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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이하, W-CDMA 라 약칭함) 방식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전송에 사용되는 상향링크(Uplink) 공통 패킷 채널(CPCH : Common Packet Channel)에 대한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측(UE)이 현재 할당받은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패킷을 전송하는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최소한의 시간 지연만으로 사용자측(UE)에 긴급정지 제어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3GPP, 공통 패킷 채널(CPCH), 전용물리제어채널(DPCCH), 긴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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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3GPP 규격에 따른 하향링크 전용물리채널(DPCH)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3GPP 규격에 따른 하향링크 전용물리제어채널(DPCCH)과 공통 패킷 채널(CPCH)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여러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 전송 방법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 구성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역다중화부(De-mux) 2 : 제1 비교부

3 : 제2 비교부 4 : 카운터(count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W-CDMA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전송에 사용되는 상향링
크(UL)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3세대 공동 프로젝트(3GPP :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는 상향링크(UL) 및 하향링크
(Downlink)의 전송채널(transport channel)과 물리채널(physical channel)에 대한 정의 및 그에 대한 설명을 기술
하고 있다.

3GPP 규격에서 정의되는 전송채널 중 공통 패킷 채널(CPCH)은 상향링크(UL)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비교적 중간 정
도 또는 작은 크기의 패킷들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며, 다음에 설명될 하향링크(DL) 물리채널인 전용물리채널(DPCH : 
Dedicated Physical Channel)의 두 가지 타입 중 하나인 전용물리제어채널(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 
; 이하, DPCCH 라 약칭함)과 관계한다.

물리채널 중 하나인 전용물리채널(DPCH)은 일반적으로 슈퍼프레임(superframes), 무선프레임(radio frames) 및 타
임슬롯(timeslots)의 3개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도 1에는 이러한 전용물리채널(DPCH)의 구조 중 하향링크(D
L)에서 사용되는 구조를 나타내었다.

전용물리채널(DPCH)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는 상위계층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전용물리데이터채널(Dedic
ated Physical Data Channel ; 이하, DPDCH 라 약칭함)과 물리계층의 제어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DPCCH이다.

도 1은 3GPP 규격에 따른 하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CH)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서 제어정보를 전달하는 하향링크(DL) DPCCH은 파일럿(Pilot) 필드, 전송 포맷 결합 표시자(TFCI : transpo
r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필드, 피이드백 정보(FBI : feed-back information) 필드 및 전송전력제어(TP
C : transport power control) 필드와 같은 여러 개의 필드로 구성된다.

    
도 2는 3GPP 규격에 따른 하향링크 DPCCH과 공통 패킷 채널(CPCH)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도시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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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링크(DL) DPCCH은 공통 패킷 채널(CPCH)의 전력제어를 위해 사용되며, 이렇게 하향링크(DL) DPCCH가 공통 패
킷 채널(CPCH)의 전력제어에 사용될 때는 전용물리채널(DPCH)로 데이터 전송이 없기 때문에 DPDCH은 전송되지 않
고 DPCCH만 전송된다. 특히 이 때는 DPCCH로 파일럿(Pilot) 비트와 전송전력제어(TPC) 비트만이 전송되며, 이러한 
경우에 하향링크(DL) DPCCH과 DPDCH에 대한 채널 정보들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채널 비트 레이트
(Kbps)

채널 심볼 레이트
(Ksps)

확산 인자(Spread-i
ng Factor)

프레임당 비트수(b
its/frame)

슬롯당 비트수(
bits/slot)

DPDCH의 슬롯당 비트수
(bits/slot)

DPCCH의 슬롯당 
비트수(bits/slot)

DPD
CH

DPCC
H

합
계

데이터1(N

data1 )
데이터2(N

data2 )
NT

FCI

NT

PC

Npi

lot

15 7.5 512 60 90 15
0

10 2 2 0 2 4

이러한 채널들을 사용하는 3GPP 시스템은 비동기식이므로, 여러 사용자(UE : User Equipment)가 효과적으로 신호
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랜덤 액세스(Random access) 방식이 적용된다.

