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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

기 위한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향상된 상향링크 전용 전송 채널(EUDCH)을 사용한

다. 단말기는 무선망 제어기(RNC)로부터 수신한 셀 그룹 정보에 따라 동일한 셀 그룹에 속하는 셀들로부터 수신한 스케줄

링 신호들 혹은 ACK/NACK 신호들을 소프트 결합하여 검출 성능을 향상시킨다.

대표도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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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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시스템의 사용자 단말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과 통신하는 하나의 노드 B에 속하며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전

송율을 제어하기 위한 서로 다른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적어도 2개의 스케쥴링 셀 그룹들을 나타내는 셀 그룹 정보

를 획득하는 과정과, 여기서 상기 스케쥴링 셀 그룹들 각각은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셀을 포

함하며,

통신 가능한 셀들로부터의 스케쥴링 신호들을 수신하여 복조하고, 상기 셀 그룹 정보에 따라 각 스케쥴링 셀 그룹에 속하

는 셀들로부터 수신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과정과,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된 신호들 및 소프트 컴바이닝되지 않은 적어도 하나의 스케쥴링 신호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

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전송하는 상기 각 스케쥴링 셀 그룹들을 구별하는 스케쥴링 셀 그룹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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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액티브 셋에 포함되어 있으나 스케쥴링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셀을 나타내는 제외 셀 지시자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동일한 ACK/NACK 신호들을 전송하는 셀들을 구별하는 ACK/NACK 셀 그룹

식별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각 스케쥴링 셀 그룹이 동일한 전력제어명령(TPC)을 전송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한지를 나타내는 셀 그룹 지정 지시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

율적으로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하는 과정은,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각 스케쥴링 셀 그룹이 동일한 전력제어명령(TPC)을 전송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각 스케쥴링 셀 그룹이 상기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셀 그룹 정보

를 포함하는 무선자원제어(RRC)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RRC 시그널링 메시지로부터 상기 셀 그룹 정보를 검

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하는 과정은,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각 스케쥴링 셀 그룹이 동일한 제어명령(TPC)을 전송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각 스케쥴링 셀 그룹이 상기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한 경우, 상기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TPC 무선 링크 셋을

나타내는 TPC 무선 링크 셋 정보를 포함하는 무선자원제어(RRC)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RRC 시그널링 메시지로부터 상기 TPC 무선 링크 셋 정보를 검출하여 상기 TPC 무선 링크 셋 정보가 나타내는 상기

TPC 무선 링크 셋을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상기 각 스케쥴링 셀 그룹으로 간주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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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과 통신하는 하나의 노드 B에 속하며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전송율

을 제어하기 위한 서로다른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적어도 2개의 스케쥴링 셀 그룹들을 나타내는 셀 그룹 정보를 획

득하는 스케쥴링 신호 수신 제어기와, 여기서 상기 스케쥴링 셀 그룹들 각각은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셀을 포함하며,

통신 가능한 복수의 셀들로부터의 스케쥴링 신호들을 각각 수신하여 복조하는 적어도 하나의 스케쥴링 신호 복조기들과,

상기 스케쥴링 신호 복조기들에 의해 수신된 상기 스케쥴링 신호들 중, 상기 셀 그룹 정보에 따라 각 스케쥴링 셀 그룹에

속하는 셀들로부터의 스케쥴링 신호들을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소프트 결합기와,

상기 소프트 결합기의 출력 신호 혹은 상기 스케쥴링 신호 복조기들에 의해 수신된 상기 스케쥴링 신호를 복호하는 메시지

복호기들과,

상기 메시지 복호기들로부터의 출력 신호들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하는

데이터 레이트 결정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를 전송하는 상기 각 스케쥴링 셀 그룹들을 구별하는 스케쥴링 셀 그룹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액티브 셋에 포함되어 있으나 스케쥴링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셀을 나타내는 제외 셀 지시자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동일한 ACK/NACK 신호들을 전송하는 셀들을 구별하는 ACK/NACK 셀 그룹

식별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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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각 스케쥴링 셀 그룹이 동일한 전력제어명령(TPC)을 전송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한지를 나타내는 셀 그룹 지정 지시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

율적으로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신호 수신 제어기는,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각 스케쥴링 셀 그룹이 동일한 전력제어명령(TPC)을 전송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셀 그룹 정보를 포함하는 무선자원제어(RRC) 시

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RRC 시그널링 메시지로부터 상기 셀 그룹 정보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신호 수신 제어기는,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각 스케쥴링 셀 그룹이 동일한 전력제어명령(TPC)을 전송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한 경우, 상기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TPC 무선 링크 셋을 나타내는 TPC 무선 링크 셋 정보

를 포함하는 무선자원제어(RRC)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RRC 시그널링 메시지로부터 상기 TPC 무선 링크 셋 정보를 검출하여 상기 TPC 무선 링크 셋 정보가 나타내는 상기

TPC 무선 링크 셋을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상기 각 스케쥴링 셀 그룹으로 간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스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장치.

청구항 23.

