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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전송율 설정에 관한 것이다.

본발명은 무선 채널의 할당 및 회수방법을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무

선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NAK프레임을 이용하여 무선환경과 데이터흐름을 동시에 판단하여 무선채널을 

할당 및 회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특성상 수시로 변하는 무선환경의 영향을 빠르게 판단하고 데이터의 

전송속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데이터서비스의 이동성도 보장해주어 최적의 무선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8

색인어

통신, 전송율, NAK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및 본발명과 관련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의한 블럭도

도 2는 상기 도 1의 시스템에서 데이터 송/수신시 전송속도를 결정하는 호 자원 할당및 회수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3은 종래의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상태도

도 4는 종래의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나타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알고리즘의 구성요소 및 역활을 나타낸 도표

도 6은 상기 NAK QoS DB의 구성값들을 전송속도(율) 및 전송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NAK R

ATE를 변환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WEIGH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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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NAK QoS에 의한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나타내는 상태도

도 8은 본 발명의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 설정 방법을 요약하여 나타낸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 설정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아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전송율 설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IS-95C에서 단말기(MS)(이하 이동국이라

함)와 기지국간의 RLP(Radio Link Protocol)을 이용한 고속 데이터 서비스의 전송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NAK발

생율에 의한 NAK QoS(Quality of Service)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무선환경에 가장 적합하도록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

를 결정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데이터전송율 설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발명은, 무선 채널의 할당 및 회수방법을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무선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NAK프레임을 이용하여 무선환경과 데이터흐름을 동시에 판

단하여 무선채널을 할당 및 회수하는 방법이다.

본 발명에서 전송속도 결정은 종래의 데이터 흐름과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NAK RATE를 이용하여 결정하고, 전송경

로 재설정은 액티브 PN갯수에 따라 설정한다.

상기에서 RLP란 전송된 데이터중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 재전송을 요구하는 NAK방식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갖는 무선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 종래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은 종래및 본발명과 관련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의한 블럭도이다.

도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동국(11)과, 기지국장치(BTS)(12a)와 기지국제어장치(BSC)(12b)와 패킷서비스제어를 

위한 PCF(12c) 및 교환기(MSC)(12d)를 포함하는 이동교환시스템(12)과,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PDS

N(13a)을 포함하는 DCN(Data Core Network)(13)으로 구성된다.

상기 도 1과 같이 구성되는 이동 통신망에서, IS-95C(cdma 2000)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국이 패킷 데

이터 서비스를 요구하면, BSC/PCF(12b/12c)에 의해서 패킷 데이터를 송신할 PDSN(13a)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때 무선 구간에서는 이동국(11)과 BSC(12b) 사이에 무선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과 래디오 링크 프

로토콜(RLC)(Radio Link Protocol) 링크가 설정된다.

또한, BSC(12b)와 PCF(12c) 사이에는 이동국(11)과 PDSN(13a) 간의 PPP(point to point protocol) 링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A8/A9 트래픽 링크가 설정되며, PCF(12c)와 PDSN(13a) 사이에는 이동국(11)과 PDSN(13a) 사이의

PPP링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A10/A11 R-P 링크가 설정되어 데이터 송수신이 수행된다.

도 2는 상기 도 1의 시스템에서 데이터 송/수신시 전송속도를 결정하는 호 자원 할당및 회수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

다.

먼저, 종래의 일반적인 데이터의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종래의 PPP를 이용하는 무선데이터호의 DATA전송속도를 결정하는 방안은,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상위 PPP단에서

의 흐름제어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상기 방법은 데이터의 양만을 가지고 가변적으로 무선환경에서의 데이터전송속도를 변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즉, 기지국의 송신출력, 전파의 간섭현상,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데이터처

리에 의한 재전송요구 등에 의해 무선데이터의 전송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무선 데이터 호에서는 단말기가 이동할 때마다 전송경로를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이

러한 전송경로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종래에는 주기적인 데이터전송 경로변경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점에서 데이터전송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로변경이 필요할 정확한 시점에 전송경로를 변

경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하 도 2를 설명한다.

첫째로 전송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IS-95C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국의 경우, 종래 IS-95A나 IS-95B의 데이터 서비스에 비해 훨씬 많은 

호자원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동국과 상위 PDSN간의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여 데이터양이 많을 때에는 호자원을 더 많이 할당하고 데

이터양이 적을 때에는 호자원을 회수하여 수동적으로 데이터속도를 제어한다.

상기 호자원 할당 및 회수방법을 도 1과 도 2의 흐름도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이동국(Mobile Station)(11)이 Base Station(BTS/BSC)(12a/12b)으로 PPP를 이용한 고속 데이터 서비스요청을 하

게 되면, 상기 Base Station은 해당 Mobile Station이 요청한 Data Service가 합당한지를 파악하고 합당하다면 기본

적인 무선 호셋업 과정을 거쳐 상위 PDSN을 통해 해당 Mobile Station과 PPP 교섭(Negotiation)과정을 거치도록 한

다.(단계 2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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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PP Negotiation과정을 거치면 해당 Mobile Station은 외부 Data Network망(13)에 접속하기 위한 IP를 부여 

받게 되어 본격적인 Data Service를 할 수 있는 준비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단계 24).

이후 부여받은 IP를 통해, Mobile Station에서 외부 Data Network망에 접속하여 Data를 요청하게 되면 해당 Netwo

rk망에서부터 요구한 데이터를 수신 받게 된다. (단계 25).

따라서 데이터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Base Station은 추가적으로 무선채널을 할당하여 데이터의 전

송속도를 늘리도록 하여 데이터의 전송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 WAIT UP과정) (단계 26).

한편, 요청한 데이터를 모두 수신한 경우 혹은 데이터요청을 중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Mobile Station의 무선데

이터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할당한 무선채널을 회수한다.( WAIT DOWN 과정 ) (단계 27).

둘째로 전송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IS-95C 데이터서비스는 기본채널(FCH)(Fundamental Channel)과 보충채널(SCH)(Supplemental Channel)을 이용

함으로써 데이터의 전송속도를 결정한다.

