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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정보 전송방법

요약

본 발명은 송신측 MAC계층과 수신측 MAC계층사이에서 E-DCH전송을 위해 필요한 상향 또는 하향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송신측의 MAC계층은 MAC PDU를 MAC제어PDU와 MAC데이터PDU로 구분한 다음 상기 MAC데

이터PDU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MAC제어PDU를 통하여 E-DCH의 상향 또는 하향 제어정보를 수신측으로

전송한다. 상기 MAC제어PDU는 MAC PDU의 종류를 나타내는 구분자와 해당 MAC제어 PDU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하

위 구분자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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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계층,MAC제어PDU, MAC데이터PDU, E-DCH, 하향 제어정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및 본 발명에 적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인 UMTS의 망 구조

도 2는 3GPP 무선접속망 규격을 기반으로 한 단말과 UTRAN사이의 무선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의 구조.

도 3은 DCH와 E-DCH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E-DCH를 위한 프로토콜 모델을 설명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MAC제어 PDU 구조를 설명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송신측의 제어정보 전송방식의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의 제어정보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E-DCH(Enhanced Dedicated Channel)전송을

위해 필요한 MAC계층 제어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제어정보 전송방법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 및 본 발명에 적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의 망 구

조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UMTS시스템은 크게 단말(User Equipment: UE)과 UTMS무선접속망(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UTRAN) 및 핵심망(Core Network: CN)으로 구성된다.

UTRAN은 한 개 이상의 무선망부시스템(Radio Network Sub-systems: RNS)으로 구성되고, 각 RNS는 하나의 무선망제

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와 이 RNC에 의해서 관리되는 하나 이상의 기지국(Node B)으로 구성된다. 하나

의 Node B에는 하나이상의 셀(Cell)이 존재한다.

도 2는 3GPP 무선접속망 규격을 기반으로 한 단말과 UTRAN (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사이의 무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Radio Interface Protocol)의 구조이다. 도 2의 무선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수평적으로 물리계층

(Physical Layer), 데이터링크계층(Data Link Layer) 및 네트워크계층(Network Layer)으로 구성되며, 수직적으로는 데

이터정보 전송을 위한 사용자평면(User Plane)과 제어신호 (Signaling)전달을 위한 제어평면(Control Plane)으로 구분된

다. 도 2의 프로토콜 계층들은 통신시스템에서 널리 알려진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Open System Interconnection:

OSI)기준모델의 하위 3개 계층을 바탕으로 L1(제1계층), L2 (제2계층) 및 L3(제3계층)로 구분될 수 있다.

제1계층인 물리계층은 물리채널(Physical Channel)을 이용하여 상위 계층으로 정보전송서비스(Information Transfer

Service)를 제공한다. 물리계층은 상위에 있는 매체접속제어(Medium Access Control)계층과 전송채널(Transport

Channel)을 통하여 연결되며, 상기 전송채널을 통해 매체접속제어계층과 물리계층사이의 데이터가 이동한다. 그리고, 서

로 다른 물리계층 사이의 데이터, 즉 송신측과 수신측의 물리계층 사이의 데이터는 물리채널을 통하여 이동한다.

제2계층의 매체접속제어(Medium Access Control: MAC)는 논리채널(Logical Channel)을 통하여 상위계층인 무선링크

제어(Radio Link Control: RLC)계층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MAC은 관리하는 전송채널의 종류에 따라 MAC-d 부계층

과 MAC-e 부계층 등의 여러 종류의 부계층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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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DCH와 E-DCH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이, DCH(Dedicated Channel)와 E-DCH(Enhanced Dedicated Channel)는 모두 하나의 단말이 전

용으로 사용하는 전송채널이다. 특히, E-DCH는 단말이 UTRAN으로 상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상기

DCH에 비하여 고속으로 상향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도록 하기 위해 E-DCH는

HARQ(Hybrid ARQ)와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Node B Controlled Scheduling등의 기술을 사용한다.

