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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40 항

(54)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 할당 요청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아이피 망을 기반으로 하여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자원을 스케줄링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단말이 데이터 레이트 감소를 기지국에게 통보하는 방법 외에 본 발명에서는 데이터 레이

트를 늘리는 경우 단말이 대역폭 요청 헤더 혹은 CQICH 채널 상에 코드워드를 송신하여 자원 할당 요청을 수행하도록 한

다. 그리고 종래에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에서 기지국이 단말의 상태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하는

것과 달리, 본 발명에서는 단말이 온 구간(Talk-spurt period)에서 오프 구간(Silence period)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지국

은 상기 단말에게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대역폭 할당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이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데이터 레이트를 변경해야 하는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데이터 레이트를 변경해야하면, 기지국으로 데이터 레이트 변경을 위한 상항링크 대역폭 할당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에 상응하여 기지국으로부터 변경된 대역폭을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

의 할당을 요청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상태의 단말에 대해서는 대역폭 할당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은 미리 결정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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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은 사전에 설정된 대역폭 요청 코드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확장 실시간 폴링(Extended rtPS)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

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된 대역폭 수신은 상기 단말이 상기 기지국과 초기 서비스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한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

할 수 있는 변경된 대역폭을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된 대역폭 수신은 단말이 요청한 변경된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방법.

청구항 8.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로부터 데이터 레이트 변경을 위한 대역폭 할당을 요청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레이트 증가를 위한 대역폭 할당 요청에 상응하여 대역폭 할당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

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초기 상태이면, 대역폭 할당을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은 미리 결정된 미리 결정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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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은 미리 결정된 대역폭 요청 코드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확장 실시간 폴링(Extended rtPS)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할당은 상기 기지국이 상기 단말와 초기 서비스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한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

는 대역폭을 할당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할당은 단말이 요청한 변경된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

청구항 15.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장치에 있어서,

현재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해야 하는지 검사하고, 상기 검사결과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해야하면, 기지국으로 데이터 레이

트 증가를 위한 상항링크 대역폭 할당을 요청한 후, 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에 상응하여 기지국으로부터 증가된 대역폭을

할당받는 단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초기 상태에서 대역폭 할당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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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은 미리 결정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은 미리 결정된 대역폭 요청 코드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장

치.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확장 실시간 폴링(Extended rtPS)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

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과 초기 서비스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한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받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단말이 요청한 증가된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장치.

청구항 22.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장치에 있어서,

단말로부터 데이터 레이트 증가를 위한 대역폭 할당을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레이트 증가를 위한 대역폭 할당 요

청에 상응하여 대역폭 할당을 수행하는 기지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초기 상태이면, 대역폭 할당을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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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은 사전에 설정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

을 할당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은 사전에 설정된 대역폭 요청 코드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확장 실시간 폴링(Extended rtPS)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단말과 초기 서비스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한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단말이 요청한 증가된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장치.

청구항 29.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이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을 요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이 상항링크 대역폭 할당이 필요함을 결정하면,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송신하여 대역폭 할당 증가

를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CQICH 코드워드를 수신한 기지국으로부터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자원할당을 요청하는 방법.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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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할당 증가를 요청하기 위해 대역폭 요청 코드를 송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자원할

당을 요청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은 초기 서비스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

크 자원할당을 요청하는 방법.

청구항 32.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로부터 대역폭 할당 증가를 위한 미리 결정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미리 결정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에 상응하게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자원할당을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할당 증가를 요청하기 위해 대역폭 요청 코드를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자원할

당을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은 초기 서비스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

크 자원할당을 하는 방법.

청구항 35.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을 요청하는 장치에 있어서,

단말이 상항링크 대역폭 할당을 해야함을 감지하면, 미리 결정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통해 대역폭 할

당을 요청하고, 상기 CQICH 코드워드를 수신한 기지국으로부터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수신하는

단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자원할당을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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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은 대역폭 할당 증가를 요청하기 위해 대역폭 요청 코드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자원할당을 하

는 방법.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은 초기 서비스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자원할당을 하는 방법.

청구항 38.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 장치에 있어서,

단말로부터 대역폭 할당 증가를 위한 미리 결정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수신하고, 상기 CQICH 코드

워드에 상응하게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하는 기지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자

원할당 장치.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대역폭 할당 증가를 위한 대역폭 요청 코드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자원할당 장치.