기본채널(FCH )을 할당한 후에 데이터의 흐름이 많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무 선채널(SCH)을 할당하는데, 이러한 과

정과 맞물려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는 Mobile Station이 이동함에 따라 기본채널과 추가채널을 종래에 할당된 Servi

ng Base Station으로부터, 이동하려고 하는 Target Base Station으로 옮겨주어야 한다.

상기의 FCH 및 SCH가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접속에 있어서, FCH는 복수의 기지국과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나, SCH

는 복수의 기지국과 동시 접속하면 무선자원의 지나친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지국과의 접

속만 가능하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Handoff(Handover)라고 하며 고속 무선데이터호의 Handoff는 FCH Handoff와 SCH Handoff

가 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먼저 FCH Handoff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데이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동국이 Serving Base Station(현재기지국)에서 Target Base Station(목표기지

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Mobile Station은 목표기지국의 Pilot Strength가 일정수준치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현재기

지국으로 보고하게 되고, 현재기지국은 목표기지국을 복수로 동시에 접속시킨다. (FCH 복수 접속된 상태임).

2. 이동국이 현재기지국과 멀어지게되고 목표기지국과 가까워지게되어, 이동국은 목표기지국의 Pilot Strength가 일

정수준치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목표기지국은 현재기지국과의 접속을 끊게 된다. (FCH 단독 접속된 상태임).

둘째로 SCH Handoff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데이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동국이 Serving Base Station(현재기지 국)에서 Target Base Station(목표기

지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Mobile Station은 현재 목표기지국의 Pilot Strength가 약해지고 목표기지국의 Pilot Stren

gth가 약해지고 목표기지국의 Pilot Strength가 높아지고 있다고 기지국(BS)로 보고한다.

2. 기지국(BS)은 현재기지국과 목표기지국의 Pilot Strength를 비교하여 일정수준이상 높으면 SCH를 현재기지국에

서 목표기지국으로 새로 재할당한다.

도 3은 종래의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상태도이다.

먼저, QoS를 초기화 한다.

이후에 시스템의 QoS를 IDLE 상태 (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태)로 설정한다. (단계 31).

기지국측의 버퍼에 수신된 데이터가 미리 설정한 전송율을 증가(UP)할 기준값보다 큰경우에는 (Buffer Bytes > UP 

Threshold), QoS 상태를 WAIT_UP상태로 한다. (단계 34). 즉, 현재 SCH배속을 상위 배속으로(SCH RATE-UP) 천

이하여 데이터 전송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무선채널을 추가적으로 할당하여 수행할 수 있다.(단계 35,37).

만약 기지국측의 버퍼에 수신된 데이터가 미리 설정한 전송율을 감소(Down)할 기준값보다 작은경우에는 (Buffer By

tes < Down Threshold), QoS 상태를 WAIT_DOWN상태로 한다. (단계 32). 즉, 현재 SCH배속을 하위 배속으로(SC

H RATE-DOWN) 천이하여 데이터 전송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무선채널을 회수 하여 수행할 수 있다.(단계 33,36).

상기 단계 32에서 Buffer Bytes >= Down Threshold 이거나, 상기 단계 34에 서 Buffer Bytes <= Up Threshold인

경우에는 원래 상태인 QoS가 IDLE상태로 천이한다.

상기의 WAIT-UP/DOWN에 대해 부연한다.

WAIT_UP과정은 데이터량이 많아져서 UP Threshold보다 커지게 되면 WAIT_UP상태로 천이되어 현재 SCH배속에

서 상위SCH배속으로 SCH Rate를 UP한다는 뜻이며, WAIT_DOWN과정은 데이터량이 감소하여 DOWN Threshold

보다 작아지게 되면 WAIT_DOWN상태로 천이되어 현재 SCH배속에서 하위SCH배속으로 SCH Rate를 DOWN한다

는 뜻이다.

즉, SCH Rate Up은 무선채널을 추가적으로 더 할당하여 전체 Data Rate를 높이라는 것이며, SCH Rate Down은 할

당했던 무선채널을 회수하여 전체 Data Rate를 낮추라는 의미이다.

도 4는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RATE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 Parameter값을 초기화한다. (단계 401,402).

즉, QoS 및/또는 NAK QoS STATE를 IDLE STATE로 설정하고, QoS 및/또는 NAK QoS RATE를 RESET시키며 W

EIGHT TABLE, RATE MODIFIER, FATAL THRESHOLD, ACT WAIT COUNT등을 초기화 한다.

기지국측(BTS/BSC)(12a/12b)이 상위 PDSN(13a)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 (단계 403).

QoS가 인에이블(Enable) 상태인 경우에는, QoS상태가 IDLE 상태인가를 판단한다. (단계 404, 405).

상기 판단결과, QoS가 IDLE상태인경우에 수신된 데이터가 전송율을 증가할 기준값인 UP Threshold값보다 큰경우

에는(Buffer Bytes > UP Threshold), 데이터 전송속도를 올리는데 적정한 시간값(예를들어 50)으로 UP_WAIT_CO

UNT값을 설정하고 QoS 상태를 WAIT UP 상태로 천이한다. (단계 406,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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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QoS가 IDLE상태인경우에서(단계 405), 수신된 데이터가 전송율을 증가할 기준값인 UP Threshold값보다 크지

않고(Buffer Bytes =< UP Threshold), 수신된 데이터량이 전송율을 감소할 DOWN Threshold보다 작은경우에는, 

도 4의 QoS 알고리즘을 동작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시간값(예를들어 150)인 DOWN_WAIT_COUNT값을 설정하고 Q

oS 상태를 WAIT DOWN 상태로 천이한다. (단계 407,408,409).

상기 단계 405에서 QoS가 IDLE상태가 아닌경우에는 QoS 상태가 WAIT UP상태인가를 판단하여(단계 412), WAIT 

UP상태인경우에 수신된 데이터가 전송율을 증가할 기준값인 UP Threshold값보다 작은경우에는(Buffer Bytes =< 

UP Threshold)(단계 413), QoS 상태를 IDLE 상태로 천이한다. (단계 414).