E-DCH를 위하여 Node B(기지국)는 단말에게 단말의 E-DCH 전송을 제어하는 하향제어정보를 전송한다. 하향제어정보

는 HARQ를 위한 응답정보(ACK/NACK)와 AMC를 위한 채널상태정보(Channel Quality Information), Node B

Controlled Scheduling을 위한 E-DCH전송속도 할당정보, E-DCH전송시작시간 및 전송시간구간 할당정보, 전송블록크

기정보(Transport Block Size Information) 등을 포함한다.

한편, 단말은 Node B에게 상향제어정보를 전송한다. 상향제어정보는 Node B Controlled Scheduling을 위한 E-DCH 전

송속도 요청정보(Rate Request Information), 단말버퍼상태정보(UE Buffer Status Information), 단말전력상태정보(UE

Power Status Information)등을 포함한다. 상기 E-DCH를 위한 상향제어정보와 하향제어정보는 E-DPCCH(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와 같은 물리제어채널(Physical Control Channel)을 통해 전송된다.

E-DCH를 위해 MAC-d와 MAC-e사이에는 MAC-d flow가 정의된다. 이때, 전용논리채널은 MAC-d flow에 매핑

(mapping)되고, MAC-d flow는 전송채널인 E-DCH에 매핑되며, 상기 E-DCH는 다시 물리채널인 E-DPDCH(Enhanced

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에 매핑된다. 반면에, 전용논리채널은 바로 전송채널인 DCH에 매핑될 수도 있다. 이

경우 DCH는 물리채널인 DPDCH(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에 매핑된다.

도 3의 MAC-d 부계층은 특정 단말에 대한 전용전송채널인 DCH의 관리를 담당하고, MAC-e 부계층은 고속의 데이터를

상향으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송채널인 E-DCH의 관리를 담당한다.

송신측 MAC-d부계층은 상위계층, 즉 RLC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MAC-d SDU(Service Data Unit)로부터 MAC-d

PDU(Protocol Data Unit)을 구성하며, 수신측 MAC-d 부계층은 하위계층으로부터 수신한 MAC-d PDU로부터 MAC-d

SDU를 복원하여 상위계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MAC-d는 MAC-d flow를 통해 MAC-e부계층과 서로

MAC-d PDU를 교환하거나, 또는 DCH를 통해 물리계층과 서로 MAC-d PDU를 교환한다. 수신측 MAC-d부계층은

MAC-d PDU에 첨부된 MAC-d 헤더(Header)를 이용하여 MAC-d SDU를 복원한 후 이를 상위계층으로 전달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송신측 MAC-e부계층은 상위계층, 즉 MAC-d부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MAC-d PDU, 즉 MAC-e SDU로부터 MAC-e

PDU를 구성하고, 수신측 MAC-e 부계층은 하위계층, 즉 물리계층으로부터 수신한 MAC-e PDU로부터 MAC-e SDU를

복원하여 상위계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MAC-e는 E-DCH를 통해 물리계층과 서로 MAC-e PDU를 교

환한다. 수신측 MAC-e부계층은 MAC-e PDU에 첨부된 MAC-e 헤더(Header)를 이용하여, MAC-e SDU를 복원한 후

이를 상위계층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4는 E-DCH를 위한 프로토콜 모델을 설명한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같이, E-DCH를 지원하는 MAC-e 부계층은 UTRAN과 단말의 MAC-d 부계층의 하위에 각각 존재한

다. UTRAN의 MAC-e 부계층은 Node B에 위치하며, 각 단말에도 MAC-e 부계층이 존재한다. 반면, UTRAN의 MAC-d

부계층은 해당 단말의 관리를 담당하는 SRNC에 위치해 있으며, 각 단말에도 MAC-d 부계층이 존재한다.

