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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패딩 공간을 활용한 버퍼 상태 정보 처리 방법 및 장치

(57) 요 약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법과 장치에 있어서, BSR 트리거링(triggering)이 수
행되면 필요한 서브헤더들의 크기를 BSR 크기와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 구성된 MAC PDU에 패딩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패딩 비트의 수를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를 비교
하는 단계, 및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
기 보다 크면, 버퍼 상태 보고(BSR)를 트리거링 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추가적으로, 상기 BSR 및 그 서브헤더를
상기 MAC PDU에 추가하는 단계, 및 상기 BSR이 패딩에 의해 트리거링 됐으며 상기 BSR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기 서브헤더에 논리 채널 식별(LCID)를 설정하는 단계도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MAC PDU, 전송 블
록(Transport Block: TB) 또는 다른 데이터 유닛에 서브헤더들이 추가 또는 삽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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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구성된 MAC PDU에 패딩 공간이 있는지를 이동 단말에 의해 확인하는 단계;
상기 이동 단말이 패딩 비트의 수를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와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 보다 크거
나 같으면, 버퍼 상태 보고(BSR)를 트리거링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이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MAC PDU 구성을 위한 허락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단말이 상위 논리 채널 데이터 및 MAC 제어 요소들(control elements)을 이용하여 상기 MAC PDU를 구
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MAC PDU는 2 비트(bits)의 논리 채널 그룹 (LCG: Logical Channel Group) 식별 필드 및 6 비트(bits)의
버퍼 크기를 가진 짧은(Short) BSR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SR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기 서브헤더에 논리 채널 식별(LCID) 필드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LCID 필드는 해당 MAC SDU의 논리 채널 실증 또는 DL-SCH 및 UL-SCH 각각의 해당 MAC 제어 요소 또는 패딩의 종
류를 식별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LCID 필드는 짧은(Short) BSR을 위한 제 1 값 또는 긴(Long) BSR을 위한 제 2 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SR의 크기가 1 바이트 또는 3 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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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구성된 MAC PDU에 패딩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부;
패딩 비트의 수를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와 비교하는 비교부;
및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 보다 크거
나 같으면, 버퍼 상태 보고(BSR)를 트리거링 하고 상기 확인부 및 비교부와 협력하는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MAC PDU 구성을 위한 허락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위 논리 채널 데이터 및 MAC 제어 요소들(control elements)을 이용하여 상기 MAC PDU를 구성하는 단계를 더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MAC PDU에는 2 비트(bits)의 논리 채널 그룹 (LCG: Logical Channel Group) 식별 필드 및 6 비트(bits)의
버퍼 크기를 가진 짧은(Short) BSR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BSR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기 서브헤더에 논리 채널 식별(LCID) 필드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LCID 필드는 해당 MAC SDU의 논리 채널 실증 또는 DL-SCH 및 UL-SCH 각각의 해당 MAC 제어 요소 또는 패딩의 종
류를 식별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LCID 필드는 짧은(Short) BSR을 위한 제 1 값 또는 긴(Long) BSR을 위한 제 2 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BSR의 크기가 1 바이트 또는 3 바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15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구성된 MAC PDU에 패딩 공간이 있는지를 이동 단말에 의해 확인하는 단계;
상기 이동 단말이 패딩 비트의 수를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 보다 크거

- 4 -

등록특허 10-0915604
나 같으면, 버퍼 상태 보고(BSR)를 트리거링 하는 단계;
상기 BSR 및 그 서브헤더를 상기 MAC PDU에 추가하는 단계; 및
상기 BSR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기 서브헤더에 논리 채널 식별(LCID) 필드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추가하여 데이터 유닛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6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구성된 MAC PDU에 패딩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부;
패딩 비트의 수를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를 비교하는 비교부;
및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 보다 크거
나 같으면, 버퍼 상태 보고(BSR)를 트리거링 하고, 상기 BSR 및 그 서브헤더를 상기 MAC PDU에 추가하고, 상기
BSR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기 서브헤더에 논리 채널 식별(LCID) 필드를 설정하는 상기 확인부 및 비
교부와 협력하는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LCID 필드는 짧은(Short) BSR을 위한 제 1 값 또는 긴(Long) BSR을 위한 제 2 값 또는 단축(Truncated)
BSR을 위한 제 3 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추가하
여 데이터 유닛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LCID 필드는 짧은(Short) BSR을 위한 제 1 값 또는 긴(Long) BSR을 위한 제 2 값 또는 단축(Truncated)
BSR을 위한 제 3 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19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구성된 MAC PDU에 패딩 공간이 있는지를 이동 단말에 의해 확인하는 단계;
상기 이동 단말이 패딩 비트의 수를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와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 보다 크거
나 같으면, 버퍼 상태 보고(BSR)를 트리거링 하는 단계에 있어서, 상기 패딩 비트의 수, 짧은(Short) BSR에 이
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 긴(Long)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 및 논리 채널 그룹 (LCG:
Logical Channel Group)의 존재 중의 비교를 바탕으로 짧은(Short) BSR, 단축(Truncated) BSR, 및 긴(Long)
BSR 중 적어도 하나가 선택적으로 보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추가하여 데이터 유닛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긴(Long)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보다 크
거나 같다면 상기 긴(Long) BSR가 보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추가하여 데이터 유닛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짧은(Short)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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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거나 같지만 상기 긴(Long)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보다 적고 또한 하나 보다 많은 LCG가 전
송을 위한 데이터가 있다면, 상기 단축(Truncated) BSR가 보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
(BSR: Buffer Status Report)를 추가하여 데이터 유닛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LCG의 단축(Truncated) BSR가 상기 전송을 위한 데이터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논리 채
널과 보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추가하여 데이터 유닛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짧은(Short)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보다
크거나 같지만 상기 긴(Long)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보다 적고 또한 하나의 LCG가 전송을 위
한 데이터가 있다면, 상기 짧은(Short) BSR가 보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추가하여 데이터 유닛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4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구성된 MAC PDU에 패딩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부;
패딩 비트의 수를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를 비교하는 비교부;
및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 보다 크거
나 같으면, 버퍼 상태 보고(BSR)를 트리거링 하는데 있어서, 상기 패딩 비트의 수, 짧은(Short) BSR에 이와 관
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 긴(Long)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 및 논리 채널 그룹 (LCG:
Logical Channel Group)의 존재 중의 비교를 바탕으로 짧은(Short) BSR, 단축(Truncated) BSR, 및 긴(Long)
BSR 중 적어도 하나가 선택적으로 보고되는 상기 확인부 및 비교부와 협력하는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긴(Long)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보다 크
거나 같다면 상기 긴(Long) BSR가 보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짧은(Short)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보다
크거나 같지만 상기 긴(Long)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보다 적고 또한 하나 보다 많은 LCG가 전
송을 위한 데이터가 있다면, 상기 단축(Truncated) BSR가 보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
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LCG의 단축(Truncated) BSR가 상기 전송을 위한 데이터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논리 채
널과 보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짧은(Short)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보다
크거나 같지만 상기 긴(Long) BSR에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를 더한 크기보다 적고 또한 하나의 LCG가 전송을 위
한 데이터가 있다면, 상기 짧은(Short) BSR가 보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의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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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버퍼 상태 정보(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종래기술에서는 버퍼 상태 정보에 대한 보고를 수행했으나 불필요하게 무선자원을 낭비했다. 따라서, 종래기술
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3>

본 발명자들은 이런 종래기술의 단점을 인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하 설명된 여러 특징들을 발명했으며 버퍼
상태 정보에 대한 처리를 향상시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protocol data unit) (또는 전송 블록(TB:
transport block) 또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 유닛)을 형성할 때 그 PDU의 사용 가능한 부분에 버퍼 상태 정보를
추가하여 그 결과, 보다 효율적인 무선자원 사용을 할 수 있다.

과제 해결수단
<4>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법과 장치에 있어서, BSR 트리거링(triggering)이
수행되면 필요한 서브헤더들의 크기를 BSR 크기와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MAC PDU, 전송 블록
(Transport Block: TB) 또는 다른 데이터 유닛에 서브헤더들이 추가 또는 삽입될 수 있다.

효 과
<5>

본 발명의 효과에 대해서는, 단말이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MAC PDU에 공간이 남는 경우, 이를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무선 자원의 활용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6>

여기 설명된 여러 특징들과 개념들은 버퍼 상태 정보/보고(BSR)을 처리하는데 적합하게 구성된 다양한 사용자
기기들(이동 단말기, 핸드폰, 무선 통신장치, 등) 및/또는 네트워크 객체들에 적용 및 응용 가능하다.

<7>

그리고,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
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8>

버퍼 상태 정보(BSR: buffer status report) 처리에 대한 발명적 개념들과 특징들은 현재의 3GPP 기술에서 진보
된 롱 텀 에볼류션(LTE: Long Term Evolution) 시스템 또는 다른 소위 4G 통신 시스템을 기초로 설명되어 있으
나,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기 설명된 특징들을 한정할 의도는 아니며 여러 이동 및/또는 무선 통신 시스템 및
방식에 적용 가능하다.