청구항 40.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은 초기 서비스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

크 자원할당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상향링크 스케줄링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아이피 망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 서비스

를 제공하는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ertPS; extended real time Polling Service, 이하 ‘ertPS’라 칭하기로 한다) 서비

스에서의 상향링크 자원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스케줄링

방안을 필요로 한다. 상기한 스케줄링 방안으로이상적인 것이 불필요하게 할당된 자원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필요한 서비

스를 위해 재 할당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선 자원을 이용하여 전송되는 정보의 양을 줄임으로써, 잉여 자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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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아이피 망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 서비스(이하 VoIP 서비스라 칭함)를 위한 상향링크 스케줄링 방법은 다양하게 제안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발적 그랜트 서비스(UGS; Unsolicited Grant Service, 이하 ‘UGS’라 칭하기로 한다)와 실시

간 폴링 서비스(rtPS; Real-Time Polling Service, 이하 ‘rtPS’라 칭하기로 한다), ertPS이다.

상기 UGS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고정된 크기의 상향링크 자원이 할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고정된 크

기의 상향링크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이 송신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기지국(BS: Base Station)으로 송신하게 된다. 한편 상

기 rtPS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기적인 상향링크 자원 할당 요청에 응답하여 필요한 자원이 할당된다. 따라서 사용

자는 자신이 송신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적절한 자원을 할당 받아 데이터를 송신하게 된다.

도 1은 종래 UGS 서비스에 따른 상향링크 자원에 대한 스케줄링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시간 축에서 단말(MS: Mobile station)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즉 단말이

송신할 데이터 패킷이 존재하는 온 구간(Talk-spurt period)과 단말이 송신할 데이터 패킷이 존재하지 않는 오프 구간

(Silence period)으로 구분한다. 이때 상기 온 구간(Talk-spurt period)과 상기 오프 구간(Silence period)에는 동일한 자

원이 단말에게 할당된다. 상기 도 1에서는 최대 데이터 레이트인 Rate 1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고정적으로 할당된 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말은 항상 자신에게 할당된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단말은 송신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오프 구간(Silence period, 110, 118)에서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원(일 예로써 Rate 1/

8)만이 사용된다.

그리고 온 구간(Talk-spurt period)에서도 할당된 자원의 일부만이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단말은 온 구간(Talk-

spurt period)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데이터 패킷들을 송신한다. 예컨대 112 구간에서

단말은 최대 데이터 레이트(Rate 1)에 의해 데이터 패킷들을 송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말에 할당된 모든 자원이 사용된

다. 114 구간에서는 송신할 데이터 패킷의 감소로 단말은 Rate 1/2에 의해 데이터 패킷들을 송신한다. 이때에는 단말에게

할당된 자원의 1/2만이 사용된다. 116 구간에서는 송신할 데이터 패킷이 추가로 감소됨에 따라 단말은 Rate 1/4에 의해

데이터 패킷들을 송신한다. 이때에는 할당된 자원의 1/4만이 사용된다. 그 후 송신할 데이터 패킷가 존재하지 않는 118 구

간(Silence period)에서, 단말은 최소 자원만을 사용하게 된다. 상기 최소 자원은 최소 데이터 레이트인 Rate 1/8을 지원

하기 위한 자원에 해당한다.

전술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114, 116, 118)에서는 고정적으로 할당된 자원의

일부가 잉여 자원으로써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잉여 자원이 발생하는 경우 상향링크 스케줄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프 구간(Silence period) 뿐만 아니라 온 구간(Talk-spurt period)에서도 상향링크의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도 2는 종래 rtPS 서비스에 따른 상향링크 자원에 대한 스케줄링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시간 축에서 단말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즉 단말이 송신할 데이터 패킷이

존재하는 온 구간(Talk-spurt period)과 단말이 송신할 데이터 패킷이 존재하지 않는 오프 구간(Silence period)으로 구

분한다.

상기 rtPS 서비스에서 단말은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 받기 위해 기지국(BS: Base Station)으로 자원 할당을 요청(212 내지

236)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의해 할당이 요청되는 자원은 자신이 송신할 데이터 패킷의 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상기 기

지국은 상기 단말로부터 요청된 상향링크 자원을 상기 단말에게 할당한다.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할당된 자원

을 이용하여 데이터 패킷을 송신한다(210, 220, 230).

한편 단말에 의해 데이터 패킷들이 송신되는 구간, 즉 온 구간(Talk-spurt period)은 사용되는 데이터 레이트에 의해 세

개의 구간들(210, 220, 230)로 구분된다. 상기 세 개의 구간들 중 첫 번째 구간(210)은 Rate 1에 의해 데이터 패킷을 송신

하는 구간이며, 두 번째 구간(220)은 Rate 1/2에 의해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는 구간이다. 세 번째 구간(230)은 Rate 1/4

에 의해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는 구간이다. 따라서 상기 단말이 상기 구간 별로 요청하는 자원이 서로 다르다. 상기 210 구

간에서 상기 220 구간으로의 변경 및 상기 220 구간에서 상기 230 구간으로의 변경은 데이터 레이트의 감소에 따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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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말은 오프 구간(Silence period)에서 송신할 데이터 패킷이 발생하면, 기지국으로 자원

할당을 요청한다(212단계). 이에 대응하여 상기 기지국은 최대 데이터 레이트(일 예로써 Rate 1)를 지원하기 위한 최대 자

원을 할당한다.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에 의해 할당된 자원을 이용하여 Rate 1로써 데이터 패킷을 송신한다. 이와 같이

Rate 1로써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는 동작은 210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상기 210 구간에서 송신할 데이터 패킷 양의 감소로 인해 데이터 레이트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면, 상기 단말은 감소된 데

이터 레이트(Rate 1/2)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의 할당을 요청한다(222단계). 그 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할당된 자원에 의

해 단말은 데이터 패킷을 송신한다. 이와 같이 Rate 1/2로써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는 동작은 220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수

행된다.