이동통신 시스템의 노드 B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

법에 있어서,

제어되는 복수의 셀들 중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셀들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를 송신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스케쥴링 셀 그룹을 상기 노드 B를 제어하는 무선망 제어기로 통

지하는 과정과,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며 상기 스케쥴링 셀 그룹의 셀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하는 사용자 단말을

위한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스케쥴링 신호들을 상기 스케쥴링 셀 그룹의 셀들 각각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을 구별하는 스케쥴링 셀 그룹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

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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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액티브 셋에 포함되어 있으나 스케쥴링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셀을 나타내는 제외 셀 지시자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동일한 ACK/NACK 신호들을 전송하는 셀들을 구별하는 ACK/NACK 셀 그룹

식별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7.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

서,

제어되는 복수의 셀들 중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셀들을 결정하고,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를 송신하는 셀

들을 나타내는 스케쥴링 셀 그룹을 상기 노드 B를 제어하는 무선망 제어기로 통지하는 스케쥴링 신호 전송 제어기와,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며 상기 스케쥴링 셀 그룹의 셀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하는 사용자 단말을

위한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생성하는 스케쥴링 신호 생성기와,

상기 생성된 스케쥴링 신호들을 상기 스케쥴링 셀 그룹의 셀들 각각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로 송신하는 셀 송신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을 구별하는 스케쥴링 셀 그룹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

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액티브 셋에 포함되어 있으나 스케쥴링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셀을 나타내는 제외 셀 지시자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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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동일한 ACK/NACK 신호들을 전송하는 셀들을 구별하는 ACK/NACK 셀 그룹

식별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1.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망 제어기(RNC)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셀들을 제어하는 노드 B로부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셀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과

정과,

상기 셀 그룹 정보를,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며 상기 복수의 셀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하는 사용자

단말에게 통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을 구별하는 스케쥴링 셀 그룹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

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액티브 셋에 포함되어 있으나 스케쥴링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셀을 나타내는 제외 셀 지시자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동일한 ACK/NACK 신호들을 전송하는 셀들을 구별하는 ACK/NACK 셀 그룹

식별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셀들을 포함하는 스케쥴링 셀 그룹이 동일한 전력제어명령(TPC)을 전송하는 셀

들을 나타내는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한지를 나타내는 셀 그룹 지정 지시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

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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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망 제어기(RNC)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

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셀들을 제어하는 노드 B로부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셀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수

신부와,

상기 셀 그룹 정보를,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며 상기 복수의 셀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하는 사용자

단말에게 통지하는 통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을 구별하는 스케쥴링 셀 그룹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

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의 액티브 셋에 포함되어 있으나 스케쥴링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셀을 나타내는 제외 셀 지시자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동일한 ACK/NACK 신호들을 전송하는 셀들을 구별하는 ACK/NACK 셀 그룹

식별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40.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셀 그룹 정보는,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셀들을 포함하는 스케쥴링 셀 그룹이 동일한 전력제어명령(TPC)을 전송하는 셀

들을 나타내는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한지를 나타내는 셀 그룹 지정 지시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줄

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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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향링크 패킷 전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스케줄링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송수신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단말기가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한 경우 다수의 셀들로부터 수신한 스케줄링 신호들 혹은

ACK/NACK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수행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WCDMA'라 한다.) 시스템에서는 향

상된 상향링크 전용전송 채널(Enhanced Uplink Dedicated transport Channel, 이하 EUDCH 또는 E-DCH라 한다.)을

사용한다. 상기 EUDCH 서비스는 WCDMA 시스템의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의 전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것

으로, EUDCH에서는 각 사용자 단말기(UE)의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의 전송 허용 여부 및 가능한 데이터 전송률의 상한 치

등이 기지국(Node B)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기지국에서 결정된 상기 정보들은 스케줄링 명령으로서 사용자 단말기로 전

송된다. 이에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스케줄링 명령에 따라 EUDCH 데이터의 전송률을 결정하여 상항 링크를 통해 기

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EUDCH에서는 복합 재전송 기법(Hybrid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이하

'HARQ'라 한다) 기술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에서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복호 (decoding)

에 관하여 성공/실패 여부를 결정하여 인지 신호 (acknowledge, 이하 'ACK'라 칭한다) 혹은 부정적 인지 신호 (negative

acknowledge, 이하 'NACK'라 칭한다)신호를 사용자 단말기에게 전송한다.

도 1은 EUDCH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Node B의 스케쥴링이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기본 개념을 도시하고 있

다. 도 1의 100은 EUDCH를 지원하는 Node B를 나타내며, 110 내지 116으로 도시되어 있는 UE들은 EUDCH를 전송하

는 UE들이다.

UE의 데이터 레이트가 높아지면 상기 Node B가 상기 UE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전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상기 UE의

RoT(rise over thermal)은 상기 총 RoT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UE의 데이터 레이트가 낮아지면 상기

Node B가 상기 UE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전력이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상기 UE의 ROT는 상기 총 ROT에서 적은 부분

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Node B는 상기 데이터 레이트와 무선자원간의 관계, 상기 UE가 요청하는 데이터 레이트

를 고려하여 상기 EUDCH 패킷 데이터에 대한 Node B 스케쥴링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Node B는 상기 수신 성능을

보장하면서 수신할 수 있는 상향링크 신호의 양을 제한한다. 하기의 〈수학식 1〉은 상기 Node B의 수신 성능을 보장하면

서 수신할 수 있는 상향링크 신호의 양을 나타낸다.

