 장비(UE) 및 적어도 두개의 기지국(B)간의 접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면에, 하드 핸드

오버동안에는 제 1 기지국(B)에의 접속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 한 기지국(B)로부터 다른 기지국(B)으로 접속이 전달된다.

소프트 핸드오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기 접속 핸드오버는 하나 그리고 동일한 제어기(RNC)의 기지국(B)들 사이 그리

고 다른 제어기들(RNC)의 기지국들(B)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드 핸드오버후에, 저장된 데이터 전송상태 정

보의 동기화가 사용자 장비(UE) 및 관련 제어기(RNC)사이에서 발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이전 제어기(RNC)의 저장

내용들은 새로운 제어기(RNC)에 전송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전송상태 정보의 동기화는 시간을 소비하며, 하드 핸드

오버후에 데이터 전송의 재개를 지연시킨다. 따라서, 높은 데이터 전송 레이트들은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없다.

사용자 장비(UE)가 접속하기를 원하는 무선셀을 고속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데이터 전송 레이트 역시 높아야 한다. 사용자

장비(UE)는 선택 가능한 무선 셀들의 세트를 가지며, 상기 무선셀의 세트를 통해 사용자 장비(UE)는 고정 네트워크(CN)

에 접속을 라우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장비(UE)는 최상의 특성들을 가진 무선셀을 결정하고, 업링크 방향으로 결

정된 무선셀에 신호를 전송한다. 이러한 원리는 고속 셀 선택(FCS)로서 언급된다. 만일 선택된 셀이 접속동안 변화하면,

하드 핸드오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FCS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저장된 데이터 전송 상태정보의 동기화가

전술한 바와같이 FCS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높은 데이터 전송 레이트들은 FCS의 경우에서 조차 상기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미래의 이동 통신시스템들은 높은 데이터 전송 레이트들을 요구할 것이며 또한 높은 데이터 전송 레이트들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례는 UTRA FDD 및 TDD(범용 지상 무선 액세스 주파수분할 듀플렉스 및 시분할 듀플렉스)에 대

한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에 의하여 현재 논의중에 있는 고속 다운링크 패킷 액세스(HSDPA)이다. 높은 데이터

전송 레이트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 전송의 제어는 제어기 RNC로부터 기지국들(B)로, 다시 말해서 데이터 패킷들

및 데이터 전송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추가 저장장치들(BS)이 셋업된 기지국들(B)로 시프트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제어

기(RNC) 및 기지국들(B)간의 전송경로가 데이터 전송의 제어동안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 기지국(B)들에 상

기와 같은 새로운 저장장치(BS)가 포함될때조차, 하드 핸드오버는 이전에 기술된 바와같이 이루어진다. 이와같은 사항은

예컨대 "HSDPA에서 고속 셀 선택 및 핸드오버" (R2-A010017)의 제하의 "TSG-RAN Working Group 2 meeting #18/

00 in Edinburgh, 15 to 19 January 2000"에서 모토롤라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전술한 바와같이, 데이터 전송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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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B)이 데이터 전송의 상태를 알릴때, 다시 말해서 이전 기지국(B)의 저장 내용들이 새로운 기지국(B)에 전송되었을

때 다시 시작된다. 이전 및 새로운 기지국(B)간의 데이터 전송상태 정보의 동기화는 제어기(RNC)에 대한 접속부(Iub)를

통해 그리고 응용가능한 경우에 추가 인터페이스(Iur) 및/또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 장비(UE)를 통해 이루어진

다. HSDPA에 대한 제한들은 이전 기지국(B)의 저장 내용들(데이터 패킷들 및 데이터 패킷들의 전송상태들)을 새로운 기

지국(B)의 저장장치(BS)에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한시간의 결과로서 주어진다.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셀룰라 컴퓨터 장치를 위한 새로운 기지국으로의 핸드오버가 EP0695053A에 개시되어 있다. 데이

터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상태는 셀룰라 컴퓨터장치로부터의 적정 정보에 의하여, 이전 기지국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하여

또는 핸드오버동안 양 소스들로부터의 정보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기지국에 통지된다.