상기 220 구간에서 데이터 레이트 감소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면, 상기 단말은 추가적으로 감소된 데이터 레이트(Rate 1/4)

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의 할당을 요청한다(232단계). 그 후 상기 단말은 Rate 1/4에 의해 데이터 패킷을 송신한다. 상기

Rate 1/4에 의해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기 위한 단말의 동작은 230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상기 단말은 모든 데이터 패킷들의 송신이 완료되면, 최소 자원(일 예로 Rate 1/8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사용하는 오프

구간(Silence period, 240 구간)에서의 동작을 수행한다.

전술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rtP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말에 의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폴링 과정(상향링크

자원 요청 과정, 212 내지 218, 222 내지 226, 232 내지 236)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자원에 의한 데이터

패킷의 송신이 요구되는 상황(210, 220, 230)에서도 주기적인 폴링 과정(214 내지 218, 224 내지 226, 234 내지 236)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폴링 과정의 수행으로 인해 상향링크의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UGS 서비스 및 rtPS 서비스는 단말의 실시간 상태에 관계 없이 각각의 스케줄링 종류에 따라 주기적으

로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하므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단말의 상태를 적절히 반영한 효율적인 상향링크 스케줄링이라 할

수 없다.

상기 UGS 서비스 및 rtPS 서비스와 달리, ertPS 서비스는 단말의 자원 할당 요청에 의해 자원이 할당되고, 상기 단말에 의

해 사용되는 자원이 변경되기 전까지 폴링 과정 없이 상기 할당된 자원에 의해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도록 한다. 상기

ertPS 서비스에서 단말은 별도의 폴링 과정이 없더라도 기지국이 계속하여 동일한 자원을 할당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은 데이터 레이트의 감소가 요구되면, 상기 감소된 데이터 레이트에 의해 데이터 패킷을 송신한다. 이때

상기 단말은 데이터 레이트의 감소로 인해 사용하는 자원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정보를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이로써 상

기 기지국은 상기 단말에서 발생하는 잉여 자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단말은 데이터 레이트가 변경되었음을 상기 기지국으로 알리기 위해 그랜트 관리 서브헤더 (Grant Management

subheader)의 Extended PBR(Extended Piggy Back Request) 필드를 사용한다. 상기 그랜트 관리 서브헤더 포맷(Grant

Management subheader format)은 하기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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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기 <표 1>에서 Extended PBR 필드의 상위 1비트는 데이터 레이트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지시자로 사용된다. 상기

Extended PBR 필드의 상위 1비트가 1로 설정되면 데이터 레이트가 변경됨을 나타낸다. 상기 Extended PBR 필드의 하

위 10비트는 변경된 데이터 레이트를 나타낸다. 상기 Extended PBR 필드의 상위 1비트가 0으로 설정되면 데이터 레이트

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혹은 상기 단말은 대역폭 요청 및 상향링크 송신 파워 보고 헤더(Bandwidth request and Uplink transmit power report

header)에 존재하는 BR(Bandwidth Request) 필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데이터 레이트에 필요한 대역폭 할당을 요구할 수

도 있다. 상기 대역폭 요청 및 상향링크 송신 파워 보고 헤더 포맷은 하기 표 2와 같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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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2>에서 BR 필드의 상위 1비트는 데이터 레이트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지시자로 사용된다. 상기 BR 필드의 상

위 1비트가 1로 설정되면 원하는 데이터 레이트 정보가 송신됨을 나타낸다. 상기 BR 필드의 하위 10비트는 변경된 데이터

레이트를 나타낸다. 상기 BR 필드의 상위 1비트가 0으로 설정되면 일반적으로 자원 할당을 위해 송신하는 대역폭 요청 헤

더임을 나타낸다.

도 3은 종래 ertPS 서비스에 따른 상향링크 스케줄링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시간 축에서 단말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즉 단말로부터 전송될 데이터 패킷

이 존재하는 온 구간(Talk-spurt period)과 단말로부터 전송될 데이터 패킷이 존재하지 않는 오프 구간(Silence period)

으로 구분한다.

