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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 전송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슬립 모드(sleep mode) 상태와,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웨이크 모드

(awake mode) 상태를 가지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기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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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시키기 위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트래픽

지시 필드에 해당 기지국 내에 속한 각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트래픽 지시 여부를 나타내는 영역을 상기 이동 가입

자 단말기별로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할당된 해당 영역에 트래픽 지시 여부를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로 상기 트래픽 지시 여부가 포함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한다.

대표도

도 9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슬립 모드(sleep mode) 상태와,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웨이크 모드(awake mode)

상태를 가지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

이시키기 위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트래픽 지시 필드에 슬립 모드에 있는 각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트래픽 지시 여부를 나

타내는 영역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별로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할당된 해당 영역에 트래픽 지시 여부를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로 상기 트래픽 지시 여부가 포함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이동 가입자 단말기별로 할당된 영역의 크기는 1비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소정의 기지국 내에 속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의 수를 소정 개수의 그룹으로 구분한 상기 그

룹 정보 필드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내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은 상기 트래픽 지시 메

시지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에 표시된 상태 천이 지시에 따라 상태 천이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등록특허 10-0686775

- 2 -



청구항 6.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슬립 모드(sleep mode) 상태와,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웨이크 모드(awake mode)

상태를 가지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서빙 기지국의 트래픽 지

시 메시지를 수신하여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어웨이크 모드에서 상기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할 때,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이

동 가입자 단말기에게 고유한 슬립 식별자(SLPID)를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서 상기 할당받은 슬립 식별자의 존재 여부

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슬립 식별자에 대응되는 비트맵(bitmap) 위치에 해당값이 어웨이크 모드드로의 천이를 나타내는 값이면,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슬립 식별자는 슬립 응답 메시지를 통해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슬립 식별자는 기본 연결 식별자를 대체하여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슬립 식별자를 할당받은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할 경우, 상기 할당받은 슬립 식별자는 회

수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슬립 모드(sleep mode) 상태와,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웨이크 모드(awake mode)

상태를 가지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

이시키기 위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트래픽 지시 필드에 슬립 모드에 있는 서빙 기지국 내에 속한 각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트래픽 지시 여부를 나타내는 영역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별로 할당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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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 내에 속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 각각에 대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할당된 해당 영역에 상기 이동 가

입자 단말기의 소정의 동작 수행 지시 정보를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로 상기 트래픽 지시 여부가 포함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이동 가입자 단말기별로 할당된 영역의 크기는 2비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소정의 기지국 내에 속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의 수를 소정 개수의 그룹으로 구분한 상기 그

룹 정보 필드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의 구성 단위는 4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내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은 상기 트래픽 지시 메

시지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에 표시된 소정의 동작 수행 지시에 따라 상태 천이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수행 지시 정보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할 것을 지시하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수행 지시 정보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해당 청취 구간(LISTENINGG INTERVAL)이 경과한 때부터 슬립

모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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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수행 지시 정보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해당 청취 구간동안에서 다음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

고, 바로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할 것을 지시하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슬립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을 어웨이크 모드 상태로 천이시킥 수 있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

법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수신할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복수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 각각에 할

당되는 비트들의 열을 포함하는 트래픽 지시자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의 수신할 데이터가 존

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들을 상기 비트들 내에 기입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트래픽 지시자 필드에 서빙 기지국 내에 속한 각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트래픽 지시 여

부를 나타내는 영역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별로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할당된 해당 영역에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소정의 동작 수행 지시 정보를 표시하여 상

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수행 지시 정보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할 것을 지시하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수행 지시 정보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해당 청취 구간(LISTENING INTERVAL)이 경과한 때부터 슬립

모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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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수행 지시 정보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해당 청취 구간동안에서 다음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

고, 바로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할 것을 지시하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각 이동 가입자 단말기별로 할당된 영역의 크기는 1비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각 이동 가입자 단말기별로 할당된 영역의 크기는 2비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7.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지시자 필드는 소정의 기지국 내에 속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의 수를 소정 개수의 그룹으로 구분한 그룹 정

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8.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내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은 상기 트래픽 지시 메

시지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에 표시된 상태 천이 지시에 따라 상태 천이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9.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의 수신할 데이터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는 고유한 슬립 식별자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슬립 식별자는 슬립 응답 메시지를 통해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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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슬립 식별자는 기본 연결 식별자를 대체하여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시, 상기 슬립 식별자는 상기 기지국으로 회수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해당 기지국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여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

시, 상기 슬립 식별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상태 천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4.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웨이크 모드와,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슬립 모드를 가지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서빙 기지국이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 각각에게 전달할 트래픽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메

시지 생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마다 고유한 슬립 식별자들을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슬립 식별자들을 미리 결정된 개수만큼씩 분할하여 이들을 표시하는 영역들을 결합하여 제1 표시 비트맵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미리 결정된 개수만큼의 슬립 식별자들을 표시하는 제2 표시 비트맵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1 표시 비트맵과 상기 제2 표시 비트맵을 포함시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게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슬립 식별자는 슬립 응답 메시지를 통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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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표시 비트맵의 각 비트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게 전달될 트래픽이 있는 경우, 전달할 트

래픽이 있음을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제1 표시 비트맵에서 자신의 위치에 상응하는 비트를 검출하여 트래픽의 여부를 판단하

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트래픽이 있으면 상기 제2 표시 비트맵을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트래픽이 없으면 상기 제2 표시 비트맵을 검출하지 않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제2 표시 비트맵을 검출할 때, 자신의 위치에 상응하는 비트를 검출하여 트래픽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

식을 사용하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차세대 통신 시스템인 4세대(4th Generation; 이하 '4G'라 칭하기로 한다) 통신 시스템에서는 약 100M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는 다양한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이하 'QoS'라 칭하기로 한다)을 가지는 서비스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

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3세대(3rd Generation; 이하 '3G'라 칭하기로 한다) 통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열악한 채널 환경을 가지는 실

외 채널 환경에서는 약 384k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며, 비교적 양호한 채널 환경을 가지는 실내 채널 환경에서도 최대

2Mbps 정도의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한편, 무선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 이하 'LAN'이라 칭하기로

한다) 시스템 및 무선 도시 지역 네트워크(Metropolitan Area Network; 이하 'MAN'이라 칭하기로 한다) 시스템은 일반적

으로 20Mbps ~ 50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따라서, 현재 4G 통신 시스템에서는 비교적 높은 전송 속도를 보장하는 무선 LAN 시스템 및 무선 MAN 시스템에 이동성

(mobility)과 QoS를 보장하는 형태의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상기 4G 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고속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무선 MAN 시스템은 그 서비스 영역(coverage)이 넓고, 고속의전송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속 통신 서비

스 지원에는 적합하나, 사용자, 즉 가입자 단말기(SS; Subscriber Station)의 이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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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가입자 단말기의 고속 이동에 따른 핸드오프(handoff) 역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도 1을 참조하

여 상기 무선 MAN의 표준 스펙(Spec)인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6a 통신 시스템

의 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의 구조

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으로서, 특히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무선 MAN 시스템은 광대역 무선 접속(BWA; Broadband Wireless Access) 통신 시

스템으로서, 상기 무선 LAN 시스템에 비해서 그 서비스 영역이 넓고 더 고속의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상기 무선 MAN 시

스템의 물리 채널(physical channel)에 광대역(broadband) 전송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하 'OFDM'이라 칭하기로 한다) 방식 및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OFDMA'라 칭하기로 한다) 방식을 적용한 시스템이 상기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이다.

즉, 상기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은 OFDM/OFDMA 방식을 사용하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이다. 상기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은 상기 무선 MAN 시스템에 OFDM/OFDMA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서브 캐리어(sub-

carrier)들을 사용하여 물리 채널 신호를 송신함으로써 고속 데이터 송신이 가능하다.

한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은 상술한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에 가입자 단말기의 이동성을 고려하는 시스템으로

서, 현재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결과적으로 IEEE 802.16a 통신 시스템 및 IEEE 802.16e 통신 시스템 모두는 OFDM/OFDMA 방식을 사용하는 광대역 무

선 접속 통신 시스템이며, 설명의 편의상 상기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을 일 예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가입자 단말기의 이동성을 고려한 시스템이므로, 상기 가입자 단말기

를 표현함에 있어 상기 'SS(Subscriber Station)'의 표현과 함께 'MS(Mobile Station)' 또는 'MSS(Mobile Subscriber

Station)'의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즉, 상기 'MS' 또는 'MSS'는 상기 'SS'에 이동성을 부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은 단일 셀(single cell) 구조를 가지며, 기지국(BS, Base Station)

(100)과 상기 기지국(100)이 관리하는 다수의 가입자 단말기들(110, 120, 130)로 구성된다. 상기 기지국(100)과 상기 가

입자 단말기들(110, 120, 130)간의 신호 송수신은 상기 OFDM/OFDMA 방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단말기의 이동성을 고려할 경우 가입자 단말기의 전력 소모는 시스템

전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가입자 단말기와

기지국간 슬립 모드(SLEEP MODE) 동작 및 상기 슬립 모드 동작에 대응되는 어웨이크 모드(AWAKE MODE) 동작이 제

안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도 2를 참조하여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현재 제안하고 있는 슬립 모드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

기로 한다.

