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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중 액세스 패킷 예약형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통신시스템(10)이 제공된다. 패킷 전송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채널들이 한 이동국(16)("VIP MS"로 불림)에 특별히 할당된다. VIP MS(16)는 필요에 따라 패킷 데
이타를 위해 할당된 이들 물리적 채널들을 사용할 배타적 우선순위를 가진다. 따라서, VIP MS(16)는 항상 
패킷 전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협정된 대역폭을 가진다. 게다가, (예컨대, 하나의 할당된 업링크 채널 
상에) VIP MS에 전용된, 예약된 무작위 액세스 채널을 할당함으로써 VIP MS(16)에 이들 물리적 채널들에 
액세스할 가장 높은 배타적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VIP 우선순위"), 선행 시스템들이 겪는 가변 무
작위 액세스 지연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VIP MS(16)는 다운링크 상에 전송을 위해 항상 먼저 순
서 계획이 잡히고, 또한 업링크 상에 VIP MS(16)를 위한 예약된 액세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링크와 다
운링크에 대해 일정한 지연주기만이 수반된다. 즉 달리 말하면, VIP MS(16)에는 패킷 전송을 위한 대역폭
과 일정한 업링크 및 다운링크 지연이 보장된다.

대표도

도3

색인어

통신시스템, VIP MS, 우선순위, 지연, 경합, 전용채널, 패킷 전송, 대역폭, 업링크, 다운링크, 액세스,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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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통신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다중  액세스  예약형의  프로토콜(a  multiple  access 
reservation type of protocol)을 사용하는 패킷 통신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과 장치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종래의 이동 패킷 무선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BS)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유 패킷 
무선채널들을 통해 다수의 이동국(MS)들과 통신을 한다. 다운링크 패킷트래픽은 BS에 의해 순서 계획이 
잡혀, 이에 의해 MS들 간의 다운링크 접속이 방지된다. 그러나, 업링크를 통해 MS들이 BS로 액세스를 이
루도록 하기 위하여, MS들은 무작위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경합하는데, 이는 업링크에서 충돌
을 발생시킨다.

시분할 다중 액세스(TDMA) 통신시스템(예컨대, TDMA 셀룰러 무선시스템)에 적합한 한 다중 액세스형의 프
로토콜은 예약 슬롯-ALOHA(a reservation slotted-ALOHA)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이다. 예컨대, 
업링크에서, MS는 종래의 슬롯-ALOHA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에 따라서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해 BS로 무작
위 액세스요청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만일 BS가 상기 무작위 액세스요청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수신한
다면, BS는 MS를 위해 트래픽채널을 할당하거나 또는 유보하고, 이후에 경합이 없는 패킷 전송이 MS와 BS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형적으로, 만일 MS가 규정된 시간 주기 이내에 BS로부터 트래픽채널 예약을 수신하지 못한다면, MS는 
무작위 액세스요청 메시지를 재송신하게 된다. 무작위 액세스요청 메시지가 업링크에서 다른 메시지와 충
돌한다든지 또는 송신중에 요청 메시지에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BS가 채널예약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BS는 일시적으로 용량 과부하를 받을 수 있어서, 상기 과부하 주기 동안에 
정확하게 수신한 무작위 액세스요청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운링크에서, BS(또는 시스템의 망측의 몇몇 다른 노드)는 상이한 MS들로 전송을 조정
한다. 그러나, 만일 다운링크 전송을 위해 순서 계획이 잡힌 MS가 상이한 레벨의 우선순위를 가진다면, 
BS(또는 스케쥴링 망노드)는 상이한 MS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들의 전송을 위해 순서 계획을 잡아야
만 한다. 따라서, 상이한 다운링크 송신들의 스케쥴링의 우선 순위를 잡을 필요가 있게 되어, 트래픽폭주
의 기간 동안에 개별적인 MS들에 대한 송신의 순서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고르지 못한 지연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 지연들은 동일한 또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경합하는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다
르다. 전형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의 MS들은 보다 긴 스케쥴링 지연을 가진다.

