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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최적화를 위한 전송 포맷 선택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되는 서비스 데이터 유닛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Protocol Data Unit)으로 변환

하여 다수의 논리 채널들 중 임의의 논리 채널을 통해 매체 접속 제어 계층 엔터티로 송신하는 무선 링크 제어 계층 엔터티

와, 상기 PDU를 수신하여 전송 블록으로 변환한 후 다수의 전송 채널들 중 임의의 전송 채널을 통해 물리 계층 엔터티로

전송하는 상기 매체 접속 제어 계층 엔터티를 포함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전송 채널들의 전

송 포맷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링크 제어 계층과 상기 매체 접속 제어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 채널을

우선 순위값에 따라 정렬하는 과정과, 전송 포맷을 지시하는 전송 포맷 지시자를 해당 각 전송 포맷이 지원하는 전송 블록

의 개수에 따라 정렬하는 과정과, 상기 정렬된 순서에 따라 전송 포맷 지시자의 전송 블록 개수가 상기 우선 순위값에 따른

상기 논리 채널의 전송할 데이터 블록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전송 포맷들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전송할 데이터 블록

사이즈와 선택된 전송 포맷 지시자(TFI)의 전송 블록 사이즈를 비교하고 일치하는 전송 포맷 지시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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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서브셋, 전송 블록 사이즈, 전송 포맷, 논리 채널 우선 순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UMTS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일반적인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 통신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상기 도 3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송 포맷 조합 선택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4a 내지 4d는 본 발명에 따라 논리 채널을 그 우선순위값에 따라 정렬한 예를 나타낸 도면,

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에 따라 전송 블록의 개수에 따라 전송 포맷 지시자를 정렬한 예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데이터 전송 최적화를 위한 전송 포맷 선택 방법

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은 동기형 시스템

과 비동기형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상기 비동기형 시스템으로서 UMTS(Universal Mobile Terrestrial System, 이하

"UMTS"라 칭하기로 한다)가 존재한다. 이하 도 1을 참조하여 UMTS 통신시스템 구조를 설명한다.

도 1은 일반적인 UMTS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UMTS 통신시스템은 코어

네트워크(CN: Core Network)(100)와 복수개의 무선 네트워크 서브시스템(RNS: Radio Network Subsystem, 이하

"RNS"라 칭하기로 한다)들(110, 120)과 사용자 단말기(UE: User Equipment, 이하 "UE"라 칭하기로 한다)(130)로 구성

된다. 상기 RNS(110) 및 RNS(120)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 Radio Network Controller,이하 "RNC"라 칭하기로

한다) 및 복수개의 기지국(Node B)(하기 설명에서 Node B 또는 셀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

면, 상기 RNS(110)는 RNC(111)와 복수개의 Node B들(113, 115)로 구성된다. 상기 RNC는 그 역할에 따라 Serving

RNC(이하 "SRNC"라 칭하기로 한다), Drift RNC(이하 "DRNC"라 칭하기로 한다) 또는 Controlling RNC(이하 "CRNC"라

칭한다)로 분류된다. 상기 SRNC와 DRNC는 각각의 UE에 대한 역할에 따라 분류되며, UE의 정보를 관리하고 코어 네트

워크와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RNC를 그 UE의 SRNC가 되며, UE의 데이터가 SRNC가 아닌 다른 RNC를 거쳐 상기

SRNC로 송수신되는 경우 그 RNC를 그 UE의 DRNC가 된다. 상기 CRNC는 각각의 Node B를 제어하는 RNC를 나타낸다.