상기 도 2는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슬립 모드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상기 슬립 모드는 패킷 데이터(packet data) 전송시, 상기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

는 구간이 발생하는 아이들(idle) 구간에서 이동 가입자 단말기(MSS)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즉, 상

기 슬립 모드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와 기지국이 동시에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함으로써, 상기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

는 아이들 구간에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기 패킷 데이터는 버스트(burst)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상기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구

간에서도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간과 동일하게 동작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기 슬립 모드가 제

안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상기 기지국과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 상태에 있다가 전송할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

면 상기 기지국 및 이동 가입자 단말기 모두는 동시에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하여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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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슬립 모드 동작은 전력 소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채널 신호들간 간섭(interference)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

로도 제안된다. 그러나, 상기 패킷 데이터의 특성은 트래픽(traffic)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기 슬립 모드 동작은 상

기 패킷 데이터의 트래픽 특성 및 전송 방식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참조부호 211은 패킷 데이터 발생(PACKET DATA GENERATION)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서,

다수의 온(ON) 구간들과 오프(OFF) 구간들로 구성된다. 상기 온 구간들은 패킷 데이터, 즉 트래픽이 발생하는 구간들로서

버스트 구간이며, 상기 오프 구간들은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는 아이들 구간이다.

상기와 같은 트래픽 발생 패턴(pattern)에 따라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와 기지국은 슬립 모드와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하여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채널 신호들간 상호 간섭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참조부호 213은 기지국 및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상태 천이(STATE CHANGE)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다수의 어웨이크

모드들과 슬립 모드들로 구성된다. 상기 어웨이크 모드들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상태들로서 기지국과 이동 가입자 단말기

간의 실질적인 패킷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상기 슬립 모드들은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들로서

기지국과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간 실질적인 패킷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조부호 215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전력 레벨(MSS POWER LEVEL)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어

웨이크 모드의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전력 레벨을 'K'라고 할 때, 상기 슬립 모드의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전력 레벨

은 'M'이 된다. 상기 어웨이크 모드의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전력 레벨 K와 상기 슬립 모드의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전력 레벨 M을 비교해 보면, 상기 M 값이 K 값에 비해 훨씬 작다. 즉, 상기 슬립 모드에서는 패킷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전력이 거의 소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삭제

삭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상태 천이 허락을 받아야만 하며, 또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를 하도록 허락하고 패킷 데이터를 송신한다.

또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청취 구간(LISTENING INTERVAL) 동안에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될 패킷 데이터가 존재함을 알려야만 한다. 이때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 상기 기지국으로부

터 자신에게로 전송되어야할 패킷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확인 결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전송될 패킷 데이터가 존재함을 감지하면, 상기 이

동 가입자 단말기는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또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확인 결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될 패킷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감지

하면, 슬립 모드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슬립 모드와 어웨이크 모드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파라미터(parameter)들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1) 기본 연결 식별자(BASIC CID; Basic Connection IDentifier)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결 식별자(CID)는 하기 <표 1>과 같으며, 하나의 기지국과 이동 가입자

단말기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Connection)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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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연결 식별자(CID)는 16 비트(bit)의 크기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매체 접속 제어

(Medium Access Control; 이하, 'MAC'이라 칭하기로 한다) 프레임의 헤더에 사용되어 연결을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하

지만, 기타 후술할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서 설명할 연결 식별자의 경우처럼 MAC 서비스 데이터 유닛(Service Data Unit;

이하, 'SDU'라 칭하기로 한다)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하, 상기 <표 1>을 참조하여, 상기 각 연결 식별자에 대한 용도 및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초기 레인징 연결 식별자(Initial Ranging CID) : 이동 가입자 단말기(MSS)가 기본관리 연결 식별자(Primary

Management CID)와 기본 연결 식별자(Basic CID)를 할당받기 위해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레인징 요구(RNG-REQ)

메시지를 위한 연결 식별자이며,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초기 레인징 연결 식별자의 값(0x0000)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때,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기지국과의 연결(Association) 과정 중, 레인징 요구(RNG-REQ)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MAC 계층 주소(Address)를 상기 기지국으로 알림으로써,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MAC

어드레스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연결 식별자, 예컨대 후술할 기본 관리 연결 식별자(Primary

Management CID), 기본 연결 식별자(Basic CID)를 우선적으로 매핑(mapping)시키게 된다.

- 기본관리 연결 식별자(Primary Management CID) : 이동 가입자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여할

MAC 관리(MAC Management) 메시지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연결 식별자이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구분하는데 사

용된다. 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한 기지국은 m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관리/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m 값은 상기 기지국이 관리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지국의 용량에 따

라 기지국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상기 기본관리 연결 식별자는 레인징 응답(RNG-RSP) 메시지에 의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얻게 되는 연결 식별자이다.

- 기본 연결 식별자(Basic CID) : 이동 가입자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수행해야할 MAC 관리(MAC

Management)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연결 식별자이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는 상기 기본관리 연결 식별자와 동일한 m 개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또

한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는 상기 기본관리 연결 식별자와 마찬가지로 레인징 응답(RNG-RSP) 메시지에 의해, 가입자 단

말기가 얻게되는 연결 식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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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캐스트 연결 식별자(Broadcast CID) :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수신/처리해야할 메시지를 의미하는 연결 식별

자(CID)이며. 이미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알고 있는 연결 식별자의 값(0xFFFF)을 가진다.

- 멀티캐스트 폴링 연결 식별자(Multicast Polling CID) : 멀티캐스트 폴링 할당(Multicast Polling Allocation) 요구

(MCA-REQ) 메시지에 의해, 할당/해제되는 연결 식별자이며, 멀티캐스트 폴링 서비스(Multicast Polling Service)에서 사

용되고, 멀티캐스트 그룹을 총 253개까지 구성할 수 있다.

- 전송 연결 식별자(Transport CID) : 일반적인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 송수신을 위해 사용되는 연결 식별자이며, 기지국

동적 서비스 추가(BS-Initiated Dynamic Service Addition) 요구(DSA-REQ) 및, 이동 가입자 단말기 동적 서비스 추가

요구(MSS-Initiated DSA-REQ) 메시지에 대한 기지국의 응답 메시지인 DSA-RSP 메시지를 통해 할당받는 연결 식별자

이며, 사용할 수 있는 총 개수는 하기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 보조관리 연결 식별자(Secondary Management CID) : 간이 망 관리 프로토콜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일반 파일 전송 프로토콜(TFTP, Triviall File Transfer Protocol)과 같은 상위 계층(Layer)을 위한 관리연결

(Management Connection)용 연결 식별자를 의미하며, 등록 응답(REG-RSP) 메시지에 의해 할당받는다. 상기 보조관리

연결 식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총 개수는 상기 전송 연결 식별자와 동일한 범위이지만 상기 범위 내의 일부를 사용하게 된

다.

- AAS(Adaptive Antenna System) 초기 레인징 연결 식별자(AAS Initial Ranging CID) : 적응 안테나 시스템(AAS;

Adaptive Antenna System, 이하 'AAS'라 칭하기로 한다)을 지원하는 기지국이 AAS 장치를 위한 초기 레인징 주기

(Initial Ranging Period)를 할당하는데 사용되는 연결 식별자이다.

한편, 이하에서는 상기 여러 연결 식별자들 중에서 본 발명과 관련된 기본 연결 식별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이하, 'Basic CID'라 칭하기로 한다)는 한 기지국 내에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과의 연결(Association) 과정 중, 레인징을 수행하는 동안 상기 기

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상기 레인징 응답(RNG-RSP) 메지시를 통해 할당받는 연결 식별자이다.

즉, 상기 Basic CID는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MAC 어드레스(MAC Address)에

대해서 일대일로 매핑시키는 식별자 중의 하나이다. 또한 상기 Basic CID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연결 해제(De-

Association)를 하기 전까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만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한 기지국내에서만 고유(Unique)

한 값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기지국에서 임의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위해, 16 비트(bit)의 크기인 상기 Basic CID 값을 할당하며, 상기 기지국이 최

대 관리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개수를 지칭하는 수만큼 할당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기지국이 m개의 이동 가입

자 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다면, 1부터 m 까지 범위의 Basic CID를 가진다.

(2) 슬립 구간(SLEEP INTERVAL; 이하, 'SLEEP INTERVAL'이라 칭하기로 한다.)

상기 SLEEP INTERVAL은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요청하고,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기지국이 할당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한 후 청취 구간(LISTENING INTERVAL)이 시작될

때까지 슬립모드를 유지하는 시구간(time interval)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로 존재

하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SLEEP INTERVAL 이후에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될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슬립 모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초기 슬립 윈도우

(INITIAL-SLEEP WINDOW) 값 및 최종 슬립 윈도우(FINAL-SLEEP WINDOW) 값을 이용하여 상기 SLEEP

INTERVAL을 증가시키면서 업데이트(updat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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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초기 슬립 윈도우 값은 상기 SLEEP INTERVAL의 초기 최소 값을 나타내며, 상기 최종 슬립 윈도우 값은 상

기 SLEEP INTERVAL의 최종 최대 값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초기 슬립 윈도우 값 및 최종 슬립 윈도우 값은 프레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모두 기지국에서 할당한 것이다. 상기 초기 슬립 윈도우 값 및 최종 슬립 윈도우 값에 대해서는 하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3) 청취 구간(LISTENING INTERVAL; 이하, 'LISTENING INTERVAL'이라 칭하기로 한다)

상기 LISTENING INTERVAL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등록(Registration)하는 과정 중에, 상기 이동 가

입자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한 등록요구(RE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등록응답(REG-RSP) 메시지 안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이다. 상기 LISTENING INTERVAL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에서 잠시 동안 깨어난 후 상기 기지국의 순방향(downlink) 신호에 동기되어 순방향 메시지들

예컨대, 트래픽 지시(TRF_IND; traffic indication) 메시지와 같은 순방향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시구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트래픽 지시(TRF_IND) 메시지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될 트래픽 메시지 즉, 패킷 데이터가 존재

함을 나타내는 메시지로서, 하기에서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상기 이동 가입

자 단말기는 상기 LISTENING INTERVAL동안 계속해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 대기하게 되는데, 만약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 안에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Basic CID가 존재하면(Positive Basic CID), 어웨이크 모

드를 계속해서 유지하여, 결과상 어웨이크 모드로 천이하게 된다. 반대로, 여러번 수신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 안에,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Basic CID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Negative Basic CID)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되면 상기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한다.