컨텐션 방식(Contention)인 랜덤 액세스 방식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사용자측(UE)에 대해 네트워크측(UTRAN : Un
iversal mobile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은 사용 가능한 공통 패킷 채널(CPCH)을 사용자측(UE)에 할
당한다.

이후 상향링크(UL)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패킷이 전송되는데, 패킷 전송에 앞서 먼저 일정시간 동안 DPCCH
만을 사용하여 상향링크(UL)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전력제어를 수행한다.

우선적으로 네트워크측(UTRAN)에서는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해 신호 대 간섭비(SIR : Signal to Interferen
ce Ratio)를 측정하고, 이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전송전력제어(TPC) 비트를 만들어 하향링크(DL) DPCCH을 통해 전
송한다.

또한 사용자측(UE)에서는 하향링크(DL) DPCCH에 대한 신호 대 간섭비(SIR)를 측정한 후 마찬가지로 이 측정값을 
근거로 하여 전송전력제어(TPC) 비트를 만들어 상향링크(UL) DPCCH을 통해 전송한다.

이후 패킷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제어가 완료되면, 상향링크(UL)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패킷이 전송된다.

이렇게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패킷이 전송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자측(UE)이 다른 채널들을 살피지 않는다.

그런데 사용자측(UE)에 할당된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해당 패킷들이 전송되고 있는 도중에, 이 공통 패킷 채
널(CPCH)을 통해 패킷 전송 중지 또는 채널을 해제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3GPP에 제안된 관련 규격에서는 아직까지 공통 패킷 채널(CPCH)를 통한 패킷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패킷이 
전송되고 있는 공통 패킷 채널(CPCH)을 긴급히 해제시키는 긴급정지(Emergency stop)에 적당한 제어 절차가 제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로 사용자측(UE)이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패킷을 전송하고 있을 때 하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CH)
을 통하지 않고 다른 채널, 예로써 전송채널인 방송채널(BCH : Broadcasting Channel)과 맵핑되는 하향링크(DL) 물
리채널인 제1공통제어물리채널(PCCPCH : Prim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을 통해 긴급정지 제어정보
를 전송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1공통제어물리채널(PCCPCH)을 통해 전송 받은 제어정보는 디코딩을 거쳐야
만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 있으므로, 긴급정지를 위한 제어정보인지를 알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은 최소한의 제어정보
를 전송하는 해당 채널의 전송 시간 간격(TTI : Transport Time Interval) 보다 더 긴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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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사용자측(UE)이 현재 할당받은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
해 패킷을 전송하는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최소한의 시간 지연만으로 사용자측(UE)에 긴급정지 제어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 전송 방법의 특징은, 현재 할당
받은 상향링크(UL)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사용자측(UE)이 해당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자신의 패킷
을 전송하고 있는 사용자측(UE)에게 특정 제어정보를 전송하고자 할 때, 네트워크측(UTRAN)이 하향링크(DL)의 전
용물리채널(DPCH)을 통해 해당 제어정보를 상기 사용자측(UE)에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단계가 상기 네트워크측(UTRAN)이 상기 하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
CH)의 데이터채널(DPDCH)에 특정 비트 패턴을 삽입시켜 상기 사용자측(UE)에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네트워크측(
UTRAN)이 상기 하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CH)의 데이터채널(DPDCH)에 특정 비트 패턴을 삽입시켜 전송할 
때, 상기 하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CH)의 제어채널(DPCCH)에 전송전력 하강명령비트를 삽입시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측(UTRAN)이 상기 하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CH)의 제
어채널(DPCCH)을 구성하는 파일럿 필드에 특정 비트 패턴을 삽입시켜 상기 사용자측(UE)에 전송하거나, 상기 네트
워크측(UTRAN)이 상기 하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CH)의 제어채널(DPCCH)을 구성하는 전송전력제어(TPC) 
필드에 특정 비트 패턴을 삽입시켜 상기 사용자측(UE)에 전송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긴급정지 제어정보 전송 방법의 특징은, 
현재 할당받은 상향링크(UL)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사용자측(UE)이 해당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사
용자측(UE)에게 패킷 전송 중지를 명령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전송하고자 할 때, 네트워크측(UTRAN)이 하향링크(D
L)의 전용물리채널(DPCH)에 특정 비트 패턴을 삽입하여 상기 사용자측(UE)에게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측(U
E)이 상기 전송된 특정 비트 패턴을 확인한 후 상기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한 패킷 전송을 중지하는 단계로 이루
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 전송 방법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
하여 설명한다.