도 1을 예를 들면, UE(130)의 정보를 RNC(111)가 관리하고 있으면 상기 RNC(111)이 SRNC가 되고, 상기 UE(130) 가

이동하여 UE(130)의 데이터가 RNC(121)를 통해 송수신되면 상기 RNC(121)가 DRNC가 된다. 그리고 Node B(113)를

제어하는 RNC(111)가 상기 Node B(113)의 CRNC가 된다. 이하 UMTS의 계층(layer) 구조 및 채널(channel) 구조를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일반적인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 통신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먼

저 무선 자원 제어(RRC: Radio Resource Control, 이하 "RRC"라 칭하기로 한다) 계층(141)은 매체 접속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이하 "MAC"이라 칭하기로 한다) 계층(145)으로 전송 포맷(TF: Transport Format, 이하 "TF"

라 칭하기로 한다) 선택을 위한 제어 메시지(control message)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RRC 계층(141)은 상기 TF 선택

을 위한 제어 메시지뿐만 아니라 상기 MAC 계층(145)의 동작을 제어하는 다수의 제어 메시지들을 전송한다. 그리고 무선

링크 제어(RLC: Radio Link Control, 이하 "RLC"라 칭하기로 한다) 계층(143)은 상위계층으로부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 Service Data Unit)을 전달받고, 상기 전달받은 서비스 데이터 유닛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Protoco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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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과 비교하여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 데이터 유닛들과 연집하여 상기 프로

토콜 데이터 유닛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생성하고, 이와는 반대로 상기 전달받은 서비스 데이터 유닛이 상기 프로토콜 데이

터 유닛의 크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하여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생

성한다. 그리고 상기 RLC 계층(113)은 상기 생성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들을 논리 채널(logical channel)들을 통해 상기

MAC 계층(115)으로 전달한다.

여기서, 상기 UMTS의 채널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 UMTS 채널은 물리채널(Physical Channel)과, 전송채널(Transport Channel)과, 논리채널(Logical Channel)로 구

분된다. 상기 물리 채널은 순방향(downlink)의 경우 순방향 물리 공통 채널(PDSCH: 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과, 전용 물리 제어 채널(DPCCH: 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과, 전용물리 데이터 채널(DPDCH:

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이 있으며, 역방향(uplink)의 경우 전용 물리 채널(DPCH: Dedicated Physical

Channel)이 있다. 상기 논리 채널로는 전용 채널(DCH: Dedicated CHannel)이 있으며, 상기 전용 채널은 전용 제어 채널

(DCCH: Dedicated Control CHannel) 및 전용 트래픽 채널(DTCH: Dedicated Traffic CHannel)이 있다. 상기 전송 채널

로는 랜덤 억세스 채널(RACH: Random Access CHannel)과 공통 패킷 채널(CPCH:Common Packet Channel) 등이 있

다.

한편, 상기 MAC 계층(115)은 물리(PHY: PHYsical) 계층(117)으로부터 전송 블록 셋(TBS: Transport Block Set)을 전

달받고, 상기 전달받은 전송 블록 셋을 전송 블록(TB: Transport Block)들로 분할하여 상기 분할된 전송 블록들을 프로토

콜 데이터 유닛 형태로 생성하여 상기 RLC 계층(143)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상기 RLC 계층(113)은 상기 MAC 계층(145)

으로부터 전달받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들을 서비스 데이터 유닛 형태로 생성하여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상기 MAC 계층(145)은 상기 RLC 계층(143)으로부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전달받고, 상기 전달받은 프

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실제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단위인 상기 전송 블록 단위로 생성하여 상기 물리 계층(147)으로

전달하고, 이에 상기 물리 계층(117)은 상기 MAC 계층(115)으로부터 전달받은 전송 블록들을 실제 물리 채널에서 전송하

는 무선 프레임(radio frame) 단위로 생성하여 해당 물리 채널을 통해 에어(air)상으로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계층 구조들, 즉 RRC 계층(141)과, RLC 계층(143)과, 물리 계층(147)간 데이터들은 프리미티브(primitives)들

을 이용해 전송되고, 상기 MAC 계층(145)과 RLC 계층(143)간, 또는/및 상기 MAC 계층(145)과 물리 계층(147)간에는 데

이터 저장을 위한 버퍼(buffer)들, 일 예로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와 같은 버퍼들을 구비한다. 즉, 상기 RLC 계층

(143)은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비스 데이터 유닛들을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에 상응하도록 생성하여 전용 제

어 채널/전용 전송 채널(DCCH/DTCH) 버퍼(149)에 버퍼링한 후 이 사실을 상기 MAC 계층(145)에 프리미티브를 통해 전

달한다. 그리고, 상기 MAC 계층(145)은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판독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상기 전용 제어 채널/전