일반 패킷 무선서비스(General Packet Radio Service:GPRS)는 이동통신용 디지탈 범용 시스템(GSM)에 사
용하도록 규정된 새로운 패킷 데이타서비스이다. GPRS표준은 패킷 데이타에 대해 최적화된 통신채널 셋트
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개별적인 사용자(즉, MS)들에 필요한 대역폭은 트렁크 다중-채널(trunked multi-
channel)작동으로 주어질 수 있다. 즉 달리 말하면, 패킷들은 다수의 병렬채널들을 통해 MS로 또는 MS로
부터 송신될 수 있다. 스케쥴링 패킷이 (업링크와 다운링크 둘 다에 대해)전송되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우선순위 레벨들이 사용된다. 비록 GPRS가 새로운 서비스라 하더라도, (예컨대 GSM에서) GPRS와 관련되는 
성능  최적화  문제점들이  마찬가지로  다른  패킷  데이타서비스와  다중  액세스예약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GSM, 특히 GSM채널 자원관리와 할당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1992년 Cell ＆ Sys. 판권의 
M.  Mouly  와  M.  B.  Pautet의  저서  "The  GSM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를 참조하라(ISBN:2-
9507190-0-7).

예컨대, 현재 GPRS표준(1996년 9월 26일자 GSM 기술지침서 GSM 04.60, 버전 0.9.1)을 살펴보면, GPRS에서 
패킷 데이타 트래픽에 전용된 물리적 채널은 패킷 데이타 채널(Packet Date Channel; PDCH)이라 부른다. 
GPRS 이동국-발신 패킷 전송에 있어서, MS는 패킷 무작위 액세스채널(Packet Random Access 
Channel:PRACH)을 통해 PDCH 업링크에 무작위 액세스요청을 함으로써 패킷 전송을 개시한다. PRACH는 "무
작위 서브-채널"로서 부를 수 있다. 무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에 관련된 업링크상태 플래그(USF)가 "프리
(free)"에 설정되면, MS는 액세스요청을 하기 위해 무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
운링크 상에 전송된 각 무선 링크 제어(Radio Link Control;RLC)블록의 시작부에 소정의 비트들을 포함하
는 USF는 업링크 트래픽의 멀티플렉싱이 이루어지도록 PDCH에서 사용된다. 현재 GPRS에서 있어서, 무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이 "프리"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한 USF값을 사용하고, 그리고 세 개의 상이한 MS들에 대
한 업링크를 유보하기 위해 다른 세 개의 USF값들을 사용한다. 무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의 이용가능성을 
결정하는데 USF를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으로서, MS는 선-규정된 규칙(pre-definde rule)에 따라 무
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GPRS 액세스 요청은 MS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이 
MS에 대한 우선순위 레벨 정보를 포함한다.

망은 패킷 액세스 승인 채널(Packet Access Grant Channel;PAGCH)를 통해 PDCH 다운링크에서 채널 예약 
명령을 착신함으로써 무작위 액세스 요청에 응답한다. 채널 예약 명령은 가변 길이 패킷의 업링크 전송을 
위해 상기 MS에 미래의 타임슬롯을 할당(유보)한다. 만일 망이 MS의 무작위 액세스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다면,  MS는  다시  요청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규정된  (또는  무작위)  시간주기  이후에만  요청을  하게 
된다. MS는 예약된 타임슬롯내에서 가변길이 패킷을 송신한다. GPRS에 있어서, 패킷은 패킷 데이타 트래
픽채널(Packet Data Traffic Channel; PDTCH)을 통해 PDCH에서 전송된다. 만일 전체 패킷이 정확하게 수
신되었다면 망은 MS에 확인 메시지를 전송한다. 정확하게 수신되지 않았다면, MS는 전체 패킷을 또는 전
송에러가 발생한 패킷부분만을 재전송한다.