이동 무선네트워크를 동작시키는 방법은 DE 100 17 062 A1에 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제 1기지국으로부터 제 2 기지

국으로 이동국의 접속을 스위칭하는 경우에 전송 특정정보는 현재의 상태로부터의 접속을 스위칭한후에 이동국에 데이터

단위의 전송을 재개하기 위하여 제 1 고레벨 네트워크 유닛으로부터 제 2고레벨 네트워크 유닛으로 전송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 장비(UE)에 할당된 셀의 전환(하드 핸드오버 또는 FCS)의 경우에 이전에 가능했던 것보

다 더 높은 데이터 전송 레이트가 달성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러한 목적은 청구항 제 1항에 따른 방법 및 청구항 제 7항에 따른 이동 무선시스템에 의하여 달성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들 및 개발들은 종속항들의 요지이다.

이동무선시스템내에서 제 1 전송국으로부터 이동 수신기국으로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제 1 전송국 및 수신기국간의 접속이 제 2전송국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 1 데이터 패킷들은 제 1전송국으로부터 제 2전송

국을 통해 수신기국으로 전송된다. 제 2전송국을 통해 수신기국으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지 않은 제 1데이터 패킷들에 관한

정보는 제 2전송국 및/또는 수신기국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상태정보를 제공한다. 제 3전송국

으로의 접속의 핸드오버가 이루어지며, 접속의 핸드오버후에 제 2 데이터 패킷들은 제 1전송국으로부터 제 3전송국으로

전송되며 제 3전송국으로부터 수신기국으로 전송된다. 제 2전송국을 통해 수신기국으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지 않는 제 1

데이터 패킷들에 관한 정보는 제 2데이터 패킷들의 전송후에만 제 1전송국 및/또는 제 3전송국에 전송된다. 이러한 방법

은 핸드오버 또는 고속 셀 선택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접속의 스위칭의 경우에 이전에 전송된 데이터 패킷들과 관

련한 성공 또는 비성공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제 1 전송국 및/또는 제 3 전송국없이 데이터 패킷들을 즉시 전송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제 2 전송국 및/또는 수신기국으로부터 확인된 데이터 전송상태 정보를 가진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데이

터 전송의 재개전에 데이터 전송상태 정보가 우선 제 2전송국으로부터 제 3전송국 및/또는 제 1전송국으로 전송될때 접속

의 스위칭의 경우에 데이터 전송 레이트들을 가능한 높게 할 수 있다. 특히, 상기 방법은 고속 다운링크 패킷 액세스

(HSDPA)와 같은 높은 데이터 전송 레이트들을 가진 데이터 전송에 적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셀룰라 이동 무선시스템에서 실행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 1전송국은 제어기

이며, 제 2 및 제 3 전송국들은 기지국들이며, 수신기국은 사용자 장비이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는 ad-hoc 네트워크(자체 조직화 네트워크(self-organizing network)로서 공지됨)에서 본 발명을

실행한다. ad-hoc 네트워크에서, 다시 말해서 이동국들을 사용하여 배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통신네트워크에서, 제 1

전송국은 이동국 또는 액세스 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액세스 국은 고정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고정국으로 이해

된다. 제 2 및 제 2전송국들 및 수신국은 이동국들이다.

선택적으로, 제 2 데이터 패킷들은 제 1데이터 패킷들의 일부와 매칭되지 않는다. 이러한 동작과정은 데이터 패킷들이 한

번 이상 전송되지 않도록 한다. 이는 다시 접속의 스위칭동안 데이터 전송 레이트를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 2 데이터 패킷들은 비록 제 1 전송국으로부터 제 2전송국으로 전송될지라도 접속의 핸드오

버전에 제 2전송국으로부터 수신국으로 더이상 전송되지 않는 제 1 데이터 패킷들과 매칭된다. 이러한 실시예를 사용할

때, 사용자 장비가 제 1 전송국에 의한 데이터 전송동안 이에 수신되었어야 하는 데이터 패킷들은 접속의 핸드오버시에 즉

시 전송된다. 이들 데이터 패킷들은 이때 제 1시간동안 사용자 장비에 도달하며 이는 제 3 전송국이 데이터 전송상태를 알

기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 레이트가 증가된다.