용 전송 채널 버퍼(149)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판독하여 상기 전송 채널에 매핑한다. 결국, 상기 MAC

계층(145)은 필요에 따라 혹은 다른 계층으로부터 프리미티브를 수신할 경우 상기 전용 제어 채널/전용 전송 채널 버퍼

(149)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들을 독출하여 전송채널에 매핑하고, 상기 매핑하는 전송채널의 유형에 따라

MAC 계층(145)의 헤더(header)들을 다중화 및 가산해서 전송 블록을 생성하며, 상기 전송 채널을 위한 L1에 데이터를 전

송한다. 그리고, 상기 MAC 계층(145)은 상기 생성한 전송 블록들을 전송 채널 버퍼(151)에 버퍼링하고, 상기 전송 블록들

이 전송되어야할 시점에서 물리 계층(147)은 상기 전송 채널 버퍼(151)에 저장되어 있는 전송 블록들을 읽어 전송한다.

상기 설명에서 동일한 한 전송 채널을 통해 한 전송 시구간(TTI: Transmission Time Interval, 이하 "TTI"라 칭하기로 한

다) 동안에 전송되는 전송 블록들을 "전송 블록 셋(TBS: Transport Block Set)"이라고 칭하기로 하며, 상기 전송 블록 셋

을 구성하는 전송 블록들의 비트들 수를 "전송 블록 사이즈(size)"라고 칭하기로 하며, 상기 전송 블록 셋을 구성하는 전송

블록들의 수를 "전송 블록 셋 사이즈(TBSS: Transport Block Set Size)이라 칭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전송 블록 셋 사

이즈는 상기 UE의 물리계층에서 레이트 매칭(rate matching)된 비트 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상기 기지국(Node B)이 UE

에게 알려준다. 여기서, 상기 레이트 매칭 방식은 기지국의 물리계층이 사용자 데이터를 반복(repetition)하거나 천공

(puncturing)했을 경우, 상기 반복 또는 천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상기 UE는 UE 자신의 전송 특성에 상응하는(일 예로, 다양한 에러 정정(error correction) 기능을 제공하는) 다수

개의 전송 채널들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상기 전송 채널들 각각은 하나의 무선 베어러(radio bearer)의 정보 스트림

(stream)을 전송하는데 이용되거나 L2 (Layer 2) 및 상위 계층 시그널링(signaling) 메시지 전송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

한 전송 채널들을 동일하거나 혹은 상이한 물리 채널들로 매핑하여 송신하는 것은 상기 물리 계층(147)의 물리 채널 매핑

동작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전송 채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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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송 채널의 특성은 상기 전송 채널에 적용되는 채널 코딩 방식(channel coding scheme), 일 예로 컨벌루셔널

(convolutional) 코딩 방식과 같은 채널 코딩 방식과, 인터리빙(interleaving) 및 서비스 고유 전송율 매칭(service-

specific rate matching)과 같은 물리 계층 처리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전송포맷(TF: Transport Format) 또는 전송 포맷

셋(TFS: Transport Format Set)에 따라 결정된다. 즉, 상기 전송 포맷은 상기 전송 채널에 적용되는 물리 채널의 데이터

처리 방식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상기 전송 채널은 해당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어떤 코딩 레이

트(coding rate)로 어떤 채널 코딩(channel coding) 방식에 의해서 코딩되었는지, 어떤 크기로 분할되어 전송되는지(전송

블록 크기), 한 TTI 동안 몇 개의 전송 블록들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의한 것이다. 또한, 상기 전송 블록의 타

이밍(timing)은 정확히 물리 계층((147), 즉 L1(Layer 1) 프레임 타이밍에 고정된다. 예를 들면, 전송 블록은 정확히 10

ms마다, 즉 10 ms의 정수배가 되는 시점에서 발생된다. 그래서 상이한 2개의 전송 채널들이 존재할 경우 상기 2개의 전송

채널들 각각은 상기와 같은 전송 채널에 관련된 사항들, 즉 전송 포맷이 상이하게 된다.