<9>

이하 “단말”이라는 용어는 여러 종류의 사용자 장치, 그 예로 이동 통신 단말, 사용자 기기(UE: user
equipment), 이동 장치(ME: mobile equipment) 및 무선 기술을 지원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의미한다.

<10>

본 발명은 LTE 시스템 (Long Term Evolution System)에서 기지국과 단말이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법에 관한 것
으로, 특히 각 논리채널로부터 데이터를 전달 받아서 MAC PDU를 구성하는 MAC엔티티에 있어서, MAC PDU(또는 전
송블록과 같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 유닛)에 패딩 (Padding) 공간이 발생한 경우, 단말이 효과적으로 버퍼 상태
정보를 보내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무선 자원의 낭비하는 것을 막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11>

도 1은 이동통신 시스템인 E-UMTS(Evolved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의 망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E-UMTS시스템은 기존 UMTS시스템에서 진화한 시스템으로 현재 3GPP에서 기초적인 표준화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E-UMTS 시스템은 LTE(Long Term Evolution)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다.

<12>

E-UMTS망(100)은 크게 E-UTRAN(110)과 CN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UTRAN은 단말(112) (User Equipment; 이하
UE로 약칭)과 기지국(114,116,118) (이하 eNode B로 약칭), 망의 종단에 위치하여 외부 망과 연결되는 서빙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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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웨이(122,124)(Serving Gateway; 이하 S-GW로 약칭) 그리고 단말의 이동성을 관장하는 이동관리객체
(122,124)(Mobility Management Entity; 이하 MME로 약칭)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eNode B에는 하나 이상의
셀(Cell)이 존재할 수 있다.
<13>

도 2와 도 3은 3GPP 무선 접속 망 규격을 기반으로 한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무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Radio
Interface Protocol)의 구조를 나타낸다.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수평적으로 물리계층(Physical
Layer), 데이터링크계층(Data Link Layer) 및 네트워크계층(Network Layer)으로 이루어지며, 수직적으로는 데
이터정보 전송을 위한 사용자평면(User Plane)과 제어신호(Signaling)전달을 위한 제어평면(Control Plane)으로
구분된다.

프로토콜

계층들은

통신시스템에서

널리

알려진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접속

(Open

System

Interconnection; OSI)기준모델의 하위 3개 계층을 바탕으로 L1 (제1계층), L2 (제2계층), L3(제3계층)로 구분
될 수 있다.
<14>

이후, 도2의 제어 평면 무선 프로토콜 및 도 3의 사용자 평면 무선 프로토콜에 대하여 각각 설명한다.

<15>

제1계층인 물리계층(225-245,325-345)은 물리채널(Physical Channel)을 이용하여 상위 계층에게 정보전송서비스
(Information Transfer Service)를 제공한다. 물리계층은 상위에 있는 매체접속제어(Medium Access Control)계
층(224-244,324-344)과는 전송채널(Transport Channel)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전송채널을 통해 매체접속
제어계층과 물리계층 사이의 데이터가 이동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물리계층 사이, 즉 송신측과 수신측의 물리
계층 사이는 물리채널을 통해 데이터가 이동한다.

<16>

제2계층의 매체접속제어 (Medium Access Control; 이하 MAC로 약칭)는 논리채널(Logical Channel)을 통해 상위
계층인 무선링크제어(Radio Link Control)계층(223-243,323-343)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계층의 무선링크제
어(Radio

Link

Control;

이하

RLC로

약칭)계층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전송을

지원한다.

제2계층의

PDCP(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 계층(322-342)은 IPv4나 IPv6와 같은 IP 패킷 전송 시에 대역폭이 작
은 무선 구간에서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불필요한 제어정보를 담고 있는 IP 패킷
헤더 사이즈를 줄여주는 헤더압축 (Header Compression)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PDCP 계층은, C-plane데이터,
예를 들어 RRC 메시지의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PDCP는 U-plane의 데이터의 암호화도 수행한다.
<17>

제3계층의 가장 상부에 위치한 무선자원제어(Radio Resource Control; 이하 RRC라 약칭함)계층(222-242)은 제
어평면에서만 정의되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RB라 약칭함)들의 설정(Configuration), 재설정(Reconfiguration) 및 해제(Release)와 관련되어 논리채널, 전송채널 및 물리 채널들의 제어를 담당한다. 이때, RB
는 단말과 E-UTRAN간의 데이터 전달을 위해 제2계층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8>

이하는 RACH (Random Access Channel)에 대해 상술한다. RACH채널은 상향으로 짧은 길이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전용 무선 자원을 할당 받지 못한 단말이 상향으로 전송하여야 하는 시그널링 메시지 혹
은 사용자 데이터가 있을 때 사용된다. 혹은, 기지국이 단말에게 RACH과정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사용되
기도 한다.

<19>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E-UTRAN을 구성하는 두 축은 바로 기지국과 단말이다. 한 셀에서의 무선 자원은 상향
무선자원과 하향 무선자원으로 구성된다. 기지국은 셀의 상향 무선자원과 하향 무선자원의 할당 및 제어를 담당
한다. 즉 기지국은 어느 순간에 어떤 단말이 어떤 무선자원을 사용하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기지국은 3.2
초 후에 주파수 100Mhz 부터 101Mhz를 사용자 1번에게 0.2초 동안 하향측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할당한다고 결정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지국은 이런 결정을 내린 후에, 상기 해당하는 단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상기 단말이
하향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기지국은 언제 어떤 단말이 얼만큼의 어떤 무선자원을 사용하여 상
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할지를 결정하며, 기지국은 이 결정을 단말에게 알려서, 상기 단말이 상기 시간 동
안 상기 무선 자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다.

<20>

종래와 달리 이렇게 기지국이 무선 자원을 다이나믹하게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무선 자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종래의 기술은 하나의 단말이 하나의 무선 자원을 호가 연결된 동안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특
히 최근 많은 서비스들이 IP 패킷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면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패킷 서비
스들은 호의 연결 시간 동안 꾸준하게 패킷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 도중에 아무것도 전송하지 않는 구간
이 많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하나의 단말에게 계속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E-UTRAN시스템은 단말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비스 데이터가 있는 동안에만 단말에게 상기와 같은 방식으
로 무선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21>

보다 구체적으로, LTE시스템에서는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지국은 각 사용자 별로 어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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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얼마만큼 전송하고 싶어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향 링크의 데이터의 경우, 이 하향 링크의 데이터는 접속
게이트웨이로부터 기지국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기지국은 각 사용자에게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하향 링크로 전달
되어야 하는지를 안다. 이와는 반대로 상향 링크로의 데이터의 경우, 단말이 직접 자신이 상향 링크로 전달하려
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기지국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기지국은 각 단말이 얼마만큼의 상향 무선 자원이 필요
한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기지국이 적절하게 상향 무선 자원을 단말에게 할당할 수 있기 위해서, 각 단말이 기
지국으로 기지국이 무선 자원을 스케쥴링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2>

이를 위해서, 단말은 자신이 전송해야 할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를 기지국에 알리고, 기지국은 이 정보를 바탕
으로 상기 단말에게 무선자원할당메시지 (Resource Allocation Message)를 전달한다.

<23>

상기 과정, 즉, 단말이 자신이 전송할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기지국에 알리는 경우, 상기 단말은 기지국에게
자신의 버퍼에 쌓여 있는 데이터의 양을 알려준다. 이를 버퍼 상태 정보 (Buffer Status Report: BSR) 라고 부
른다.

<24>

그런데, 상기 버퍼 상태 정보는 MAC Control Element 의 형태로 생성되어 MAC PDU에 포함되어 단말에서 기지국
으로 전송된다. 즉, 버퍼 상태 정보 (BSR: Buffer Status Report)를 전송하기 위해서도 상향 방향의 무선 자원
이 필요하다. 이는 버퍼 상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상향 방향 무선 자원 할당 요청정보를 보내야 함을 의미한
다. 버퍼 상태 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할당 받은 상향 방향 무선 자원이 있다면, 단말은 즉시 상기 상향 방향
무선 자원을 이용하여 버퍼 상태 정보를 전송한다. 이렇게 단말이 버퍼 상태 정보를 기지국으로 보내는 과정을
버퍼 상태 정보 과정(BSR procedure)라 한다.

<25>

이하, MAC 객체(도 2의 224,244 또는 도3의 324, 344)가 사용하는 MAC PDU 형식의 여러 사례들을 도시하는 도
4 내지 8을 참조하여 MAC PDU 구조를 설명한다.

<26>

도4에서는 MAC엔티티에서 사용되는 MAC PDU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7>

상기 도 4는 MAC엔티티에서 사용하는 PDU의 포맷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그림에서 LCID는 연관된 것이 MAC SDU
인지 혹은 MAC Control Element (CE)인지의 여부를 알려주고, 또한 연관된 것이 MAC SDU라면 어떤 논리채널에
해당되는 MAC SDU인지, 만약 MAC CE라면 어떤 MAC CE인지 알려준다. L 필드는 MAC SDU에 대해서 해당 MAC SDU
의 크기를 알려준다. 그리고 E 필드는 또 다른 MAC SubHeader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려준다. 상기 과정에서,
해당되는 MAC SDU또는 MAC Control Element의 크기가 127보다 같거나 작으면 7 bit의 L필드가 사용되고, 다른
경우에는 15bit의 L필드가 사용된다. 그리고 MAC PDU에 포함된 MAC SDU가 MAC PDU에 포함된 데이터 필드 중 가
장 마지막 것이면, 그에 관련된 MAC SubHeader 는 그림 6에 나온 것이 사용된다. 또는 크기가 고정된 MAC
Control Element에 대해서는 그림 6에 나온 형식의 MAC SubHeader가 사용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 5에 나온
형식의 MAC SubHeader가 사용된다.