GPRS 이동국-착신 패킷 전송에 있어서, 망은 패킷이 전송되는 MS를 (선택적으로)페이징함으로써 MS에 전
송을 개시한다. GPRS에 있어서, 페이징은 패킷 페이징 채널(Packet Paging Channel;PPCH)을 통해 PDCH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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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래의 GSM 페이징 채널(PCH)에서 전송된다. 그러나, 만일 망이 MS의 현 셀 위치를 안다면, 지정된 MS
는 페이징될 필요가 없다. 만일 페이징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MS는 PRACH 또는 RACH 상에 패킷 채널 요청
을  송신함으로써  페이징  응답을  개시한다.  망은  패킷  대응  제어채널  (Packet  Associated  Control 
Channel;PACCH) 상에 패킷 자원 할당메시지로서 응답한다. 그런 다음, 패킷은 PDTCH를 통해 MS에 전송된
다. 망의 패킷 전송의 스케쥴링은 현 트래픽 부하와 그리고 패킷에 주어진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한다. 만
일 완전한 패킷이 정확하게 수신되었다면 MS는 망에 확인 메시지를 전송한다. 만일 정확하게 수신되지 않
았다면, 망은 완전한 패킷 또는 전송에러가 발생한 패킷부분만을 재전송한다.

상기 무작위 액세스 예약형 프로토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MS가 다양한 패킷 지연들을 겪게 된다는 것
이다. 예컨대, (전송되는 패킷들이 연결될 때까지) 채널 예약 프로세스 이후에 모든 업링크 패킷전송이 
이루어진다. MS는 망이 성공적으로 수신하여야만 하는 무작위 액세스 요청을 망에 전송한다. 따라서, 액
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지연이 있게 된다. 만일 채널 예약메시지를 MS가 수신하지 못하면, 액세
스 요청메시지를 재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타이밍은 독립된 타이머가 제어하는데, 이는 또 다른 지연을 부
가하게 된다. 부가적으로, 만일 망의 액세스 용량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과부하 시간동안
에 프로세스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무작위 액세스 요청들이 수신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액세스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카운트다운을 시작시킨다. 업링크 패킷 전송을 우선순위화 시키는 것과 관련된 
지연들 외에도 이들 지연들은 혼합되어, 업링크 채널에 액세싱을 할 때에 수 많은 가변지연들이 발생하게 
된다.

다운링크에서, 현 트래픽부하의 크기와, 그리고 다운링크 패킷 전송을 우선순위화시키는 프로세스는, 패
킷 데이타 서비스전송에 할당한 채널자원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가변 지연들을 발생시키는, 고려할 사
항들이다. 이와 같이, 업링크와 다운링크 패킷 트래픽들은, 가변 시간지연과 감소된 작업 처리량으로 표
현할 수 있는, 가변량의 서비스(QoS)를 받게 된다.

GPRS표준은 공중 인터페이스의 상이한 통신계층들에 걸쳐 맵핑되는 네 개의 상이한 QoS레벨들을 규정하고 
있다. 낮은 두 계층들(매체 액세스 제어층과 물리적 층)에서, 이들 네 개의 QoS레벨들은 네 개의 우선순
위 레벨들에 맵핑된다. 이들 네 개의 우선순위 레벨들은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우선순위화시키는데 사
용된다. PDCH들에 전용된 모든 GPRS들은 액세스를 위해 서로간에 경합하는 상이한 MS들로 송신되는, 및  
상이한 MS들로부터 발신되는 패킷들을 위해 자원들을 공유한다. 시스템들의 자원 매니저는 할당된 부하를 
처리하고 또한 네 개의 우선순위 레벨 모두에 대한 QoS요구에 부합하는 충분한 수의 전용 PDCH들을 할당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낮은 우선순위 레벨들이 억제되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높은 우선순위 레벨들이 필요로 하는 부하가 제공된 채널자원들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원 
매니저는 (다른 서비스들을 희생시켜) 보다 많은 자원들을 할당할 수 있거나 또는 저하된 QoS로 작동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회선-교환 서비스의 QoS레벨과 비슷한 패킷 데이타 서비스 QoS레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패킷 데이타 서비스를 위해 이동국에 협정된 량의 대역폭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패킷 데이타 서비스를 위해 이동국에 일정한 지연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와이어바운드(wire-bound) 망의 패킷 데이타 서비스들의 최종 무선사용자들의 
비용을 저감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선행 목적과 다른 목적은, 한 이동국("VIP MS"로 부름)에 패킷 전송을 위해 필요한 물리
적 채널들을 특별히 할당함으로써, 다중 액세스 패킷 예약형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이루
어질 수 있다. 예컨대, 특별히 할당된 이들 물리적 채널들은 다수의 업링크 및 다운링크 패킷 데이타 채
널들을 포함한다. 이들 전용 채널들이 할당되었던 VIP MS는 필요에 따라 채널들을 사용하기 위한 배타적 
우선순위를 가진다. 따라서, VIP MS는 항상 패킷 전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협정된 대역폭을 가진다.