만약, WAIT UP상태인경우에서 수신된 데이터가 전송율을 증가할 기준값인 UP Threshold값보다 큰경우에는(Buffe

r Bytes > UP Threshold), 상기 단계 410에서 설정한 UP_WAIT_COUNT값이 0 인가를 판단한다. (단계 415).

상기 단계 415에서 판단결과 UP_WAIT_COUNT값이 0 인 경우에는, 현재 즉, 본 발명에 대한 종래의 SCH 전송율을

한단계 높여 QoS 상태를 IDLE상태로 천이한다. ( 단계 416,414).

그러나, 상기 단계 415에서 판단결과 UP_WAIT_COUNT값이 0 이 아닌 경우에는,UP_WAIT_COUNT값을 감소(예

를들어 1씩)시키면서 0 이 될때까지 QoS 알고리즘을 동작시킨다. (단계 417).

한편, 상기 단계 405에서 QoS가 IDLE상태가 아닌경우에 QoS 상태가 WAIT UP상태인가를 판단하여(단계 412), W

AIT UP상태가 아닌 WAIT DOWN상태인 경우에(단계 418) 수신된 데이터량이 전송율을 감소할 기준값인 DOWN T

hreshold값보다 큰경우에는(Buffer Bytes > DOWN Threshold)(단계 419), QoS 상태를 IDLE 상태로 천이한다. (단

계 420).

그러나, WAIT DOWN상태인경우에 수신된 데이터가 전송율을 감소할 기준값인 DOWN Threshold값보다 작은경우

에는(Buffer Bytes =< DOWN Threshold)(단계 419), 상기 단계 408에서 설정한 DOWN_WAIT_COUNT값이 0 인

가를 판단한다. (단계 422).

상기 단계 422에서 판단결과, DOWN_WAIT_COUNT값이 0 인 경우에는 현재 즉, 본 발명에 대한 종래의 SCH 전송

율을 한단계 낮추어 QoS 상태를 IDLE상태로 천이한다. (단계 423,420).

그러나, 상기 단계 422에서 판단결과 DOWN_WAIT_COUNT값이 0 이 아닌 경우에는, DOWN_WAIT_COUNT값을 

감소(예를들어 1씩)시키면서 0 이 될때까지 QoS 알고리즘을 동작시킨다. (단계 424).

상기에서 기준값(Threshold)의 증가(Up) 또는 감소(Down)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cdma2000 1x Packet데이터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SCH라는 추가채널을 할당하는데 추가채널의 배속에 따라 각각 

1개,2개,4개,8개,16개의 채널자원을 점유하여야 하며, 상기 각 배속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SCHR_0X, SCHR_1X, SCHR_2X, SCHR_4X, SCHR_8X, SCHR_16X

따라서 현재의 SCH배속은 위의 6가지중 하나로 결정되며 현재 SCH배속에서 상위배속으로 Rate를 높이고자 할때 U

P Threshold라는것을 이용한다.

즉, 데이터량이 Up Threshold값보다 커지면 배속을 상위배속으로 높이게 되고 데이터량이 Down Threshold보다 작

아지면 배속을 하위배속으로 낮추게 된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같은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의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전송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이동국(MS)과 상위 PDSN간의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여 Base Station이 추가

적인 무선채널을 할당 및 회수하는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선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널할당 및 회수방법

이라는 것이다.

이동국은 고속 데이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RLP( Radio Link Protocol )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Seque

ntial한 데이터전송을 기본으로 수신되어야 할 데이터가 무선환경에 의해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제대로 전

송되지 못한 경우 재전송을 요청하는 NAK Base Protocol이다.

이동국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던중 어떠한 원인에 의해 만약 NAK가 다량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전송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데이터 전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외부 데이터 Network서버와의 상호간의 Flow Control에 

의해 데이터전송을 줄이게 된다.

이로 인해 Base Station은 해당 무선채널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채널회수 과정이 많이 걸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NAK발생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발생하는 경우라면 흐름제어를 통한 무선채널을 

회수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무선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전송속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데이터흐름을 보고 무선채널을 할당 및 회수하는 방법은 순간순간 변하는 무선환경의 특성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

어 무선환경에 알맞은 최적의 데이터전송속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전송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현재 Serving Base Station과 Target Base Station의 Pilot Strength를 비교하

여 무선채널을 재할당하여 전송경로를 변경하는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Pilot Strength비교만으로는 최적의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Pilot Channel을 통해 모든 Mobile에게 제공되는 Pilot신호의 Strength는 이동중이 아니더라도 무선환경이

나 데이터서비스 및 음성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른 Mobile Station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할뿐만 아니라 Mobile Statio

n이 직접적으로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Traffic Channel의 FER(Frame Error Rate)과 정확히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Pilot Pollution지역에서의 Pilot Strength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Strength만으로 무선채널을 재할당하는 

방법은 빈번한 재할당으로 인해 데이터전송효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등록특허  10-0438069

- 5 -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데이터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결정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데이

터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무선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NAK프레임을 이용하여 무선환경

과 데이터흐름을 동시에 판단하여 무선채널의 할당 및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상기 수신된 데이터양 또는 NAK RATE가 이미 설정한 기준값보다 높더라도 곧바로 보충채널을 할당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가를 판단하여 다음상태로 동작하게 하는것을 제안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전송율 설정방법은, 이동국과 기지국 및 기지국제어기를 포함하는 이동교환시스템과 패킷데이터서빙노드(

PDSN)을 포함하는 데이터코어네트웍(DCN)으로 구성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것으로, 상기 

PDSN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양과 전송율을 증감할 기준값과 비교하여 전송율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제 1방법과, 상

기 PDSN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의 NAK RATE가 전송율을 증감할 기준값(FATAL THRESHOLD)보다 크거나 작은

상태를 일정 시간 유지시 전송율을 증감하는 제 2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전송율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