수학식 1

RoT =

상기 IO 는 상기 Node B의 전체 수신 광대역 전력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이며, 상기 NO 는 Node B의 열

잡음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RoT는 상기 Node B가 상향 링크에서 상기 EUDCH 패킷 데이터 서비

스를 위해 할당할 수 있는 무선자원을 나타낸다.

즉,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Node B는 상기 Node B의 측정 ROT가 목표 ROT를 넘지 않도록 상기 UE들에게 상기 데이터

레이트를 할당한다. 즉, 상기 Node B는 멀리 있는 UE에 대해서는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할당하고, 가까이 있는 UE에 대

해서는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할당할 수 있다.

상기 UE들이 상기 Node B와의 거리에 따라 다른 상향 채널 송신 전력으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다. 상기 Node

B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UE(110)는 가장 높은 역방향 채널의 송신 전력(120)으로 패킷 데이터를 송신하며, 상기

Node B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UE(114)는 가장 낮은 역방향 채널의 송신 전력(124)으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송신한다.

Node B에서 적용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단말기들에서 적용되는 송신 전력 및 패킷 데이터 레이트가 달라질

수 있다.

도 2는 EUDCH를 통한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Node B(200)과 UE(202)간에 필요한 기본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204단계에서 상기 Node B(200)와 상기 UE(202) 사이에 EUDCH를 설정한다. 상기 204단계는 전

용전송채널(Dedicated Transport Channel)을 통한 메시지들의 송수신 과정을 포함한다. 상기 204단계를 수행한 상기

UE(202)는 206단계에서 상기 Node B(200)에게 필요한 데이터 레이트에 관한 정보, 상향링크 채널 상황을 알 수 있는 정

보들을 전송한다. 상기 상향링크 채널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에는 상기 UE(202)가 전송하는 상향채널 송신전력과 상기

UE(203)의 송신전력 마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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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향채널 송신전력을 수신한 상기 Node B(200)는 상기 상향채널의 송신전력과 수신전력을 비교하여 상향 링크 채널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상기 상향채널 송신전력과 상향채널 수신전력의 차이가 작으면 상향 채널 상황은 양호하며, 상

기 송신전력과 수신전력의 차이가 많으면 상향 채널 상황은 불량하다. 상향링크 채널상황을 추정하기 위해 상기 UE가 송

신전력 마진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상기 송신전력 마진을 이미 알고 있는 UE의 가능한 최대 송신전력에서 빼줌으로써 상기

Node B(200)는 상기 상향링크 송신전력을 추정할 수 있다. 상기 Node B(200)는 상기 추정한 상기 UE의 채널 상황과 상

기 UE(202)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레이트에 관한 정보, 그리고 상기 Node B에서 수신되는 상향링크 총 간섭 신호의 전력

정보 등을 이용하여 상기 UE의 상향링크 패킷 채널을 위한 가능한 최대 데이터 레이트 혹은 상기 UE의 차기 전송 데이터

레이트의 증가/감소 여부를 결정한다. 상기 결정된 가능한 최대 데이터 레이트 혹은 레이트 증가/감소 정보는 208단계에

서 하향링크 스케줄링 신호로서 상기 UE(202)로 통보된다. 상기 UE(202)는 통보된 가능한 최대 데이터 레이트 혹은 레이

트 증가/감소 명령에 따라 전송할 패킷 데이터의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하고, 210단계에서 상기 Node B(200)로 상기 결정

된 데이터 레이트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Node B(200)는 상기 패킷 데이터를 수신 후 복호를 수행한다. 그

리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가 오류 없이 복호에 성공한 경우에는 212단계에서 Node B가 ACK 신호를 UE로 전송하며 상기

210단계와 같이 UE는 새로운 패킷 데이터를 Node B로 전송한다. 한편, Node B가 상기 패킷 데이터의 복호에 실패한 경

우에는 212단계에서 NACK 신호를 UE로 전송한다. 이 경우 UE는 상기 210단계에서 전송했던 데이터를 재전송하게 된

다.

상기 전술한 바와 관련하여 사용자 단말이 소프트 혹은 소프터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의 하향링

크 전력제어는 액티브 셋(active set) 내의 셀들로부터 수신된 하향링크 전용물리제어채널(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 이하 'DPCCH'라 한다) 파일럿 신호들을 통해 이루어 진다, 즉, 상기 파일럿 신호들을 소프트 결합(soft

combining)한 후의 신호대 잡음비(Signal-to-Interference-plus-Noise Ratio, 이하 'SINR'라 칭한다.)에 기초하여 이루

어진다.

이로 인하여 상향링크 EUDCH 패킷에 대하여 각 셀이 전송하는 각각의 스케줄링 신호 및 ACK/NACK 신호는 핸드오버 영

역에 위치하는 않는 경우에 비하여 낮은 전력으로 전송된다. 따라서, UE가 각각의 셀로부터의 스케줄링 신호 및 ACK/

NACK신호에 대하여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전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위한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줄이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이 소프트 컴바이닝을 수행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이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들 혹은

ACK/NACK 신호들을 전송하는 셀들에 대한 정보를 무선망 제어기로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무선망 제어기가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들

혹은 ACK/NACK 신호들을 전송하는 셀들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이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들 혹

은 인지/부정적 인지 신호들을 전송하는 셀들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소프트 컴바이닝을 수행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

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사용자 단말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