게다가, (예컨대, 한 할당된 업링크 채널에)VIP MS에 전용된, 예약된 무작위 액세스 채널을 
할당함으로써, 이들 물리적 채널들에 액세스하기 위해 가장 높은 배타적 우선순위가 VIP MS에 주어지기 
때문에("VIP 우선순위"), 선행 이동국들이 겪는 수 많은, 가변 무작위 액세스 지연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VIP MS는 항상 다운링크 상에 전송을 위해 제일 먼저 순서 계획이 잡혀있고 또한 업링크 상에서 
VIP MS를 위해 예약된 액세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링크와 다운링크 전송에 있어서 일정한 지연주기만이 
수반된다. 즉 달리 말하면, VIP MS는 패킷 전송을 위한 대역폭과 일정한 업링크 및 다운링크 지연이 보장
된다.

본 발명의 방법과 장치의 보다 완벽한 이해는 첨부도면과 함께 이루어진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
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VIP 이동국과의 패킷 데이타 전송방법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전기통신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착신 패킷 데이타 전송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설명하
는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망과 VIP MS 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업링크와 다운링크 프레
임들을 설명하는 도면.

도 4는 일반적인 버스트가 TDMA프레임내 단일 타임슬롯 상에 어떻게 맵핑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도면.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순서에 따른, 다운링크 물리적 채널을 통해 VIP MS와 다른 패킷 트래픽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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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발신 패킷 데이타 전송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순서도.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순서에 따른, 업링크 물리적 채널을 통해 VIP MS와 다른 패킷 트래픽이 어떻게 전
송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와 이의 장점들은 도 1-7을 참조함으로써 가장 잘 알 수 있고, 도면 전체를 통
해 대응하는 부분들과 동일 부분들에는 동일 참조번호가 사용된다.

다중 액세스 패킷 예약형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패킷 전송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채널들이 하나의 MS에 특별히 할당된다. 이 MS는 "VIP MS"로 부를 수 있다. 예컨대, GPRS
에 있어서, 특별히 할당된 이들 물리적 채널들은 다수의 업링크 및 다운링크 채널들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GPRS내 한 PDCH는 하나의 업링크 채널과 하나의 다운링크 채널을 포함하고, 그리고 패킷 데이타에 
대해 전용된 한 물리적 채널로서 규정된다. 할당된 업링크 채널들의 숫자는 할당된 다운링크 채널들의 숫
자와 동일하거나 또는 상이할 수 있다. 이들 전용 채널들이 할당된 VIP MS는 필요에 따라 채널들을 사용
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VIP MS는 항상 패킷 전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대역폭을 가진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는 이들 전용 채널들의 용량은 다른 MS들이 사용할 수 있다.

즉 달리 말하면, VIP MS에는 이들 물리적 채널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진다(이
후부터 "VIP 우순순위"로 부름). 따라서, (예컨대, 한 할당된 업링크 채널 상에) 상기 VIP MS에 전용된, 
예약된 무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을 함당으로써, 무작위 액세스 동안에 선행 시스템들이 겪는 가변 지연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VIP MS는 항상 다운링크 상에서 전송을 위해 가장 먼저 순서 계획이 잡히고, 또한 업
링크 상에 VIP MS를 위해 예약된 액세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링크와 다운링크에 대해 일정한 지연주기
만이 수반된다. 즉 달리 말하면, 패킷 전송을 위한 대역폭과 일정한 업링크 및 다운링크 패킷 전송지연이 
VIP MS에 보장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VIP 이동국과의 패킷 데이타 전송방법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전기통신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시스템(10)은 통신망(12)을 포함한다. 망(12)은 기지국/
송수신섹션(14)을 포함한다. 망(12)은 지역망(LAN) 또는 광대역망(WAN)일 수 있거나, 또는 GSM에서 셀룰
러망과 같은 공중 지상 이동망(Public Land Mobile Network;PLMN)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망(12)은 공유 
패킷 데이타 채널들을 사용하는 패킷 데이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유형의 통신망일 수 있다. (설명
의 목적만을 위해)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망(12)은 디지탈 TDMA 셀룰러 이동무선망이다.