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PDSN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CHECK하는 제 1과정과; 상기 데이터 수신중에 NAK발생, 프

레임재전송, RLP RESET과정이 적어도 하나이상 존재하는가를 체크하는 제 2과정과; 상기 제 2과정에서 체크된 정

보를 이용하여 NAK RATE를 설정하는 제 3과정과; 상기 설정된 NAK RATE를 이용하여 새로운 전송율을 설정하는 

제 4과정과; 상기 설정된 NAK RATE가 전송율을 올리거나 낮추기위해 설정된 기본값(Fatal Threshold)보다 큰경우

에는 새로운 채널을 할당할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바람직하게는 새로운 채널을 할당할 수 있는경우에는 새로운 채널을 할당하여 전송율을 증가하고, 

새로운 채널을 할당할 수 없는경우에는 전송율을 낮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PDSN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CHECK하는 제 1과정과; 상기 데이터 수신중에 NAK발생, 

프레임재전송, RLP RESET과정이 적어도 하나이상 존재하는가를 체크하는 제 2과정과; 상기 제 2과정에서 체크된 

정보를 이용하여 NAK RATE를 설정하는 제 3과정과; 상기 설정된 NAK RATE와 전송율을 올리거나 낮추기위해 설

정된 기본값(Fatal Threshold)과 비교하는 제 4과정과; 상기 제 4과정에서 비교된값의 상태가 일정한 시간동안 유지

되는가를 판단하여 새로운 전송율을 설정하는 제 5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바람직하게는 새로운 전송율을 설정하는데 있어, NAK RATE가 Fatal Threshold보다 큰 상태가 

일정시간 지속되고, 활성(Active) PN코드가 2이상인경우에는 다른 PN에 SCH을 재할당하여 전송율을 높이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바람직하게는 PN이 복수인 경우라도 선택된 PN이 현재의 Reference PN인경우에는 기지국의 경

계지역에서의 Interference영향으로 판단하여 SCH 전송 RATE를 DOWN시키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바람직하게는 다른 PN에 할당된 채널 (SCH)의 전송율은 종래의 전송율과 동일하게 설정하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바람직하게는 새로운 전송율을 설정하는데 있어, NAK RATE가 Fatal Threshold보다 크지 않은 

상태가 일정시간 지속되고, 활성(Active) PN코드가 1이하인경우에는 전송율을 낮추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NAK RATE를 계산하는 파라메타값을 초기화하는 과정과;

이동국과 기지국간에 송/수신되는 RLP 프레임에 따라 NAK RATE를 갱신하는 과정과; 상기 갱신된 NAK RATE가 

일정시간 유지되어 있는상태에서, 이동국에 접속된 PN갯수를 카운트하여 전송율을 변경하는 과정;을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파라메타값의 초기화하는 과정은, NAK QoS STATE를 IDLE STATE로 설정하는 단계와; NAK R

ATE를 RESET하는 단계와; WEIGHT TABLE, RATE MODIFIER, FATAL THRESHOLD 및 ACT WAIT COUNT

을 초기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전송율 및 전송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알고리즘의 구성요소 및 역활을 나타낸 도표이다.

먼저, 본 발명의 개념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종래의 데이터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사용된 Data흐름과 Pil

ot Strength 뿐만아니라 원활한 데이터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전송속

도를 결정하거나 전송경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것이다.

상기 도 5에 나타난 알고리즘의 구성들은 데이터 호 중 RLP TRAFFIC 프레임을 생성하고 TRAFFIC 채널에 대한 SI

GNALING MESSAGE를 처리하는 상기 도 1 이동통신 시스템의 Data Handling Processor에서 동작되며 다음과 같

은 부분들로 구성된다.

1. NAK QOS DB

NAK RATE, WEIGHT TABLE, FATAL THRESHOLD, RATE_MODIFIER, ACTIVATION WAIT TIME으로 구성

된다.

1-1 상기에서 NAK란, RLP를 이용한 데이터송수신과정에서 정의된 프레임의 하나로 SEQUENTIAL한 프레임의 송

수신과정중 유실된 프레임에 대한 재전송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종래기술에서 설명한 무선환경에서 데이터 송수신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들은 NAK프

레임발생, 프레임재전송, RLP RESET, NEW/IDLE FRAME 전송과정이라는 결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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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발생, 프레임재전송, RLP RESET, NEW/IDLE FRAME 전송과정을 NAK RATE라는 값으로 변환시켜 현재의 

무선환경을 CHECK 한다.

상기에서 NEW FRAME의미는 PDSN에서 기지국측(또는 기지국측에서 이동국)으로 데이터를 송신시 NAK가 발생하

지 않아 현재 전송 율(속도)로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기지국측으로 전송하는것을 의미하며, IDLE FRAME의미는 상

기 도 1의 시스템에서는 20ms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때문에, 데이터 없이 헤더만 전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여하면, NEW및 IDLE프레임을 전송한다는 것은 NAK에 의한 재전송요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NAK R

ATE를 떨어뜨리기 위함이며, 상기의 NAK RATE는 하한선과 상한선을 가지고 있어서 증가 혹은 감소하더라도 하한

선과 상한선이내가 된다.

1-2 상기 NAK QoS DB의 구성값들을 전송속도(율) 및 전송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NAK RAT

E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도 6의 WEIGHT TABLE이다.

도 6의 WEIGHT TABLE은 NAK발생, FRAME재전송, RESET과정, NEW/IDLE FRAME에 따라 각각의 weight를 

주어서 NAK RATE를 UP/DOWN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구성요소들은 NAK Rate를 결정하기위한 가중치가 Positive인지, Negative인지 또는 Big인지 Small인지만 틀

려질 뿐이며, 모든 RLP Processing에 대해서 가중치가 포함되게 된다.

그리고 가중치라는것은 NAK Rate를 증가혹은 감소시키는 scale을 말하는 것 으로, 가중치의 기준은 critical한 Even

t일수록 큰값이 설정된다.

즉, RLP reset의 경우는 critical한 event이므로 가중치를 크게두어 NAK Rate를 크게 높이게 된다.