비록 제 1 전송국으로부터 제 2전송국으로 전송될지라도 접속의 핸드오버전에 제 2전송국으로부터 수신국으로 더이상 전

송되지 않는 제 1 데이터 패킷들을 제 1 전송국으로부터 제 2전송국 또는 수신국으로 전송하는 예상기간에 기초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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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상전송기간에 기초하여, 다시 말해서, 제 1전송국에 의하여 전송된후에 수신국 또는 제 2전송국에

의하여 수신되기 위하여 데이터 패킷이 요구하는 시간에 기초하여, 제 1전송국은 접속의 스위칭이 수행되기전에 데이터

패킷들이 제 1전송국에 의하여 전송될지라도 데이터 패킷들이 결코 수신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지시할 수있다. 이때,

이들 데이터 패킷들은 데이터 전송상태 정보를 가진 전송국없이 제 3전송국에 의하여 전송될 수 있다.

이동 무선시스템은 상기 방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부재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도면들에 도시된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UMTS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셀룰라 이동 무선시스템의 단면도,

도 3 내지 도 7은 접속의 스위칭동안 데이터 전송의 실행방식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ad-hoc 네트워크의 형태로 본 발명에 따른 이동 무선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를 기술한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은 UMTS과 관련하여 이하에 기술될 것이다. 본 발명은 다른 이동무선 시스템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특

히 GSM, ad-hoc 네트워크들(도 8참조) 및 4세대 이동 무선시스템들에 적용한다.

도 1 및 도 2에서 동일한 도면부호는 동일 부재를 나타낸다.

도 2에 기술된 UTMS의 단면은 제어기(RNC), 제 1기지국(B1) 및 제 2 기지국(B2)에 의하여 표현된 제 1, 제 2 및 제 2 전

송국을 도시한다. 사용자 장비(UE)의 형태를 취하는 수신기국 및 제 1기지국간에는 전송경로(1)를 통해 접속이 이루어진

다.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은 고정 네트워크(CN)으로부터 인터페이스들(Iu) 및 (Iub1)과 상기 접속을 통해 사용자 장치

(UE)에 전송된다. 제어기(RNC)는 저장장치(RS)를 가진다. 저장장치(BS)를 가진 기지국(B1, B2)과 저장장치(US)를 가진

사용자 장비(UE)는 이하에 기술된 정보(I)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세서(P를 가진다. 저장장치들(RS, BS, US)은

각각의 데이터 패킷에 대한 데이터 전송상태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 패킷들을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 1 기지국(B1)에서, 제어기(RNC)에 의하여 전송된 데이터 패킷들(DPm)은 저장장치(BS)에 저장되고 이 저장장치(BS)

로부터 사용자 장비(UE)로 전송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 1기지국(B1) 및 사용자 장비(UE)에서, 제 1기지국(B1)을 통

해 사용자 장비(UE)로 어느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지 않았는지를 지시하는 정보(I)가 프로세서

(P)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정보(I)는 어느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을 위하여 NACK 신호가 사용자 장비(UE)에 의

하여 제 1 기지국(B1)으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 그리고 비록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이 제어기(RNC)에 의하여 제

1 기지국(B1)에 전송되었을지라도 사용자 장비(UE)에 어느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이 전송되지 않았는지를 지시한다.