그런데, 종래의 기술에서 E-DCH를 위한 상향제어정보와 하향제어정보를 물리제어채널을 통하여 전송할 경우 제어정보

는 고정된 형식에 따라 전송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번에 전송되는 제어정보의 양과 전송시간은 모든 단말과 시스템

에 대하여 일정하게 정해질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단말의 E-DCH전송을 위해 필요한 상향 및 하향제어정보의 양과 전송

시간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Node B가 제어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의 E-DCH전송을 동적으로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차후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상향 또는 하향제어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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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E-DCH전송을 위해 필요한 제어정보의 전송 및 제어정보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MAC계층 제어정보의 전송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송신 및 수신측의 MAC(medium Access Control)계층사이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

닛(PDU)을 송수신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측의 MAC계층은 MAC PDU를 MAC제어PDU와 MAC데이터PDU

로 구분한 다음 상기 MAC제어PDU를 통하여 E-DCH의 상향 또는 하향 제어정보를 수신측으로 전송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측이 단말이면 수신측은 기지국이며, 송신측이 기지국이면 수신측은 단말이다.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측은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하여 MAC제어PDU와 MAC데이터PDU를 전송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MAC제어PDU는 MAC PDU의 종류를 나타내는 구분자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MAC제어PDU는 MAC제어 PDU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하위 구분자를 추가로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말이 전용채널을 통하여 단말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본 발

명에 따른 제어정보 전송방법은, 송신측 MAC계층에서 MAC PDU를 제어PDU와 데이터 PDU로 구분하는 단계와; 상기

MAC PDU에 해당 MAC PDU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구분자를 포함시켜 수신측의 MAC계층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수신

측 MAC계층에서 상기 구분자를 이용하여 MAC PDU로부터 MAC제어PDU를 구별하여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MAC제어PDU는 데이터전송를 위한 MAC계층의 제어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MAC데이터PDU는 전송할

데이터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측이 단말이면 수신측은 기지국이며, 송신측이 기지국이면 수신측은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측은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하여 MAC제어PDU와 MAC데이터PDU를 전송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MAC제어PDU는 MAC PDU의 종류를 나타내는 구분자와 MAC제어 PDU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하위

구분자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3GPP에 의해 개발된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와 같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구

현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른 표준에 따라 동작하는 통신 시스템에도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

시 예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단말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필요한 제어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 및 확장하기 위하여, MAC계층에서 생성

(creation)하는 MAC제어PDU를 통하여 E-DCH의 상향 또는 하향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송신측의 MAC계층이 송수신하는 MAC PDU를 MAC제어PDU와 MAC데이터PDU로 구분하여, 송

신측은 MAC PDU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구분자를 포함한 MAC PDU를 수신측으로 전송하고, 수신측은 상기 구분자를

이용하여 수신한 MAC PDU로부터 MAC제어PDU를 구별하여 획득한다. 이 경우 송신측은 서로 다른 전송채널을 통해

MAC제어PDU와 MAC데이터PDU를 전송하고, 수신측은 서로 다른 전송채널을 통해 MAC제어PDU와 MAC데이터PDU를

수신한다.

상기 MAC제어PDU의 종류는 적어도 하나이상이 존재할 수 있다. 송신측은 MAC제어PDU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하위

구분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MAC제어PDU를 수신측으로 전송하고, 수신측은 하위구분자를 이용하여 수신한 MAC 제어

PDU로부터 MAC제어PDU의 종류를 구별하여 획득한다.

또한, 단말이 전용채널을 통해 단말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단말과 기지국의 MAC계층이 송

수신하는 MAC PDU는 MAC제어PDU와 MAC데이터PDU로 구분된다. 상기 MAC데이터PDU에는 전송할 단말의 데이터

가 포함되고, 상기 MAC제어PDU에는 단말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MAC계층의 제어정보가 포함된다. 따라서, 단말의

MAC계층은 MAC PDU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구분자를 포함한 MAC PDU를 기지국의 MAC계층으로 전송하고, 기지국

의 MAC계층은 구분자를 이용하여 수신한 MAC PDU로부터 상기 MAC제어PDU를 구별하여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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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지국의 MAC계층도 MAC PDU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구분자를 포함한 MAC PDU를 단말의 MAC계층에게 전

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의 MAC계층은 상기 구분자를 이용하여 수신한 MAC PDU로부터 상기 MAC제어PDU를 구

별하여 획득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MAC제어 PDU 구조를 설명한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MAC제어 PDU는 제어정보 필드(Field), 제어및 데이터PDU구분지시자필드(C/D필드) 및 MAC

제어PDU종류지시자필드(Control PDU Type Indicator: CTI)로 구성된다.