케쥴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과 통신하는 하나의 노드 B

에 속하며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전송율을 제어하기 위한 서로 다른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적어

도 2개의 스케쥴링 셀 그룹들을 나타내는 셀 그룹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여기서 상기 스케쥴링 셀 그룹들 각각은 동일

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셀을 포함하며, 통신 가능한 셀들로부터의 스케쥴링 신호들을 수신하여 복

조하고, 상기 셀 그룹 정보에 따라 각 스케쥴링 셀 그룹에 속하는 셀들로부터 수신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소프트 컴바이닝

하는 과정과,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된 신호들 및 소프트 컴바이닝되지 않은 적어도 하나의 스케쥴링 신호에 따라 상기 상

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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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 신호들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장치에 있

어서,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과 통신하는 하나의 노드 B에 속하며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전송율을 제어하기 위한 서로다른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적어도 2개의 스케쥴링 셀 그룹들을 나타내는 셀 그룹 정

보를 획득하는 스케쥴링 신호 수신 제어기와, 여기서 상기 스케쥴링 셀 그룹들 각각은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셀을 포함하며, 통신 가능한 복수의 셀들로부터의 스케쥴링 신호들을 각각 수신하여 복조하는 적어도 하나

의 스케쥴링 신호 복조기들과, 상기 스케쥴링 신호 복조기들에 의해 수신된 상기 스케쥴링 신호들 중, 상기 셀 그룹 정보에

따라 각 스케쥴링 셀 그룹에 속하는 셀들로부터의 스케쥴링 신호들을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소프트 결합기와, 상기 소프트

결합기의 출력 신호 혹은 상기 스케쥴링 신호 복조기들에 의해 수신된 상기 스케쥴링 신호를 복호하는 메시지 복호기들과,

상기 메시지 복호기들로부터의 출력 신호들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하는

데이터 레이트 결정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노드 B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

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어되는 복수의 셀들 중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셀들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동일

한 스케쥴링 신호를 송신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스케쥴링 셀 그룹을 상기 노드 B를 제어하는 무선망 제어기로 통지하는 과

정과,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며 상기 스케쥴링 셀 그룹의 셀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하는 사용자 단

말을 위한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스케쥴링 신호들을 상기 스케쥴링 셀 그룹의 셀들 각

각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ㅍ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제어되는 복수의 셀들 중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셀들을 결정하고, 상기 동일한 스케쥴링 신

호를 송신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스케쥴링 셀 그룹을 상기 노드 B를 제어하는 무선망 제어기로 통지하는 스케쥴링 신호 전

송 제어기와,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며 상기 스케쥴링 셀 그룹의 셀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하는 사

용자 단말을 위한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생성하는 스케쥴링 신호 생성기와, 상기 생성된 스케쥴링 신호들을 상기 스케

쥴링 셀 그룹의 셀들 각각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로 송신하는 셀 송신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망 제어기(RNC)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셀들을 제어하는 노드 B로부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셀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셀 그룹 정보를,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며 상기 복수

의 셀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하는 사용자 단말에게 통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망 제어기(RNC)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셀들을 제어하는 노드 B로부터, 동일한 스케쥴링 신호들을 송신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셀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셀 그룹 정보를,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며 상기 복

수의 셀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하는 사용자 단말에게 통지하는 통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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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이 소프트 혹은 소프터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동일한 Node B에 의하여 제어되거나 서로

다른 Node B들에 의해 제어되는 복수의 셀들에서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 혹은 ACK/NACK 신호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

송하도록 하여 수신 다이버시티 (diversity) 이득을 얻는 것이다. 즉, 복수의 셀들을 통하여 전송된 동일 스케줄링 및 ACK/

NACK 신호는 UE에서 소프트 결합을 수행함으로써 검출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RRC 및 Iub 시그널링 메시지를 제시한다.

도 3은 상향링크 패킷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단말이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한 상황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Node B(300)는 여섯 개의 셀들(310, 312, 314, 316, 318, 320)을 제어하며 EUDCH 서비스를 이

용하는 UE가 상기 Node B(300)의 소프터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한다. UE(302)는 Cell12(312), Cell11(314) 및 Cell21

(316)로부터 스케줄링 신호들을 수신하고 있다. 상기 셀들 중에서 Cell12(312)와 Cell11(314)는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들

을 송신(330,332)하며 Cell21(316)는 Cell12(312) 및 Cell 11(314)과는 독립적인 스케줄링 신호를 송신(334)한다. 상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일예로 상기 Cell12(312) 및 Cell11(314)의 송수신부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동일 채널카드에 존재

하고 Cell21(316)는 다른 채널카드에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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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302)는 상기 Cell12(312)와 Cell11(314)로부터 수신한 스케줄링 신호 1(330, 332)을 소프트 결합 후에 복호 함으로

써 검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에 Cell21(316)로부터 수신한 스케줄링 신호 2(334)는 상기 스케줄링 신호 1(330,

332)과는 독립적이므로 소프트 결합 없이 복호 된다.