(4) 슬립 구간 업데이트 알고리즘(SLEEP INTERVAL UPDATE ALGORITHM; 이하 'SLEEP INTERVAL UPDATE

ALGORITHM'이라 칭하기로 한다)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하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초기 슬립 윈도우값을 최소 슬립 모드 주기로

간주하여 SLEEP INTERVAL을 결정한다. 상기 SLEEP INTERVAL 기간이 지난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서 LISTENING INTERVAL로 상태 천이한다. 상기 LISTENING INTERVAL 동안, 상기 이동 가입자 단

말기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될 패킷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한다. 상기 LISTENING INTERVAL 동안

확인 결과, 전송될 패킷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상기 SLEEP INTERVAL을 바로 이전 슬립 모드

동안의 SLEEP INTERVAL 값의 2배로 설정하고 다시 슬립 모드로 되돌아간다.

상기의 과정을 예를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상기 초기 슬립 윈도우 값이 '2'였을 경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SLEEP INTERVAL을 2프레임으로 설정한 후 상기 2프레임 동안 슬립 모드로 존재한다. 상기 2프레임이

경과한 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가 수신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LISTENING INTERVAL동안 판단 결과, 상기 트래픽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 안에 상

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Basic CID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상기 확인결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자신의 Basic CID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면, 상기 SLEEP INTERVAL을 상기 2프레임의 2배인 4프레임으로 설정한 후 상기 4프레임 동

안 슬립 모드에 존재한다.

이렇게 상기 SLEEP INTERVAL은 상기 초기 슬립 윈도우 값에서부터 최종 슬립 윈도우 값 까지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을 통한 업데이트 알고리즘이 상기 SLEEP INTERVAL UPDATE ALGORITHM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슬립 모드 동작 및 어웨이크 모드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

서 현재 정의하고 있는 메시지들은 다음과 같다.

(1) 슬립 요구(SLP_REQ: Sleep-Request) 메시지

상기 슬립 요구 메시지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메시지로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

로 상태 천이를 요구하는 메시지이다. 상기 슬립 요구 메시지에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파라미터들, 즉 정보 엘리먼트(IE: Information Element)들이 포함되며, 상기 슬립 요구 메시지 포맷(format)은

하기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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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기 슬립 요구 메시지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기본 연결 식별자(CID)에 의해 확인된 정보에 따라 기지국에게 전송되는

전용 메시지(dedicated message)이다. 상기 <표 2>에 나타낸 슬립 요구 메시지의 정보 엘리먼트들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상기 관리 메시지 타입(MANAGEMENT MESSAGE TYPE)은 현재 전송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상기 관리 메시지 타입이 45일 경우(MANAGEMENT MESSAGE TYPE = 45) 상기 슬립 요구 메시지를 나타낸

다.

상기 초기 슬립 윈도우(INITIAL-SLEEP WINDOW) 값은 상기 SLEEP INTERVAL을 위해 요구된 시작 값(requested

start value for the SLEEP INTERVAL(measured in frames))을 나타내며, 최종 슬립 윈도우(FINAL-SLEEP

WINDOW) 값은 상기 SLEEP INTERVAL을 위해 요구된 종료 값(requested stop value for the SLEEP INTERVAL

(measured in frames))을 나타낸다. 즉, 상기 SLEEP INTERVAL UPDATE ALGORITHM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SLEEP INTERVAL은 상기 초기 슬립 윈도우 값부터 상기 최종 슬립 윈도우 값내에서 업데이트 가능한 것이다.

상기 LISTENING INTERVAL은 요구된 LISTENING INTERVAL(requested LISTENING INTERVAL(measured in

frames))을 나타낸다. 상기 LISTENING INTERVAL 역시 프레임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슬립 응답(SLP_RSP: Sleep-Response) 메시지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는 상기 슬립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서 요구한 슬립 모드로의

상태 천이를 허락할 것인지 혹은 거부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메시지로 사용되거나 혹은 비요구 지시(unsolicited

instruction)를 나타내는 메시지로도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에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엘리먼트들이 포함되며,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 포맷은 하기 <표 3>과 같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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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 역시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기본 연결 식별자에 의해 확인된 정보에 따라 기지국에게 전송되는 전

용 메시지이며, 상기 <표 3>에 나타낸 슬립 응답 메시지의 정보 엘리먼트들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관리 메시지 타입은 현재 전송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상기 관리 메시지 타입이

46일 경우(MANAGEMENT MESSAGE TYPE = 46)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를 나타낸다.

상기 슬립 허락(SLEEP-APPROVED) 값은 1비트로 표현되며, 상기 슬립 허락값이 '0'일 경우 슬립 모드로의 천이가 거부

됨(SLEEP-MODE REQUEST DENIED)을 나타내며, 상기 슬립 허락값이 '1'일 경우 슬립 모드로의 상태 천이가 허가됨

(SLEEP-MODE REQUEST APPROVED)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상기 슬립 허락값이 '0'일 경우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

말기가 요구한 슬립 모드로의 상태 천이가 상기 기지국에 의해 거부당한 것을 나타낸다. 이때, 상기 거부당한 상기 이동 가

입자 단말기는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슬립 요구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거나, 비요구 지시를 나타내는 슬립응답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 대기한다. 한편, 상기 슬립 허락값이 '1'일 경우에는 시작 프레임(START FRAME) 값

과, 초기 슬립 윈도우 값과, 최종 슬립 윈도우 값이 존재하며, 상기 슬립 허락값이‘0’일 경우에는 재요구 동작(REQ-

Action) 값과, 재요구 시간(REQ-Duration)이 존재한다.

여기서, 상기 시작 프레임 값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제1 SLEEP INTERVAL(the first SLEEP INTERVAL)로 진입

하는 시점까지의 프레임값으로,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프레임은 포함되지 않는다(The number of frames(not

including the frame in which the message has been received) until the MSS shall enter the first SLEEP

INTERVAL). 즉,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프레임 이후의 바로 다음 프레임부터 상기

시작 프레임 값에 해당하는 프레임들이 경과한 후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하게 된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초기 슬립 윈도우 값은 상기 SLEEP INTERVAL을 위한 시작 값(start value for the SLEEP

INTERVAL(measured in frames))을 나타내며, 상기 최종 슬립 윈도우 값은 상기 SLEEP INTERVAL을 위한 종료 값

(stop value for the SLEEP INTERVAL(measured in frames))을 나타낸다. 상기 재요구동작 값은, 상기 슬립 모드로의

천이가 거부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취해야할 동작을 나타낸다.

(3) 트래픽 지시(TRF_IND: Traffic Indication) 메시지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기지국이 상기 LISTENING INTERVAL 동안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메시지로서 상

기 기지국이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할 패킷 데이터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메시지이다.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포맷

은 하기 <표 4>와 같다.

[표 4]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상기 슬립 요구 메시지 및 슬립 응답 메시지와는 달리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방식으로

전송되는 브로드캐스팅 메시지이다. 또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상기 기지국에서 소정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

할 패킷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메시지로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브로드캐스팅되는 트래픽 지시 메

시지를 상기 LISTENING INTERVAL 동안 디코딩(decoding)하여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할 것인지 혹은 상기 슬립

모드에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어웨이크 모드로 천이할 경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프레임 동기(frame sync)를 확

인한다. 이때,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예상했던 프레임 시퀀스 번호(frame sequence number)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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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웨이크 모드에서 손실된 패킷 데이터(lost packet data)의 재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LISTENING INTERVAL 동안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

지를 수신하였다고 할지라도 포지티브 지시(POSITIVE INDICATION)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는 다시 슬립 모드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표 4>에 나타낸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정보 엘리먼트들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관리 메시지 타입은 현재 전송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상기 관리 메시지 타입이

47일 경우(MANAGEMENT MESSAGE TYPE = 47)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나타낸다. 상기 포지티브 지시 리스트

(POSITIVE_INDICATION_LIST)는 포지티브 가입자들의 개수(NUM-POSITIVE)와, 상기 포지티브 가입자들 각각의 연

결 식별자를 포함한다. 결국, 상기 포지티브 지시 리스트는 패킷 데이터가 전송될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의 개수 및 그 연결

식별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삭제

삭제

상기 도 3은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지국의 제어에 따른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어웨이크 모드 상

태 천이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기지국(350)은 이동 가입자 단말기(300)로 전송할 트래픽이 발생하면, 즉 패킷 데이터가 발생

하면 버퍼링(buffering)하고 있다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300)가 LISTENING INTERVAL구간에 도달하게 되면(311

단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300)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한다(313단계).

여기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상기 <표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정보 엘리먼트들을 포함한다. 상기 기지국(350)으

로부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300)는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로부터 상기 포지티브 지

시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고, 상기 포지티브 지시가 존재할 경우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연결 식별

자를 읽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300) 자신의 기본 연결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300) 자신의 기본 연결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300)는 현재의 모드, 즉 슬립 모드에서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한다(315단계).