상기 전송 포맷은 2개의 파트(part)들로 구분되며, 상기 2개의 파트들은 각각 dynamic 파트와 semi-static 파트이며, 이

를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dynamic 파트는 전송 블록 사이즈와, 전송 블록 셋 사이즈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semi-static 파트는 TTI와, 에러 방지 방식(error protection scheme), 즉 에러 방지를 위한 채널 코딩 방식과 코딩 레이

트 정보 및 CRC(Cyclic Redundancy Check) 크기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송 채널들 각각

에는 매핑되는 물리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전송 포맷이 할당되는데, 상기 전송 채널들에 할당 가능한 모든 전송 포맷들의

집합이 "전송 포맷 셋(TFS: Transport Format Set)"이며, 상기 전송 포맷 셋을 구성하는 원소들, 즉 모든 전송 포맷들 각

각을 식별해주는 식별자가 "전송 포맷 식별자(TFI: Transport Format Indicator)"이다. 여기서, 상기 모든 전송 포맷들의

semi-static 파트들은 상기 전송 포맷 셋에 존재하는 semi-static 파트들과 동일하게 된다. 또한, 상기 dynamic 파트에 포

함되는 전송 블록 사이즈와, 전송 블록 셋 사이즈 정보는 전송 채널의 비트 레이트(bit rate)에 상응하게 생성되며, 그래서

상기 전송 채널의 비트 레이트가 채널환경 및/또는 서비스 타입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경될 경우, 상기 전송 블록 셋 사이

즈, 혹은 전송 블록 셋 및 전송 블록 셋 사이즈 모두가 가변적으로 변경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전송 채널의 전송률이

고정적이거나 혹은 천천히 가변되는 경우에는 상기 전송 채널에 상기 전송 포맷이 매핑되며, 이와는 반대로 상기 전송 채

널의 전송률이 빠르게 가변되는 경우에는 상기 전송 채널에 상기 전송 포맷 셋이 매핑된다.

그리고, 상기 UE의, 즉 전송 채널들 각각에 대해 하나의 전송 포맷을 가지는 CCTrCH(Coded Composite Transport

CHannel)을 통해 상기 물리 계층(147)으로 전송되는 전송 포맷들의 조합이 "전송 포맷 조합(TFC: Transport Format

Combination)"이며, 상기 CCTrCH를 통해 전송되는 전송 포맷 조합들의 셋을 "전송 포맷 조합 셋(TFCS: Transport

Format Combination Set)"이다. 여기서, 상기 전송 포맷 조합 셋은 상기 해당 전송 채널들의 모든 전송 포맷 조합들을 포

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상기 전송 포맷 조합 역시 다수개로 생성되기 때문에 현재 전송 채널에 할당되는 전송 포맷 조합

이 어떤 전송 포맷 조합인지를 식별해주기 위한 식별자가 전송 포맷 조합 표시(TFCI: Transpor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이다. 그래서 송신측, 일 예로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전송 채널에 해당하는 전송 포맷 조합 표시를 매핑하여 전송

하면, 수신측, 일 예로 UE에서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한 전송 채널의 전송 포맷 조합 표시를 분석하여 상기 전송 채널을 디

코딩하고, 역다중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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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물리 채널을 통해서 다수개의 전송 채널들이 시간적으로 다중화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UE는 임의의 시

점에 수신한 물리 채널이 어느 전송 채널에 속하는지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하며, 상기 UE가 상기 전송 채널을 구분하기 위

해 상기 전송 채널들 각각에 식별자(ID)를 부여하게 되며 이렇게 부여된 식별자가 전송 채널 식별자(Transport Channel

Indicator)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기 RLC 계층(143)에서 데이터 요청 신호를 전송할 때마다 상기 RRC 계층(141)은 상기 MAC 계층(145)으로 전

송 채널 구성에 할당되는 전송 포맷을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RRC 계층(141)은 상기 RLC 계층(143)