상기 도 6에서 Small Up/down과 Big up은 NAK RATE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scale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 그대로 Big up은 많이 증가시키고, Small up은 조금 증가시키라는 의미이며 구체적인 값은 생략한것이다.

1-3 NAK RATE의 증가는 무선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RATE의 증가로 인해 얼마나 전송속도를 낮추

어야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FATAL THRESHOLD라는 것을 두었으며, NAK RATE가 FATAL THRESHOLD를

초과한 상태로 ACTIVATION WAIT TIME동안 유지되었을때 본 발명에서는 전송속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1-4 무선환경에서의 전송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들(NAK발생, FRAME재전송, RESET과정, NEW/IDLE FRAME)은

전송속도에 따라서 그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전송속도에 따라서 THRESHOLD값을 달리 둘 필요가 있다

.

이때 그 THRESHOLD값을 결정해주는 값이 RATE MODIFIER이고 각각의 전송속도에 따라 Threshold를 얼마나 다

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값이다.

2. NAK QoS Activation State

상기의 NAK QoS Activation State는 상기 도 5에 나타난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 IDLE STATE : 데이터의 송수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일반적인 DATA흐름에 의해 전송속도

가 결정되는 QoS동작 상태이다.

2-2 ACTIVE WAIT STATE : 무선환경의 영향에 따라 NAK RATE가 증가하여 미리 정의된 Threshold값을 넘어서

면, IDLE STATE에서 ACTIVE WAIT STATE로 바뀌어 Timer를 Start시키게 된다.

만약 Timeout이 되기 전에 NAK RATE가 Threshold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IDLE STATE로 바뀌게 된다.

2-3 DOWN STATE : ACTIVE WAIT상태에서 timer가 timeout되면 현재의 Active pilot의 개수를 파악하여 Active

PN의 개수가 1개일 때에는 DOWN STATE로 천이 된다. 이때 DOWN STATE에서는 현재의 전송속도의 HALF RA

TE로 데이터의 전송속도를 바꾸도록 한다.

2-4 REASSIGN STATE : ACTIVE WAIT상태에서 timer가 timeout되면 현재의 Active Pilot PN의 개수를 파악하

여 Active PN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REASSIGN STATE로 천이 된다.

REASSIGN STATE에서는 이동국이 수신하는 Pilot세기와 FER등의 여러 정보를 참조하여 가장 좋은 품질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Pilot PN쪽으로 데이터 전송링크를 재설정하도록 한다.

상기에서 PN이란, 순방향채널에서 사용되는 Short code일종으로 이동국이 각 기지국을 식별하는 코드를 말하는 것

으로, PN갯수는 이동국이 기지국과 접속되어 있는 갯수를 의미한다.

상기의 NAK QoS Activation State를 도 7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즉, 도 7은 본 발명의 NAK QoS에 의한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나타내는 상태도이다.

먼저, 플래그(flag)를 False 상태로 하고 NAK QoS를 초기화 한다. (단계 701). 상기에서 False상태란 현재 전송율 

및 할당된 전송율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후에 시스템의 QoS를 IDLE 상태 (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태)로 설정한다. (단계 702).

만약 NAK QoS 알고리즘에서, 플래그가 True 상태라면 Idle-Timer를 구동(start)하여 Idle-Timer가 Timeout되면 

플래그가 False 상태로 설정된다.

상기에서 True상태란, SCH 재할당이 폐기(Discard)된적이 있는경우등의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

다.

데이터송수신중 계속적으로 계산되어지는 NAK RATE가 지정된 FATAL Threshold(무선환경이 좋지않아 NAK RA

TE증가로 인해 얼마만큼 전송율을 낮추어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값) 보다 커지면(NAK RATE > FATAL 

Threshold), NAK QoS state는 IDLE에서 ACTIVE WAIT상태로 천이된다. (단계 703, 704).

상기 ACTIVE WAIT상태에서는 Active PN이 1개이하일때(Active PN <=1)에는 Rate Down Timer를 start시키고(

단계 718), 또한 Active PN이 2개 이상일때(Active PN >=2)에(단계 705), flag를 검사하여 이전에 SCH 재할당이 di

scard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discarded되었다면(즉 flag가 TRUE이면)(단계 706), Rate Down Timer 를 start시

키고(단계 718), 그 이외의 경우는 Reassign Timer를 start한다.(단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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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 707에 의한 Timer가 timeout되기전에 NAK RATE가 FATAL threshold보다 작아지게 되면 (NAK RATE

=< FATAL threshold) NAK QoS state는 다시 IDLE상태가 된다.(단계 709,702).

그러나 Reassign Timer가 timeout되면 Reassign State로 천이되어 현재(본발명에 대해서는 종전)와 같은 전송율로

SCH의 재할당을 시도한다.(단계 710).

단, Reference(현재) PN에서 Another(다른) PN으로의 재할당 조건은, Pilot Strength를 비교하여 현재(종전) Refer

ence보다 일정 값 이상 커야 하며, 이때 플래그는 False상태로 설정된다. (단계 711, 712, 716, 717).

한편, 재할당할 다른 PN의 파일롯 크기가 현재(종전) PN의 파일롯 크기보다 일정값이상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재할당

할 PN은 현재(종전)의 Reference PN이 되며 이때의 SCH재할당은 discarded(폐기)된다. (단계 712, 713, 714).

상기와 같이 SCH 재할당이 Discard되는 경우에는, Flag를 TRUE로 설정하며(단계 715), 상기 단계 702과정을 통해

플래그는 False상태로 천이된다.

또한 상기 단계 718에 의한 Active PN이 1개일때(Active PN <=1) 또는 이전에 SCH 재할당이 discard된적이 있는

지 확인하여 discard되었다면(즉 flag가 TRUE이면) Rate Down Timer를 start시키어(단계 718), Rate Down Time

r가 timeout되면(단계 719) Rate Down State로 천이되어 SCH의 Rate를 Half(1/2) Rate로 떨어뜨리는 Processing

을 한다.(단계 720, 721).