<28>

상기 도 7과 도 8은 BSR Report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를 가진 논리채널그룹의 수와 MAC PDU에 가능한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short BSR또는 Long BSR이 이용된다.
길이를 지칭한다.

여기서 짧은 BSR 및 긴 BSR은 그 BSR읠 상대적인

따라서, 이러한 BSR의 종류를 설명하는 다른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예로,

짧은 BSR을 단축된 또는 짧아진 BSR이라고 칭할 수도 있고, 긴 BSR은 확장된 또는 늘어난 BSR이라고 부를 수 있
다.
<29>

다음은 상기 도 4 내지 6에서 사용되는 각 필드의 설명이다.

<30>

LCID: 이는 해당 MAC SDU가 어떤 논리채널의 데이터 인지 또는 해당 MAC CE(MAC Control Element)가 어떤 정보
를 포함하는지 알려준다.

<31>

E: 이번 MAC SubHeader뒤에 또 다른 MAC SubHeader가 있는지를 알려준다.

<32>

F: 따라오는 L필드의 길이를 알려준다.

<33>

R: reserved bit이며, 사용되지 않는 bit이다.

<34>

다음은 상기 LCID에 사용되는 값들에 대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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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5>

표 2

<36>
<37>

이하, MAC 엔티티가 MAC PDU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8>

여러 RB가 하나의 Transport Channel로 다중화(Multiplexing)되어 전송되는 경우, LTE 단말은 MAC 계층에서 매
전송 시마다 주어진 무선자원(Radio Resource)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사용하여 각 RB의 전송 데이터 양을
결정한다.

<39>

1. 먼저 다중화된 RB들에 대해 각각의 논리채널 우선순위(Logical Channel Priority, LCP)의 내림차순으로 전송
데이터 양을 결정하며, 결정된 데이터의 양에 따라 상기 논리채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MAC PDU를 구성한다.

<40>

2. 남는 무선자원이 있을 경우, 다시 다중화된 RB들에 대해 각각의 LCP의 내림차순으로 전송 데이터 양을 결정
한다.

<41>

여기서 LCP는 현재 1~8 정도로 논의되고 있으며, 1이 highest이고 8이 lowest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상기 과정
에서 꼭 보내야 할 MAC CE(Control Element)가 있을 경우, 상기 MAC CE는 우선적으로 MAC PDU에 포함된다.

<42>

종래의 기술에 따르면, 단말은 다음과 같은 적어도 하나의 경우에 BSR 과정을 트리거(trigger) 한다.

<43>

1) 모든 버퍼에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떤 버퍼에 데이터가 새로이 도착하는 경우, (Regular BSR)

<44>

2) 어떤 비어있는 버퍼에 데이터가 도착하고, 상기 버퍼와 관련된 논리채널의 우선 순위가, 이전에 버퍼에 데이
터를 가지고 있던 논리채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Regular BSR)

<45>

3) 셀이 바뀐 경우(Regular BSR)

<46>

4) 마지막으로 BSR을 전송한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경우 (Periodic BSR)

<47>

5) 구성한 MAC PDU에 남는 공간이 있는 경우 (Padding B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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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상기의 트리거 중에서, 마지막의 경우로 인하여 BSR이 트리거 되는 경우, 이 경우 상기 BSR을 Padding BSR이라
부른다.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할당 받은 무선 자원의 양에 따라, 즉 MAC PDU의 크기에 맞게 MAC PDU를 구성한
다. 이 때 단말의 MAC 엔티티는 자신에게 설정된 각 논리 채널에 대해서, 상기 논리채널의 버퍼에 저장된 데이
터를 MAC PDU에 순차적으로 포함하게 되는데, 상기 각 논리채널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시키고도 상기 MAC
PDU에 공간이 남을 경우, BSR과정을 트리거 하고, 이 과정에서 트리거 된 Padding BSR을 상기MAC PDU에 포함시
켜 MAC PDU를 구성한 후,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49>

그런데, 종래의 기술에 따르면, padding으로 인해 발생하는 BSR은 MAC PDU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다. 즉,
단말의 MAC엔티티가 각 논리 채널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MAC PDU를 구성한 후, 상기 MAC PDU에 공간이 남을 경
우, 상기 구성된 부분 뒤에, 추가적으로 BSR을 넣는 것이다. 즉, 도9를 생각할 수 있다.

<50>

도9에서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X+N바이트 크기의 MAC PDU를 구성할 수 있는 무선자원을 할당 받았다고 가정한
다. 이 경우, MAC 엔티티는 각 논리채널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MAC PDU를 채우기 시작할 것이다.
상기의 그림에서 (a)부분은 MAC엔티티가 자신의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MAC PDU를 구성
한 상태에서 padding이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다. Padding의 크기가 BSR의 크기보다 클 경우, MAC 엔티티는 상
기 부분에 BSR을 추가한다.

<51>

이 경우, 도9에서 볼 수 있듯이, padding으로 인하여 Padding BSR이 들어 있음을 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상기
의 MAC PDU를 수신한 수신측은BSR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즉, 수신측은 도9의 (a)와 (b) 중에서 어
느 것이 수신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MAC PDU에 BSR이 포함되더라도 기지국이 효과적으로 BSR정보를 이용하
여 무선 자원의 할당을 수행할 수가 없다.

<52>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Padding BSR을 보내기 위해서, MAC PDU에 포함되는 사용자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53>

도10은 단말이 L+M+3바이트 크기의 MAC PDU를 구성하도록 지시 받은 경우를 나타낸다. 상기의 그림에서
REMAINING SPACE는패딩 공간이며 그림에서 보이듯 2BYTE이다. 이 경우, SHORT BSR의 크기가 1 이므로, 단말은
상기 공간에 SHORT BSR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PADDING BSR을 트리거 한다. 이 경우, MAC엔티티가 SHORT
PADDING BSR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기의 그림에서, RLC PDU N에 대한 MAC
SUBHEADER에는

L필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상기 과정에서 PADDING BSR이 들어간다면, 상기 RLC PDU

N은 더 이상 상기 MAC PDU에 포함된 마지막 엘레먼트가 아니다. 따라서 종래 기술에 따르면, 마지막 엘레먼트가
아닌 MAC SDU에 대해서는 MAC SUBHEADER가 L필드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PADDING BSR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의 에러가 발생한다.
<54>

즉, 도11에서 볼 수 있듯이, 남아 있던 2 byte에서 1byte는 Padding BSR을 위해서 사용해 버렸으므로, MAC
SubHeader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byte뿐이다. 그러나, 만약 상기 그림에서 RLC PDU N이 2byte의 L
필드를 요구한다면, 이는 에러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제대로 된MAC SubHeader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RLC PDU중 일부가 1byte만큼 크기가 줄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55>

본 발명은, Padding BSR이 트리거 된 경우, MAC엔티티가 효과적으로 상기 Padding BSR을 MAC PDU에 포함시켜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양한 실시예들은 이하 설명될 것이다.

<56>

실시예 1

<57>

본 발명은, Padding BSR을 MAC PDU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아닌 다른 위치에 놓을 것을 제안한다. Padding BSR이
트리거 된 경우, 상기 Padding BSR을 MAC PDU의 다른 MAC SDU들 또는 MAC CE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인 것의 바
로 앞에 위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서, 상기 MAC SDU들과 MAC CE들 그리고 Padding BSR에 관련된 MAC
SubHeader도 같은 순서로 배치된. Padding BSR이 트리거 된 경우, 상기 Padding BSR을 MAC PDU에 포함된 다른
MAC SDU들보다 앞에 위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상기 Padding BSR에 관련된 MAC SubHeader도 같은 순서로
배치된다. Padding BSR이 트리거 된 경우, 상기 Padding BSR을 MAC PDU의 다른 MAC SDU보다 뒤에 위치시킬 것
을 제안한다. 따라서 상기 Padding BSR에 관련된 MAC SubHeader도 같은 순서로 배치된다.