삭제

도 4는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지국의 제어에 따른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슬립모드 상태 천이 유

지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4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상기 도 4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LISTENING INTERVAL 동안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한 후, 조건에 따라 슬립 모드로 되돌아가는 경우를 설명한다. 이때, 상기 기지국은 상기 슬립 모드 상태인

여러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위해 하향으로 전송할 트래픽이 발생하면, 각각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 대해서 트래픽을 버

퍼링하고 있다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이 LISTENING INTERVAL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

지국 트래픽 지시 메시지 안에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지칭하는 기본 연결 식별자를 포함시켜 브로드캐스트로 전송

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각각의 LISTENING INTERVAL 구간(411단계)내에서 깨어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400)는 상기

기지국(450)으로부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413단계), 그 메시지 안에,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

는 기본 연결 식별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400)는 기지국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서 해당 기본

연결 식별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LISTENING INTERVAL 동안 계속해서, 상기 수신한 기지국 트래픽 지시 메시지

(415단계, 417단계)에서 해당 기본 연결 식별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상기한 과정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400)는 상기

LISTENING INTERVAL 동안 계속하여 반복한다. 다음으로, 상기 LISTENING INTERVAL이 만기(419단계)될 때까지

Negative Basic CID 상태이면, 슬립 모드(421단계)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때,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슬립 구간을 두 배

증가시킨 만큼 슬립모드 상태를 유지한 후, 다시 상기 LISTENING INTERVAL에 도달한 경우,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은 과정을 되풀이 한다. 만약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400)가 Positive Basic CID를 확인하게 되면, 상기 도 3에 설명한

바와 같이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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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도 5는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지국의 제어에 따른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슬립 구간 업데이트 알

고리즘이 적용된 슬립 모드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는 상기 도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570)가 LISTENING INTERVAL(543, 547, 551)

동안, 상기 기지국(501)이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Negative Basic CID(519, 529,

539) 이면, 슬립구간을 두배로 증가시키면서(541, 545, 549) 슬립모드 상태로 되돌아가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상

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570)가 LISTENING INTERVAL(543, 547, 551)동안 Positive Basic CID를 확인하게 되면, 상기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하게 된다.

한편,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LISTENING INTERVAL 동안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어웨이크 모드

로 상태 천이시키기 위해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하는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도 6과 같이 구성된다.

도 6은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지국으로부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되는 트래픽 지시 메시

지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600)는 전송되는 메시지가 트래픽 지시 메시지임을 나타내는 MAC 프레

임 헤더 부분(611, 613)과 실제 트래픽 지시 메시지 내용을 나타내는 트래픽 지시 인덱스 부분(615, 617, 619)으로 구성

된다.

상기 MAC 프레임 헤더 부분(611, 613)은 상기 전송되는 메시지의 유형을 나타내는 MANAGEMENT MESSAGE TYPE

필드(611) 및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NUM-of-POSITIVE 필드(613)로 구성된다. 이때, ㅊ상기 메시지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이므로 상기 MANAGEMENT MESSAGE TYPE 필드(611)에 47의 값이 저장된다.

만약,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600)를 통해 3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동시에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시키고자 할

경우, 상기 3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연결 식별자를 트래픽 지시 인덱스로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3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어웨이크 모드 천이 지시를 하고자 할 경우, 상기 NUM-of-POSITIVE 필드(613)에 3의 값이 저

장되며, 다음 필드에 상기 3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기본 연결 식별자(Basic CID)를 포함하여 전송하게 된다.

예컨대, 이동 가입자 단말기 #1(621), #3(623) 및 #7(625)에 대한 어웨이크 모드 천이를 지시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 가입

자 단말기들의 기본 연결 식별자(Basic CID)들(615, 617, 619)을 각각 저장하여야 한다. 이때,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

(Basic CID)는 상술한 바와 같이 16비트(즉, 2 바이트)로 구성되므로, 상기 어웨이크 모드 천이를 지시할 이동 가입자 단

말기가 3개일 경우, 6 바이트의 데이터 필드가 필요하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600)는 브로드캐스팅되는 메시지로서 소정의 기지국 내에 속한 이동 가

입자 단말기들 중 LISTENING INTERVAL 구간에 있는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이 수신하게 된다.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은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600)에 자신의 기본 연결 식별자(Basic CID)가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함으로

써 계속 슬립 모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웨이크 모드로 천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상기에서는 현재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슬립 모드 동작들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이하에서

는 상기에서 설명한 슬립 모드 동작들의 문제점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이 슬립 모드 상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게 전송할 트래픽이 존

재하게 되면,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트래픽 지시 메시지 안에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지칭하는 16 비트(bit) 크기의

기본 연결 식별자들을 포함시킨다. 그러나, 한 기지국 내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기본 연결 식별자의 범위는 총

65536개의 연결 식별자 중에서 1부터 임의의 m개의 극히 일부의 연결 식별자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이동 가입자 단말기

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16비트 크기의 연결 식별자는 불필요한 MSB(Most Significant Bit)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상기 기지국이 관리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

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본 연결 식별자의 수도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게 된다. 예컨대, 한 기지국이 관리할 수 있는 이동 가

입자 단말기의 개수가 30개인 경우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표시하는데 5비트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종래의

IEEE802.16e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16비트 크기의 연결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경우, 최대

60 바이트(30 X 2 바이트의 기본 연결 식별자), 다시 말해 최대 480 비트의 연결 식별자 그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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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EEE 802.16e 시스템에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상대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일정 대역

폭이 필요하게 되는데, 한 기지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트래픽 지시 메시지

의 최대 크기도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용 대역폭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한 대역

폭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 상기 슬립모드 상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시키기 위한 기본

연결 식별자를 여러개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나누어 전송하게 된다. 그로 인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LISTENING INTERVAL 구간도 그만큼 길어지게 되며, 그 만큼 불필요한 파워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슬립모드 상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동안 깨어나서 상기

기지국이 전송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 대기하면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기본 연결 식별자가 존재하

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다시 말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 동안은 트래픽 지시 메

시지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수신하더라도 기본 연결 식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기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

므로, 상기 기지국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고려한 서비스 스케쥴링에 의해,

LISTENING INTERVAL 구간 상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라 하더라도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상황을 모르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불필요한 전력을 소

모해가면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대기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이유에 의해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되기 전에 미리 슬립 모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여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동작 및 그에 대한 알

고리즘이 절실히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의 슬립 모드 제어 시스템에서, 상기 송신측이 전송하는 트래픽 지

시 메시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메시지의 수정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의 슬립 모드 제어 시스템에서, LISTENING INTERVAL 구간동안,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대기할 필요가 없는 가입자 단말기를 강제적으로 슬립모드 상태로 재천이시키기 위한 트래픽

제어 메시지의 수정 및 그에 필요한 동작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방법은;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슬립 모드(sleep mode) 상태와, 전송

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웨이크 모드(awake mode) 상태를 가지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시키기 위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트래픽 지시 필드에 슬립 모드에 있는 각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트래픽 지시 여부를 나타내

는 영역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별로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할당된 해당 영역에 트래픽 지시

여부를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로 상기 트래픽 지시 여부가 포함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방법은;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슬립 모드(sleep mode) 상태와, 전송

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웨이크 모드(awake mode) 상태를 가지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서빙 기지국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여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어웨이크 모드에서 상기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할 때,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이

동 가입자 단말기에게 고유한 슬립 식별자(SLPID)를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서 상기 할당받은 슬립 식별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슬립 식별자에 대응되는

비트맵(bitmap) 위치의 해당값이 어웨이크 모드로의 천이를 나타내는 값이면,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하는 과정을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3 방법은;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슬립 모드(sleep mode) 상태와, 전송

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웨이크 모드(awake mode) 상태를 가지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시키기 위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트래픽 지시 필드에 슬립 모드에 있는 각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트래픽 지시 여부를 나타내

는 영역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별로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 내에 속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 각각에 대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할당된 해당 영역에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소정의 동작 수행 지시 정보를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로 상기 트래픽 지시 여부가 포함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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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4 방법은;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을 어웨이크 모드 상태로 천이시

킬 수 있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 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수신할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

타내며, 상기 복수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 각각에 할당되는 비트들의 열을 포함하는 트래픽 지시자 필드를 포함하고, 상

기 복수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의 수신할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들을 상기 비트들 내에 기입함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5 방법은;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웨이크 모드와,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

지 않는 슬립 모드를 가지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서빙 기지국이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 각

각에 전달할 트래픽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메시지 생성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슬립 모드에 있는 이

동 가입자 단말기들마다 고유한 슬립 식별자들을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슬립 식별자들을 미리 결정된 개수만큼씩 분할하

여 이들을 표시하는 영역들을 결합하여 제1 표시 비트맵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미리 결정된 개수만큼의 슬립 식별자들

을 표시하는 제2 표시 비트맵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1 표시 비트맵과 상기 제2 표시 비트맵을 포함시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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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슬립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어웨이크 모드로 천이시키기 위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

로 구성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의 전송을 줄이고,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모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은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에 가입자 단말기의 이동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전력 소모는 시스템 전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와 기지국간 슬립 모드(SLEEP MODE) 동작 및 상기

슬립 모드 동작에 대응되는 어웨이크 모드(AWAKE MODE) 동작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현재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

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슬립 모드 동작 및 어웨이크 모드 동작은 상기 종래 기술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본 발명에서는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시예들을 제안한다.