망(12)은 망의 기지국/송수신섹션(14)과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해, 특히 현존하는 공중 인터페이스와 스위
칭 통신프로토콜들을 사용하여 VIP MS(16)와 통신한다. VIP MS(16)에는 자원 스케쥴링과 업링크 무작위 
액세스 우선순위 목적을 위해 VIP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VIP 우순순위는 "0"이거나 또는 전형적인 스케쥴
링 우선순위 계층구조에서 가장 높은 배타적 레벨의 우선순위일 수 있다. 택일적으로, VIP 우선순위는 다
른 어떠한 통상적인 레벨의 우선순위 보다 높게 시스템자원 매니저가 고려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우선순위 
레벨일 수 있다.

망(12)은 또한 망내 제2기지국 및/또는 송수신섹션(18)과, 공중전화 교환망 (PSTN)내 고정전화(예컨대, 
전화(22))와 그리고 단말 워크스테이션(예컨대, 컴퓨터 단말기(24 및 26))을 통해 다른 비-VIP 이동국(이
동전화(20)로 표시됨)과 통신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24)와 망(12) 간의 통신은 유선접속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말기(26)와 망 간의 통신은 무선접속을 통해 기지국 및/또는 송수신섹션 (14)을 경유해 이
루어진다. 따라서, 전화(22)와 단말기(24 및 26)로/로부터의 통신은 망(12)에 의해 이동국(20) 또는 VIP 
MS(16)로/로부터 라우트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동국-착신 패킷 데이타 전송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설명하
는 순서도이다. 도 2를 참조하여 보면, 순서(30)에서 단계(32)에 따라, 망(12)은 다운링크 상에 패킷 페
이징 물리적 채널을 통해 패킷 페이징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VIP MS(16)에 데이타 패킷의 전송을 개시한
다. GPRS에 있어서, 패킷 페이징 메시지는 다운링크 패킷 페이징 채널(PPCH) 또는 페이징 채널(PCH)를 통
해 전송될 수 있다. 만일 망이 VIP MS(16)의 현재 셀 위치를 안다면, 페이징 메시지는 전송될 필요가 없
다.

단계(34)에서, VIP MS(16)는 업링크 상에 무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을 통해 채널 예약요청 메시지를 전송
한다. 요청메시지는, VIP MS(16)가 VIP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GPRS에 있어서, VIP 
채널 예약요청 메시지는 업링크 PRACH 또는 무작위 액세스 채널(RACH)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택일적으
로, VIP 우선순위는 선행 QoS협정 또는 가입자 데이타로부터 망이 이미 알았을 수 있다. 특히, QoS협정은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 지정된 자원예약 프로토콜("resource reservation protocol;RSVP")특성의 사용
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RSVP특성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에서 자원들을 예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예
컨대 테이블이 (예컨대, 데이타베이스에) 제공되어, 대역폭에 대한 요청과 이동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진 지연들을 인터넷 대역폭과 그리고 동일한 또는 보다 큰 및 동일한 또는 보다 작은 량의 지연들
로 각각 변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응답시, 단계(36)에서 망(12)은 다운링크 상에 패킷 액세스 승인 채널 또는 제어 채널을 통해 전용된, 물
리적 트래픽 채널할당 메시지를 전송한다. 할당 메시지는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전용 패킷 데이타 트래픽 
채널들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GPRS에 있어서, 망은 다운링크 논리링크제어(Logical Link Control;LLC)프
레임 전송을 위해 (다운링크를 통해) 패킷자원 할당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패킷자원 할당 메시지는 
사용할 전용 PDCH들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단계(38)에서, 망(12)은 다운링크 전용 패킷 데이타 채널들(예
컨대, GPRS에서 전용 PDTCH들)을 통해 패킷을 전송한다. 요약하면, 다운링크 패킷 전송을 위해 "보장된 
대역폭" 또는 전용 물리적 채널들을 제공함으로써, 전송을 위해 할당된 자원들은 충분하게 되고, VIP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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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일정한 지연이 보장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운링크 트래픽은 가변 QoS를 겪지 않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망과 VIP MS 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다운링크와 업링크 프
레임들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설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일련의 TDMA프레임들은 프레임 당 여덟 개의 
타임슬롯을 가지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예컨대, GSM은 TDMA프레임 당 여덟 개의 타임슬롯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프레임 당 소정수의 타임슬롯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프레
임 당 특정 수의 TDMA 타임슬롯들을 사용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VIP MS에 전용된 다운링크 물리
적 채널들은 각 프레임에서, VIP MS를 위해 첫번째로 예약되는 전용 타임슬롯으로서 실현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VIP 패킷들 간의 유휴 기간동안에 이들 예약된 VIP MS타임슬롯들은 일시적
으로 다른 트래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망 작업처리량은 종래의 시스템보다 현저히 개선되는
데, 이는 전용 VIP MS물리적 채널들을 유휴 기간동안에 다른 이동국으로/로부터 패킷 데이타 트래픽을 위
해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이다.