상기 도 3의 상황과 같이 소프트 결합을 지원함에 있어서, ACK/NACK 신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지만 스

케줄링 신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즉, 스케줄링 신호들을 소프트 결합하는 경우, 각 셀에서 UE에게 전송할 스케줄링 신호를 결정하는 데에 각 셀의 RoT 레

벨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액티브 셋(Active set)내의 셀들 중 어느 한 셀의 RoT 레벨이 매우 높다면 상기 셀에서의

간섭 증대를 줄이기 위하여 상기 셀에서 UE에게 내려 보내는 스케줄링 신호가 EUDCH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하는데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는 상기 셀 혹은 상기 셀과 동일 채널카드를 사용하는 셀에서만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고 나머지 셀들에서는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스케줄러 하드웨어

구현 복잡도, 스케줄링 메시지의 크기 등에 의하여 여러 셀들에서 동일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상기의 경우들을 고려하면 동일한 스케줄링 혹은 ACK/NACK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을 Node B와 UE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스케줄링 신호 및 ACK/NACK 신호는 각각 별도의 시그널링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도 4는 상량링크 패킷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단말기가 소프터 및 소프트 핸드 오버 영역에 동시에 위치한 상황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Node B1(400)는 여섯 개의 셀들(402, 404, 406, 308, 310, 312)을 제어하며 Node B2(420)는 마

찬가지로 여섯 개의 셀들(422, 424, 426, 428, 430, 432)을 제어한다. 여기서 UE(414)는 Node B1(400)에 의해 제어 받

는 Cell11(406), Cell12(404) 및 Cell21(408)로부터 스케줄링 신호 1,2(440, 442, 444)를 수신하면서, Node B2(420)에

의해 제어 받는 Cell31(422)로부터 스케줄링 신호 3(446)을 추가적으로 수신한다. 상기 도 4에서 서로 다른 Node B(400,

420)에 의해 제어 받는 셀들은 상호 독립적인 스케줄링 신호 및 ACK/NACK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각

Node B(400, 420)는 EUDCH 데이터의 신속한 스케줄링 및 HARQ 동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로 독립된 스케줄링 신호

및 ACK/NACK 신호를 전송한다.

본 발명에서는 소프터 핸드오버 혹은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내에 사용자 단말이 존재한 경우, 각 node B의 스케줄링 신호

및 ACK/NACK 신호의 전송 방식과 UE에서의 소프트 결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시그널링 방법들을 제안한다.

1. 방법1:무선 링크 셋(Radio link set) 사용

WCDMA 시스템 표준 규격에서는 UE에게 동일한 하향링크 전력제어명령(Transmit Power Control command: TPC)을

전송하는 셀들의 집합(group)을 TPC 무선 링크 셋(radio link set)으로 정의하고, 상기 TPC 무선 링크 셋(radio link set)

정보를 UE에게 시그널링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스케줄링 및 ACK/NACK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을 UE

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별도의 시그널링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상기 무선 링크 셋(radio link set) 내의 셀들은 동일한 스

케줄링 및 ACK/NACK 신호를 전송하도록 한다. 이를 간접적 지시로 정의한다.

2. 방법2: 별도의 Iub 시그널링 및 RRC 시그널링 사용

방법 2는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 혹은 ACK/NACK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의 집합이 상기 방법 1과 같이 전력제어명령을 전

송하는 무선 링크 셋(radio link set)과 독립적으로 설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스케줄링 신호 및 ACK/NACK 신호 전

송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Iub 및 RRC 시그널링 메시지를 정의한다. 따라서, Node B는 새롭게 정의된 동

일한 스케줄링 혹은 ACK/NACK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의 집합을 Iub 시그널링을 통하여 RNC에 알려 주고 RNC는 상기

셀 집합에 대한 정보를 RRC 시그널링을 통하여 UE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액티브 셋(active set)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줄링 신호나 ACK/NACK 신호를 전송하지 않도록 결정된 셀들 역시 상기 시그널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UE에게 통보된다.

3. 방법3: 상기 방법1과 방법2의 적용 여부를 알려 주기 위하여 사용

방법3은 상기의 방법1과 방법2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를 UE에게 알려주는 RRC 시그널링을 추가적으로 정의하여 UE가

적절하게 스케줄링 신호 및 ACK/NACK 신호의 소프트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기의 실시 예를 통하여 상기의 방법들이 적용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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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Node B의 스케줄링 신호 송신부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Node B는 그에 속하는 각 셀의

RoT 레벨 및 UE의 EUDCH 데이터 버퍼 상태, 송신 전력 마진 등을 고려하여 상기 UE의 EUDCH 전송에 대한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Node B는 상기 UE에게 스케줄링 신호로서 상향(up)/유지(keep)/하향(down)을 나타내는 비교적 단순한 데이

터 레이트 제어 신호를 사용하거나, 혹은 전송 데이터 레이트와 전송 시간 등을 나타내는 좀더 복잡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

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Node B에서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셀의 집합이 두 개(502, 504) 존재한다

고 가정하고 있다. 셀 집합 1, 2의 스케쥴링 신호 생성기 502와 504는 각각 셀 집합 1과 2에 속하는 셀들이 전송할 스케줄

링 신호를 생성한다. UE의 액티브 셋(active set)에 Cell11, Cell12, Cell21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 상기 셀들의 송신기

(506, 508, 510)에 의해서 상기 UE로 상기 생성된 스케줄링 신호가 전송된다. 이 경우 셀 집합 1과 셀 집합 2에서 전송되

는 스케줄링 신호들은 서로 독립적이며, 셀 집합 1의 경우 UE는 Cell11 송신기(506)과 Cell12 송신기(508)로부터 수신한

스케쥴링 신호들의 소프트 결합을 수행함으로써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Node B가 상기 액티브 셋(active set) 내의 모든 셀들에서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도록 하는 대신에 특정 셀들

에서만 스케줄링 신호를 보내고, UE에서는 상기 셀들에서 전송한 스케줄링 신호만 수신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한다.