과 MAC(145) 계층간의 다수개의 논리 채널들, 일 예로 8개의 논리채널들 각각에 1부터 8까지의 우선 순위(priority) 값을

할당하여 역방향 데이터의 스케줄링(scheduling)을 제어한다. 여기서, 상기 우선 순위값 중 1은 최우선 순위를 가지는 우

선 순위값이며, 8은 최하위 우선 순위를 가지는 우선 순위값이다. 상기 UE에서의 TFC의 선택은 상기 RRC 계층(141)이

할당하는 논리채널들 사이의 우선 순위값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며, 상기 RLC 계층(143)이 데이터 요청신호를 전송할 때

마다 상기 RRC 계층(141)의 제어에 따라 상기 MAC 계층(145)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적절한 전송 포맷이 선택되는 것

이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우선순위값에 따른 전송을 위해 상기 논리 채널의 전송블록들중 일부 전송 블록들은 다음순으로

낮은 사용 우선 순위를 가지는 논리채널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차단되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다른 논리 채널의 데이

터 전송을 위해 전송 블록들의 전송 차단 역시 상기 RRC 계층(141)의 제어에 따라 수행되며, 이때 상기 전송 차단된 전송

블록들의 우선 순위는 최우선 순위를 가지는 1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0으로 설정되고, 이 경우 어떠한 전송 블록

들이라도 상기 0의 우선 순위를 가지는 데이터의 전송보다 전송에 있어 우선되지 않는다.

또한, UE 전송 전력(transmit power)이 UE에서 전송 가능한 최대 전송 전력(max transmit power)에 근접하고 전력 제

어를 위한 내부 루프(loop)가 커버리지(coverage)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상기 UE는 전송 채널에 할

당되는 전송 포맷 조합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전송 포맷 조합보다 더 낮은 비트 레이트를 가지는 전송 포맷 조합을 할당하

게 된다. 한편, 가변 레이트(rate) 동작을 지원하는 코덱(CODEC)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하는 논리채널의 비트 레이트가

상기 더 낮은 비트 레이트와 충돌하게 되면 상기 코덱의 비트 레이트가 상기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트 레이트를 가변시킨

다. 그리고 상기 UE는 자신의 최대 전송전력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전송 포맷 조합을 지원가능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상기 측정 결과 상기 UE 자신의 최대 전송전력이 상기 일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전송 포맷 조합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면 상기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던 전송 포맷 조합을 다시 고려하여 전송 채널에 대한 전송 포맷 조합을 할당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RLC 계층(143)의 데이터 전송요구에 대해서만 상기 MAC 계층(145)에서 전송 포맷 선택

이 수행되며, 상기 MAC 계층(145)은 상기 전송 포맷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할당 가능한 전송 포맷들을 포함하는 전송

포맷 테이블(table)을 구비하고, 상기 RLC 계층(143)의 데이터 전송 요구시 RRC 계층(141)의 제어에 따라 상기 전송 포

맷 테이블을 탐색(search)하여 해당 전송 채널에 대한 전송 포맷을 선택했다. 그러나, 하나의 전송 채널에 대한 전송 포맷

을 할당하기 위해서 상기 모든 경우의 전송 포맷들이 저장되어 있는 전송 포맷 테이블을 검색하는 것은 전송 포맷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상기 전송 포맷 선택으로 인해 상기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최적화를 위한 전송 포맷 선택하여 전송

포맷 검색을 위한 선택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단말에 할당된 전송 포맷중 가장 전송율이 높은 전송 포맷을 선택함으로써 데이터의 전송율이 향상

시키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되는 서비스 데이터 유닛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Protocol

Data Unit)으로 변환하여 다수의 논리 채널들 중 임의의 논리 채널을 통해 매체 접속 제어 계층 엔터티로 송신하는 무선 링

크 제어 계층 엔터티와, 상기 PDU를 수신하여 전송 블록으로 변환한 후 다수의 전송 채널들 중 임의의 전송 채널을 통해

물리 계층 엔터티로 전송하는 상기 매체 접속 제어 계층 엔터티를 포함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상

기 전송 채널들의 전송 포맷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링크 제어 계층과 상기 매체 접속 제어 계층 사이에 존