다음은 하향링크(DL) DPCCH을 통해 전송 포맷 결합 표시자(TFCI) 비트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와, 전송 포맷 결합 표
시자(TFCI) 비트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본 발명에 따른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 전송 방법을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여러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먼저 하향링크(DL) DPCCH을 통해 전송 포맷 결합 표시자(TFCI) 비트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또는, DPCCH에 TFC
I 필드가 없을 경우)에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는 하향링크(이) DPDCH를 사용하여 전송되며, 경우에 
따라 제어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하향링크(DL) DPCCH의 필드들이 조합되어 사용된다. 이 때 긴급정지(emergency s
top)와 같은 제어정보는 전송 지연없이 전송되어야 하므로 본 발명에서는 무선프레임 전체를 사용하여 긴급정지를 알
리는 제어비트가 슬롯 단위로 연속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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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첫 번째 예로써, 기존에는 상향링크(UL)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현재 패킷이 전송되고 있는 일반 상
태에서 하향링크(DL) DPCCH가 공통 패킷 채널(CPCH)의 전력제어를 위해 사용되고 DPDCH은 전송되지 않는다. 그
런데 본 발명에서는 긴급정지를 위한 제어정보를 사용자측(UE)에 전달하기 위해서 DPDCH을 통해 특정 패턴의 비트
열을 전송한다.

    
또다른 두 번째 예로써, 본 발명에서는 하향링크(UL)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현재 패킷이 전송되고 있는 일반 
상태에서 하향링크(DL) DPCCH가 공통 패킷 채널(CPCH)의 전력제어를 위해 사용되고, 상기 일반 상태일 때 DPDCH
로도 특정 패턴의 비트열이 반복적으로 전송되다가 긴급정지를 위한 제어정보를 사용자측(UE)에 전달해야 하는 긴급
정지 제어상태일 때는 이 DPDCH를 통해 다른 패턴의 비트열을 전송한다. 예를 들자면 일반 상태일 때는 "0000"을 D
PDCH로 전송하다가 긴급정지 제어상태일 때는 "1111"을 전송한다.
    

또다른 세 번째 예로써, 상기한 첫 번째 예 또는 상기한 두 번째 예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긴급정지 제어상태일 때 하향
링크(DL) DPCCH의 전송전력제어(TPC) 필드에 전력 하강 명령을 알리는 전력제어비트를 삽입하여 전송한다.