이때,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할 셀들의 결정은 각 셀의 RoT 레벨을 고려하여 Node B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5에서 Cell12의 RoT 레벨이 매우 높다면 상기 셀12에서의 상향링크 간섭 증대를 줄이기 위하여, 상기 셀12가 속한 셀

집합 1의 송신기들(506, 508)에서는 상기 Cell12의 RoT 레벨을 고려한 스케줄링 신호를 UE에게 전송하고, 셀 집합 2의

송신기(510)에서는 스케줄링 신호를 전혀 송신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의 동작은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셀 집합

2의 Cell21 입장에서 하향링크 간섭 감소 및 소모 전력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5에서 상기의 동작은 스케쥴링 신

호 전송 제어기 500에 의하여 제어되며 스케쥴링 신호 전송 제어기 500는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의 집합

정보를 RNC에게 Iub 시그널링을 통하여 알려 준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스케줄링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UE 수신기의 구조를 도시하며, 도 7은 UE 수신기의 동작 절차를

도시한다.

상기 도 6과 도 7을 참조하면, Cell11, Cell12, Cell21, Cell31 등 네 개의 셀이 UE의 액티브 셋(active set)에 포함되어 있

으며 Cell11과 Cell12는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고 Cell21과 Cell31, Cell11는 서로 독립적인 스케줄링 신호를 전

송한다. 여기서 셀 xy는 셀 집합 x에 속하는 y번째 셀을 의미한다.

상기 도 7의 단계 701에서 UE는 상기 셀들로부터의 스케줄링 신호를 복조하기 전에 RRC 시그널링을 통하여, 동일한 스케

줄링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의 집합이 전력제어명령을 전송하는 셀들의 집합인 TPC 무선 링크 셋(radio link set)과 동일한

지의 여부를 RNC로부터 통보받는다 즉, Cell11과 Cell12가 하나의 TPC 무선 링크 셋(radio link set)을 이루고 Cell21과

Cell31이 각각 독립적인 TPC 무선 링크 셋(radio link set)들을 형성하고 있다면, UE는 상기 TPC 무선 링크 셋들에 대한

TPC 무선 링크 셋 정보를 RRC 시그널링을 통하여 통보받게 된다.

단계 702에서 상기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의 집합이 상기 TPC 무선 링크 셋(radio link set)과는 다른 집

합을 형성하고 있다면 경로 712를 통해, 단계 703으로 진행한다. 단계 703에서 UE는 RNC로부터 RRC 시그널링을 통하

여,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의 집합 및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셀들에 대한 스케줄링 셀 집합 정보

를 수신한다. 반면 상기 단계 702에서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이 상기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한 집합을

형성한다면, UE는 단계 702를 거치지 않고 단계 704로 바로 진행한다.

여기서 UE는 TPC 무선 링크 셋이 스케줄링 셀 집합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별도의 정보를 RNC로부터 수신하거

나, 혹은 단지 스케줄링 셀 집합 정보가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TPC 무선 링크 셋이 상기 스케줄링 셀 집

합과 동일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UE는 단계 701과 단계 702를 구분하지 않고, 스케줄링 셀 집합 정보가 수신되지 않

는 경우, 상기 스케줄링 셀 집합이 TPC 무선 링크 셋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후, 단계 704에서 UE의 스케줄링 신호 수신 제어기(610)는 상기 RNC로부터 받은 TPC 무선 링크 셋 정보 혹은 셀 집

합 정보를 이용하여 각 스케줄링 신호 복조기(600, 602, 612, 616) 및 메시지 복호기(606, 614, 618)를 제어하는 신호를

생성한다. Cell11과 Cell12의 경우에는 동일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므로 각각 스케쥴링 신호 복조기(600, 602)에서는 셀

11과 셀12로부터의 스케줄링 신호를 복조하여 소프트 결합기(604)로 입력한다. 단계 705에서 상기 소프트 결합기(604)

에서 결합된 복조심벌은 메시지 복호기(606)에 입력되어 메시지 복호기(606)는 상기 결합된 복조심벌을 복호하여 Cel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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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ell12로부터의 스케줄링 정보를 출력한다. Cell21과 Cell31로부터 수신한 스케줄링 신호들의 경우에는 동일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는 다른 셀이 없으므로, 상기 셀21과 셀31로부터 수신된 스케쥴링 신호들이 스케쥴링 신호 복조기(612,

616)에서 각각 복조된 후, 해당 메시지 복호기 (614, 618)에서는 개별적인 스케줄링 정보로서 복호된다.

만약 상기의 셀 집합 정보에서 Cell21은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UE는 비록 Cell21이 active

set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상기 셀21로부터의 스케줄링 신호를 수신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 도 6에서 스케줄링 신호

수신 제어기(610)의 제어에 의하여 Cell21에 대한 스케쥴링 신호 복조기(612)와 메시지 복호기(614)는 디스에이블된다.