상기 단말은 오프 구간(Silence period)에서 온 구간(Talk-spurt period)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지국으로 자원 할당을

요청한다(310). 상기 단말은 대역폭 요청 헤더를 사용하여 자원 할당을 요청한다. 상기 대역폭 요청 헤더의 일예로서 상기

<표 2>의 대역폭 요청 및 상향링크 송신 파워 보고 헤더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대역폭 요청 헤더를 통해서는 별도의 폴링

과정이 없더라도 계속하여 동일한 자원을 할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대역폭 요청 정보가 송신된다.

상기 기지국은 대역폭 요청 헤더를 수신하면, 상기 단말이 최대 데이터 레이트에 의해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 필요한 자

원을 온 구간 동안 주기적으로 할당한다. 상기 단말은 할당되는 자원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한다(312). 이때 상기 데이

터는 최대 데이터 레이트에 의해 송신된다.

상기 단말은 최대 데이터 레이트에 의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레이트의 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온 구간에서 변경된 데이터 레이트에 의해 데이터를 송신한다. 상기 변경되는 데이터 레이트는 이전에 사용한 데이터 레이

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이터 레이트에 해당한다. 상기 도 3에서는 Rate 1에서 Rate 1/2로 변경되는 예를 도시하고

있다. 한편 상기 단말은 데이터 레이트가 변경되었음을 상기 기지국으로 알리기 위한 정보를 그랜트 관리 서브헤더를 사용

하여 송신한다. 그 후 상기 단말은 상기 변경된 데이터 레이트에 의해 주기적인 데이터 송신을 수행한다(314).

상기 기지국은 단말로부터 데이터 레이트 변경을 알리는 그랜트 관리 서브헤더를 수신하면, Rate 1/2을 지원하기 위해 필

요한 최소의 자원을 할당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은 상기 자원 할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 자원을 다른 용도로써 할당한

다.

상기 단말은 Rate 1/2에 의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레이트의 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송신 주기

에서 상기 변경된 데이터 레이트인 Rate 1/4에 의해 데이터를 송신한다. 한편 상기 단말은 데이터 레이트가 변경되었음을

상기 기지국으로 알리기 위한 정보를 상기 그랜트 관리 서브헤더를 사용하여 송신한다. 그 후 상기 단말은 상기 변경된 데

이터 레이트인 Rate 1/4에 의해 온 구간 동안 주기적인 데이터 송신을 수행한다(316).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단말로부터 상

기 그랜트 관리 서브헤더를 수신하면, 상기 Rate 1/4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자원을 할당한다.

상기 단말은 Rate 1/4에 의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레이트의 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송신 주기

에서 사용할 데이터 레이트를 Rate 1/8로 변경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은 데이터 레이트가 변경되었음을 상기 기지국으로

알리기 위한 상기 그랜트 관리 서브헤더를 송신한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그랜트 관리 서브헤더를 수신하

면, 상기 Rate 1/8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자원을 할당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Rate 1/8 이후의 데이터는 송신되지 않아도 통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데이터

레이트를 Rate 1/8로 설정한 경우에 상기 단말은 통상적인 오프 구간(Silence period)에서의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이 데이터 레이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단말은 잉여 자원에 그랜트 관리 서브 헤더를 사용하여 상기 변경된 데이

터 레이트 정보를 기지국에게 송신하고, 상기 기지국은 감소한 데이터 레이트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게 된다.

그런데 온 구간(Talk-spurt period)에 있는 상기 단말이 데이터 레이트를 줄였다가 상기 데이터 레이트를 다시 증가시키

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단말이 증가된 데이터 레이트로 상향링크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

는 그만큼 상향링크 자원의 증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감소한 데이터 레이트를 다시 증가시키고자 하는 단말의 의도를

기지국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 온 구간(Talk-spurt period)의 단말이 감소한 데이터

레이트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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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래에는 기지국이 오프 구간(Silence period)에 있는 단말에게도 최소 데이터 레이트에 해당하는 일정 자원을 주기

적으로 할당하였고, 상기 오프 구간(Silence period)에서 온 구간(Talk-spurt period)으로 전환하는 단말은 상기 할당된

최소 데이터 레이트에 해당하는 자원을 이용하여 상기 대역폭 요청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지국은 오프 구간에 있

는 단말에게 6바이트 크기의 대역폭 요청 헤더를 송신할 수 있을 만큼의 상향링크 자원 혹은 상기 표 1과 같이 피기백 형태

의 대역폭 요청 서브헤더를 송신할 수 있도록 즉, 6바이트 크기의 Generic MAC header와 상기 2바이트 크기의 그랜트 관

리 서브 헤더 송신을 위한 8바이트 크기의 상향링크 자원을 주기적으로 계속 할당하였다. 그런데 상기의 최소 자원은 오프

구간에 있는 단말이 온 구간으로 전환할 때 대역폭 요청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상기 오프 구간에 있는 단말이

어느 시점에서 온 구간으로 전환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상향링크 자원을 계속 할당하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ertPS 서비스를 수행하는 단말(MS: Mobile Station)이 데이터 레이트를 증

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기지국(BS: Base Station)으로 자원 할당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ertPS 서비스에서 송신할 데이터가 없어서 오프 구간에 들어간 단말에게 기지국이 불필요한 상향 링

크 자원을 할당하지 않음으로써 상향링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한다.