<58>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MAC PDU를 다른 MAC CE들이나 MAC SDU들과 그에 관련된 MAC SubHeader들로
채운 후, 상기 MAC PDU내에 Short BSR또는 Long BSR의 크기와 그것의 SubHeader의 크기를 더한 값과 같은 크기
의 공간이 남은 경우, 상기 Short BSR 또는 Long BSR을 상기 MAC PDU내에 포함시킨다. 바람직하게, 이
과정에서, 상기 MAC Padding BSR은 상기 MAC PDU에 포함된 MAC SDU 또는 MAC CE들 보다 앞에 위치한다.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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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 과정에서, 상기 MAC Padding BSR에 관련된 MAC SubHeader는 상기 MAC PDU에 포함된 MAC SubHeader들
중에서 가장 먼저 포함된다.
<59>

본 발명은, MAC엔티티가 Padding BSR을 트리거 함에 있어서, MAC SubHeader의 크기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즉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MAC엔티티는 MAC PDU에 패딩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함에 있어서, BSR의 크기
및 그것의 SubHeader의 크기도 고려한다. 예를 들어, Short BSR의 크기는 1byte이지만, 그것의 SubHeader의 크
기인 1byte도 고려해서, MAC PDU에 남는 공간이 2 byte이상일 때에만 Padding BSR, 이 경우에는 Short BSR을
트리거 한다. 또한 이 경우, 다른 MAC SDU들과 MAC CE들의 SubHeader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기 PADDING BSR이 트리거 된다. 여기서 정상적인 구성이란, L필드가 필요 없는 MAC CE에 대해서는
F/L필드가 없는 MAC SubHeader가, L필드가 필요 있는 MAC CE 또는 가장 마지막 MAC SDU를 제외한 나머지 MAC
SDU들에 대해서는 F/L필드가 포함된 MAC SubHeader가, 그리고 마지막 MAC SDU에 대해서는 F/L필드가 없는 MAC
SubHeader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60>

상기 과정에서, MAC PDU를 구성한 후, 공간이 남아서 Padding BSR이 트리거 된 후, BSR이 MAC PDU에 포함되면,
상기 BSR을 regular BSR이라 간주한다. 즉, 상기 Padding BSR은 regular BSR과 똑같이 취급한다. 즉, 이 경우,
상기 PADDING BSR은 REGULAR BSR과 같은 위치 구성의 제약을 적용 받는다.

<61>

상기 과정에서, Padding으로 인하여 Padding BSR이 트리거 된 경우, 특히 Padding BSR로 인하여 MAC PDU에
Short BSR이 포함되는 경우, 상기 short BSR은 단말에 설정된 논리 채널들 중에서, 버퍼에 데이터가 있는 채널
들 중,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논리 채널과 관련된 논리채널그룹의 버퍼 정보를 포함한다.

<62>

실시예 2

<63>

본 발명은, MAC PDU의 수신측이 상기 MAC PDU에 BSR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특히 Padding으로 인하여 BSR이
MAC PDU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도, 수신측이 쉽게 MAC PDU내의 BSR의 포함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Padding으로 인하여 BSR이 트리거 되어 MAC PDU에 포함되었을 경우, 이를 LCID필드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알려
줄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MAC SUBHEADER를 이용하여, BSR이 포함되었음을 지시할 것을 제안한다.

<64>

도 12의 그림(a)에서는, MAC PDU에 Padding이 포함되었을 경우, 상기 Padding의 크기를 바탕으로 하여, 수신측
이 Padding BSR의 포함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b)에서는, MAC PDU에 Padding으로 인하여 BSR이
포함되더라도, 포함된 BSR에 관련된 LCID필드로 설정된MAC SubHeader 를 상기 MAC PDU에 포함하도록, 직접적으
로 BSR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65>

본 발명의 다른 방식으로, 수신측은 MAC PDU에 BSR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상기 MAC PDU에 Padding이 있
을 경우, 상기 BSR을 padding BSR로 간주한다.

<66>

상기 과정에서 Padding으로 인하여 Padding BSR이 트리거 된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하여 BSR이 MAC PDU에 포함
된 경우, 이를 지시하기 위해서 Short BSR 또는 Long BSR를 나타내기 위해서 할당된 LCID와는 다른 별도의 LCID
를 지정할 수 있다. 즉, 단말은Padding으로 인하여 Padding BSR이 트리거 된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하여 BSR이
MAC PDU에 포함 된 경우, 상기 BSR과 관련된 MAC Subheader내에 상기 별도로 지정된LCID로 LCID필드를 설정하여
전송한다.

<67>

실시예 3

<68>

그림 (a), (b) 및 (c)를 가진 도13을 참조하면,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송신측 MAC 엔티티는, MAC PDU들
을 각 논리채널로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와 MAC control Element들로 채운 다음, 상기 MAC PDU에 2 byte의 공간
이 남을 경우의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다.

<69>

본 발명은,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송신측 MAC 엔티티는, MAC PDU들을 각 논리채널로부터 온 데이터등과
MAC control Element들로 채운 다음, 상기 MAC PDU에 2 byte의 공간이 남을 경우 이를 Padding header, 즉 1
byte의 padding header를 복수 개 포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남는 공간을 채운다.

<70>

본 발명은,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송신측 MAC 엔티티는, MAC PDU들을 각 논리채널로부터 온 데이터등과
MAC control Element들로 채운 다음, 상기 MAC PDU에 2 byte의 공간이 남을 경우 마지막 MAC SubHeader에 L필
드를 포함하도록 하여 2 byte를 채운다.

<71>

본 발명은,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송신측 MAC 엔티티는, MAC PDU들을 각 논리채널로부터 온 데이터등과
MAC control Element들로 채운 다음, 상기 MAC PDU에 2 byte의 공간이 남을 경우 이를 Padding BSR, 즉 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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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SR을 위한 MAC SUBHEADER와 1 BYTE의 SHORT BSR을 포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남는 공간을 채운다.
<72>

상기의 예시는 MAC PDU에 2BYTE가 아니라 4 BYTE(또는 다른 수의 바이트)가 남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73>

실시예 4

<74>

또한 본 발명은, 기지국이 MAC PDU를 구성하여 단말에 전송함에 있어서, 상기 MAC PDU를 구성한 후, Padding공
간이 발생할 경우, 상기 MAC PDU에 TAC command(Timing Alignment Command)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상기 TAC
Command는 단말이 상향 방향의 전송 타이밍을 조정하는 데 이용된다.

<75>

예를 들어, 기지국은 MAC PDU를 구성한 후 상기 MAC PDU에 2byte가 남을 경우, 상기 2 byte중에서 1 byte는
TAC Command의 SubHeader를 위해 할당하고, 나머지 1 byte는 TAC command 즉 단말이 상향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 타이밍 정보를 위해 할당한다.

<76>

또는, 1 byte의 패딩 공간만 남더라도, 기지국은 관련된 MAC SubHeader를 포함하지 않고, MAC PDU에 TAC
Command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77>

실시예 5

<78>

결국 본 발명은, 단말이 Padding공간이 있다고 판단하여, Padding BSR을 트리거 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기준
을 제시하여, Padding BSR이 MAC PDU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에 Padding BSR을 트리거 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79>

따라서 본 발명은, 단말이 MAC CE들과 MAC SDU들을 이용하여 MAC PDU를 구성한 경우, 단말은 남아 있는 여유 공
간, 즉 패딩 바이트의 크기를 구함에 있어서, 패딩 바이트의 크기는 MAC PDU의 크기에서 MAC SDU들과 MAC CE들,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MAC SubHeader들의 크기를 뺀 값으로 구한다. 그리고 이 계산에서, 상기 MAC PDU에 포
함된 가장 마지막 엘레먼트, 즉 가장 마지막 MAC SDU에 대해서, 단말은 상기 MAC SDU에 관련된 MAC SubHeader에
는 L필드가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 만약 가장 마지막 엘리먼트가 MAC CE라면 그리고 상기 MAC CE가 가
변적인 크기를 가진다면 상기 MAC CE에 대해서, 단말은 상기 MAC CE에 관련된 MAC SubHeader에는 L필드가 들어
간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즉 MAC PDU의 마지막 엘리먼트에 대한 MAC SubHeader는 “R/R/E/LCID/F/L”이라 가정
하고, 상기 MAC PDU에서의 패딩 바이트의 크기를 계산한다. 그리고 상기 패딩 바이트의 크기가 BSR의 크기와 그
와 관련된 MAC SubHeader의 크기의 합보다 같거나 클 경우에만 Padding BSR을 트리거 한다.

<80>

즉, Padding Byte의 수를 구할 때는 MAC PDU에 포함된 모든 MAC SDU들에 대해서, 상기 관련된 MAC SubHeader에
F/L필드를 포함시켜 계산한다. 이 경우, 크기가 가변적인 MACCE들에 대해서도 상기 MAC CE에 관련된SubHeader에
F/L필드를 포함시켜 계산한다. 그리고, 상기 패딩 바이트의 수가 BSR과 그와 관련된 MAC SubHeader의 합보다 같
거나 클 경우에만 Padding BSR을 트리거 한다.

<81>

실시예 6

<82>

그림 (a)와 (b)를 가진 도14 및 그림 (a), (b) 및 (c)를 가진 도15를 참조하면,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송신측 MAC 엔티티는, MAC PDU들을 각 논리채널로부터 온 데이터등과 MAC control Element들로 채운 다음, 상기
MAC PDU에 2 byte의 공간이 남을 경우, 특히 상기 과정에서 이미 Short BSR이 MAC PDU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short BSR을 Long BSR로 교체할 것을 제안한다. 즉 short BSR대신Long BSR을 상기 MAC PDU에 포함한다.
이에 대한 것은 도 14가 보여준다.