<제1 실시예>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지시 메시지 구성 방법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기본 연결 식별자

(Basic CID)를 비트맵(bitmap) 구조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로 매핑시키는 방법이다. 즉,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사이즈

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일련의 기본 연결 식별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비트

맵 구조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 안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16비트의 기본 연결 식별자의 사용 대

신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트맵 구조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로 대치 및 매핑한 방법을 제안한다.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LISTENING INTERVAL 동안 상기 기지국이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할 트래픽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할 비트맵 구조로 구성된 파라미터들, 즉 정보 엘리먼트(IE:

Information Element)들이 포함되며,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 포맷(format)은 하기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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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기 <표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지시 요구 메시지는 상기 <표 4>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일련

의 16비트 크기의 기본 연결 식별자 대신에 일련의 비트맵으로 구성된 트래픽 지시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 자신을 지칭하는 연결 식별자로서, 1부터 임의의 m 범위내의 값을 사용

한다. 이를 상기 <표 1>에 설명한 기본 연결 식별자와 본 발명에서 새로이 제안하는 비트 인덱스와의 매핑 관계를 하기 <

표 6>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표 6]

상기 <표 6>에서 상기 기지국이 할당한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의 최대 개수를 나타내는 m은 기지기국이 지원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수를 나타낸다.

예컨대, 임의의 n 이라는 기본 연결 식별자를 사용하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서, 파라미터인 연

속적인 트래픽 지시 인덱스(Traffic_Indication_Index)에서 n번째 비트가 매핑된다. 즉, 기본 연결 식별자가 1인 상기 이

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표 5>에서 상기 트래픽 지시 인덱스의 첫 번째 비트가 매핑되어 이를 검사하게 되고,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가 12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연속된 두 바이트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의 처음으로부터 12번째인 비트가

매핑되어 이를 검사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표 5>에 나타낸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정보 엘리먼트들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관리 메시지 타입은

상기 <표 4>에 설명한 바와 동일하므로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고, 상기 새로이 정의된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NUM_

of_MSS_Group)와 비트 필드 인덱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파라미터인,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는 8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구성된 그룹의 개수를 의미하며, 상

기 기지국이 최대 지원하는 가입자 단말기에 따라 입력되는 값이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의 범위는 한 바이트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최대 255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 2040

이동 가입자 단말기(255 가입자 단말기 그룹수 × 8 가입자 단말기)를 최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주어진 한 바이트로 최대 2040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되므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수는 하기 <수학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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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만약, 상기 기지국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이동 가입자 단말기 수가 20 개이면,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로 전송되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포함되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수는 20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비트

필드로 구성된 트래픽 지시 인덱스를 고려한 3이 된다. 여기서, 3이 의미하는 것은 8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 단위의 3배

를 취하여 최대 24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수용케 하여 20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포함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수이

다.

두 번째 파라미터인 트래픽 지시 인덱스는 각각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게 한 비트씩를 할당하여 즉, 이동 가입자 단말

기를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기본 연결 식별자에 트래픽 지시 인덱스를 한 비트씩 할당하여, LISTENING INTERVAL 동안

슬립모드에서 깨어난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할 트래픽이 존재하는지를 상기 할당한 비트

를 통해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확인하는 트래픽 지시 인덱스 비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아래와 같다.

-‘0’ : 상기 기지국이, 슬립구간 종료 후 LISTENING INTERVAL 동안 깨어 있는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할 데이

터가 없음을 나타낸다. 본 비트를 확인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대기하면서 해당 비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또한, 슬립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슬립 모드 상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 또는 어웨이크 상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 대해

서는 의미가 없는 비트가 되므로, 즉,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은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아예 수신하여 디코딩을 하지 않

으므로, '0'으로 세팅되어 전송된다. 다시 말해,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슬립모드 상태에 있다가 LISTENING

INTERVAL동안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트래픽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종래의 IEEE 802.16e 광대역 통신 시스템에서의 슬립 모드에서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와 동일한 동작을 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 할당되지 않은 비트, 즉 상기 기지국이 지원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

기 수에 할당된 비트 외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0’으로 세팅된다.

-‘1’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슬립 구간이 끝나고 LISTENING INTERVAL 구간동안 깨어 있는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될 데이터가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본 비트를 확인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하여서 상기

기지국이 전송하는 트래픽을 수신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결국, 상기 <표 5>에서 제안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통해서 종래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트래픽 지시

메시지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 량으로도 동일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 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하기 <표 7>

에서 종래 IEEE 802.16e 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와 본 발명에서 제안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이 지원하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수에 따른 필요한 데이터 양으로써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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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기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기 기지국이 지원하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수가 증가할수록, LISTENING

INTERVAL 구간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상기 <표 5>에

서 제안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가 기존 트래픽 지시 메시지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삭제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

송되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해당 트래픽 지시 메시지(MOB_TRF_IND MESSAGE)(700)는 상기 <표 5>에서 설명한 관리 메시

지 타입(MANAGEMENT MESSAGE TYPE)(711),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NUM_of_MSS_Group)(713), 트래픽 지

시 인덱스(TRAFFIC_INDICATION_INDEX)(715, 717)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도 7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앞

서, 이하에서는 상기 기지국이 최대 관리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수를 14개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각 이동 가입

자 단말기들은 상기에서 설명한 기본 연결 식별자를 1부터 14까지 각각 할당받은 상태라고 가정한다. 또한, 상기 기본 연

결 식별자로서 1, 4, 5, 7, 9, 10 및 13을 가지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각각의 LISTENING INTERVAL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며, 그로 인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브로드캐스트로 전송되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

상기 도 7에서, 상기 관리 메시지 타입(711)은 상기 전송되는 메시지가 트래픽 지시 메시지(700)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

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713)는 상기 가정 조건에 따라 14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

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두 개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715, 717)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며, 각각의 비트는, 기본 연결 식별

자로서 1부터 14를 가지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 각각에 한 비트씩 할당된다. 상기 가정에 의해,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 중

에서, 기본 연결 식별자를 1, 4, 5, 7, 9, 10 및 13으로 가지는 가입자 단말기들(719, 725, 727, 731, 735, 737, 743)는

LISTENING INTERVAL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700)를 수신 대기한다. 그러면 상기 각 이

동 가입자 단말기들(719, 725, 727, 731, 735, 737, 743)은 상기 수신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 중에

서 해당 비트의 값을 읽어 들인다.

예컨대, 기본 연결 식별자 1을 가지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719)는 상기 트래픽 지시 인덱스(715)에서 할당된 첫 번째 비트

의 값을 읽어 들이게 된다. 이때, 상기 해당 비트 값이 1이므로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719)는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하여

상기 기지국이 전송하는 트래픽을 수신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기본 연결 식별자 10을 갖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737)는

트래픽 지시 인덱스(717)에서 10번째 비트의 값을 읽어 들이게 된다. 이때, 상기 해당 비트 값이 0이므로 해당 이동 가입

자 단말기(737)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할 트래픽이 존재하는지 상태를 파악하면서, 남은 LISTENING INTERVAL

동안 계속해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700) 수신을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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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도 7에서 참조부호 721, 723, 729, 733, 739, 741, 745 항목은 상기 트래픽 지시 인덱스가 0인 값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어웨이크 모드 상태이거나 슬립모드 상태에 있으면서 상기 기지국에 전송할 데이터

가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비트가 의미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참조부호 747, 749 항목은 상기 기지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수 영역 밖이므로 의미 없는 비트임을 나타내는 '0’값이 세팅되어 있다.

한편, 상기 도 7에서 LISTENING INTERVAL동안 기본 연결 식별자 1, 4, 5, 9, 13을 가지는 각각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

들(719, 725, 727, 735, 743)을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시키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 제안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총 4바이

트의 크기를 가진다. 반면, 종래 IEEE 802.16e 광대역 통신 시스템에서의 슬립모드에서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통해 전

송하려면, 16비트(즉, 2 바이트)의 해당 기본 연결 식별자 1, 4, 5, 9, 13을 묶어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넣어야 한다. 따

라서, 1 + 1 + 2*5, 총 12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 제안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700)를 통해, 슬립 모드

상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한꺼번에 제어하기가 수월함을 알 수 있다.

상기 도 7에서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통해서, LISTENING INTERVAL 구간에서의 해당 이동 가입

자 단말기가 어웨이크 천이 또는 계속적으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 대기하는 동작을 설명하였다.

한편,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LISTENING INTERVAL 구간내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

를 위한 트래픽이 존재하지 않을 때, 종래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의 트래픽이 전송되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경

우, 상기 <표 4>에서 설명한 포지티브 가입자들의 개수를 '0’으로 세팅하여 2 바이트로 구성된다. 이에 반해, 본 발명에서

는 항상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위한 비트들로 구성된 트래픽 지시 인덱스가 포함되므로, 상기 기지국이 관리하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수가 증가할수록, 종래 트래픽 지시 메시지보다 더 큰 길이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 형태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게 전송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본 발명에서는 트래픽 지

시 메시지를 고정 크기가 아닌 동적으로 가변적인 길이를 가지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로 사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

로도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상기 기지국은 LISTENING INTERVAL 구간에 있는, 해당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할 트래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를 '0’으로 세팅하고, 뒤에 트래픽 지시 인덱스를 붙이지 않은 형태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한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를 통

해, 트래픽 지시 인덱스에 이동 가입자 단말기 자신을 지칭하는 비트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

기는 자신을 지칭하는 비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신받을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이

동 가입자 단말기는 트래픽 지시 인덱스에 할당된 비트가‘0’인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LISTENING INTERVAL이 만기

될 때까지 다음 트래픽 지시 메시지 수신을 대기한다.

- 상기 기지국은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할 프레임 구간에서, 즉 해당 LISTENING INTERVAL 구간에서 어웨이크 상

태로 천이시킬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의 기본 연결 식별자를 판별한다. 이후 해당 1대 1로 매핑

되는 트래픽 지시 인덱스 비트를 포함시키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 값으로 세팅한다. 그런다음, 상기 이동 가입

자 단말기 그룹수만큼의 크기를 갖는 비트맵 형태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를 붙여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생성한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트래픽 지시 인덱스에 대해서, 어웨이크 모드 상태로 천이시킬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기본 연결 식별

자를 지칭하는 비트를 1로 세팅한다. 이후, LISTENING INTERVAL 상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위해 상기 생성한 트래

픽 지시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한다.