TDMA프레임에서 한 타임슬롯 동안에 전송된 정보포맷은 "버스트(burst)"라고 부른다. "정규 버스트"는 트
래픽 채널과 특정한 제어 채널들에서 정보를 반송하는데 사용된다. 도 4는 정규 버스트가 TDMA프레임내 
단일 타임슬롯에 어떻게 맵핑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연속된 TDMA프레임들에서 한 타임슬롯은 
물리적 채널로서 규정된다. 따라서, 일련의 (정보의)정규 버스트들은 물리적 채널을 형성하는 타임슬롯들
에서 전송된다.

도 5는 도 2에 설명된 순서에 따라서, VIP MS와 다른 패킷 트래픽이 다운링크 물리적 채널을 통해 어떻게 
전송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VIP MS로 가게 되는 입중계 패킷 트래픽은 예약된 다운링크 물리
적 채널들(도 5에 한 채널이 도시되어 있다)을 통해 (다음 가용 타임슬롯으로 시작하는)망에 의해 전송된
다. 도시된 바와 같이, 패킷 전송은 연쇄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유휴 기간 동안에 MS VIP 패킷들이 전
송되지 않으면, 비-VIP 이동국에 대한 다른 입중계 패킷 트래픽이 VIP MS 전용 채널들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이동국-발신 패킷 데이타 전송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설명
하는 순서도이다. 순서(50)의 단계(52)에 따라서, VIP MS(16)는 예약된 무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을 통해 
업링크 상에 VIP 패킷 채널 요청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VIP MS에 (예컨대 하나의 할당된 업링크 채널 
상에)  예약된  무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을  할당함으로써,  업링크  무작위  액세스  가변  지연문제가 
해결된다. 택일적으로, VIP MS와 다른 MS들 간의 채널 액세스충돌이 덜 발생하도록 업링크 상에 무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을 맞추는 해결책이 있지만, 이는 보다 덜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GPRS에 있어서, VIP MS
패킷 채널 요청은 예약된 PRACH를 통해 업링크 상에 전송될 수 있다.

단계(54)에서, 망(12)은 패킷 액세스 승인 채널 또는 제어 채널을 통해 다운링크 상에 전용 트래픽 채널 
할당메시지를 전송한다. 할당 메시지는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전용 패킷 데이타 트래픽 채널들의 리스트
를 포함한다. GPRS에 있어서, 망은 다운링크 논리링크 제어(LLC)프레임 전송을 위해 패킷자원 할당 메시
지를 (다운링크를 통해)전송할 수 있다. 패킷자원 할당 메시지는 사용할 전용 PDCH들의 리스트를 포함한
다. 단계(56)에서, VIP MS(16)는 업링크 전용 패킷 데이타 채널들(예컨대, GPRS에서 전용 PDTCH들)을 통
해 패킷을 전송한다.