    
또다른 네 번째 예로써, 하향링크(UL)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현재 패킷이 전송되는 있는 일반 상태에서는 하
향링크(DL) DPCCH의 파일럿(Pilot) 필드에 일반적인 파일럿 비트 패턴을 삽입하여 전송하다가 긴급정지를 위한 제
어정보를 사용자측(UE)에 전달해야 하는 긴급정지 제어상태일 때는 임의의 다른 파일럿 비트 패턴을 전송한다. 예로써, 
긴급정지 제어상태가 되면 일반 상태에서는 전송되지 않던 별개의 파일럿 비트 패턴 "0000"을 전송하거나, 일반 상태
일 때 전송되던 파일럿 비트 패턴과 직교성을 갖는 파일럿 비트 패턴을 전송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반 상태일 
때 파일럿(Pilot) 필드에 삽입되는 비트열이 N비트라면 이 중에서 최하위비트(LSB) 또는 최상위비트(MSB)의 (N/2)
비트를 반전(Inversion)시킨 후 삽입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또는 일반 상태의 파일럿 비트 패턴에 대해 부호를 반전시
킨 후 삽입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또다른 다섯 번째 예로써, 상기한 첫 번째 예 또는 상기한 두 번째 예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긴급정지 제어상태일 때 하
향링크(DL) DPCCH의 전송전력제어(TPC) 필드에 전력 하강 명령을 알리는 전력제어비트를 삽입하여 전송하고 또한 
상기한 네 번째 예와 같이 일반 상태일 때 전송되던 파일럿 비트 패턴과 서로 다른 파일럿 비트 패턴을 하향링크(DL) 
DPCCH로 전송한다. 이 경우에는 DPDCH을 통해 전송되는 비트 패턴과 DPCCH을 통해 전송되는 파일럿 비트 패턴이 
일반 상태일 때와 긴급정지 제어상태일 때, 서로 직교하거나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또다른 여섯 번째 예로써, 상기한 첫 번째 예 또는 상기한 두 번째 예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긴급정지 제어상태일 때 하
향링크(DL) DPCCH의 전송전력제어(TPC) 필드에 삽입되는 비트 패턴이 DPDCH을 통해 전송되는 비트 패턴과 직교
성을 갖도록 하고, 또한 상기한 네 번째 예와 같이 일반 상태일 때 전송되던 파일럿 비트 패턴과 직교성을 갖는 파일럿 
비트 패턴을 하향링크(DL) DPCCH로 전송한다. 예로써, 전송전력제어(TPC) 필드에 삽입되는 비트를 "1,-1" 또는 "
-1,1"로 한다. 이 경우에는 한 슬롯에서 DPDCH을 통해 전송되는 비트 패턴이 DPCCH을 통해 전송되는 전송전력제어
(TPC) 비트 패턴 및 파일럿 비트 패턴이 일반 상태일 때와 긴급정지 제어상태일 때 서로 직교하거나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다음은 하향링크(DL) DPCCH을 통해 전송 포맷 결합 표시자(TFCI) 비트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이 경우 
하향링크(DL) DPCCH과 DPDCH에 대한 채널 정보들을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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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채널 비트 레이트
(Kbps)

채널 심볼 레이트
(Ksps)

확산 인자(Spread-i
ng Factor)

프레임당 비트수(b
its/frame)

슬롯당 비트수(
bits/slot)

DPDCH의 슬롯당 비트수
(bits/slot)

DPCCH의 슬롯당 
비트수(bits/slot)

DPD
CH

DPCC
H

합
계

데이터1(N

data1 )
데이터2(N

data2 )
NT

FCI

NT

PC

Npi

lot

15 7.5 512 60 90 15
0

10 0 2 2 2 4

이렇게 하향링크(DL) DPCCH을 통해 전송 포맷 결합 표시자(TFCI) 비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상기 나열된 실시 예 
중에서 여섯 번째 예를 제외한 나머지 적용 예가 가능하다.

    
그런데 하향링크(DL) DPCCH을 통해 전송 포맷 결합 표시자(TFCI) 비트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한 슬롯에서 전송 포
맷 결합 표시자(TFCI)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DPCCH의 비트 패턴이 DPDCH의 비트 패턴과 서로 직교하거나 서로 다
른 부호를 가지도록 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송 포맷 결합 표시자(TFCI) 필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어 신
호를 전송할 수 있다. 전송 포맷 결합 표시자(TFCI) 필드에 긴급정지를 제외한 다른 용도의 정보가 전송될 경우 프레
임당 10비트의 정보비트를 서로 다른 정보들이 공유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10비트 정보비트 중에서 8비트를 채널정
보 전송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2비트는 긴급정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 긴급정지를 위해 할당된 2비트의 
내용은 일반 상태에서 "00", 긴급정지 제어상태에서는 "11"이 된다.
    