단계 706에서 EUDCH 데이터 레이트 결정기(608)에서는 상기 각 셀 혹은 각 셀 집합으로부터 수신한 스케줄링 정보를 바

탕으로, 다음 전송할 EUDCH 데이터 패킷의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하게 된다.

상기 실시 예의 스케줄링 신호의 송수신기 구조 및 동작 절차는 ACK/NACK 신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

며 동일한 ACK/NACK 신호를 전송하는 셀의 집합과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는 셀의 집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

다.

다음으로 상기 실시 예에 기술한 스케줄링 신호의 송수신 동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그널링을 설명한다.

1. 상기 기술한 방법 1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되는 시그널링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상기 기술한 방법 2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시그널링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1) 스케줄링 셀 그룹 식별자(Scheduling Cell Group ID): 동일한 스케줄링 신호를 전송하여 UE에서 소프트 결합이 가능

한 셀들의 집합을 구별하는 식별자.

2) 인지/부정적인지 신호 셀 그룹 식별자(ACK/NACK Cell Group ID): 동일한 ACK/NACK 신호를 전송하여 UE에서 소프

트 결합이 가능한 셀들의 집합을 구별하는 식별자.

3) 제외 셀 지시자(Exclusion Cell Indicator): UE의 active set에 포함되어 있으나, 스케줄링 정보 또는 ACK/NACK 정보

가 전송되지 않는 셀을 나타내는 지시자. Exclusion Cell Indicator 가 on된 경우, 해당 셀을 통해서는 스케줄링 정보 또는

ACK/NACK 정보가 전송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Exclusion Cell Indicator는 스케줄링 정보와 ACK/NACK 정보 각각에 대

해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다.

상기 정의한 시그널링 파라미터는 기존의 NBAP(Node B Application Part protocol), RNSAP(Radio Network

Subsystem Application Part protocol) 메시지의 Radio Link Set ID 파라미터가 포함되는 메시지와 전송전력제어 조합

인덱스(TPC combination index) 파라미터가 포함되는 메시지에 포함된다. 여기서 NBAP은 Node B와 RNC 간의 프로토

콜을 나타내며, RNSAP는 RNS들 간의 프로토콜을 나타낸다.

3. 상기 기술한 방법 3을 사용하는 경우 방법 2와 동일하게 시그널링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이 때 방법 2와의 차이점은, 상

기 정의된 시그널링 파라미터들의 경우에 따른 포함여부가 결정된다. 즉, 스케줄링 정보 또는 ACK/NACK 정보 전송을 위

한 Cell Group과 기존의 Radio Link Set이 동일한 경우는 상기 시그널링 파라미터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스케줄링 정보

또는 ACK/NACK 정보의 전송을 위한 Cell Group과 기존의 Radio Link Set이 상이한 경우 상기 시그널링 파라미터들

(Scheduling Cell Group ID, ACK/NACK Cell Group ID, Exclusion Cell Indicator)을 시그널링 메시지 내에 포함시킨다.

UE는 RRC 시그널링 메시지에 Scheduling Cell Group ID(혹은 ACK/NACK Cell Group ID) 파라미터가 포함되는 경우,

동일한 Scheduling Cell Group ID(혹은 ACK/NACK Cell Group ID)를 가지는 셀들로부터 수신한 스케줄링 신호(혹은

ACK/NACK신호)의 소프트 결합을 수행한다. 한편, UE는 RRC 시그널링 메시지에 Scheduling Cell Group ID(혹은 ACK/

NACK Cell Group ID) 파라미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Radio Link Set에 속하는 셀들로부터 수신한 스케줄링 신

호(혹은 ACK/NACK 신호)의 소프트 결합을 수행한다.

4. 상기 기술한 방법 3을 사용하는 경우 또 다른 실시 예로 다음과 같은 시그널링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다.

1) 셀 그룹 지정 지시자_(Explicit Cell Group Indicator): 스케줄링 정보 또는 ACK/NACK 정보의 전송을 위한 Cell

Group과 TPC 전송을 위한 기존의 Radio Link Set이 동일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자. Explicit Cell Group Indicator 가

on 된 경우, 스케줄링 정보 또는 ACK/NACK 정보 전송을 위한 Cell Group TPC Radio Link Set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명

확하게 Scheduling Cell Group과 ACK/NACK Cell Group을 시그널링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존의 TPC Radio Link

Set 과 더불어 상기 기술한 방법 2를 위해 정의한 시그널링 파라미터가 함께 시그널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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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상기 Explicit Cell Group Indicator 가 off 된 경우, Scheduling 또는 ACK/NACK 전송을 위한 Cell Group과

TPC Radio Link Set이 동일하므로 간접적으로 Scheduling Cell Group과 ACK/NACK Cell Group을 시그널링함을 의미

한다. 이 경우, TPC Radio Link Set만이 시그널링 된다. Explicit Cell group indicator는 스케줄링 정보와 ACK/NACK 정

보 각각에 대해 따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다.