상기 제어정보 필드에는 E-DCH전송을 위한 상향 제어정보 또는 하향 제어정보가 포함된다. 이때, 제어정보는 송신측

MAC계층에서 생성되거나, 또는 다른 계층이 MAC계층으로 전달한 제어정보로부터 생성된다. 만약 MAC제어PDU를 단말

이 전송할 경우 상기 제어정보 필드에는 상향제어정보가 포함되며, MAC제어PDU를 UTRAN이 전송할 경우, 상기 제어정

보 필드에는 하향제어정보가 포함된다.

상기 C/D필드는 해당 MAC PDU가 MAC제어PDU인지 MAC데이터PDU를 지시한다. 따라서, 해당 MAC PDU를 수신한

수신측은 PDU에 포함된 C/D필드를 읽음으로써 현재 수신한 MAC PDU의 종류가 MAC제어PDU인지 아니면 MAC데이터

PDU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C/D필드는 MAC헤더의 맨 처음, 즉 맨 왼쪽에 위치한다.

상기 CTI필드는 해당 MAC PDU가 MAC제어PDU인 경우 MAC제어PDU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지시한다. 예를들어,

MAC제어PDU가 단말버퍼상태정보를 포함하는 MAC제어PDU인지, 단말전력상태정보를 포함하는 MAC제어PDU인지,

E-DCH 전송시작시간 및 전송시간구간 할당정보를 포함하는 MAC제어PDU인지 등을 지시한다. 따라서, 해당 MAC제어

PDU를 수신한 수신측은 PDU에 포함된 CTI필드를 읽음으로써 현재 수신한 MAC제어PDU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MAC데이터PDU는 상위계층에서 수신한 SDU에 MAC헤더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MAC헤더에는 C/D필드만이 포함된다.

이 경우 C/D필드는 MAC헤더의 맨 처음, 즉 맨 왼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MAC PDU를 수신한 수신측은 MAC PDU의 맨

왼쪽에 위치한 C/D필드를 체크함으로써 현재 수신한 MAC PDU의 종류가 MAC제어PDU인지 아니면 MAC데이터PDU인

지를 파악할 수 있다.

MAC데이터PDU는 MAC계층이 상위계층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유닛으로부터 생성하지만, MAC제어PDU는 상위계층으

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유닛과는 별도로 MAC계층에 전송할 제어정보가 있을 때 MAC계층이 생성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송신측의 제어정보 전송방식의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 MAC은 MAC-e이고, MAC데이

터PDU는 MAC-e데이타PDU이며, MAC제어PDU는 MAC-e제어PDU이다.

송신할 제어정보가 있는 경우, MAC-e는 해당 제어정보를 포함하는 MAC-e제어PDU를 생성한다. 생성된 MAC-e제어

PDU는 E-DCH를 통하여 물리계층으로 전달된다. 이후, 물리계층은 E-DPDCH를 통하여 MAC-e제어PDU를 수신측의

물리계층으로 전송한다.

MAC-e제어PDU를 수신한 수신측의 물리계층은 해당 PDU를 MAC-e로 전달한다. 수신측 MAC-e는 MAC-e제어PDU에

포함된 C/D필드를 이용하여 현재 수신한 MAC-e제어PDU가 제어PDU인지 데이터PDU인지를 파악한다. 만일 포함된 C/

D필드가 MAC-e제어PDU를 지시할 경우 MAC-e는 상기 MAC-e제어PDU에 포함된 CTI필드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한