<83>

즉, 본 발명은,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송신측 MAC 엔티티는, MAC PDU들을 각 논리채널로부터 온 데이터등
과 MAC control Element들로 채운 다음, 상기 MAC PDU에 4 byte의 공간이 남을 경우, 이를 Padding BSR을 위해
활용하고 특히 Long BSR로 활용한다. 이 때 4 byte는 1 byte의 MAC Subheader, 1 byte의 Short BSR 그리고 2
byte의 Padding byte를 의미한다.

<84>

바람직하게, 본 발명은,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송신측 MAC 엔티티는, MAC PDU들을 각 논리채널로부터 온
데이터등과 MAC control Element들로 채운 다음, 상기 MAC PDU에 이미 BSR이 포함된 상태에서, 상기 MAC PDU에
공간이 남을 경우 또 다른 BSR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85>

바람직하게, 본 발명은,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송신측 MAC 엔티티는, MAC PDU들을 각 논리채널로부터 온
데이터등과 MAC control Element들로 채운 다음, 상기 MAC PDU에 이미 BSR이 포함된 상태에서, 공간이 남을 경
우, 이 경우에는 Padding BSR을 트리거 하지 않는다.

<86>

바람직하게, 본 발명은,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송신측 MAC 엔티티는, MAC PDU들을 각 논리채널로부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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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등과 MAC control Element들로 채운 다음, 공간이 남을 경우, 또한 이미 Periodic BSR 또는 Regular BSR
이 trigger된 경우, 상기 남는 공간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Padding BSR과 이미 트리거 된 상기 BSR들
중 큰 것만 포함시킨다.
<87>

바람직하게, 본 발명은,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송신측 MAC 엔티티는, MAC PDU들을 각 논리채널로부터 온
데이터등과 MAC control Element들로 채운 다음, 공간이 남을 경우, 또한 이미 Periodic BSR또는 Regular BSR
이 trigger된 경우에는 Padding BSR을 트리거 하지 않는다.

<88>

본 발명의 효과에 대해서는, 단말이 MAC PDU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MAC PDU에 공간이 남는 경우, 이를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무선 자원의 활용 효용성을 증대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89>

본 발명의 개념과 특징들에 대하여 보다 추가적인 사항들을 이하 설명한다.

<90>

사항 #1

<91>

패딩 BSR은 마지막 MAC 서브헤더들 전에 다른 곳 또는 위치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전송블록(TB: transport
block)을 서브헤더 및 관련된 MAC SDU들 및 다른 MAC 제어 요소들을 채운 다음 2 바이트 크기의 패딩이 남아있
다면, 2 바이트의 짧은 BSR을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서브헤더는 패딩을 적확히 제거할 수 있다면 짧
은 BSR이 될 수 있다.

<92>

즉, 전송블록(TB: transport block)을 서브헤더 및 관련된 MAC SDU들 및 다른 MAC 제어 요소들을 채운 다음 패
딩이 2 바이트라면, MAC SDU의 마지막 서브헤더는 2 바이트의 L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긴 L 필드와 15 비트 L
필드를 나타내는 F 필드를 사용한다. 각 MAC 서브헤더의 복호 때, 서브헤더들의 크기와 관련된 MAC 제어요소 또
는 관련된 MAC SDU들의 크기 합이 전송블록의 크기와 동일할 때 (여기서, 트레일링 1~7 비트 제외), 수신측 MAC
엔티티는 더 이상의 서브헤드가 없다고 간주한다. 이는 에러상황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즉, 패딩 바이트/LCID
없이 전송블록에 정확히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다면 마지막 MAC 서브헤더에 L 필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93>

사항 #2

<94>

한 바이트 또는 두 바이트 패딩이 필요하나 MAC PDU 끝에 패딩으로 이룰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딩은 MAC
PDU 끝에서 일어난다. 한 바이트 또는 두 바이트 패딩이 필요하나 MAC PDU 끝에 패딩으로 이룰 수 없는 경우,
MAC PDU에 대응되는 첫 번째 MAC PDU 전에, 또는, 이런 서브헤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MAC 제어요소에 대응되
는 마지막 MAC PDU 서브헤더 전에 패딩에 대응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MAC PDU 서브헤더들을 삽입된다.

<95>

FDD를 위해, 지원 가능한 전송블록 크기에 (quantization)으로 또는 스케쥴링 정보의 트리거링으로, 데이터와
헤더의 크기가 단말이 선택한 E-TFC의 전송블록 크기에서 24를 뺀 값과 같거나 작으면, DDI 값 [111111]이 MACe 헤더 끝에 추가될 것이고, 스케쥴링 정보는 이 MAC-e PDU에 포함(concatenated)될 것이다. DDI값 [111111]은
이 MAC-e PDU에 스케줄링 정보가 포함(concatenated)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반면,. 데이터와 헤더의 크기
가 단말이 선택한 E-TFC의 전송블록 크기에서 18를 뺀 값과 작거나 같으면, 이 MAC-e PDU에 스케줄링 정보가 포
함(concatenated)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외의 경우에는, 다른 MAC-es PDU 또는 스케쥴링 정보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며 추가 DDI 필드를 위해 전송블록에 공간을 예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

<96>

즉, HSUPA의 경우, MAC TB에 무엇을 포함시키고 언제 채우는 것을 멈추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송신측은 계속해
서 MAC 헤더 및 MAC 데이터를 합한 크기를 사용 가능한 전송블록 크기와 비교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스
케쥴링 정보는 이 여부를 알려주는 필드 없이 추가된다. 따라서, DDI과 같은 특정 헤더 필드는 뺄 수 있으며 효
율을 높여준다.

<97>

그러나, 현재 LTE MAC 표준에는 이런 동작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HSUPA 동작이 금지되었는지 아닌 지
가 의문이다. 이는 도13에 도시 되어 있다.

<98>

그림 (a)에서, 남은 두 바이트는 두 개의 패딩 서브헤더를 추가하여 사용되었다. 그림 (b)에서, 두 바이트는 F
및 L 필드들로 채워진다. 따라서, 마지막 서브헤더에도 이런 F 및 L 필드들이 포함된다. 이는 HSUPA에서도 비슷
하다. 즉, 서브헤더들에 데이터 필드의 총 합을 전송블록의 크기와 비교하여, 수신측에서 패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c)에서, 두 바이트는 짧은 BSR로 대체된다. 짧은 BSR은 비어있는 BSR이 아니다. 도16에 나타나 있

듯이, 유용한 상황 (c)를 도시한다.
<99>

도16에 의하면, 패딩 LCID 여부는 단말 버퍼에 데이터가 아직 있는지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eNB 스케쥴러
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 13의 (c) 방식이 (a) 보다 더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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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지 말고 짧은 BSR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100>

도4 내지6를 다시 되돌아보면, MAC PDU (DL-SCH 및 UL-SCH)에 대하여 설명한다.

<101>

MAC PDU의 구성에는 MAC 헤더와, 0 또는 그 이상의 MAC 서비스 데이터 유닛(MAC SDU), 0 또는 그 이상의 MAC
제어요소, 및 선택적으로 패딩이 있다.

MAC 헤더 및 MAC SDU들은 가변의 길이를 갖는다. MAC PDU 헤더에는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MAC PDU 서브헤더들이 있으며, 각 서브헤더는 MAC SDU, MAC 제어요소 또는 패딩에 대응된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패딩을 위한 MAC PDU 서브헤더들이MAC PDU에 한 번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
<102>

MAC PDU 서브헤더는 6개의 헤더필드(R/R/E/LCID/F/L)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예외는 MAC PDU의 마지막 서브헤
더 및 고정된 크기의 MAC 제어요소들이다.

MAC PDU의 마지막 서브헤더 및 고정된 크기의 MAC 제어요소들의 서

브헤더들은 4개의 헤더필드(R/R/E/LCID)들로만 구성된다. 따라서, 패딩에 해당하는 MAC PDU 서브헤더는 4개의
헤더필드(R/R/E/LCID)로 구성된다.
<103>

MAC PDU 서브헤더들은 해당되는 MAC SDU들, MAC 제어요소들 및 패딩과 동일한 순서를 가진다.

MAC 제어요소들

은 (패딩 BSR 제외) 그 어떤 MAC SDU 보다 앞에 위치한다. 패딩 BSR은 MAC PDU 끝에 있다. 하나의 바이트가 필
요하지만 MAC PDU 끝에 패딩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패딩은 MAC PDU 끝에 있다. 하나의 바이트가
필요하지만 MAC PDU 끝에 패딩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 패딩에 해당하는 MAC PDU 서브헤더를 MAC SDU애 해당하는
첫 MAC PDU 서브헤더 전에 삽입되거나, 이러한 서브헤더가 없다면 MAC 제어요소에 대응하는 마지막 MAC PDU 전
에 위치한다. MAC SDU들 또는 MAC 제어요소들(BSR 제외)로 MAC PDU를 채운 후 2 바이트가 남을 때, 짧은 BSR을
포함시킨다.
<104>

어떤 실시예들에서는, 최대 하나의MAC PDU가 하나의 TB 및 하나의 UE에 대하여 전송된다.