이를 수신한 상기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먼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를 통해, 트래픽 지시 인덱스에 이동

가입자 단말기 자신을 지칭하는 비트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자신을 지칭하는 비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신받을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위

해 트래픽 지시 인덱스에 할당된 비트가 0인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LISTENING INTERVAL이 만기 될 때까지 다음 트

래픽 지시 메시지 수신을 대기한다. 만약, 상기와 반대로 해당 비트가 존재한다면, 상기 고정 길이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한다.

한편,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크기를 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비트맵 구조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할당받는 기본 연결 식별자와

1대 1로 매핑된다. 따라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크기를 최소화시키려면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게 수

행하는 기본 연결 식별자의 할당은 순차적으로(sequential)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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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상태천이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슬립모드 상태(811 단계)에서 81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813단계에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슬립 구간인지, 즉 슬립모드 상태에 더 머물러야 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슬립구간이 종

료되었으면 8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검사 결과 슬립구간이면 다시 813 단계로 되돌아간다.

상기 815단계에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LISTENING INTERVAL 구간에 있는지, LISTENING INTERVAL이 만기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된 경우는 823단계로 진행하여 슬립모드 상태로

천이한다. 반면, 상기 815단계에서 검사 결과 LISTENING INTERVAL 구간이면 81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817단계에서는 LISTENING INTERVAL 구간이므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트래픽 지시 메시지가 수신되는지를 검사

한다. 상기 검사 결과,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81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817단계에서 검사 결과, 트래픽 지

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8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819단계에서는 수신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수를 참조하여, 해당 이동 가입

자 단말기의 기본 연결 식별자와 매핑되는 상기 <표 6>에서 설명한 트래픽 지시 인덱스 비트가 존재하는지 검사한다. 즉,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식별자가 n일 경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식별자에 대응되는 비트맵 위치 즉, 상기 트래

픽 지시 인덱스의 처음으로부터 n번째인 비트가 매핑되어 상기 매핑된 비트 값을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해당 트래픽

지시 인덱스 비트가 1이면 821단계로 진행한다. 반면, 상기 819단계에서의 검사 결과 해당 비트가 1이 아니면, 트래픽 지

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로 815 단계로 되돌아간다.

상기 821단계에서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식별자에 대응되는 비트맵 위치에 상응한 트래

픽 지시 인덱스 비트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트래픽 지시 인덱스 비트가 ‘1’이면, 상기 기지국이 LISTENING

INTERVAL 동안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825단계로 진행하여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한다.

한편, 상기 821단계에서 검사 결과, 해당 트래픽 지시 인덱스 비트가 □0□이면, 현재 LISTENING INTERVAL 동안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위한 데이터 트래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8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도 8에서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통해서, LISTENING INTERVAL 동안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하거나,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 대기하거나, 슬립 모드 상태로 천이하는 절차를 설명하였다.

상술한 제1 실시예에서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 할당된 기본 연

결 식별자를 비트맵 구조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의 한 비트에 1대1로 매핑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본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설명한다.

<제2 실시예>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상기 슬립모드 동작 중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슬립 식별자(SLPID, Sleep ID)를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기본 연결 식별자 대신 사용하는 방법이다.

종래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슬립모드 동작 중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시키기 위해서 트래

픽 지시 메시지 안에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기본 연결 식별자를 포함시켰으나,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는 상기 트

래픽 지시 메시지 안에 포함된 기본 연결 식별자 대신에 새로이 정의한 슬립 식별자(Sleep ID)를 이용하여 상기 슬립모드

동작 중인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상기 제안 방법과 동작을 적용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표 3>의 슬립 응답 메시지와 상기 <표 4>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하기와 같이 새로이 정의하여 제시한다.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슬립 응답 메시지는 하기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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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기 <표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슬립 응답 메시지를 구성하는 파라미터들은 새로이 정의되는 슬립 식별자 외에는

상기 <표 3>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상기 슬립 식별자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그 외의 파라미터

의l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슬립 식별자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모드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에서 상기 설명한 슬립응답 메시지를 통해 할당

받는 값이다. 상기 슬립 식별자는 슬립모드 동작 상태를 가지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게만 고유한 값으로 사용된다. 즉,

상기 슬립 식별자는 LISTENING INTERVAL을 포함한 슬립모드 상태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식별

자이며,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던 슬립 식별자는 상기 기지국으로

환원되어서 슬립모드 상태로 천이하려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게, 상기 <표 8>의 슬립 응답 메시지를 통해 재사용될 수 있

다. 상기 슬립 식별자는 8비트의 크기로 구성할 경우 0부터 255 값의 범위를 가지므로 최대 256개의 슬립모드로 동작 중

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지원할 수가 있다.

한편, 상기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하기 <표 9>와 같다

[표 9]

상기 <표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파라미터들은 새로이 정의된 슬립 식별자 외

에는 상기 <표 4>와 동일하다. 즉 상기 슬립 식별자는 상기 <표 4>에서의 기본 연결 식별자 대신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슬립 식별자 외에 나머지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슬립 식별자는 상기 <표 8>의 슬립 응답 메시지에 의해, 상기 기지국로부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게 할당되는

값으로서, 상기 <표 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슬립모드 동작 중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만을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슬

립 식별자는 개념상으로는 상기 <표 4>의 기본 연결 식별자처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그 사용은 오로지 슬립모드로 동작 중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게만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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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슬립모드로 천이하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 국한해서 상기 기지국이 할당하는 식별자이다.

그러므로 상기 <표 9>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는 상기 슬립모드로 동작 중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 중에서, LISTENING

INTERVAL 동안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시킬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슬립 식별자만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표 9>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 안에 포함된 슬립 식별자는 상기 <표 4>에 사용된 기본 연결 식별자보다 길이

가 짧게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상기 <표 9>에서는 슬립 식별자를 크기면에서 절반인 8비트의 길이로 구성한 예

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기존 트래픽 지시 메시지보다 두배의 효율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동일한 길이의 트래픽 지

시 메시지를 비교해볼 때, 본 발명에서 제안한 트래픽지시 메시지는 종래 메시지보다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식별자를

두 배나 많이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상기 <표 8> 및 <표 9>에 설명한 두 메시지를 통한 전체 슬립모드 동작은 종래 IEEE 802.16e 통신시스템에서와 동

일하나,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는 어웨이크 상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게 전송되는 종래의 슬립응답 메시지에 슬립

모드 동작 중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만을 구분하는 8비트 크기의 슬립 식별자가 할당되므로 메시지 길이면에서 두배의 효

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때, 상기 슬립 식별자를 할당받은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즉 슬립모드 동작 중에 있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을 통해 다시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하기 전까지 해당 슬립 식별자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상기 슬립모드로 동작 중인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사용하던 슬립 식별자는 하기 3가지 이벤트들에 따라 상기

기지국에 다시 반환된다.

1) LISTENING INTERVAL 동안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트래픽지시 메시지를 통해 슬립모드 동작 중인 이동 가입자 단말

기를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시킨 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임의의 사용자 데이터가 최초로 수신된 경우

2) 슬립구간 동안 상기 슬립모드 동작 중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대역폭 요구

(Bandwidth Request) 메시지가 전송된 경우

3) 슬립구간 동안 상기 슬립모드 동작 중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예기치 못한 임의의 메시지를 전송받은 경우

상기 기지국은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의 슬립모드 동작에서 이동 가입자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슬립모드/어웨이

크모드 상태의 동기를 고려하여,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면, 해당 슬립모드 이동 가입자 단

말기에 할당되었던 슬립 식별자를 향후 재사용하기 위해 환원시킨다.

삭제

상기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요구에 따른 슬립 모드 상태 천이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

름도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먼저 어웨이크 모드 상태(911단계)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900)는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하기를 원

하면 기지국(950)으로 슬립 요구(SLP_REQ) 메시지를 전송한다(913단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900)로부터 상기 슬

립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기지국(950)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900) 및 기지국(950)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기 이

동 가입자 단말기(900)의 슬립 모드로의 상태 천이를 허락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그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이동 가입

자 단말기(900)로 슬립 응답(SLP_RSP) 메시지를 전송한다(915단계). 여기서,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는 상기 <표 8>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정보 엘리먼트들이 포함되며,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슬립 식별자(SLPID)가 포함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950)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900)로 전송할 패킷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900)의 슬립 모드로의 상태 천이를 허락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상기 <표 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

기 슬립 모드로의 상태 천이를 허락할 경우에는 슬립 허락 값을 '1'로 설정하고, 이와는 반대로 상기 슬립 모드로의 상태 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슬립 허락 값을 '0'으로 설정한다.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 엘리먼트들은 상기 <표

8>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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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기 기지국(950)으로부터 슬립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900)는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슬립 허락값을 파악하여, 슬립 모드로의 상태 천이가 허락되었을 경우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한다(917단계). 또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900)는 상기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함에 따라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들로부터 해당하는 정보 엘

리먼트들을 읽어 슬립 모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기본 연결 식별자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술한 슬립 식별자를 수신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슬립 식별자를 수신한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이후 슬립 모드의

LISTENING INTERVAL 동안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할 때,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를 확인하지 않고 상기에서 수신한

슬립 식별자를 확인하게 된다.

삭제

도 10은 기지국의 제어에 따른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슬립 모드 상태 천이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0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는 현재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를 비요구 지시를 나타

내는 메시지로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비요구 지시라함은 말 그대로 이동 가입자 단말

기로부터 별도의 요구가 없어도 기지국의 지시, 즉 제어에 따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동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

대, 상기 도 10에서는 상기 비요구 지시에 따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

다.