제어기(RNC)는 어느 데이터 패킷들이 제 1 기지국(B1)에 이미 전송되었는지를 그리고 어느 데이터 패킷들이 제 1 기지국

(B1)에 전송되지 않았는지를 저장장치(RS)의 내용들에 기초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전송경로(1)를 통한 접속의 품질이 최소레벨이하로 떨어지는 반면에 제 2기지국(B2)을 통한 잠재적인 전송경로(2)

에서 양호한 접속품질이 가능하면, 전송경로의 스위칭이 이루어지며 다시말해서 제 1기지국(B1)으로부터 제 2기지국(B2)

으로 접속이 핸드오버된다. 이 핸드오버직후에, 제 2 데이터 패킷들(DPm')은 제어기(RNC)에 의하여 제 2 기지국(B2)으로

미리 전송되며 제 2기지국(B2)으로부터 사용자 장비(UE)로 전송된다. 이들 제 2 데이터 패킷들(DPm')은 제 1 기지국(B1)

에 미리 전송되지 않았다. 제어기(RNC)는 저장장치(RS)의 전송상태에 기초하여 제 1 기지국(B1)에 이전에 전송하지 않은

식별번호들(m')을 가진 제 2 데이터 패킷들(DPm')만을 저장장치(RS)로부터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사

용자 장비(UE)로의 데이터 전송은 핸드오버 직후에 다시 인에이블된다. 사용자 장비(UE)로의 제 2 데이터 패킷들(DPm')

의 전송후에만 또는 전송동안에만, 제 2기지국(B2)은 제 1 기지국(B1)에 의하여 사용자 장비(UE)로 이전에 성공적으로

전송되지 않은 제 1 데이터 패킷들(DPm), 다시 말해서 사용자 장비(UE)가 NACK 신호를 제 1 기지국(B1)에 전송한 또는

제 1 기지국(B1)에 저장되나 아직 사용자 장비(UE)에 전송되지 않은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에 대하여 알린다. 이 때문

에, 상기 정보(I)는 사용자 장비(UE)에 의하여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리고 제 1기지국(B1)에 의하여 인터페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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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b1, Iub2)을 통해 제 2 기지국(B1)에 전송된다. 정보(I)가 전송되고 정보(I)에 의하여 지시된 데이터 패킷들이 인터페이

스들(Iub1, Iub2)을 통해 동시에 전송된후에,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데이터 전송이 이어서 수행되며 이동 무선시스템은 보

통의 데이터 전송을 다시 시작한다.

제 1 기지국(B1)으로부터 제 2기지국(B2)로의 접속 핸드오버전 그리고 접속 핸드오버 직후 데이터 전송의 타이밍 시퀀스

가 도 3 내지 7에 기술된다. 테이블들은 다른 시점들에 포함된 국들의 저장장치들(RS, BS, US)의 내용을 기술하다. 제이

기(RNC)의 저장장치(RS)에 대한 제 1 열(새로운 것)은 제어기(RNC)가 고정 네트워크(CN)로부터 수신되나 제 1 기지국

(B1) 또는 제 2기지국(B2)의 저장장치(BS)에 아직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 패킷들의 식별번호들을 리스트한다. 제 1 기지국

(B1) 및 제 2 기지국(B2)의 저장장치(BS)에 대한 제 1열(새로운것)은 제어기(RNS)에 의하여 수신되나 사용자 장비(UE)

에 아직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 패킷들의 식별번호들을 포함한다. 저장장치들(RS, BS)에 대한 제 1열(전송된것)은 이미 전

송된 데이터 패킷들의 식별번호들을 제공하며, 제 3열(재전송된것)은 NACK 신호후에 재전송된 데이터 패킷들의 식별번

호들을 포함한다. 사용자 장비(UE)에 대한 저장장치(US)에서, 제 1열(ACK)은 데이터 패킷들이 성공적으로 디코딩되었다

는 것을 지시하며, 제 2열(NACK)은 연관된 데이터 패킷들이 성공적으로 디코딩되지 않고 재전송이 요구된다는 식별번호

들을 포함한다. 이후의 명세서에서, "데이터 패킷 n"은 식별번호 n을 가진 데이터 패킷을 나타낸다.