재하는 논리 채널을 우선 순위값에 따라 정렬하는 과정과, 전송 포맷을 지시하는 전송 포맷 지시자를 해당 각 전송 포맷이

지원하는 전송 블록의 개수에 따라 정렬하는 과정과, 상기 정렬된 순서에 따라 전송 포맷 지시자의 전송 블록 개수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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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값에 따른 상기 논리 채널의 전송할 데이터 블록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전송 포맷들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전송할 데이터 블록 사이즈와 선택된 전송 포맷 지시자(TFI)의 전송 블록 사이즈를 비교하고 일치하는 전송 포맷 지시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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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 통신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도 2를 참조하여 다시 설명한다.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선 링크 제어(RLC: Radio Link Control, 이하 "RLC"라 칭하기로 한다) 계층(113)은 상위계층으로부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 Service Data Unit)을 전달받고, 상기 전달받은 서비스 데이터 유닛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Protocol

Data Unit)과 비교하여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 데이터 유닛들과 연집하여 상

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생성하고, 이와는 반대로 상기 전달받은 서비스 데이터 유닛이 상기 프로토

콜 데이터 유닛의 크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하여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크기에 적합하

도록 생성한다. 그리고 상기 RLC 계층(113)은 상기 생성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들을 논리 채널(logical channel)들을 통

해 상기 MAC 계층(115)으로 전달한다. 상기 RLC 계층(113)으로부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전달받은 상기 MAC 계층

(115)은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실제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단위인 전송 블록(TB: Transport Block) 단위로

생성하여 물리(PHY: PHYsical) 계층(117)으로 전달하고, 이에 상기 물리 계층(117)은 상기 MAC 계층(115)으로부터 전

달받은 전송 블록들을 실제 물리 채널에서 전송하는 무선 프레임(radio frame) 단위로 생성하여 해당 물리 채널을 통해 에

어(air)상으로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MAC 계층(115)은 상기 생성한 전송 블록들을 전송 채널 버퍼(121)에

저장함과 동시에 이를 상기 물리 계층(117)으로 통보하고, 상기 물리 계층(117)이 필요에 따라 상기 전송 채널 버퍼(121)

에 저장되어 있는 전송 블록들을 읽어 실제 물리 채널상에서 전송되는 무선 프레임 형태로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동 통신 시스템은 상기에서 설명한 도 2

의 계층(layer)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본 발명은 매체 접속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계층

(145)에서 전송 채널(Transport CHannel)에 대한 전송 포맷(TF: Transport Format)을 선택할 때마다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할당 가능한 모든 전송 포맷들이 저장되어 있는 전송 포맷 테이블(table)을 일일이 탐색(search)하는 것이 아니라 전

송할 논리 채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한 후에 전송할 데이터 블록 사이즈와 일치하는 전송 블록 사이즈를 갖는 전송 포

맷을 선택하여 전송 포맷 선택에 소요되는 탐색 시간을 최소화시킨다. 또한, 본 발명은 단말에 할당된 전송 포맷중 전송해

야 할 블록들의 개수에 맞추어서 가장 전송율이 높은 전송포맷을 선택함으로써 데이터의 전송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송 포맷 선택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선 자원 제어 계층(RRC)(141)은 논리 채널들 각각에 논리 채널 우선 순위값을 할당하여 데이터의 스케줄링을 제

어한다. 여기서, 상기 논리 채널들에 할당되는 우선 순위 값은 1 내지 8의 값을 가지는데, 1이 최우선 우선 순위를 가지는

우선 순위값이며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가지고 8은 가장 낮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우선 순위값이다.

그리고 UE에서 전송 포맷 조합의 선택은 상기 무선 자원 제어 계층(141)이 할당하는 논리채널들의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

되고, 상기 결정된 논리 채널들 각각의 우선 순위는 절대 순위를 가진다. 그래서 UE는 우선 순위가 높은 서비스 데이터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높은 논리 채널을 선택하여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전송률을 최적화시키고, 이에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

는 것이다.

그러면 상기 전송 포맷 조합을 선택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RLC(143)와 MAC(145)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 채널을 우선 순위값에 따라 정렬한다.