상기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이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데이터 레이트를 변경해야 하는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데이터 레이트를 변경해야하면, 기지국으로 데이

터 레이트 변경을 위한 상항링크 대역폭 할당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에 상응하여 기지국으로부터 변경

된 대역폭을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로부터

데이터 레이트 변경을 위한 대역폭 할당을 요청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레이트 증가를 위한 대역폭 할당 요청에

상응하여 대역폭 할당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장치에 있어서, 현재 데이터 레

이트를 증가해야 하는지 검사하고, 상기 검사결과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해야하면, 기지국으로 데이터 레이트 증가를 위한

상항링크 대역폭 할당을 요청한 후, 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에 상응하여 기지국으로부터 증가된 대역폭을 할당받는 단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장치에 있어서, 단말로부터 데이터 레

이트 증가를 위한 대역폭 할당을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레이트 증가를 위한 대역폭 할당 요청에 상응하여 대역폭

할당을 수행하는 기지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이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을 요청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이 상항링크 대역폭 할당이 필요함을 결정하면,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송신하

여 대역폭 할당 증가를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CQICH 코드워드를 수신한 기지국으로부터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을 하

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로부터 대역폭 할당 증가를 위한 미리 결정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CQICH 코드워드에 상응하게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을 하

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로부터 대역폭 할당 증가를 위한 미리 결정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CQICH 코드워드에 상응하게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할당 장치에 있어

서, 단말로부터 대역폭 할당 증가를 위한 미리 결정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코드워드를 수신하고, 상기 CQICH 코

드워드에 상응하게 최대 트래픽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하는 기지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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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

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

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ertPS: 이하 ‘ertPS’라 칭하기로 한다) 서비스에 의해 상향링크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단말(MS: Mobile Staiton)에서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때 상기 단말은 최대 데이터 레이트보다

낮은 데이터 레이트에 의해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고 있는 것을 가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 단말이 데이터 레이트의 증

가를 요청하는 데이터 레이트 증가 정보를 기지국(BS: Base Station)으로 송신하는 방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종래에는 데이터 레이트가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지 않는 상황과 유사하게 감소하는 경우 최소 자원을 주기적으로 할

당하였다. 상기 최소 자원은 최소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어떠한 자원도 할당하지 않

고, 단말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안한다.

이하 본 발명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상향링크 스케줄링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후술 될 상세한 설

명에서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상향링크 스케줄링을 위해 단말에서 수행하는 동작과 기지국에서 수행하는 동작을 구분하

여 설명하도록 한다.

A. 단말 동작

도 4와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향링크 스케줄링을 위한 단말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특히 도 4는 현재 데

이터를 송신하고 있지 않는 단말이 수행하게 될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도 5는 현재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는 단말이

수행하게 될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단말은 410단계에서 송신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를 검사한다. 만약 송신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

으면, 상기 단말은 오프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상기 송신할 데이터가 존재하면, 상기 단말은 412단계에서 대역폭 할당

을 요구한다. 본 발명에서는 초기 상태, 즉 오프 상태의 단말에 대해서는 자원을 할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상기 오프 상태의 단말이 대역폭 할당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기 오프 상태의 단말

이 대역폭 할당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다.

상기 단말은 414단계에서 기지국으로부터 대역폭을 할당받는다. 이때 할당되는 대역폭은 단말에 의해 요청된 대역폭 또는

미리 결정된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대역폭이 할당되는 것을 가정한다. 상기 단말은 416단계에서 할당된 대역폭으로 지원 가능한 데이터 레이트

에 의한 데이터 송신을 시작한다.

상기 도 4의 제어 흐름에 의해 데이터 전송을 개시한 단말은 상기 도 5의 제어 흐름에 의해 온 상태에서의 동작을 수행한

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단말은 510단계에서 할당된 대역폭으로 지원 가능한 데이터 레이트에 의해 데이터를 송신한다. 상

기 단말은 데이터의 송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레이트의 변경이 필요한 지를 검사한다. 즉 상기 단말은 현

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레이트의 감소 또는 증가가 요구되는지를 검사한다. (512단계 및 520단계) 만약 데이터 레이트

의 감소 또는 증가가 요구되지 않으면, 상기 단말은 상기 510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할당되어 있는 대역폭으로 지원 가능한

데이터 레이트에 의한 데이터 송신을 계속하여 수행한다.