도 3에 따르면, 전송경로(1)를 사용하는 접속동안, 제어기(RNC)는 데이터 패킷들(1 내지 4)(전송된것)을 제 1 데이터 패

킷들(DPm)(도 2참조)로서 제 1 기지국(B1)에 초기에 전송한다. 게다가, 데이터 패킷들(5 내지 9)(새로운것)은 큐에 아직

포함되어 있으며 전송을 대기한다. 제 1 기지국(B1)은 이미 데이터 패킷들(1 내지 3)(전송된것)을 전송했으며, 비록 데이

터 패킷(4)이 수신되지 않았을지라도 데이터 패킷(4)은 사용자 장비(UE)에 아직 전송되지 않는다. 사용자 장비(UE)는 데

이터 패킷들(1 및 3)(ACK)을 성공적으로 디코딩했으나, 데이터 패킷(2)은 성공적으로 수신되지 않았으며(NACK) 재전송

이 요구된다. 보다 양호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장 내용들의 업데이트와 동시에 새로운 데이터 패킷들의 추가 전송

은 다음과 같은 도면들에 항상 도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동시전송은 가능하다.

도 4에서, 제어기(RNC)에 대한 저장장치(RS)는 변경되지 않는다. 사용자 장비(UE)로부터 기지국(B1)으로 ACK 신호들

및 NACK 신호들의 전송후에, 데이터 패킷(4)은 제 1 기지국(B1)에서의 전송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용가능하나 아직 전송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기지국(B1)은 데이터 패킷(2)이 재전송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려진다. 이러한 데이터

패킷(2)은 사용자 장비(UE)에 의하여 아직 성공적으로 수신되지 않았으며, 이 결과 상태 "NACK"는 상기 데이터 패킷을

위하여 계속해서 저장된다. 데이터 패킷들(1 및 3)에 대한 상태 "ACK"에 관한 정보는 더이상 요구되지 않으며 그 동안에

제거된다.

이 상태에서 핸드오버가 발생한다면, 도 5에 도시된 상황이 발생된다. 제 1 기지국(B1) 및 사용자 장비(UE)의 저장장치들

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 패킷들(5 내지 7)(전송된것)은 제어기(RNC)에 의하여 제 2 데이터 패킷들

(DPm')(도2참조)로서 제 2 기지국(B2)(제 1열 참조)에 미리 전송되었다. 제 2 기지국(B2)의 열들에서 문의 마크(question

mark)들은 제 2기지국(B2)이 이전 전송(도 2에서 전송경로 1)의 실행방식과 관련한 시점에 있을지라도 정보를 가지지 않

는다는 것을 지시한다.

도 6에서, 데이터 패킷들(5 내지 7)의 전송(전송된것)은 제 2 기지국(B2)에 의하여 미리 실행되나, 이 전송과 동시에 또는

후에 제 1기지국(B1) 및 사용자 장비(UE)의 저장장치들은 제 2 기지국(B2)과 동기된다(상태 동기). 상태동기동안, 제 1기

지국(B1)의 저장장치(BS)에 정보(I)로서 저장된 데이터 전송상태 정보는 동기되며 필수적인 데이터 패킷들이 또한 전송된

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데이터 패킷들(2,4) 뿐만아니라 연관된 상태정보(정보 I)는 상태동기동안 전송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사용자 장비(UE)의 저장장치는 데이터 패킷(2)을 위하여 거기에 계속해서 저장되는 상태정보외에 데이터 패킷들(5 내

지 7)의 전송시 성공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 2기지국(B2)의 저장장치의 업데이트후에, 제 1기지국(B1)의 저장상태(도 7 참조)는 저장장치내에 포함되며, 다시 말해

서 데이터 패킷(4)은 제 1열에 포함되고 데이터 패킷(2)은 제 3열에 포함된다. 유사하게, 제 3열은 사용자 장비(UE)가 재

전송을 요구한 데이터 패킷(6)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 1 데이터 패킷들(5 내지 7)은 상태동기가 발생하기전에 제 2기지국(B2)을 통해 초기에 전송된다. 이