(2) 전송 포맷 지시자를 각각의 전송 포맷이 지원하는 전송 포맷 블록 개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3) 모든 논리 채널들을 검색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논리채널에 존재하는 전송 블록 사이즈와 같은 크기의 전

송 블록을 가지는 블록들의 개수를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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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송 포맷의 지시자를 내림차순으로 검색하면서 (3)에서 계산한 전송할 블록들의 개수와 일치하는 전송 포맷의 지시자

들을 발견하면, 그 중 전송 블록사이즈가 전송할 데이터 블록 사이즈와 일치하는 전송 포맷 지시자를 선택한다. 이때 전송

할 블록들의 개수와 일치하는 전송 포맷 지시자가 없으면, 전송할 블록들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블록 개수를 지원하는 전

송 포맷 지시자중에 가장 많은 개수의 블록들을 보낼 수 있는 전송 포맷 지시자를 선택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E에서 전송 포맷 조합을 선택하는 규칙은 상기 전송 채널 중 전용 채널에 적용되며, 상기 전

송 포맷 조합 선택 규칙은 랜덤 억세스 채널 및 공통 패킷 채널(CPCH: Comon Packet Channel)에 관한 전송 포맷 선택에

도 적용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전송 포맷 조합 선택 과정을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3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송 포맷 조합 선택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고, 도 4a 내지 4d는 본 발명에 따라 논

리 채널을 그 우선순위값에 따라 정렬한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에 따라 전송 블록의 개수에 따

라 전송 포맷 지시자를 정렬한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202단계에서 MAC 계층(145)은 RLC(143)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 채널의 개수를 우선순위별로

카운트하고 204 단계로 진행한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MAC 계층(145)은 RLC(143)와의 사이에 논리 채널들이 존

재한다. MAC 계층(145)은 우선 순위값에 몇 개의 논리 채널이 있는 지를 카운트하여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우선

순위값에 따른 논리 채널의 개수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어서 MAC 계층(145)은 단계 204에서 각 우선 순위값에 따른

논리 채널의 개수를 누적하여 카운트한다. 즉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MAC 계층(145)은 우선 순위값 1부터 우선 순위

값 8까지 진행하면서, 각 우선 순위값에 대응하여 해당 우선 순위값을 가진 논리채널의 개수와 해당 우선 순위값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우선 순위값의 모든 논리 채널의 개수를 합한다. 예컨대, 1의 우선 순위값의 논리 채널의 개수는 2이고 이보다

높은 우선 순위값의 논리 채널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값 1에 대응하여 논리 채널의 개수는 2이다. 그리고 2의 우선 순위

값의 논리 채널의 개수는 3이고 이보다 높은 우선 순위의 논리 채널은 1의 우선 순위값의 논리 채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

위값 2에 대응하여 논리 채널의 개수는 2의 우선 순위값의 논리 채널의 개수 3에 1의 우선 순위값의 논리 채널의 개수 2를

합한 5가 된다.

그리고 MAC 계층(145)은 206단계에서 각 우선 순위값에 대해 누적 카운트값을 1씩 감소시키면서 각 우선 순위값의 논리

채널을 정렬한다. 각 우선 순위값의 논리 채널은 각 우선 순위값에 대응한 논리 채널의 누적 개수에서 1을 감소시킨 값을

인덱스로 하여 정렬된다. MAC 계층(145)은 각 우선 순위값의 논리 채널의 개수가 1 이상이면 각 우선 순위값에 대응한 논

리 채널의 누적 개수에서 1씩 감소시키면서 인덱스를 정한다. 이와 같이 논리 채널을 정렬한 것이 도 4d에 도시되어 있다.

예컨대, 도 4c 및 4d를 참조하여 우선 순위값 5의 논리 채널 2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논리 채널 2의 우선 순위값은 5이고

우선 순위값 5에 대응한 논리채널의 누적 개수는 11이다. MAC 계층(145)은 우선 순위값 5의 논리채널의 누적 개수 11을

10으로 감소시키고, 인덱스 10의 위치에 논리 채널 ID 2를 대응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우선순위값 5의 논리 채널 ID 7에

대해서는 논리 채널의 누적 개수 10을 9로 감소시키고 인덱스 9의 위치에 논리 채널 ID 7을 대응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논리 채널들의 ID를 정렬시킨다.