상기 Processing을 거친후 플래그는 False 상태로 설정되며, 상기의 SCH 재할당동안에는 NAK QoS 알고리즘은 불

능상태이다. (단계 722).

한편, 상기 단계 719에서 Timer가 timeout되기전에 NAK RATE가 FATAL threshold보다 작아지게 되면 (NAK RA

TE =< FATAL threshold) NAK QoS state는 다시 IDLE상태로 천이 된다.(단계 723,702).

상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만약 flag가 TRUE가 되어서 IDLE상태로 천이되면 IDLE_TIMER를 start시키어 timeout

되면 flag를 다시 FALSE로 둔다.(단계 702).

상기 도 7의 과정은 종래 도 3의 QoS과정과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NAK QoS에 의해 SCH Rate가 떨어져서 Data전송

속도가 감소했다가 무선환경이 좋아져서 다시 SCH Rate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도 9에 나타난바와 같이 도 3의 QoS

의 QoS_WAIT_UP과정을 거쳐서 복귀되도록 한다.

상기의 FATAL THRESHOLD는 NAK Rate의 증감을 고려했을때 Rate를 조절하여야 할 가장 적절한 timing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의 평균 NAK Rate를 측정하여 결정한 값으로 현재의 SCH배속에 따라 Threshold값은 틀려지게 

된다.

NAK Rate값은 배속에 관계없이 계산되는 값이지만, 비교대상인 Fatal Threshold는 배속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같은 NAK Rate라도 현재배속이 얼마냐에 따라 데이터속도조절이 이루어질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다.

또한 상기단계 704의 ACTIVE WAIT TIME이란, NAK Rate가 단순히 Threshold를 넘어섰다고 해서 무작정 데이터

속도조절을 한다면 순간적인 NAK다량발생에 대해서 일일이 배속을 떨어뜨려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막고자 NAK Rate가 Threshold값을 넘어선 상태로 일정시간이상 지속되어야만 배속을 떨어

뜨리기 위해 activation time을 둔것이며, 상기값의 설정은 threshold와 마찬가지로 SCH배속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t

iming에서의 평균 NAK Rate가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측정하여 결정한 값이다.

3. NAK RATE Update Block

이동국으로부터 매 20ms주기로 프레임이 도착할 때마다 NAK발생, 프레임 재전송, RESET, NEW/IDLE FRAME 전

송과정 등에 의해 NAK RATE를 Update하는 Software Block이다.

4. NAK QoS 상태천이 Block

NAK RATE와 FATAL THRESHOLD, ACT WAIT TIME등을 이용하여 IDLE, ACT WAIT, REASSIGN, DOWN ST

ATE로의 NAK QoS상태를 천이 시키는 Software Block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전송속도및 전송경로 설정 방법을 요약한 흐름도이다.

먼저 개괄적으로 본 발명을 다시한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알고리즘은 무선환경의 영향을 NAK RATE라는 값으로 수식화 시켜 NAK RATE가 일정수준이상의 값으

로 상승하게 되어서 현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송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전

송링크를 재설정하는것이다.

상기의 전송속도를 떨어뜨리는 조건(종래의 데이터흐름과 본발명에서 제안하는 NAK RATE)과 전송경로를 재설정하

는 조건(액티브 PN갯수)은 서로 상이하며 각각은 STATE 천이조건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하 도 8를 설명한다.

QoS 및 NAK QoS RATE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 Parameter값을 초기화한다. (단계 81).

즉, NAK QoS STATE를 IDLE STATE로 설정하고, NAK RATE를 RESET시키며 WEIGHT TABLE, RATE MODIF

IER, FATAL THRESHOLD, ACT WAIT COUNT등을 초기화 한다.

이후 기지국측은 PDSN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며 (단계 82), 이동국과 기지국측간의 송수신되는 RLP FRAME에 

따라 NAK RATE를 Update시킨다. (단계 83).

즉,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는 프레임에 대해 WEIGHT TABLE(도 6)을 참고로 하여 NAK RATE를 갱신(Update)한

다.

또한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프레임에 대해 WEIGHT TABLE을 참고로 하여 NAK RATE를 Update한다.

이후 NAK RATE를 매 프레임마다 관찰하여 일정값 이상(NAK RATES > FATAL THRESHOLD)으로 올라가서 (단

계 84), 유지되면 먼저 현재 데이터 호를 서비스 받고 있는 단말에 여러 개의 PN이 ADD되어있는 상황인지 하나의 P

N만이 ADD된 상황인지를 파악한다. (단계 85).



등록특허  10-0438069

- 8 -

여러 개의 PN이 ADD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말로부터 Pilot Strength와 FER정보를 받아서 가장 좋은 품질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PN에 SCH를 재할당하도록 한다. (단계 86).

그러나 PN이 복수인 경우라도 선택된 PN이 현재의 Reference PN이라고 하면 기지국의 경계지역에서의 Interferen

ce영향으로 판단하고 SCH 전송RATE를 DOWN시키 도록 한다.

한편, 만약 하나의 PN만이 ADD되어 있는 경우에 NAK RATE가 상승하는 것은 기지국 송신전력 및 Noise등의 영향

으로 판단하고 SCH 전송 RATE를 DOWN시켜 효과적인 데이터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계 91,92).

또한 상기 도 8은 종래의 데이터흐름도와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도 8의 흐름도 우측은 실질적으로 상기 도 3과 같다.

즉, 기지국측은 상기 수신된 데이터 양을 체크하여(단계 87), 미리 설정된 값인 전송율을 증가(UP)할 기준값(Thresh

old)과 비교한다. (단계 88).

상기 비교결과 수신된 데이터양이 이미 설정된 전송율을 증가할 기준값보다 큰경우에는 보충채널(SCH)를 추가할당

하여 즉, 데이터 전송율을 증가하여 이동국(11)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단계89, 92).