도 7은 도 6에 설명된 순서에 따라서, 업링크 물리적 채널을 통해 VIP MS와 다른 패킷 트래픽이 어떻게 
전송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망으로 보내지게 되는 패킷 트래픽은 예약된 업링크 물리적 채널
들(도 7에는 한 채널이 도시되어 있다)을 통해 (다음 예약 액세스 타임슬롯 이후에 제2가용 타임슬롯으로 
시작하는)  VIP  MS에  의해 전송된다.  패킷 전송은 연쇄적으로 될  수  있거나 또는 비연쇄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휴 기간 동안에 MS VIP패킷들이 전송되지 않으면, 망에 대한 다른 패킷 트래픽이 VIP MS 
전용 채널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도 7은 또한 업링크 액세스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VIP MS에 대해 배
타적으로 예약된 소정의 무작위 액세스 채널들(스트립된 타임슬롯들)의 사용을 설명한다.

특히, 상기에서 설명한 실시예로 인해 이루어지는 장점들 이외에도, GPRS에서 다운링크 전송을 우선순위
화시키는 것은 모든 20ms 무선링크제어(RLC) 블록의 일부인, "임시 프레임 아이덴티티(Temporary Frame 
Identity:TFI)"로 불리는 짧은 식별자를 사용하여 다운링크 전송을 순서계획 잡음으로써(스케쥴링함으로
써)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그러한 블록들은 특정한 논리링크제어(LLC)프레임과 특정한 
이동국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역시 20ms 를 기본으로) 업링크 전송 스케쥴링을 제어하기 위해 업링크 
상태 플래그(USF)를 사용함으로써, 비슷한 레벨의 우선순위화가 업링크에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
이한 패킷 데이타 채널(PDCH)들이 소정의 이동국들에 대해 개방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널 활용성이 극대화되고 또한 이로부터 획득한 QoS는 종래의 회선-교환 접속으로 얻을 수 있는 QoS에 
필적할 수 있다.

특히, (예컨대, 한 셀에 위치된) VIP MS가 상이한 셀로 이동을 하면, MS는 동일한 배타적 자원들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이 승인은 새로운 셀에서 이들 자원들을 MS가 재협정함으로써 이루어지거나, 또는 망내에
서 시그날링으로부터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한 셀에서부터 다른 셀로 핸드
오버 동안에(예컨대, MS가 새로운 셀에 그 자신을 "소개하면"), MS에 의해 셀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수행
될 수 있고, 그리고 만일 충분한 자원들이 새로운 셀에서 가용될 수 있다면, 망은 구 셀(old cell)로부터
의 VIP 자원들을 자동적으로 "이전" 또는 재할당할 수 있다. 자원들의 이 자동 재할당은 예컨대, 종래의 
핸드오버에 사용된 유형과 같은, 특별한 시그날링절차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의 방법과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첨부도면에 도시되었고 또한 상기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본 발명은 기술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고, 청구범위에 주어지고 또한 규정된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수 많은 재구성과, 수정과 변형예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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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다중 액세스 패킷예약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다운링크 패킷 트래픽을 반송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적어도 제1채널의 배타적 사용을 할
당하는 단계와;

업링크 패킷 트래픽에 의한 비경합 액세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에 제2채널을 
유보(예약)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업링크 패킷 트래픽을 반송하기 위해,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에 적어도 제3채널의 배타적 사용을 할당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적어도 다중 액세스 패킷예약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다운링크 패킷 트래픽을 반송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에 적어도 제1채널의 사용을 위한 배타적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단계와;

업링크 패킷 트래픽에 의한 비경합 액세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에 제2채널을 
유보(예약)하는 단계와;

상기 업링크 패킷 트래픽을 반송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에 적어도 제3채널의 사용을 위한 배타
적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단계와; 그리고