이어서, MAC 계층(145)은 단계 208로 진행하여 전송 포맷 지시자(TFI: Transport Format Indicator)를 각각의 전송 포

맷이 지원하는 전송 포맷 블록의 개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예컨대, MAC 계층(145)은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

은 전송 포맷 지시자(TFI)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 포맷 지시자(TFI)를 전송 블록의

개수에 따라 정렬시킨다.

그리고, MAC 계층(145)은 단계 212로 진행하여 정렬(sorting)된 전송 포맷 지시자(TFI)를 인덱스의 순서대로 검색하면

서 전송 포맷 지시자의 전송 블록 개수와 상기 우선 순위값에 따른 상기 논리 채널의 전송할 데이터 블록의 개수를 비교한

다. 그리고 MAC 계층(145)은 214 단계에서 전송 포맷 지시자의 전송 블록의 개수가 전송할 데이터의 블록 개수보다 작거

나 같은지를 판단한다. MAC 계층(145)은 전송 포맷 지시자의 전송 블록의 개수가 전송할 데이터의 블록 개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당 전송 포맷들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MAC 계층(145)은 215 단계로 진행하여 전송할 데이터 블록 사이즈와

선택된 전송 포맷 지시자(TFI)의 전송 블록 사이즈를 비교하고 일치하는 전송 포맷 지시자를 선택한다. 이어서 MAC 계층

(145)은 단계 216으로 진행하여 선택된 전송 포맷 지시자가 가르키는 전송 포맷을 선택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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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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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채널에 대한 전송 포맷을 선택함에 있어서

모든 할당 가능한 전송 포맷들을 포함하는 전송 포맷 테이블을 일일이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할 논리 채널을 우선순위

에 따라 정렬한 후에 전송할 데이터 블록 사이즈와 일치하는 전송 블록 사이즈를 갖는 전송 포맷을 선택하여 전송 포맷 선

택에 소요되는 탐색 시간을 최소화시킨다. 이와 같이 전송 포맷 선택에 소요되는 검색 횟수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전송 포

맷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되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논리 채널과 같은 크기의 전송 블록들을 모두 모아서 전송함으로써 전송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개수의 전송 블록을 전송하

는 이점이 있다. 즉, 본 발명은 가장 전송율이 높은 전송포맷을 선택함으로써 데이터의 전송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되는 서비스 데이터 유닛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Protocol Data Unit)으로 변환하여 다수

의 논리 채널들 중 임의의 논리 채널을 통해 매체 접속 제어 계층 엔터티로 송신하는 무선 링크 제어 계층 엔터티와, 상기

PDU를 수신하여 전송 블록으로 변환한 후 다수의 전송 채널들 중 임의의 전송 채널을 통해 물리 계층 엔터티로 전송하는

상기 매체 접속 제어 계층 엔터티를 포함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전송 채널들의 전송 포맷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링크 제어 계층과 상기 매체 접속 제어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 채널을 우선 순위값에 따라 정렬하는 과정과,

전송 포맷을 지시하는 전송 포맷 지시자를 해당 각 전송 포맷이 지원하는 전송 블록의 개수에 따라 정렬하는 과정과,

상기 정렬된 순서에 따라 전송 포맷 지시자의 전송 블록 개수가 상기 우선 순위값에 따른 상기 논리 채널의 전송할 데이터

블록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전송 포맷들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전송할 데이터 블록 사이즈와 선택된 전송 포맷 지시자(TFI)의 전송 블록 사이즈를 비교하고 일치하는 전송 포맷 지

시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 채널을 우선 순위값에 따라 정렬하는 과정은

각 우선 순위값에 따른 논리 채널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과정과,

상기 우선 순위값에 대응하여 해당 우선 순위값을 가진 논리채널의 개수와 해당 우선 순위값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우선

순위값의 모든 논리 채널의 개수를 합하여 각 우선 순위값에 대해 누적 카운트값을 구하는 과정과,

각 우선 순위값에 대해 누적 카운트값을 1씩 감소시키면서 각 우선 순위값의 논리 채널을 정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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