먼저, 기지국(1050)은 어웨이크 모드(1011) 상태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1000)로 슬립 응답(SLP_RSP) 메시지를 전송한

다(1013단계). 여기서,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는 상기 <표 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정보 엘리먼트들이 포함되며, 본 발명

의 제2 실시예에 따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000)가 슬립 모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슬립 식별자(SLPID)가

포함된다. 상기 기지국(1050)으로부터 슬립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000)는 상기 슬립 응답 메시

지에 있는 슬립 허락값을 파악하여, 슬립 모드로의 상태 천이가 허락되었을 경우 슬립 모드로 상태 천이한다(1013단계).

상기 도 10에서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는 비요구 지시 메시지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상기 슬립 허락값은 '1'로만 표기된다.

또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000)는 상기 슬립 모드로 상태천이함에 따라 상기 슬립 응답 메시지들로부터 해당하는 정

보 엘리먼트들을 읽어 슬립 모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상기 도 9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기본 연결 식

별자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술한 슬립 식별자를 수신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슬립 식별자를 수신한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이후 슬립 모드의 LISTENING INTERVAL 동안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할 때,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를 확

인하지 않고 상기에서 수신한 슬립 식별자를 확인하게 된다.

다음으로 도 11을 참조하여 기지국의 제어에 따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수신된 슬립 식별자를 이용하여 어웨이

크 모드로 상태 천이하는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11은 기지국의 제어에 따른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어웨이크 모드 상태 천이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먼저 기지국(1150)은 이동 가입자 단말기(1100)로 전송할 트래픽이 발생하면, 즉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면 버퍼링(buffering)하고 대기한다. 이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100)가 LISTENING INTERVAL 구간에 도

달하게 되면(1111단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100)로 트래픽 지시(MOB_TRF_IND) 메시지를 전송한다(1113단계).

여기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상기 <표 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정보 엘리먼트들을 포함하며,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라 슬립 모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슬립 식별자를 포함하게 된다.

한편, 상기 기지국(1150)으로부터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100)는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

지로부터 상기 포지티브 지시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고, 상기 포지티브 지시가 존재할 경우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포

함되어 있는 슬립 식별자(Positive SLPID)를 읽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100) 자신이 기 부여받은 슬립 식별자가 포

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100) 자신의 슬립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

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100)는 현재의 모드, 즉 슬립 모드에서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한다(11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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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슬립모드 동작 중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슬립 식별자를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기본 연결 식별자 대신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상기 본 발명의 제1 실시예 및 제2 실시예에서는 슬립q 모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어웨이

크 모드로 상태 천이시키기 위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불필요한 데이터의 전송을 줄이고, 상

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모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즉, 상기 제1 실시예에서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일련의 기본 연결 식별자(Basic CID)를 사용하는 대신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트맵

(bitmap) 구조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기 제2 실시예에서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

기를 지칭하는 일련의 기본 연결 식별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슬립 모드로 동작중인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구분하는 슬

립 식별자(SLPID, Sleep ID)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상기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포함된 기본 연결 식별자 대신에 제1 및 제2 실시예를 통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제1 및 제2 실시예를 결합한 형태로 상기 기본 연결 식

별자를 대신하여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제1 실시예의 비트맵 구조에 상기 제2 실시예를 이용하여 위치를 할

당, 즉 상기 비트맵 구조에서 상기 슬립 식별자를 이용하여 위치를 할당 및 결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제3 실시예>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서는 LISTENING INTERVAL 구간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전력소모를 막기 위해 강제로

슬립모드로 천이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종래에는 각각의 LISTENING INTERVAL에 있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중에서, 상기 기지국이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위한 포지티브 지시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 수신을 대기하면서 계속해서 어웨이크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상기 기지국 입장에서,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고려한 서비스 스케쥴링에 의해

LISTENING INTERVAL 구간 상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라 하더라도, 어웨이크 상태로 천이시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남아있는 LISTENING INTERVAL까지 불필요하게 전력을 낭비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상기 <표 5>에서 제안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확장하여 하기 <표 10>과 같이 제안한다.

[표 10]

상기 <표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지시 요구 메시지는 상기 <표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지칭하는 일련의 16비트 길이의 기본 연결 식별자 대신에, 일련의 비트맵으로 구성된 트래픽

지시 인덱스를 사용한다. 그러나, 상기 <표 10>은 상기 <표 5>와는 달리,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LISTENING

INTERVAL 동안 취해야 할 동작을 구분하고, 또한 하나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위해, 두 비트를 할당시킨 일련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로 구성된다.

상기 <표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관리 메시지 타입은 상기 <표 4>에 설명한 바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상

기 <표 10>에 정의된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NUM_of_MSS_Group)는 상기 <표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구성된 그룹의 개수를 의미하지만, 상기 <표 5>와는 달리 한 그룹을 구성하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수를 예컨대 4개로 정의한다.

여기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를 구하는 식을 표시하면 하기 <수학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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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

한편, 상기 기지국이 최대 관리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 개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에

대한 설명은 상기 <표 5>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두 번째 파라미터인 트래픽 지시 인덱스(Traffic_

Indication_Index)는 상기 제1 실시예에서와 달리 4개 각각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게 2비트씩을 할당하여,

LISTENING INTERVAL 동안 슬립모드에서 깨어난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이 취해야 할 동작을 명시하는데 사용된

다.

상기 트래픽 지시 인덱스에서, LISTENING INTERVAL 동안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취해야 할 동작을 규정짓기 위해

할당된 2 비트가 세팅되는 값은 아래와 같다.

-‘00’ : 상술한 제1 실시예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서, 트래픽 지시 인덱스의 각 비트가 가지는

값 중에 ‘0’인 경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동일한 동작을 취한다. 다른 점은 비트가 2개이기 때문에 상기 기지국이 값을

세팅할 경우 '00’으로 세팅해야 하는 점이다.

-‘11’ : 상술한 제1 실시예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서, 트래픽 지시 인덱스의 각 비트가 가지는

값 중에‘1’인 경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동일한 동작을 취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01’ : 상기 기지국이 LISTENING INTERVAL 동안 깨어 있는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게 LISTENING INTERVAL

동안 트래픽을 보내지 않으므로, 상기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더 이상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슬

립모드 상태로 천이할 것을 의미한다. 이때, 슬립모드 상태로 천이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남아 있었던 LISTENING

INTERVAL과 새로이 업데이트되는 슬립구간(SLEEP INTERVAL)만큼 슬립모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10’ : 예약된 값으로서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삭제

도 1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으로부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브로드캐스트하게 전송되는 트래픽 지시 메

시지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해당 트래픽 지시 메시지(1200)는 상기 <표 5>에서 설명한 관리 메시지 타입(Management

Message Type)(1211),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NUM_of_MSS_Group)(1213), 트래픽 지시 인덱스(Traffic_

Indication_Index)(1215, 1217)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도 12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앞서, 상기 기지국이 최대

관리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 수를 7개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각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은 상기에서 설명한 기본

연결 식별자를 1부터 7까지 각각 할당받은 상태라고 가정한다. 또한, 상기 기본 연결식별자로서 1, 3, 4, 6, 7을 가지는 이

동 가입자 단말기는 각각의 LISTENING INTERVAL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며, 그로 인해, 상기 기지국으로부

터 브로드캐스트로 전송되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

상기 도 12에서, 상기 관리 메시지 타입(1211)은 트래픽 지시 메시지(1200)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

기 그룹 수는 상기 가정 조건에 따라 7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트

래픽 지시 인덱스로 두 바이트(1215, 1217)가 사용되며, 각각의 비트는 기본 연결 식별자로서 1부터 7을 가지는 이동 가

입자 단말기 각각에 두 비트씩 할당된다. 상기 가정에 의해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 중에서 기본 연결 식별자를 1, 3, 4,

6, 7로 가지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1219, 1223, 1225, 1229, 1231)은 LISTENING INTERVAL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

므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1200)를 수신대기하게 된다. 이후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1219, 1223, 1225, 1229,

1231)은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 중에서 해당 두 비

트의 값을 읽어 들인다.

예컨데, 기본 연결 식별자 1을 가지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1219)는 트래픽 지시 인덱스(1215)에서 할당된 첫 번째 비트의

값을 읽어 들이게 되는데, 그 값이 ‘01’이므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219)의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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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동안 상기 기지국이 트래픽을 전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219)는 남은 LISTENING

INTERVAL동안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슬립모드 상태로 천이하여, 다음 LISTENING INTERVAL

이 시작할 때까지 슬립모드 상태를 유지한다.

이와는 달리, 기본 연결 식별자 6을 가지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1229)는 트래픽 지시 인덱스(1217)에서 6번째 두비트 모

임 값을 읽어 들이게 되는데, 그 값이‘11’이므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229)의 LISTENING INTERVAL동안 상기 기

지국으로부터 수신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229)는 어웨이크 상태로 천

이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트래픽을 수신대기 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 연결 식별자 7을 가지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1231)는 트래픽 지시 인덱스(1217)에서 7번째 두 비트 모임 값을

읽어 들이게 되는데, 그 값이 '00’이므로 남은 LISTENING INTERVAL동안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할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231)는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될 때까지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대기하여야 한다.

한편, 상기 도 12에서 참조부호 1221, 1227 항목은 상기 트래픽 지시 인덱스가 '00'인 값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어웨이크 모드 상태이거나, 슬립모드 상태인 경우이므로, 해당 비트가 의미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참조부호 1233 항목은 상기 기지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 수 영역 밖이므로, 의미 없는 비트임을 나타내

는 '00’의 값이 세팅되어 있다.