상기 단말은 데이터 레이트의 감소가 필요하면, 514단계에서 데이터 레이트의 감소를 요청한다. 상기 단말은 514단계에

서 상기 요청한 감소될 데이터 레이트가 최소 데이터 레이트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최소 데이터 레이트라면, 상기 단말은 518단계에서 오프 상태로 천이한다. 상기 단말은 오프 상태로 천이할 시 자신

에게 할당되었던 대역폭이 모두 해제되었다고 확신한다. 이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오프 상태의 단말에 대

해서는 자원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 오프 상태로 천이한 단말은 상기 도 4의 제어 흐름에 따라 동작하게 된다.

상기 최소 데이터 레이트는 데이터 레이트가 감소해서 단말이 더 이상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아도 통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이터 레이트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Rate 1/8의 경우부터가 최소 데이터 레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말

은 데이터 레이트의 감소를 요청하기 위한 그랜트 관리 서브 헤더의 확장 피기백요청(Extended PBR: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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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gyBackRequest, 이하 ‘Extended PBR’이라 칭하기로 한다) 필드의 상위 첫 비트 값을 1로 설정하고 하위 10비트를

Rate 1/8 이하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상기 하위 10비트를 0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단말은 상기

Extended PBR 필드의 상위 첫 비트를 1로 설정하고 하위 10비트를 최소 데이터 레이트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함으로

써, 기지국이 이후 프레임에서는 데이터 송신을 위한 더 이상의 대역폭을 할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상기 단말은 최소 데이터 레이트가 아니라면, 524단계에서 요청에 의해 감소된 대역폭을 할당 받게 된다. 그 후 상기 단말

은 상기 510단계로 진행하여 새로이 할당된 대역폭으로 지원 가능한 데이터 레이트에 의한 데이터 송신을 계속하여 수행

한다.

상기 단말은 데이터 레이트의 증가가 요구되면, 522단계에서 데이터 레이트의 증가를 요청한다. 하지만 데이터 레이트의

증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할당된 대역폭 외에 추가의 대역폭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데이터 레이

트의 증가를 요청하기 위한 추가의 대역폭을 할당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본 발명에서 새로이 제안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후술 될 것이다.

상기 단말은 상기 524단계에서 요청에 의해 증가된 대역폭을 할당 받게 된다. 그 후 상기 단말은 상기 510단계로 진행하여

새로이 할당된 대역폭으로 지원 가능한 데이터 레이트에 의한 데이터 송신을 계속하여 수행한다.

이하 앞에서 설명된 대역폭 할당 요구(412단계) 및 데이터 레이트 증가 요청(522)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후술 될 설명에서 대역폭 할당 요구 및 데이터 레이트 증가 요청은 일반적인 대역폭 요청 헤더(BR header: Bandwidth

Request header)를 이용하거나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CH: Channel Quality Information CHannel, 이하 ‘CQICH’라

칭하기로 한다) 상의 코드워드(codeword) 즉, CQICH 코드워드(codeword over a CQICH, 이하 ‘CQICH 코드워드’라 칭

하기로 한다) 송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상기 데이터 레이트 증가 요청은 초기 서비스 설정 시 협상한 최대 데이터 레

이트보다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첫 번째 방안으로 단말은 대역폭 요청 헤더를 송신하여 자원 할당을 요청할 수 있다. 일예로써, 단말은 <표 2>의 대역폭 요

청 및 상향링크 송신 파워 보고 헤더를 상기 대역폭 요청 헤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말은 피기백 서브 헤더 등 단

말이 대역폭 할당 요청을 위해 송신할 수 있는 헤더는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시키고자 하

는 단말은 원하는 대역폭 요구량을 포함하는 대역폭 요청 헤더를 송신한다. 상기 대역폭 요청 헤더를 수신한 기지국은 상

기 단말이 원하는 대역폭 요구량에 해당하는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예컨대 대역폭 할당 요구에 대응하여서는 미리 결

정된 최대 대역폭을 할당하며, 데이터 레이트 증가 요청에 대응하여서는 요청된 대역폭을 할당한다.

그런데 단말이 대역폭 요청 헤더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대역폭 요청 헤더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 받아

야 한다. 상기 대역폭 요청 헤더의 송신을 위한 상향링크 자원의 할당 요청은 대역폭 요청 코드(bandwidth request code)

를 송신함으로써 가능하다.

상기 단말은 대역폭 요청 코드를 대역폭 요청을 위해 할당된 상향링크 슬롯(대역폭 요청 슬롯)에서 송신할 수 있다. 상기

대역폭 요청을 위한 상향링크 슬롯은 기존에 무선망에서 레인징을 위한 용도로 할당된다. 따라서 별도의 자원 할당을 받지

않더라도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상기 대역폭 요청 코드는 255개의 코드들 중 L개를 상향링크 자원의 할당을 위한 목적으로

미리 정의되어야 한다. 일예로, 상기 L은 양의 정수이다.