패킷 트래픽이 반송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다른 트래픽을 위해 상기 제1채널과 상기 제3채널들 중 적어도 
한 채널을 해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은  TDMA통신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은 디지탈 셀룰러무선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은  GSM형의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액세스 패킷예약 프로토콜은 슬롯티드-ALOHA 다중 액세스 프로토
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채널은 제1의 물리적 채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3채널은 제3의 물리적 채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채널과 상기 제3채널은 물리적 채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채널은 무작위 액세스 채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채널은 패킷 무작위 액세스 채널 (PRACH)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채널과 상기 제3채널은 패킷 데이타 트래픽 채널(PDTCH)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2채널을 유보하는 상기 단계는 업링크 트래픽 간의 무작위 액세스 비율이 
통상적인 비율에 비해 감소되도록 무작위 액세스 채널의 크기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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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1셀에서 제2셀로 이동국을 핸드오버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제2셀에 대해 상기 할당단계와 유보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1셀에서 제2셀로 이동국을 핸드오버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이동국에 의한 배타적 우선순위의 사용을 위해 상기 제1채널과, 상기 제2채널과 그리고 상기 제3채
널에 대응하는 채널들을 재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이동통신망과 유선통신망 간에 패킷 트래픽을 반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운링크 패킷 트래픽을 반송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통신망에 제1협정대역과 제1프로세싱 지연을 가지는 
제1채널의 사용을 위한 배타적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단계와;

업링크 패킷 트래픽에 의한 상기 이동통신망으로의 비경합 액세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이
동통신망에 제2프로세싱 지연을 가지는 제2채널을 유보(예약)하는 단계와;

상기 업링크 패킷 트래픽을 반송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통신망에 제3협정 대역폭과 제3프로세싱 지연을 
가지는 제3채널의 사용을 위한 배타적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3협정 대역폭 각각을 관련된 제1 및 제3유선통신망 대역폭으로 각각 변환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1, 제2 및 제3프로세싱 지연들 각각을 관련된 제1, 제2 및 제3유선통신망 프로세싱 지연으로 각각 
변환시키는 단계와; 그리고

그들 간에 상기 패킷 트래픽을 반송시키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유선망 대역폭들중 하나와 상기 제1, 제
2 및 제3유선프로세싱 지연들중 하나의 할당을 상기 이동통신망들이 상기 유선통신망에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망은 GSM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유선통신망은 인터넷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획득가능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공유 패킷 데이타 채널들을 사용하는 셀룰러 패킷 데
이타 통신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이동단말기에 우선순위화된 사용을 위해, 협정을 통해 상기 다수의 공유 패킷 데이타 채널들 중에서 
다수의 업링크 및 다운링크 패킷 데이타 채널들을 동시에 할당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셀룰러 패킷 데이타 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제1이동단말기와 망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의 신호에 응해 
상기 다수의 할당된 업링크 및 다운링크 패킷 데이타 채널들의 사용을 허가하여, 상기 제1이동단말기가 
상기 다수의 할당된 업링크 및 다운링크 패킷 데이타 채널들의 사용을 보증받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이동단말기의 유휴 트래픽 주기 동안에 적어도 하나의 제2이동단말기가 상기 
할당된 다수의 업링크 및 다운링크 패킷 데이타 채널들에 액세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이동국은 상기 다수의 업링크 및 다운링크 패킷 데이타 채널들을 사용하여, 채
널들 상의 모든 다른 패킷 데이타 트래픽들은 인터럽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업링크 패킷 데이타 트래픽의 스케쥴링은 업링크 상태 플래그가 제어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이동단말기 이외의 다른 이동단말기로부터의 트래픽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
여 상기 제1이동단말기에 개별적으로 예약된 액세스 서브-채널을 할당하여, 업링크 채널 액세스 지연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적으로 예약된 액세스 서브-채널은 예약된 무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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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다중 액세스 패킷 예약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적어도 제1업링크 채널과 제2다운링크 채널의 배타적인 사용을 할당받는, 패킷 
트래픽을 송신 및 수신하는 제1이동단말기수단과;

상기 이동통신시스템의 업링크 상의 액세스채널과; 그리고

상기 제1이동단말기수단에 대한 상기 액세스채널로 비경합 액세스를 예약하는 예약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TDMA통신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디지탈 셀룰러 무선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채널은 무작위 액세스 서브-채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이동단말기수단은 우선순위화된 (VIP)이동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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