와 비교할때, 종래기술에 따르면, 데이터 패킷들(5 내지 7)의 전송은 상태 동기화후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제 1 기지국(B1) 및 제 2 기지국(B2)은 기술된 실시예에서 단지 단일 제어기(RNC)에만 할당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제 1기지국(B1) 및 제 2기지국(B2)이 다른 제어기(RNC)(도 2참조)에 속하는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에, 인터페이스(Iur)는 상태 동기화동안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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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에서, 제어기(RNC)는 데이터 패킷들이 제 1 기지국(B1)에 도달하거나 또는 사용자 장비(UE)에 도달하는 가

능한 전송시간을 알린다. 따라서, 제어기(RNC)는 데이터 패킷(4)이 핸드오버전에 사용자 장비(UE)에 전송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계산 또는 추정할 수 있다. 만일 도 5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데이터 패킷(4)에 대한 전송이 핸드오버전에 발생

할 수 없으면, 제어기(RNC)는 데이터 패킷들(5 내지 7)과 함께 데이터 패킷(4)을 실제적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접속의 스위칭동안 데이터 전송 레이트를 부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제 2 기지국(B2)의 저장장치(BS)

의 괄호들내의 디지트(4)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어기(RNC)는 제 1기지국(B1)으로부터 사용자 장비(UE)로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을 전송하기 위한 최대 데이터 전송 레이트로부터 가능한 전송시간을 결정하고 그리고 제어기(RNC)로부터

제 1 기지국(B1)으로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을 전송할때의 지연으로부터 가능한 전송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 기

지국(B1)으로 전송할때 지연은 이전 전송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제어기(RNC)에 알려지며 대략 10 내지 100 밀리초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큰 지연시간들은 특히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Iur)가 요구될때, 다시 말해서

다른 제어기들(RNC)이 데이터 전송시에 포함될때 얻어진다. 예컨대, 만일 100밀리초의 가능한 전송시간이 발생하면, 제

어기(RNC)는 핸드오버전에 80밀리초(이 실시예에서 20밀리초의 안전 마진 이하의 100밀리초)로 제 1 기지국(B1)에 전

송한 데이터 패킷들이 사용자 장비(UE)로 더이상 전송될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제어기(RNC)는 제 1기지국(B1) 및 제

2 기지국(B2)에 아직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 패킷들과 함께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도 8에 기술되는 바와같이 ad hoc 네트워크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 1 데이터 패킷들

(DPm)은 제 1 이동국(MS1) 또는 액세스 국(ZS)으로부터 제 2 이동국(MS2)으로 전송되고 제 2 이동국(MS2)로부터 수신

기국으로서 추가 이동국(MS4)에 전송된다. 제 2 데이터 패킷들(DPm')은 제 3 이동국(MS3)에 전송되고, 제 3 이동국

(MS3)로부터 추가 이동국(MS4)에 전송된다. 액세스국과 관련하여, 액세스국은 고정 네트워크(CN)에 대하여 ad-hoc 네

트워크 액세스하는 사용자국들을 허용하는(UMTS에서 제어기(RNC)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정국이다. 이동국들(MSi)은

각각 데이터 패킷들 및 데이터 전송 상태 정보를 위한 저장장치(S)와 정보(I)를 결정하는 프로세서(P)를 가진다. 전송국들

및 수신기국에 대한 여러 지시들과 별도로, 도 8에 기술된 바와같이 ad-hoc 네트워크에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실행하

기 위한 방식은 셀룰라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전에 기술된 실시예(도 2 내지 도 7)와 동일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무선시스템에서 제 1전송국(RNC;MS1,ZS)으로부터 이동 수신기국(UE;MS4)으로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방

법으로서,

- 제 2 전송국(B1;MS2)을 통해 상기 제 1 전송국(RNC;MS1,ZS) 및 상기 수신기국(UE;MS4)간에 접속이 형성되며;