상기 단말은 미리 정의된 L개의 대역폭 요청 코드들 중 하나의 대역폭 요청 코드를 임의로 선택하고, 대역폭 요청 슬롯에

서 상기 선택한 코드를 송신한다. 상기 대역폭 요청 코드를 수신한 기지국은 대역폭 요청 헤더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말은 대역폭 요청 코드를 송신하여 대역폭 요청 헤더를 송신하기 위한 상향링크 자원을 요청한다. 그

리고 상기 단말은 기지국이 할당한 상향링크 자원을 이용하여 대역폭 요청 헤더를 송신할 수 있다. 상기 대역폭 요청 헤더

의 대역폭 요구량 필드에는 상기 단말이 원하는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하는 상향링크 자원 정보가 포함된다.

두 번째 방안으로 단말은 CQICH 채널 상의 코드워드 송신을 통해 대역폭의 할당 또는 증가한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하는

자원 할당을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단말은 기지국에게 피드백 정보 송신이나 고속 기지국 스위칭(FBSS: Fast Base

Station Switching) 동작시 anchor BS 스위칭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 CQICH 채널을 이용한다. 이 경우 각각의 동작에 해

당하는 CQICH 코드워드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말은 원하는 동작에 대응하여 미리 결정된 CQICH 코드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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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ICH 채널에 송신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미리 결정된 CQICH 코드워드들 중 하나를 ertPS 서비스에서 감소한 데이터

레이트를 다시 증가시키거나 오프 상태에서 대역폭의 할당을 요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 상기 ertPS 서비스를 지원하

는 단말은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결정된 CQICH 코드워드 또는 대역폭 할당을 위해 정해진 CQICH 코

드워드를 CQICH 채널을 통해 송신한다. 이때 송신되는 CQICH 코드워드는 필요한 상향링크 자원을 기지국에게 요구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다.

상기 CQICH 코드워드를 수신한 기지국은 단말이 데이터 레이트의 증가를 요청 또는 대역폭의 할당을 요청함을 인지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에게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상향링크 자원 또는 단말이 요청한 증가된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상기 최대 데이터 레이트는 단말과 기지국이 초기 서비스 협상 절차를 통해 결

정한 최대 데이터 레이트이다.

B. 기지국 동작

다음으로 본 발명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상향링크 스케줄링을 위해 기지국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향링크 스케줄링을 위한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기지국은 601단계에서 오프 상태의 단말로부터 대역폭 할당 요구가 수신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대역폭 할당 요청은 단말이 송신하는 대역폭 요청 헤더, 대역폭 요청 코드 또는 CQICH 코드워드 중 하나의 수신에 의해 이

루어진다.

상기 기지국은 대역폭 할당 요구를 수신하게 되면, 612단계에서 단말과 초기 서비스 협상 절차에서 결정한 단말에 의한 요

청된 대역폭 또는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한다. 그리고 614단계에서 상기 할당한 대역폭으로

지원 가능한 데이터 레이트에 의해 상기 단말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터를 수신한다.

상기 기지국은 616단계에서 현재 할당된 대역폭을 감소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그랜트 관리 서브 헤더가 수신한 데이터에

피기백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상기 대역폭 감소 요청이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기지국은 622단계에서 데이터 레이트 증가

요청이 수신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데이터 증가 요청이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단말이 송신하는 데이터 레이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

단하고, 상기 614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할당된 대역폭을 재 할당하여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렇지 않고 데이터 증가 요청이 수신되었다면, 상기 기지국은 620단계에서 요청된 대역폭을 할당한다. 상기 데이터 증가

요청 시에 원하는 데이터 레이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역폭을 할당할

수 있다. 상기 622단계에서 수신한 데이터 레이트 증가 요청도 앞서 정의한 대역폭 요청 헤더, 대역폭 요청 코드 또는

CQICH 채널로 송신되는 코드워드 중 하나에 해당한다.

만약 상기 616단계에서 데이터 레이트 변경 정보를 포함하는 그랜트 관리 서브 헤더(데이터 레이트 감소 요구)를 수신하

면, 상기 기지국은 618단계에서 요청한 데이터 레이트가 최소 데이터 레이트인지를 검사한다. 상기 최소 데이터 레이트는

데이터 레이트가 0은 아니지만 상기 데이터 레이트로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아도 통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이터 레

이트에 해당한다.

상기 기지국은 최소 데이터 레이트가 아님을 확인하면, 상기 수신한 그랜트 관리 서브 헤더에 포함된 데이터 레이트에 의

해 대역폭을 할당한다(620단계). 이와 같이 새로운 대역폭이 할당되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614단계로 진행하여 새로이

할당된 대역폭에 의한 데이터를 수신한다.