다음은 상기 나열된 각 실시 예를 적용하여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절차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 전송 방법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 구성도이다.

    
먼저 도 4의 구성에서 상기한 첫 번째 예와 두 번째 예를 적용시킨다면, 사용자측(UE)은 DPCCH를 디코딩하는 것 이
외에 별도로 DPDCH에 있는 데이터를 디코딩한다. 첫 번째 예에서 DPDCH을 통해 특정 패턴의 비트열이 전송될 경우
에는 기존과 달리 DPDCH 전송 에너지가 사용되므로, 사용자측(UE)은 DPDCH에 에너지가 존재하는지와 DPDCH을 
통해 특정 패턴의 비트열이 전송되는지를 확인하여 긴급정지와 같은 제어정보를 인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에서는 사
용자측(UE)이 DPDCH를 계속 디코딩하다가 일반 상태의 비트 패턴에서 다른 패턴의 비트열이 전송됨이 확인되면 긴
급정지와 같은 제어정보가 전송되었음을 인지한다.
    

이후 일정 개수의 이상의 슬롯에서 계속 긴급정지 제어정보가 수신되면 사용자측(UE)은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
한 패킷 전송을 중단한다.

다음은 도 4의 장치 구성에서 상기한 세 번째 예를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이 때는 상기한 첫 번째 예 또는 상기한 두 번
째 예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긴급정지 제어상태일 때 하향링크(DL) DPCCH의 전송전력제어(TPC) 필드에 전력 하강 
명령을 알리는 전력제어비트가 삽입되어 전송된다. 이는 첫 번째 예와 두 번째 예를 적용시킬 때 여러 슬롯을 관찰하는 
동안 사용자측(UE)에서 전력을 풀(Full)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도 4의 장치 구성에서 상기한 네 번째 예를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이 때는 하향링크(UL) 공통 패킷 채널(CPC
H)을 통해 현재 패킷이 전송되는 있는 일반 상태에서는 하향링크(DL) DPCCH의 파일럿(Pilot) 필드에 일반적인 파일
럿 비트 패턴이 삽입되어 전송되다가 긴급정지를 위한 제어정보를 사용자측(UE)에 전달해야 하는 긴급정지 제어상태
일 때는 임의의 다른 파일럿 비트 패턴이 전송된다. 이 때는 상기한 첫 번째 예와 두 번째 예에서와 달리 사용자측(UE)
이 DPDCH에 대해 계속적으로 디코딩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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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 4의 장치 구성에서 상기한 다섯 번째 예를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이 때는 상기한 첫 번째 예 또는 상기한 두 
번째 예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긴급정지 제어상태일 때 하향링크(DL) DPCCH의 전송전력제어(TPC) 필드에 전력 하강 
명령을 알리는 전력제어비트가 삽입되어 전송되고 또한 상기한 네 번째 예와 같이 일반 상태일 때 전송되던 파일럿 비
트 패턴과 직교성을 갖는 파일럿 비트 패턴이 하향링크(DL) DPCCH로 전송된다. 이 경우에는 먼저 사용자측(UE)이 
DPDCH를 계속 디코딩하다가 DPDCH에 에너지가 존재하는지와 DPDCH을 통해 특정 패턴의 비트열이 전송되었는지가 
인지되면, 다음 하향링크(DL) DPCCH의 파일럿(Pilot) 필드에 긴급정지 제어정보를 나타낸 특정 파일럿 비트 패턴으
로 이를 확인한다. 반면에 이 경우에는 먼저 하향링크(DL) DPCCH의 파일럿(Pilot) 필드에 긴급정지 제어정보를 나타
낸 특정 파일럿 비트 패턴이 전송되었는지가 인지되면, 다음 사용자측(UE)이 DPDCH를 계속 디코딩하다가 DPDCH에 
에너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DPDCH을 통해 특정 패턴의 비트열이 전송되었는지의 여부로 이를 확인한다. 별도로 이 
같은 동작은 동시에 수행하여 긴급정지 제어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음은 도 4의 장치 구성에서 상기한 여섯 번째 예를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이 때는 하나의 슬롯 동안 DPDCH을 통해 
전송되는 비트 패턴과 DPCCH을 통해 전송되는 비트 패턴을 서로 비교한 후 이 들 두 채널의 비트 패턴이 서로 직교하
는지의 여부에 따라 긴급정지 제어정보가 전송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같이 각 실시 예를 통해 사용자측(UE)은 긴급정지와 같은 제어정보를 수신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한
다.