또한, 물리계층 분류

에 따라, 하나의 TB 및 하나의 UE에 대하여 하나 또는 두 개의 TB들이 전송된다.
<105>

이 MAC PDU가

<106>

사항 #3

<107>

MAC PDU에 남은 공간이 BSR의 크기와 같거나 더 크면, 패딩BSR이 포함된다.

오직 DL/UL SCH 또는 다른 전송 채널들에 해당되든 FFS이다.

상향(UL) 자원이 할당되고, 패딩

비트 수가 BSR MAC 제어요소 보다 크면, 이때의 BSR을 패딩 BSR로 부른다. 이 패딩 BSR을 어떻게 표현할 지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MAC 제어요소(패딩 BSR 제외)들은 항상 그 어떤 MAC SDU 보다 전에 위
치한다, 패딩BSR은 MAC PDU 끝에 있고, 한 바이트 또는 두 바이트 패딩이 요구되나 MAC PDU 끝에 패딩으로 실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딩은 MAC PDU끝에 발생한다. 패딩 BSR 및 패딩을 둘 다 MAC PDU 끝에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BSR LCID를 이용하여 패딩 BSR을 직접적으로 알리거나, 패딩 LCID로 간접적으로 알리거나, 패
딩 BSR이 패딩 이후에 오거나 패딩이 패딩 BSR 이후에 오거나 등의 사항들은 본 발명에 의해 해결된다.
<108>

패딩 BSR을 알리는 방식 (4 가지 제안)

<109>

도17은 패딩 BSR의 여부를 어떻게 알려 줄 지에 대한 두 가지 구현방식을 도시한다 (그림 (a) 및 (b) 참조).

<110>

그림 (a)에서, 패딩 구간의 크기에 따라, 대응되는 서브헤더가 없는 짧은 BSR 또는 긴BSR을 포함시킨다. 그림
(a)에서, BSR은 패딩 크기가 2 바이트 이거나 이 보다 더 크면 포함될 수 있다.

이 방식에서, 다른 서브헤더들

또는 MAC SDU/CE로 MAC PDU를 채운 후, 3 바이트가 남으면, 그 BSR을 포함시킬 수 있다.
<111>

그림 (b)에서, 마지막 2 MAC 서브헤더들은 BSR 서브헤더 및 패딩 서브헤더이며, 패딩 BSR은 직접적으로 알린다.
이 방식 (b)에서, 다른 서브헤더들 또는 MAC SDU/CE로 MAC PDU를 채운 후, 4 바이트가 남으면, 그 BSR을 포함시
킬 수 있다.

<112>

즉, 방식 (a) 와 (b)의 차이는 BSR이 포함될 남아있는 바이트의 최소 크기이다.

<113>

제안 1

<114>

패딩 BSR을 알리는데 직접적으로 할지 또는 간접적으로 할지를 결정하고, 패딩 BSR 및 패딩의 순서를 고려한다.

<115>

도 17은, 도 12 그림(a)의 직접 알리는 방식의 경우, 패딩 BSR의 두 가지 구현을 도시하며, 두 구현 모두 사용
가능하다. 도 17에는 BSR이 패딩에 사용되는 바이트 전후에 위치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116>

도 18은, 도 12 그림(b)의 직접 알리는 방식의 경우, 패딩 BSR의 두 가지 구현을 도시하며, 두 구현 모두 E 필
드를 사용 가능하다. 여기서, E 필드가 다른MAC 서브헤더를 지시하면, 수신측은 다음 바이트를 디코딩하면 그
후에 뭐가 따라오는 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식 (b)에서는, 패딩 LCID 후 BSR LCID가 검출되면, eNB의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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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는 마지막 바이트들을 바로 디코딩하여 단말의 버퍼 상태를 알 수 있다. 반면, 방식 (a)에서는, BSR LCID
의 검출로, eNB의 MAC 수신기는 BSR의 첫 바이트를 디코딩하기 전에 먼저 BSR의 시작 위치를 계산해야 한다.
<117>

제안 2

<118>

MAC PDU에 패딩 BSR가 마지막이 될지 또는 패딩이 마지막이 될지를 결정한다.

<119>

제안 3

<120>

MAC SDU들 또 MAC CE들(BSR 제외)로 MAC PDU를 채운 다음 2 바이트가 남으면, 짧은 BSR 전달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121>

한편, MAC PDU에 BSR을 이미 포함시켰을 경우 2 바이트가 남아있다면, 도19 의 경우(짧은 BSR 포함 후 2 바이트
남음) 및 도20의 경우 (긴 BSR 포함 후 2 바이트 남음, 직접적인 패딩 BSR 알림)을 고려할 수 있다.

<122>

도19의 그림 (a)는

MAC PDU에 짧은 BSR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때 2 바이트가 남을 경우를 도시한다.

논리채널로부터 데이터만 채운 후, MAC PDU이는 애초에 4 바이트가 남아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각

즉, MAC PDU를 RLC

PDU들로 채운 후, 짧은 BSR 포함 전에, 4 바이트가 남아 있었다. RLC 객체들에 추가 데이터 존재 여부와 상관없
이, 4 바이트는 원래 패딩 바이트들이었다.

그렇다면, 짧은 BSR 대신 긴 BSR을 추가 됐었어야 한다. 즉, (a)

대신 (b)를 사용해야 한다.
<123>

도20의 그림 (a)는 긴 BSR이 포함될 때 2 바이트가 남아있는 경우를 도시한다. 이는 각 논리채널로부터의 데이
터를 MAC PDU에 채운 다음 원래 I6 바이트가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위 계층으로부터의 RLC PDU들로만
MAC PDU를 채운 다음 6 바이트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3 가지 경우가 있다.

<124>

1. 모든 RLC객체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6 바이트는 원래 패딩 바이트들이었고, BSR이 취소됐거나 보통
(normal) 패딩 BSR이 포함됐을 것이다.

이 경우, 패딩 BSR을 위해 직접적인 지시가 사용되면, 도4의 그림 (a)

대신, 그림 (b) 및 (c)가 발생한다. 패딩BSR을 위해 간접적인 지시가 사용되면, 도5의 그림 (a) 대신, 그림 (b)
및 (c)가 발생한다.
<125>

2. MAC PDU를 채운 후 데이터를 가진 논리채널이 하나였다면, 짧은 BSR이 트리거링 됐을 것이고 나머지 4 바이
트는 그 논리채널을 위한 데이터를 포함시키는데 이용됐을 것이다.

<126>

3. MAC PDU를 채운 후 데이터를 가진 논리채널이 하나 이상 이였다면,긴 BSR이 트리거링 됐을 것인데, 이 상황
은 이상하여 패딩 BSR을 위해 직접적인 지시가 사용되면 도20의 그림 (b) 및 (c)가 발생되고, 패딩 BSR을 위해
간접적인 지시가 사용되면 (긴 BSR이 포함된 후에 2 바이트가 남을 때의 경우인) 도21의 그림 (b) 및 (c)가 발
생된다.

<127>

따라서, 2 바이트의 패딩 서브헤더의 경우는 아주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MAC 구조는 2 바이트형 패딩의 사용을 피할 수 있고 2 바이트 패딩 서브헤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128>

제안4

<129>

MAC 헤더 내에 2 바이트 패딩 서브헤더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130>

사항 #4

<131>

네트워크에 대하여, 본 발명의 어떤 개념들을 이하처럼 설명될 수 있다:

<132>

eNB는 하나의 UE에 대한 RLC/PDCP 버퍼들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및 MAC 제어요소들을 이용하여 MAC PDU를 형성
한다.

<133>

MAC PDU에 MAC SDUs/MAC CEs로 채운 후:

<134>

- MAC PDU를 채운 후 2 바이트가 남으면,

<135>

-- eNB는 그 2 바이트 대신 타이밍 정렬 지시(TA CMD: Timing Alignment Command)를 MAC PDU에 포함시킨다.

<136>

--- 이 경우, 1 바이트는 TA CMD의 서브헤더를 포함하는데 사용되고,

<137>

---- 1 바이트는 실제 타이밍 지시의 값을 포함시키는데 이용된다.

<138>

- MAC PDU를 채운 후 2개 또는 그 이상의 바이트들이 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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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eNB는 MAC PDU내에 TA CMD를 포함시키며, 적어도 두 개의 바이트를 대체한다.

<140>

--- 이 경우, 1 바이트는 TA CMD의 서브헤더를 포함하는데 이용되고

<141>

---- 1 바이트는 실제 타이밍 지시의 값을 포함시키는데 이용되고,

<142>

----- 그리고 적어도 1 바이트는 패딩을 위한 서브헤더로 이용된다.

<143>

- 또는, MAC PDU를 채운 후 2개 또는 그 이상의 바이트들이 남아있으면,

<144>

-- eNB는 MAC PDU내에 TA CMD를 포함시키며, 적어도 두 개의 바이트를 대체한다.

<145>

--- 이 경우, 1 바이트는 TA CMD의 서브헤더를 포함하는데 이용되고,

<146>

---- 그리고, 1 바이트는 패딩을 위한 서브헤더로 이용되고,

<147>

----- 그리고 다른 바이트들은 패딩으로 사용된다.