그러나 상기 비교결과 수신된 데이터양이 이미 설정된 전송율을 증가할 기준값보다 작은경우에는, 다시한번 수신된 

데이터양과 이미 설정된 전송율을 감소할 기준값과 비교하여 작은경우에는, 보충채널을 회수하여, 즉 데이터 전송율

을 감소하여 이동국(11)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단계 90, 91).

상기 단계에서 수신된 데이터양이 이미 설정된 전송율을 증가할 기준값보다 큰경우에는, 보충채널을 할당 또는 회수

없이 종래의 전송속도로 이동국(11)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단계 90,92).

상기의 구성 및 흐름도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전송속도및 전송경로 설정 방법을 도 9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은 상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무선 채널의 할당 및 회수방법을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종래방법, 도 3,4))뿐만 아니라 무선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NAK프레임을 이용(본 발명, 도 7

)하여 무선환경과 데이터흐름을 동시에 판단하여 무선채널을 할당 및 회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발명인 도 9의 단계 901~924는 종래 도 4의 401~424와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므로, 단계 925부터 설명

한다.

즉, 종래의 QoS에 의한 전송율 결정후(단계 401~424)에, 본 발명인 NAK QoS에 의한 전송율을 결정하기 위한 도 8,

9의 과정을 진행한다.

상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하기 도 8,9의 과정은 종래 도 3,4의 QoS과정과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NAK QoS에 의해 

SCH Rate가 떨어져서 Data전송속도가 감소했다가 무선환경이 좋아져서 다시 SCH Rate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도 9

에 나타난바와 같이 도 3,4의 QoS의 QoS_WAIT_UP과정을 거쳐서 복귀되도록 한다.

도 9에서 보는바와 같이, 새로운 전송율을 설정하기 위한 NAK RATE를 계산하고(단계 925), NAK QoS 상태가 IDL

E 상태인가를 판단한다. (단계 926).

상기 판단 결과, NAK QoS 상태가 IDLE 상태인경우이고 만약 플래그가 TRUE상태시에는, Idle-Timer를 구동(start

)하여 Idle-Timer가 Timeout되면 플래그는 False 상태로 설정된다. (단계 927).

이후 데이터송수신중 계속적으로 계산되어지는 NAK RATE가 지정된 FATAL Threshold(무선환경이 좋지않아 NA

K RATE증가로 인해 얼마만큼 전송율을 낮추어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값) 보다 커지면(NAK RATE > FA

TAL Threshold) 전송 율을 증가하기 위해 고려할 Act_Wait_Count값(예를들어 5)을 설정/동작후 NAK QoS state는

IDLE에서 ACTIVE WAIT상태로 천이된다. (단계 928, 929, 930).

상기 단계 926에서, NAK QoS 상태가 IDLE 상태가 아닌경우에는 NAK QoS상태가 Active WAIT상태인가를 판단하

여(단계 931), ACT_WAIT상태인경우에 NAK RATE가 FATAL Threshold보다 작은 경우(NAK RATE =< FATAL 

Threshold)에는 Act_Wait_Count값을 0으로 하고, NAK QoS상태를 IDLE상태로 천이한다. (단계 932, 933, 934).

그러나 ACT_WAIT상태인경우에서, NAK RATE가 FATAL Threshold보다 큰 경우(NAK RATE > FATAL Thresh

old)에는(단계 932) Act_Wait_Count값이 0인 경우(단계 935) 및 Active PN의 갯수가 1인 경우 (단계 936)에는, NA

K QoS상태를 RATE_DOWN상태로 천이한다. (단계 937).

또한 ACT_WAIT상태인경우에서 NAK RATE가 FATAL Threshold보다 큰 경우(NAK RATE > FATAL Threshold

)이고 Act_Wait_Count값이 0이 아닌 경우(단계 935)에는 상기 단계 929에서 설정한 Act_Wait_Count값을 - 1씩 감

소시키는 과정을 진행한다. (단계 940).

또한 ACT_WAIT상태인경우에서 NAK RATE가 FATAL Threshold보다 큰 경우(NAK RATE > FATAL Threshold

)이고(단계 932), Act_Wait_Count값이 0인 경우(단계 935)에서 Active PN의 갯수가 1이 아닌 경우 (단계 936)에는 

폐기된 플래그(Discarded_flag)가 TRUE인가를 판단(단계 938)하여, TRUE인경우에는 NAK_QoS 상태를 RATE_D

OWN 상태로 천이한다. (단계 937).

또한 ACT_WAIT상태인경우에서 NAK RATE가 FATAL Threshold보다 큰 경우(NAK RATE > FATAL Threshold

)이고(단계 932), Act_Wait_Count값이 0인 경우(단계 935)에서 Active PN의 갯수가 1이 아닌 경우 (단계 936)에, 

폐기된 플래그(Discarded_flag)가 TRUE인가를 판단(단계 938)하여, TRUE가 아닌 경우에는 NAK_QoS 상태를 재

할당 상태(Reassign State)로 천이한다. (단계 939).

한편, NAK QoS 상태가 IDLE상태도 아니고(단계 926), ACT_WAIT상태가 아닌경우(단계 931)에는 NAK QoS 상태

가 재할당상태(Reassign state)인가를 판단한다. (단계 941).

상기 단계 941에 의해, NAK QoS 상태가 재할당상태(Reassign state)인 경우이고, 다른쪽 PN에 재할당이 효율적인 

경우에는(단계 942), 현재 즉, 본발명의 종전과 같은 SCH RATE로 현재 레퍼런스(Reference)가 아닌 다른쪽 PN에 

재할당하고(단계 943), NAK QoS 상태를 IDLE 상태로 천이한다. (단계 944).

그러나 상기 단계 941에 의해, NAK QoS 상태가 재할당상태(Reassign state)인 경우에서, 다른쪽 PN에로의 재할당

이 효율적이지 아니한 경우 즉, 재할당할 PN이 현재의 레퍼런스 PN이 되면 SCH 재할당은 폐기(Discarded)되고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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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ed_flag를 TRUE 설정되는데, IDLE Timer를 구동(start) 시키어(단계 945) time out시 플래그는 TRUE로, NA

K QoS 상태는 IDLE 상태로 천이한다. (단계 946).