긴급정지와 같은 긴급한 제어명령을 사용자측(UE)에게 전송할 필요가 생길 경우, 네트워크측(UTRAN)은 상기에서 
나열된 여러 예들 중에서 미리 정해진 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긴급정지 제어정보는 각 슬롯을 통해 계속적으로 전송한다.

사용자측(UE)은 긴급정지 제어정보가 존재하는지를 계속 관찰하다가, 최초 제어정보가 인지되면 일정 개수의 슬롯 구
간을 관찰하여 긴급정지 제어정보를 검출한다.

이후 사용자측(UE)은 일정 개수의 이상의 슬롯에서 계속 긴급정지 제어정보가 수신되면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
한 패킷 전송을 중단한다.

다음 네트워크측(UTRAN)은 긴급정지 제어명령을 전송한 후 사용자측(UE)으로부터 패킷 전송이 중단되었는지를 확
인한다.

    발명의 효과

지금까지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 전송 방법에 의하면, 사용자측(UE)이 현재 
할당받은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패킷을 전송하는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공통 패킷 채널(CPCH)과 관계된 하향
링크(DL) DPCCH, DPDCH, 또는 이들 두 채널 모두를 통해 긴급한 제어정보가 지연없이 전송된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연없이 긴급정지 제어정보를 전송할 뿐만 아니라 이 제어정보를 보다 신뢰성 있게 전송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현재 할당받은 상향링크(UL)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사용자측(UE)이 해당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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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신의 패킷을 전송하고 있는 사용자측(UE)에게 특정 제어정보를 전송하고자 할 때, 네트워크측(UTRAN)이 하
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CH)의 데이터채널(DPDCH)에 특정 비트 패턴을 삽입시켜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측(UTRAN)이 상기 하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CH)의 데이터채널(DPDCH)에 
특정 비트 패턴을 삽입시켜 전송할 때, 상기 하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CH)의 제어채널(DPCCH)에 전송전력 하
강명령비트를 삽입시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측(UTRAN)이 상기 하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CH)의 제어채널(DPCCH)을 구
성하는 파일럿 필드에 특정 비트 패턴을 삽입시켜 상기 사용자측(UE)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 패킷 채널
(CPCH)에 대한 제어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측(UTRAN)이 상기 하향링크(DL) 전용물리채널(DPCH)의 제어채널(DPCCH)을 구
성하는 전송전력제어(TPC) 필드에 특정 비트 패턴을 삽입시켜 상기 사용자측(UE)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
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제어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5.

현재 할당받은 상향링크(UL)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해 사용자측(UE)이 해당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측(UE)에게 패킷 전송 중지를 명령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전송하고자 할 때, 네트워크측(UTRAN)이 하향
링크(DL)의 전용물리채널(DPCH)에 특정 비트 패턴을 삽입하여 상기 사용자측(UE)에게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측(UE)이 상기 전송된 특정 비트 패턴을 확인한 후 상기 공통 패킷 채널(CPCH)을 통한 패킷 전송을 중지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 패킷 채널(CPCH)에 대한 긴급정지 제어정보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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