<148>

--- 또는, 1 바이트의 패딩이TA CMD로 대체된다.

<149>

단말에 대해서는, 본 발명의 어떤 개념들을 이하처럼 설명될 수 있다:

<150>

UE는 수신한 MAC PDU를 MAC SDU들 및/또는 MAC CE들로 복호/재결합을 한다..

<151>

- UE가 각 MAC 서브헤더 및 연관된 MAC SDU들/CE들을 디코딩한다

<152>

-- UE는 서브헤더들 및 MAC SDU들/CE들의 크기의 합을 계산한다

<153>

-- UE는 이 크기의 합을 MAC PDU 크기와 비교

<154>

- 패딩이 지시되고 (패딩 서브헤더를 제외한) 패딩의 크기가 1 바이트와 같거나 크면,

<155>

-- UE는 패딩 부분에 TA CMD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

<156>

사항 #5

<157>

상향에 대하여, 현재 MAC 표준에 의하면, 패딩 공간이 BSR의 포함을 허용하면UE는 BSR을 포함할 것이다
(shall). 짧은 BSR을 포함시키는데 2 바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남아있는 패딩 공간이 2 바이트일
때 마다 MAC PDU에 BSR을 포함시킬 것이다.

<158>

도22에는, 짧은 BSR의 포함을 위해 2 바이트가 충분하니, 그림 (a)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표준

의 취지에 따르면, 단말이 도22의 그림(b) 형식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159>
<160>

따라서, 2 바이트 패딩을 위한 이하 같은 특별한 처리는 필요 없다.
패딩은 MAC PDU 끝에 발생하는데, 한 바이트 또는 두 바이트 패딩이 필요하지만 MAC PDU끝에 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이다. 한 바이트 또는 두 바이트 패딩이 필요하지만 MAC PDU끝에 할 수 없으면, 패딩에 대응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MAC PDU 서브헤더들을 MAC SDU에 해당하는 첫 번째 MAC PDU 서브헤더 전에 포함되고; 또는 이런 서브헤
더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MAC 제어요소에 해당하는 마지막 MAC PDU 서브헤더 전에 포함된다.

<161>

도22의 그림 (b)의 BSR는 패딩 공간 때문에 포함되니까 패딩 BSR로 칭할 수 있다. BSR이 MAC PDU끝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것이 현재 패딩 의 정의와 맞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패딩 BSR이 MAC PDU의 마지막
요소일 필요가 없다.

또한, 이 패딩 BSR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LCID로 알려준다. 따라서, 패딩 BSR은 MAC PDU

내에 그 어떤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
<162>

하향에 대해서는, BSR의 필요성이 없으며, 상향과의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하향에는 2 바이트 패딩을 위한

특별 처리가 필요하다. TA CMD의 크기가 2 바이트니까, MAC PDU에 2 바이트가 남을 때 마다 TA CMD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UE를 더 오랫동안 동기화 상태에 머물게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TA CMD들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eNB의 동작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
<163>

추가 검토로써, 더 안전하기 위해, BSR이 이미 포함된 MAC PDU에 대하여 2 바이트가 남아있는 사례를 고려해봤
다. . 이는 도23 (짧은 BSR) 및 도24 (긴 BSR)에 도시 되어있다.

<164>

즉, 짧은 BSR을 이미 포함한 PDU에 대하여 2 바이트가 남아있다면, BSR을 위해 4 바이트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짧은 BSR은 긴 BSR로 대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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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65>

즉, 긴 BSR을 이미 포함한 PDU에 대하여 2 바이트가 남아있다면, BSR을 위해 6 바이트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4 바이트는 긴 BSR로 사용되고 나머지 2 바이트는 마지막 MAC SDU를 위한 L 필드 또는 패
딩 LCID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도24의 그림(a) 대신 그림 (b) 또는 (c)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166>

사항 #6

<167>

본 발명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168>

패딩 BSR에 다하여:

<169>

- 패딩 비트의 수가 짧은 BSR의 크기와 같거나 크고, 긴 BSR의 크기보다 작으면, 버퍼된 데이터를 가진 우선순
위가 가장 높은 논리채널의 LCG의 짧은 BSR을 보고하고;

<170>

- 그렇지 않으면, 패딩 비트의 수가 긴 BSR의 크기와 같거나 크면, 긴 BSR을 보고한다.

<171>

패딩 BSR의 위치

<172>

도22 그림(b)의 BSR은 패딩 공간 때문에 포함되어 패딩 BSR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BSR이 MAC PDU끝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BSR 정의와 상반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패딩 BSR은 MAC PDU의 마지막
요소일 필요는 없다.

더구나, 패딩 BSR은 직접적인 LCID로 지시된다. 따라서, 패딩 BSR은 MAC PDU내에 어디든

지 위치할 수 있다.
<173>

도25 는 TB에 2 바이트의 남는 공간이 있는 사례를 도시한다 (패딩 BSR이 마지막 요소).

<174>

MAC PDU내의 패딩을 제외하고 패딩 BSR이 마지막 요소라고 정의하면, 도 25 의 그림(b)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175>

도25의 그림(b)에서 두 번째 MAC 서브헤더에는 L 필드가 없다. 그러나, MAC PDU에서 마지막 서브헤더가 아니기
때문에, 도25의 그림(b)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176>

분명한 것은 BSR이 없는 것보다는 BSR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2의 그림(b)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177>

따라서, 도25의 그림(a) 또는 (b) 대신 도

따라서, MAC PDU 내의 BSR 위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MAC 제어 요소들은 (패딩 BSR 제외) 그 어떤 MAC SDU 보다 앞에 위치시킨다.

패딩 BSR은 MAC PDU 끝에 발생된

다.
<178>

MAC PDU의 마지막 서브헤더 및 고정된 크기의 MAC 제어 요소들을 제외하고, MAC PDU 서브헤더에는 6개의 헤더
필드들이 있다(R/R/E/LCID/F/L). MAC PDU의 마지막 서브헤더 및 고정된 크기의 MAC 제어 요소들은 오직 4개의
헤더 필드들이 있다 (R/R/E/LCID). 따라서, 패딩에 해당하는 MAC PDU 서브헤더는 4개의 헤더 필드들
(R/R/E/LCID)로 구성되어 있다.

<179>

분명한 것은 BSR이 없는 것보다는 BSR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25의 그림(a) 또는 (b) 대신 도

22의 그림(b)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도25의 그림(b)를 피하는 방법으로써, MAC PDU내 어디든지 패딩 BSR을 포
함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 것이 허용되면, 패딩 BSR의 트리거링 조건이

2 바이트의 패딩 공간이 있을 때

도22의 그림(b) 전송되는 것을 보장한다.
<180>

MAC PDU는 그 길이가 8-비트 배수인 바이트로 정렬된(byte aligned) 비트 스트링(bit string)이다.

이런 비트

스트링들은 도표 또는 리스트로 나타낼 수 있고, MSB(most significant bit)는 도표 첫째 줄의 가장 왼쪽 비트
이며,

LSB(least significant bit)는 도표 마지막 줄의 가장 오른쪽 비트이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비트 스

트링은 각 라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MAC PDU 내의 각 파라미터 필드의 비트 순서는
가장 왼쪽 비트에 있는 첫번째 MSB 및 가장 오른쪽 비트에 있는 마지막 LSB로 표시된다.
<181>

MAC SDU들은 길이에 대하여 바이트 정렬된 (8 비트의 배수) 비트 스트링이다. SDU는 첫번째 비트부터 순차적으
로 MAC PDU내에 포함된다.

<182>

MAC PDU 서브헤더들은 대응되는 MAC SDU들, MAC 제어 요소들 및 패딩과 동일한 순서를 가진다.

<183>

패딩 BSR을 제외한 MAC 제어 요소들은, 그 어떤 MAC SDU보다 전에 위치시킨다. 패딩 BSR은 그 어떤 MAC SDU 전
에 또는 후에 위치시킬 수 있다.

<184>

상향에서, 패딩은 하나의 바이트가 필요하지만 MAC PDU끝에 패딩으로 이룰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MAC 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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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발생한다.
<185>

하향에서, 패딩은 한 바이트 또는 두 바이트가 필요하지만 MAC PDU끝에 패딩으로 이룰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는, MAC PDU 끝에 발생한다.

<186>

상향에서, 하나의 패딩 바이트가 필요하지만 MAC PDU끝에 패딩으로 이룰 수 없을 경우, 패딩에 해당하는 하나의
MAC PDU 서브헤더를 MAC SDU에 해당하는 첫번째 MAC PDU 서브헤더 전에 포함되거나, 이러한 서브헤더가 없을 경
우, MAC 제어요소에 해당하는 마지막 MAC PDU 전에 포함된다.

<187>

하향에서, 하나 또는 두개의 패딩 바이트가 필요하지만 MAC PDU끝에 패딩으로 이룰 수 없을 경우, 패딩에 해당
하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MAC PDU 서브헤더를 MAC SDU에 해당하는 첫번째 MAC PDU 서브헤더 전에 포함되거나,
이러한 서브헤더가 없을 경우, MAC 제어요소에 해당하는 마지막 MAC PDU 전에 포함된다.