도 8과 9에 상기 스케쥴링 신호 혹은 ACK/NACK 신호에 관련된 셀 집합 정보를 시그널링하기 위한 시그널링 파라미터들

의 구현 실시 예를 기술한다. 즉, 도 8은 상기 방법 3의 첫 번째 실시예를 따르는 경우 Node B가 RNC로 전송하는 시그널

링 메시지 구조의 일 예로서, 무선 링크 셋업/추가 응답 메시지를 도시한다. 이때, 서빙 무선망 제어기 이외에 드리프팅 무

선망 제어기가 존재하는 경우 드리프팅 무선망 제어기 (Drifting RNC, 이하 'DRNC'라 칭한다)로부터 서빙 무선망 제어기

(Serving RNC, 이하 'SRNC'라 칭한다)로 전송하는 Iur 시그널링 메시지는, Node B가 RNC로 전송하는 시그널링 메시지

와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도 8은 Node B에서 RNC로 전송되는 무선 링크 셋업/추가 응답 메시지의 구조를 도시한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메시지는 무선 링크 정보 응답에 필요한 정보요소(Radio Link Information Response IE

(Information Element))를 포함한다. 상기 Radio Link Information Response IE는 RNC로부터 무선 링크 의 셋업

(setup) 또는 추가(addition)를 요구 받은 Node B가 응답 (Response) 메시지에 포함시키는 파라미터이다.

이때, 상기 Node 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스케줄링 셀 그룹 식별자(Scheduling Cell Group ID)와, 인지/부정적 셀

그룹 식별자(ACK/NACK Cell Group ID)와, 제외 셀 지시자(Exclusion Cell Indicator)를, 각 무선 링크별로 상기 무선 링

크 정보 응답 IE(Radio Link Information Response IE)에 선택적으로 포함한다.

즉, Node B는 상기 스케줄링 또는 ACK/NACK 전송을 위한 셀 그룹과 TPC 무선 링크 셋(Radio Link Set)이 상이한 경우

에, 상기 스케줄링 셀 그룹 식별자(Scheduling Cell Group ID)와, 인지/부정적 셀 그룹 식별자(ACK/NACK Cell Group

ID)를 상기 무선 링크 정보 응답 IE에 삽입한다.

반면에, 상기 스케줄링 또는 ACK/NACK 전송을 위한 셀 그룹과 기존의 무선 링크 셋(Radio Link Set)이 동일한 경우, 상

기 스케쥴링 셀 그룹 식별자와 인지/부정적 셀 그룹 식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Node B는 해당 셀을 통해서 스케줄

링 정보 또는 ACK/NACK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상기 무선 링크 정보 응답 IE에 제외 셀 지시자(Exclusion Cell

Indicator)를 포함시키고, 반면에 해당 셀을 통해서 스케줄링 정보 또는 ACK/NACK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상기 제외

셀 지시자(Exclusion Cell Indicator)를 상기 무선 링크 정보 응답 IE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RNC가 UE로 전송하는 시그널링 메시지 구조의 일 예를 도시한다. 즉, 본 발명의 실시 예로 RNC에

서 UE로 전송하는 액티브 셋 갱신 요구 메시지의 구조를 도시한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무선 링크 추가 정보 IE(Radio Link Addition Information Element)는 RNC가 UE에게 액티

브 셋(Active Set)내에 무선 링크의 추가/삭제를 요구하는 RRC 메시지에 포함되는 파라미터이다. RNC는 UE 별로 상기

무선 링크 추가 정보 IE에 셀 그룹 지정 지시자(Explicit Cell Group Indicator)를 추가하고, 상기 셀 그룹 지정 지시자

(Explicit Cell Group Indicator)가 온(on)으로 설정되는 경우에만 상기 무선 링크 별로 스케줄링 그룹 인덱스(Scheduling

Cell Group Index)와 ACK/NACK 셀 그룹 인덱스(ACK/NACK Cell Group Index)를 상기 무선 링크 추가 정보 IE에 추가

한다.

UE는 상기 셀 그룹 지정 지시자를 확인함으로써 동일한 무선 링크 셋에 포함된 스케줄링 정보 또는 ACK/NACK 정보를

소프트 결합할지, 아니면, 동일한 셀 그룹(Scheduling Cell Group에 포함된 스케줄링 정보(또는 ACK/NACK Cell Group)

를 소프트 결합할지 판단할 수 있다. RNC는 스케줄링 정보 또는 ACK/NACK 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무선 링크에는 제외

셀 지시자(Exclusion Cell Indicator)를 설정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셀 그룹 지정 지시자가 온(on)으로 설정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상기 제외 셀 지시자를 추가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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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이 소프트 혹은 소프터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동일한 스케줄링 혹

은 ACK/NACK 신호의 전송 여부를 알려주어 상기 사용자 단말이 적절하게 스케줄링 신호 및 ACK/NACK신호를 소프트

결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상기 전송 여부에 따라 별도의 시그널링을 사용하지 않고 스케줄링 및

ACK/NACK 신호를 전송하는 셀들을 알려주어 한정된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장점을 가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들과 기지국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자 단말과 기지국간에 송수신되는 정보들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상향링크 패킷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단말이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한 상황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상량링크 패킷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단말기가 소프터 및 소프트 핸드 오버 영역에 동시에 위치한 상황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Node B의 송신 장치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사용자 단말기의 수신 장치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에에 따라 사용자 단말이 상향링크 패킷 서비스에 따른 데이터 스케줄링 신호 수신하는 절치를 도

시한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Iub 시그널링 메시지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소프트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RRC 시그널링 메시지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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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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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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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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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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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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