상기 기지국은 최소 데이터 레이트임을 확인하면, 더 이상 단말이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후

부터는 상기 단말에게 더 이상의 대역폭을 할당하지 않고, 상기 610단계로 진행하여 대역폭 할당이 요구되는 지를 검사한

다. 혹은 앞에서 수신하는 그랜트 관리 서브 헤더의 Extended PBR 필드의 하위 10비트가 0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상기

기지국은 이후 프레임부터 대역폭을 할당하지 않아도 된다.

C. 시그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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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상향링크 스케줄링 절차에 따른 단말과 기지국간의 신호 흐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향링크 스케줄링을 위한 단말과 기지국 간의 신호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단말(740)은 기지국(750)으로의 데이터 송신이 없는 701단계의 오프 구간에 있다가 상기 기지국

(750)으로 송신할 데이터가 있음을 인지한다(703단계). 상기 단말(740)은 상기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상향 링크 자

원을 할당받기 위해 대역폭 할당을 요청하는 코드워드를 CQICH 채널을 통해 상기 기지국(750)에게 송신한다(705단계).

상기 기지국(750)은 대역폭 할당을 요청하는 코드워드를 수신하게 되면 상기 단말(740)에게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할

만큼의 상향링크 자원이 필요함을 인지한다(707단계). 그리고 709단계에서 상기 최대 데이터 레이트에 해당하는 상향링

크 자원을 상기 단말(740)에게 할당한다. 상기 단말(740)은 711단계와 같이 기지국(750)이 할당한 상향링크 자원을 이용

하여 데이터를 송신한다. 상기 기지국(750)은 713단계와 같이 주기적으로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이후 단말이 송신할

데이터의 데이터 레이트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상기 단말(740)과 상기 기지국(750)은 711단계와 713단계를 반복한다. 이

때 상기 기지국(750)이 할당하는 상향링크 자원은 상기 707단계에서 결정한 바와 같다.

이후 715단계와 같이 단말(740)은 송신할 데이터의 데이터 레이트를 줄이고자 하면 717단계에서 상기 기지국(750)에게

송신할 데이터에 그랜트 관리 서브 헤더를 피기백하여 송신한다. 상기 717단계에서 송신하는 그랜트 관리 서브 헤더에는

감소할 데이터 레이트 정보가 포함된다. 719단계에서 기지국(750)은 상기 그랜트 관리 서브 헤더를 수신하여 상기 단말

(740)이 데이터 레이트를 감소할 것을 인지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이 요청한 데이터 레이트에 따라 할당할 상향링크 자원

을 조정하고 721단계에서 해당하는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723단계에서 상기 단말(740)은 상기 조정하여 할당된 상

향링크 자원을 통해 데이터를 송신한다. 상기 기지국(750)은 725단계에서 다음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도록 동일한 상향링

크 자원을 할당한다. 이후 데이터 레이트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면 상기 단말(740)과 상기 기지국(750)은 상기 723단계

와 725단계를 반복한다. 이때 상기 단말(740)에게 할당되는 상향링크 자원은 상기 719단계에서 결정한 바와 같다.

이후 727단계와 같이 상기 단말(740)이 송신할 데이터의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시켜야 한다면, 상기 단말(740)은 상기 기

지국(750)에게 상향링크 대역 할당을 증가시켜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기 단말(740)은 대역폭 증가 요청을 위

한 코드워드를 CQICH 채널을 통해 상기 기지국(750)에게 송신한다(729단계). 731단계에서 상기 대역폭 증가 요청을 위

한 코드워드를 수신한 기지국(750)은 최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하도록 상향링크 자원을 증가시키고 상기 증가한 상향링

크 자원을 단말(740)에게 할당한다(733단계). 735단계에서 상기 단말(740)은 할당받은 상향링크 자원을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750)에게 데이터를 송신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의 상향링크 자원 할당에서 단말이 데이터 레

이트 변화에 따라 기지국이 할당하는 상향링크 자원 요구량을 송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단

말이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 이를 기지국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기지국이 주기적으로 단말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확장 실시간 폴링 서비스에서 단말이 송신할 데이터가 없어서 오프

구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지국이 단말에게 더 이상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오프 구간에 있는 단

말에게 까지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오버헤드를 줄이도록 한다. 따라서 오프 구간에 있는 단말에게 제공하던 상향링크 자원

을 다른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UGS 서비스에 따른 상향링크 자원에 대한 스케줄링 절차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 rtPS 서비스에 따른 상향링크 자원에 대한 스케줄링 절차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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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종래 ertPS 서비스에 따른 상향링크 스케줄링 절차를 도시한 도면.

도 4와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ertPS 서비스의 상향링크 스케줄링을 위한 단말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ertPS 서비스의 상향링크 스케줄링을 위한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ertPS 서비스의 상향링크 스케줄링을 위한 단말과 기지국 간의 신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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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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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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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703303

- 21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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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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