상기 <표 10>에서 제안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도, 상술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와 같이, 가변적인 길이를 갖는 메시지

구조형태로 취할 수도 있다. 그 구조에 관한 설명은 상기 도 7에서 상술한 알고리즘과 동일하므로, 여기서 더 이상의 설명

은 생략한다.

삭제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LISTENING INTERVAL동안 수신한 트래픽 지시 메시

지 내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 값에 따른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상태천이 과정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요구에 따른 어웨이크

모드로의 상태 천이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13을 참조하면, 기지국(1300)에서 LISTENING INTERVAL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1303, 1305, 1307)에

게 트래픽 지시 메시지(1311, 1313, 1315, 1317, 1319, 1321, 1323)를 전송한다. 상기 도 13에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화살표는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한 것을 의미한다. 상기 기지국(1300)은 LISTENING

INTERVAL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1303, 1305, 1307)을 위해 브로드캐스트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슬립모드 상태이거나 어웨이크 모드 상태인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은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디코딩(decoding)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는 상기 <표 1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정보 엘리먼트들이 포함된다.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은 상기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은 트래픽 지시 인덱스에서 해당 두 비트를 참조하여, 다음 프레임에서 취해야

할 동작을 결정한다. 상기 도 13은 상기 <표 10>에 근거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의한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의 동작

을 나타낸다.

먼저, 상기 참조번호 1303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1325)동안 트래픽 지시 메시지(1313)를 수

신하여, 상기 <표 10>에서 설명한 트래픽 지시 인덱스에서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기본 연결 식별자에 해당하는 두 비트를

추출하여 해석한다. 이때,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에 해당하는 비트 값이‘11’이므로, 남아있는 LISTENING INTERVAL에

상관없이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1329)한다.

다음으로, 상기 참조번호 1305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1331)동안 트래픽 지시 메시지(1311)

를 수신하여, 상기 <표 10>에서 설명한 트래픽 지시 인덱스에서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기본 연결 식별자에 해당하는 두 비

트를 추출하여 해석한다. 이때,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에 해당하는 비트 값이‘00’이므로, 남은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될 때까지 다음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 대기한다. 그런 다음,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된 다음 트래픽 지시 메시지

(1313, 1315, 1317)에서의 해당 두 비트도 계속해서‘00’이므로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될 때까지 다음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기다리게 된다. 이때, 상기 도 13에서와 같이 상기 LISTENING INTERVAL(1331)이 만기됨에 따라, 기존

의 슬립 구간을 두 배로 증가시켜 그 시간만큼 슬립 모드 상태로 천이하여 그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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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슬립 모드 상태에서 다시 소정의 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시작된 LISTENING INTERVAL(1333)에서 다시 트

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 대기한다. 이때, 수신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1319)의 해당 두 비트가 '00’이므로, 다시 남은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될 때까지 다음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대기한다. 한편, 다시 수신한 트래픽 지시 메시

지(1321)에서의 해당 두 비트가‘11’이므로 남아있는 LISTENING INTERVAL에 상관없이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

(1335)한다.

다음으로, 상기 참조번호 1307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1337)동안 트래픽 지시 메시지(1313)

를 수신하여, 상기 <표 10>에서 설명한 트래픽 지시 인덱스에서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기본 연결 식별자에 해당하는 두 비

트를 추출하여 해석한다. 이때, 상기 추출된 값이‘01’이므로, 남아있는 LISTENING INTERVAL(1337)에 상관없이 슬립

모드로 강제 상태 천이하여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다.

이어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1307)는 상기 슬립 모드로 강제 상태 천이(1339)한 후, 상기 남아있는 LISTENING

INTERVAL과 기존의 슬립 구간을 두 배로 증가시킨 시간을 합한 시간만큼 슬립모드 상태로 천이하여 그 상태를 유지한

다. 다음으로, 다시 새로운 LISTENING INTERVAL(1341)에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1323)를 수신하여 디코딩한다.

이상의 설명에서, 상기 세 이동 가입자 단말기(1303, 1305, 1307)에서의 동작은 상기 <표 10>에서 설명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 및 동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커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상기 도 13에서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LISTENING INTERVAL동안 기지국이 요구한 동작조건에 따라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하거나,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대기하거나, 슬립 모드 상태로 강제 천이하는 동작을 설명하였다.

삭제

도 1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LISTENING INTERVAL동안 기지국의 요구에 따른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상태천

이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14를 참조하면, 1411 단계에서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슬립모드 상태에 이미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면 1413 단계

로 진행한다. 상기 1413 단계에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슬립 구간인지, 즉 슬립모드 상태에 더 머물러야 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슬립구간이 종료되었으면 1415 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검사 결과 슬립구간이면 다시 1413 단계

로 되돌아간다.

상기 1415 단계에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현재 상태가 LISTENING INTERVAL 구간인지, 즉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된 경우는 1429단계로 진행하

여 슬립모드로 상태천이한다. 반면, 상기 1415단계에서 검사 결과 LISTENING INTERVAL 구간이면 1417단계로 진행한

다.

상기 1417단계에서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트래픽 지시 메시지가 수신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141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417단계에서 검사 결과,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14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419단계에서는 수신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 그룹 수를 참조하여, 해당 이동 가

입자 단말기의 기본 연결 식별자와 매핑되는 상기 <표 10>에서 설명한 트래픽 지시 인덱스 두 비트가 존재하는지 검사한

다. 이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가 가변적인 트래픽 지시 인덱스를 가질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본 연결 식별자 n을 가지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트래픽 지시 인덱스에 할당된 n번째 두비트 모임 값을 검사한다.상기 검사 결과, 해당 두비트가 존재

하면 1421단계로 진행한다. 반면, 상기 1419단계에서의 검사 결과, 해당 두비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트래픽 지시 메시지

를 수신못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14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421단계에서는 상기 기지국이 LISTENING INTERVAL동안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게 요구한 동작을 의미하는

해당 두 비트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해당 두 비트가 '01’이면, 남아있는 LISTENING INTERVAL과 상관없이 슬립

모드 상태로 천이하여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1429 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421 단계에서 검사 결과, 해당 두 비트

가‘01’이 아니면, 1425 단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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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425 단계에서 상기 해당 두 비트가‘11’인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해당 두 비트가‘11’이면, 상기 기지국으로

부터 수신할 트래픽이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1431 단계로 진행하여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한다. 만약 상기 검사 결과

‘11’이 아니면 1427 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427 단계에서는 상기 해당 두 비트가‘00’인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해당 두 비트가‘00’이면, 즉 상기 기지국

이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에게 전송할 트래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기 <표 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14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결과, 해당 두 비트가‘00’이 아니면, 향후 사용목적으로 예약된‘01’을

의미하므로, 다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1415 단계로 진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OFDM/OFDMA 방식을 사용하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 즉 IEEE 802.16e 통신 시스

템의 슬립 모드 및 어웨이크 모드 동작을 지원한다는 이점을 가진다. 이렇게 본 발명에 따른 슬립 모드 및 어웨이크 모드

동작의 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이 슬립 모드 상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게 전송할 트래픽이 존

재하게 되면,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트래픽 지시 메시지 안에,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지칭하는 16 비트 크기의 일

련의 기본 연결 식별자들을 포함시킨다.

그러나, 한 기지국 내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기본 연결 식별자의 범위는 총 65536개의 기본 연결 식별자 중에

서 1부터 임의의 m개의, 극히 일부의 기본 연결 식별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16 비트 크기의 기본 연결 식별자는 불필요한

MSB(Most Significant Bit)를 포함하고 있게 된다. 따라서, 그만큼 상기 기지국이 관리할 수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상기 기지국이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에 따른 대역폭이 낭비되며, 또한 한 개 이상의 트래

픽 지시 메시지를 통해 해당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시켜야 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일련의 기본 연결 식별자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비트맵 형태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를 사용하여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길이를 현저히 줄임으로써, 상기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시켜야

할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하나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전송으로 가능하게 한다.

(2)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슬립모드 상태의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동안 깨어나서 상기

기지국이 전송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 대기하면서,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지칭하는 기본 연결 식별자가 존재하

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다시 말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 동안은 트래픽지시 메시

지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수신하더라도 기본 연결 식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기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기 기지국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고려한 서비스 스케쥴링에 의해,

LISTENING INTERVAL 상태에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라 하더라도,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이시키지 않을 필요가 존

재한다. 그러나, 그 상황을 모르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LISTENING INTERVAL이 만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수신대기 하므로 불필요하게 전력을 소모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LISTENING INTERVAL동안 전송하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 안에 상기 기본 연결 식별자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취해야 할 동작을 구분하는, 비트맵 형태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

를 사용하여,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를 슬립모드로 강제 상태 천이시켜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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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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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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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광대역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전송할 때, 기본 연결 식별자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비트맵 형태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를 사용하여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길이를 현저히 줄임으로써, 어웨이크 모드로 상태 천

이시켜야 할 이동 가입자 단말기들을 하나의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전송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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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

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슬립 모드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지국의 제어에 따른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어웨이크 모드 상태 천

이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4는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슬립모드 상태 유지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

도.

도 5는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슬립모드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지국으로부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되는 트래픽 지시 메시

지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으로부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되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의 구성을 도시

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이용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상태천이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요구에 따른 슬립 모드 상태 천이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요구에 따른 슬립 모드 상태 천이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어웨이크 모드 상태 천이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으로부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되는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지시 메시지 내의 트래픽 지시 인덱스 값에 따라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상태

천이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트래픽 지시 메시지를 이용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상태천이 과정을 도시한 순서

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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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86775

- 34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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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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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등록특허 10-0686775

- 41 -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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