MAC-e제어PDU의 종류를 파악한다. 이후 파악한 MAC-e제어PDU의 종류에 따라 MAC-e는 상기 수신한 MAC-e제어

PDU의 제어정보를 획득한다. 예를들어, 상기 CTI필드가 MAC-e제어PDU의 종류가 단말버퍼상태정보인 것을 지시할 경

우, MAC-e는 상기 수신한 MAC-e제어PDU의 제어정보로부터 "단말버퍼에 포함되어 있는 전송할 데이터의 양"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 또한, 예를들어 수신한 CTI필드가 MAC-e제어PDU의 종류가 E-DCH전송시작시간 및 전송시간구간 할

당정보인 것을 지시할 경우, MAC-e는 E-DCH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시작시간과 전송시간구간의 길이에 관한 정보

를 획득한다.

본 발명에서 MAC은 MAC제어PDU와 MAC데이터PDU를 동일한 전송채널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전송채

널을 통해 송수신할 수 있다. 예를들어, 서로 다른 전송채널을 통해 송수신할 경우, MAC제어PDU는 E-DCH#1을 통해 송

수신하고, MAC데이터PDU는 E-DCH#2를 통해 송수신한다. 반면에 서로 다른 전송채널을 통해 송수신할 경우, MAC제어

PDU는 DCH을 통해 송수신하고, MAC데이터PDU는 E-DCH를 통해 송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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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서 송신측이 단말이고, 수신측이 UTRAN일 경우, 단말 MAC은 송신하는 MAC제어PDU가 도착할 시스템

노드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단말은 CTI필드를 이용하여 Node B가 수신할 MAC제어PDU와, SRNC가 수신할 MAC

제어PDU를 구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UTRAN의 Node B는 수신한 MAC제어PDU에 포함된 CTI필드를 읽은 다음 해당 MAC제어PDU가 Node B가 수

신할 것인지 또는 SRNC가 수신할 것을 지시하는지 판단한다. 판단결과 Node B가 수신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Node B는

상기 MAC제어PDU에 포함된 제어정보를 획득하고, SRNC가 수신할 것을 지시할 경우 Node B는 상기 MAC제어PDU에

포함된 제어정보를 SRNC에 위치한 MAC-d로 전달한다. 따라서, MAC-d는 수신한 MAC제어PDU에 포함된 제어정보를

획득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MAC(Medium Access Control)계층이 송수신하는 프로토콜데이터유닛(PDU)을 제어PDU와

데이터PDU로 나눈 다음 송신측MAC과 수신측 MAC이 두가지 종류의 PDU를 구별하기 위한 구분자를 MAC헤더에 포함

하여, MAC계층에서 생성(creation)하는 MAC제어PDU를 통해 E-DCH의 상향 또는 하향제어정보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단말의 데이터전송을 위해 필요한 제어정보의 전송을 효과적으로 전송하고, 제어정보의 확장을 용

이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

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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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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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이동단말의 제1MAC부계층에서 상향 PDU(Protocol Data Unit)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MAC부계층에서 이동 단말의 버퍼상태정보를 포함하는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상향 PDU에 상기 제어정보를 포함시키는 단계와;

상기 상향 PDU에 제어정보의 존재를 나타내는 제1지시자를 포함시키는 단계와;

상기 상향 PDU를 전용채널을 통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정보 전송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MAC부계층은

MAC-e부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정보 전송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 PDU는

MAC-e 제어 PDU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정보 전송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채널은

E-DCH(Enhanced dedicated channe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정보 전송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채널은 E-DPDCH(Enhanced 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정보 전송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상태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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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상기 이동단말에 의해 전송되어질 데이터 양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정보 전

송방법.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정보는

이동단말의 전력상태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정보 전송방법.

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정보는

전송시작시간과 전용채널의 전송시간간격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정보 전송방

법.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 PDU는

상기 상향 PDU에 포함된 제어정보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2지시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에서의 제어정보 전송방법.

청구항 21.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 PDU는 정보를 수신하게 될 네트워크 노드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2지시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정보 전송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노드의 종류는

적어도 Node B와 SRNC(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제

어정보 전송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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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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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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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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