한편, NAK QoS 상태가 IDLE상태도 아니고(단계 926), ACT_WAIT상태도 아니며(단계 931), 또한 NAK QoS 상태

가 재할당상태(Reassign state)도 아닌 경우(단계 941)에는 NAK QoS 상태가 RATE DOWN 상태인가를 판단한다. (

단계 947).

이때 NAK QoS 상태가 RATE DOWN 상태인경우에는 현재의 SCH RATE를 한단계 낮추고(단계 948), 상기의 SCH 

재할당동안에는 NAK QoS 알고리즘은 불능상태이고 Discarded_flag(폐기된 플래그)는 False 상태로 하여 NAK Qo

S 상태를 IDLE 상태로 천이한다. (단계 949,950,951).

상기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서는 전송속도 및 전송경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종래처럼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

는 방법뿐만 아니라 무선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NAK프레임을 이용하여 무선환경과 데이터흐름을 동시에 

판단하여 무선채널을 할당 및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화와 변경 및 균등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를 적절히 변형하여 동일하게 응용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상기 기재 내용은 하기 특허청구범위의 한계에 의해 정해지는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 채널의 할당 및 회수방법을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방

법뿐만 아니라 무선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NAK프레임을 이용하여 무선환경과 데이터흐름을 동시에 판단

하여 무선채널을 할당 및 회수를 하므로써,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특성상 수시로 변하는 무선환경의 영향을 빠르게 판

단하고 데이터의 전송속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데이터서비스의 이동성도 보장해주어 최적의 무선 데이터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국과 기지국 및 기지국제어기를 포함하는 이동교환시스템과 패킷데이터서빙노드(PDSN)을 포함하는 데이터코

어네트웍(DCN)으로 구성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PDSN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양과 전송율을 증감할 기준값과 비교하여 전송율을 증감하는 제 1방법과, 상기 P

DSN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의 NAK RATE가 전송율을 증감할 기준값(FATAL THRESHOLD)보다 크거나 작은상태

를 일정 시간 유지시 전송율을 증감하는 제 2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전송율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

신시스템에서의 데이터전송율 설정 방법.

청구항 2.
이동국과 기지국 및 기지국제어기를 포함하는 이동교환시스템과 패킷데이터서빙노드(PDSN)을 포함하는 데이터코

어네트웍(DCN)으로 구성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PDSN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CHECK하는 제 1과정과; 상기 데이터 수신중에 NAK발생, 프레임재전송, RLP

RESET과정이 적어도 하나이상 존재하는가를 체크하는 제 2과정과; 상기 제 2과정에서 체크된 정보를 이용하여 NA

K RATE를 설정하는 제 3과정과; 상기 설정된 NAK RATE를 이용하여 새로운 전송율을 설정하는 제 4과정;를 포함

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데이터전송율 설정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NAK RATE가 전송율을 올리거나 낮추기위해 설정된 기본값(Fatal Threshold)보다 

큰경우에는 새로운 채널을 할당할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의 데이터전송율 설정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새로운 채널을 할당할 수 있는경우에는 새로운 채널을 할당하여 전송율을 증가하고, 새로운 채널을 

할당할 수 없는경우에는 전송율을 낮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데이터전송

율 설정 방법.

청구항 5.
이동국과 기지국 및 기지국제어기를 포함하는 이동교환시스템과 패킷데이터서빙노드(PDSN)을 포함하는 데이터코

어네트웍(DCN)으로 구성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PDSN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CHECK하는 제 1과정과; 상기 데이터 수신중에 NAK발생, 프레임재전송, RLP

RESET과정이 적어도 하나이상 존재하는가를 체크하는 제 2과정과; 상기 제 2과정에서 체크된 정보를 이용하여 NA

K RATE를 설정하는 제 3과정과; 상기 설정된 NAK RATE와 전송율을 올리거나 낮추기위해 설정된 기본값(Fatal T

hreshold)과 비교하는 제 4과정과; 상기 제 4과정에서 비교된값의 상태가 일정한 시간동안 유지되는가를 판단하여 

새로운 전송율을 설정하는 제 5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데이터전송율 설정 방

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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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 새로운 전송율을 설정하는데 있어, NAK RATE가 Fatal Threshold보다 큰 상태가 일정시간 지속되

고, 활성(Active) PN코드가 2이상인경우에는 다른 PN에 SCH을 재할당하여 전송율을 높이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통신시스템에서의 데이터전송율 설정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PN이 복수인 경우라도 선택된 PN이 현재의 Reference PN인경우에는 기지국의 경계지역에서의 I

nterference영향으로 판단하여 SCH 전송 RATE를 DOWN시키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전송율 설정 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다른 PN에 할당된 채널 (SCH)의 전송율은 종래의 전송율과 동일하게 설정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데이터전송율 설정 방법.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새로운 전송율을 설정하는데 있어, NAK RATE가 Fatal Threshold보다 크지 않은 상태가 일정시간

지속되고, 활성(Active) PN코드가 1이하인경우에는 전송율을 낮추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데이

터전송율 설정 방법.

청구항 10.
이동국과 기지국 및 기지국제어기를 포함하는 이동교환시스템과 패킷데이터서빙노드(PDSN)을 포함하는 데이터코

어네트웍(DCN)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전송율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NAK RATE를 계산하는 파라메타값을 초기화하는 과정과;

이동국과 기지국간에 송/수신되는 RLP 프레임에 따라 NAK RATE를 갱신하는 과정과;

상기 갱신된 NAK RATE가 일정시간 유지되어 있는상태에서, 이동국에 접속된 PN갯수를 카운트하여 전송율을 변경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데이터전송율 설정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파라메타값의 초기화하는 과정은, NAK QoS STATE를 IDLE STATE로 설정하는 단계와; NAK 

RATE를 RESET하는 단계와; WEIGHT TABLE, RATE MODIFIER, FATAL THRESHOLD 및 ACT WAIT COUNT

을 초기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데이터전송율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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