- 상기 수신기국(UE;MS4)으로의 전송을 위하여 상기 제 1 전송국(RNC;MS1,ZS)으로부터 상기 제 2 전송국(B1;MS2)으

로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이 전송되며;

- 상기 제 2전송국(B1;MS2)을 통해 상기 수신기국(UE;MS4)으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지 않은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들

(DPm)에 관한 정보(I)는 제 2전송국(B1;MS2) 및/또는 상기 수신기국(UE;MS4)에서 결정되며;

- 제 3전송국(B2;MS3)으로의 접속의 핸드오버가 이루어지며;

- 상기 접속의 핸드오버후에 제 2데이터 패킷들(DPm')은 상기 제 1전송국(RNC;MS1, ZS)로부터 상기 제 3 전송국

(B2;MS3)으로 전송되며 상기 제 3 전송국(B2;MS3)로부터 상기 수신기국(UE;MS4)으로 전송되며; 및

- 상기 정보(I)는 상기 제 2 데이터 패킷들(DPm')의 전송후에만 상기 제 1 전송국(RNC;MS1,ZS) 및/또는 상기 제 3전송국

(B2;MS3)에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 전송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559925

- 6 -



- 상기 방법은 셀룰라 이동 무선시스템에서 실행되며;

- 상기 제 1전송국은 제어기(RNC)이며;

- 상기 제 2 및 제 3 전송국들은 기지국들(B1, B2)이며; 및

- 상기 수신기국은 사용자 장비(U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전송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방법은 ad-hoc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며;

- 상기 제 1전송국은 이동국(MS1) 또는 액세스국(ZS)이며; 및

- 상기 제 2 및 제 3 전송국들과 상기 수신기국은 이동국들(MS2, MS3, MS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전송방

법.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데이터 패킷들(DPm')은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중 일부와

매칭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전송방법.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데이터 패킷들(DPm')은 비록 제 1 전송국(RNC;MS1, ZS)으로부터

상기 제 2 전송국(B1; MS2)으로 전송될지라도 접속의 핸드오버전에 상기 제 2 전송국(B1; MS2)으로부터 상기 수신기국

(UE;MS4)으로 더 이상 전송되지 않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의 패킷들과 매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전송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데이터 패킷들(DPm')은 상기 제 1 전송국(RNC;MS1,ZS)으로부터 상기 제 2 전송국(B1;MS2)

또는 상기 수신기국(UE;MS4)으로의 예상 전송기간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전송방법.

청구항 7.

제 1, 제 2 및 제 3 전송국(RNC,B1,B2;MS1,MS2,MS3,ZS)과 이동 수신기국(UE;MS4)을 가진 이동 무선시스템으로서,

- 상기 제 1전송국(RNC;MS1,ZS) 및 상기 제 2전송국(B1;MS2)은 접속의 제 1 데이터 패킷들(DPm)이 상기 제 1전송국

(RNC;MS1)으로부터 상기 제 2전송국(B1;MS2)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설계되며;

- 상기 제 2 전송국(B1;MS2) 및 상기 수신기국(UE;MS4)은 상기 제 2 전송국(B1;MS2)을 통해 상기 수신기국(UE;MS4)

에 성공적으로 전송되지 않은 제 1데이터 패킷들(DPm)에 관한 정보(I)가 상기 제 2전송국(B2;MS3) 및/또는 상기 수신기

국(UE;MS4)에서 결정되도록 설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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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동무선시스템은 상기 제 3전송국(B2;MS3)으로의 접속의 핸드오버가 발생하여 제 2 데이터 패킷들(DPm')이 상

기 제 1전송국(RNC;MS1,ZS)로부터 상기 제 3 전송국(B2;MS3)으로 미리 전송되고 상기 제 3전송국(B2;MS3)으로부터

상기 수신기국(UE;MS4)으로 전송된 후에만 상기 제 1전송국(RNC;MS1,ZS) 및/또는 제 3전송국(B2;MS3)에 상기 정보

(I)를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이동무선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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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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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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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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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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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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