<188>

최대 하나의 MAC PDU가 각 TB 및 각 UE에 대하여 전송될 수 있다. 물리계층의 분류에 따라, 각 TTI 및 각 UE에
대하여 하나 또는 두 TB가 전송될 수 있다.

<189>

사항 #7

<190>

MAC PDU 헤더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MAC 서브헤더(들)로 구성되는데, 각 서브헤더는 MAC SDU, MAC 제어요소
또는 패딩에 대응된다. MAC PDU에는 패딩을 위한 MAC PDU 서브헤더가 하나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

<191>

MAC PDU 서브헤더들은 해당되는 MAC SDU들, MAC 제어요소들 및 패딩과 동일한 순서를 가진다.

<192>

MAC 제어요소들은 (패딩 BSR 제외) 그 어떤 MAC SDU 보다 앞에 위치한다. 패딩 BSR은 MAC PDU 끝에 있다.

<193>

하나의 바이트가 필요하지만 MAC PDU 끝에 패딩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패딩은 MAC PDU 끝에 있
다.

<194>

하나의 바이트가 필요하지만 MAC PDU 끝에 패딩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 패딩에 해당하는 MAC PDU 서브헤더를
MAC SDU애 해당하는 첫 MAC PDU 서브헤더 전에 삽입되거나, 이러한 서브헤더가 없다면 MAC 제어요소에 대응하는
마지막 MAC PDU 전에 위치한다.

<195>

MAC SDU들 또는 MAC 제어요소들 (BSR 제외)로 MAC PDU를 채운 후 2 바이트가 남을 때, 짧은 BSR을 포함시킨다.

<196>

최대 하나의MAC PDU가 하나의 TB 및 하나의 UE에 대하여 전송된다.

또한, 물리계층 분류에 따라, 하나의 TB 및

하나의 UE에 대하여 하나 또는 두 개의 TB들이 전송된다.
<197>

사항 #8

<198>

MAC PDU의 마지막 서브헤더 및 고정된 크기의 MAC 제어 요소들을 제외하고, MAC PDU 서브헤더에는 6개의 헤더
필드들이 있다(R/R/E/LCID/F/L). MAC PDU의 마지막 서브헤더 및 고정된 크기의 MAC 제어 요소들은 오직 4개의
헤더 필드들이 있다 (R/R/E/LCID). 따라서, 패딩에 해당하는 MAC PDU 서브헤더는 4개의 헤더 필드들
(R/R/E/LCID)로 구성되어 있다.

<199>

패딩 비트의 수는 TB 크기에서 MAC SDU들 또는 MAC CE들의 크기 및 이들과 관련된 MAC 서브헤더들의 크기를 뺀
값이다. 이 계산에서 마지막 MAC SDU의 MAC 서브헤더는 “R/R/E/LCID/F/L” 형태인 것을 간주한다.

<200>

패딩을 BSR을 제외한 MAC 제어요소들은 그 어떤 MAC SDU 전에 위치시킨다.

<201>

패딩 BSR에 다하여:

<202>

- 패딩 비트의 수가 긴 BSR의 크기와 같거나 크고, 그 긴 BSR이

MAC PDU에 들어갈 수 있다면, 긴 BSR을 보고한

다;
<203>

- 그렇지 않으면, 패딩 비트의 수가 짧은 BSR의 크기와 같거나 크고, 그 짧은 BSR이 MAC PDU에 들어갈 수 있다
면, 버퍼된 데이터를 가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논리채널의 LCG의 짧은 BSR을 보고한다.

<204>

사항 #9

<205>

아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06>

방안 1

<207>

패딩 BSR에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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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패딩 비트의 수가 짧은 BSR의 크기와 같거나 크고, 긴 BSR 크기 보다 작으면, 버퍼된 데이터를 가진 우선순위
가 가장 높은 논리채널의 LCG의 짧은 BSR을 보고한다.

<209>

- 그렇지 않으면, 패딩 비트의 수가 긴 BSR의 크기와 같거나 크면, 긴 BSR을 보고.

<210>

패딩 비트의 수는 TB 크기에서 MAC SDU들 또는 MAC CE들의 크기 및 이들과 관련된 MAC 서브헤더들의 크기를 뺀
값이다. 이 계산에서 마지막 MAC SDU의 MAC 서브헤더는 “R/R/E/LCID/F/L” 형태인 것을 간주한다.

<211>

방안 2

<212>

패딩 BSR에 다하여:

<213>

- 패딩 비트의 수가 긴 BSR의 크기와 같거나 크고, MAC PDU내의 MAC SDU들을 위한 모든 MAC 서브헤더들에 F 및
L 필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면, 긴 BSR을 보고한다;

<214>

- 그렇지 않으면, 패딩 비트의 수가 짧은 BSR의 크기와 같거나 크고, MAC PDU내의 MAC SDU들을 위한 모든 MAC
서브헤더들에 F 및 L 필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면, 버퍼된 데이터를 가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논리채널의 LCG
의 짧은 BSR을 보고한다.

<215>

이하,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한 문제 및 그 해결책에 대하여 설명한다.

<216>

도26 의 그림(a)는 긴 BSR을 추가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도시 되어있다. 하지만, 짧은 BSR이 이미
포함되어있다. 현재 표준에 의하면, 복수의 BSR이 트리거되면 오직 하나의 BSR이 MAC PDU에 추가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도26에는 짧은(Short) 및 보통(Regular) BSR 또는 긴(Long) 및 패딩(Padding) BSR 중 하나
만 허용된다.

<217>

도26의 그림(b) 및 (c)에 비슷한 문제들이 도시 되어있다.

따라서, 어느 것을 이용할 지가 불명확하다.

즉, 보통(Regular) 또는 주기적인(Periodic) BSR이 패딩

(Padding) BSR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지 확실 지 않다.
있다.

긴(Long) BSR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또는, 짧은 보통(Short Regular) BSR이 긴 패딩(Long Padding) BSR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구현을 간단하게 하기위해, 하나의 MAC PDU에 여러 BSR들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럼으로써 불명확
한 점을 해소할 수도 있다.
<218>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복수 개의 BSR들에 대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MAC PDU에 여러 BSR들을 포함시
켜, 도26의 형식을 도27의 형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219>

또 다른 해결책으로, UE는 하나의 긴(Long) BSR을 추가할 수도 있다.

즉, UE가 MAC PDU를 구성할 때, the UE

는 남아있는 공간과 보통(Regular) 및 주기적인(Periodic) BSR을 위해 이미 할당된 공간을 합쳐서 긴(long) BSR
을 넣을 수도 있다.

도28은이 도26의 문제 사례에 이 해결책을 사용했을 때 MAC PDU 행태가 어떤지를 도시하고

있다.
<220>

사항 #10

<221>

스케쥴러(scheduler)가 패딩(padding) BSR 과 보통(regular) BSR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위치 제한
을 제거하면, 패딩(padding) BSR을 위한별도의 LCID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패딩(Padding) BSR은 패딩 서브
헤더(Padding Subheader)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22>

- 패딩 비트의 수가 짧은 BSR및 그 서브헤더의 크기와 같거나 크고, 긴 BSR 및 그 서브헤더의 크기보다 작으면,
버퍼된 데이터를 가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논리채널의 LCG의 짧은 BSR을 보고한다.

<223>

- 그렇지않으면, 패딩 비트의 수가 긴 BSR및 그 서브헤더의 크기와 같거나 크면, 긴 BSR을 보고.

<224>

패딩을 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이 규칙이 예외들을 도입하는 것 보다 더 간단할 수 있다: 보통(regular) BSR 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UE는 항상 같은 규칙을 부가하여 패딩(padding) BSR을 포함한다.

<225>

MAC PDU에 이미 BSR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BSR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추가 BSR는 MAC 처리 절차를 증
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BSR 필드들은PDU가 형성된 다음에 채워지기 때문에,정복되는 BSR들이 있을 수

있다.
<226>

짧은(Short) BSR이 사용되면, 보고되지 않은 다른 세 개의 그룹에 버퍼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짧은(Short) BSR (즉, 보통(Regular) 또는 주기적인(Periodic)) 모든 그룹에 대한 버퍼 상태를 암
시(imply) 할 수도 있다.

반면, 긴(Long) BSR을 사용하면, 모든 그룹의 버퍼 상태를 보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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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사항 #11

<228>

복수의 BSR이 트리거 될 때 어떤 BSR들이 포함될지를 고려해야 한다.

<229>

BSR이 전송될 수 있을 때 까지 여러 상황(event)이 발생하더라도, MAC PDU에 오직 하나의BSR만 포함될 수 있다.

<230>

예를 들어, 주기적인 타이머(timer) 만료로 짧은(short) BSR이 트리거 되고 긴(long) BSR을 포함할 수 있을 정
도의 패딩 공간이 남아있다면, 포함될 BSR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 짧은(Regular short) BSR이 트리거되

어 패딩 공간에 짧은(short) BSR만 수용할 수 있다면, 두 개의 짧은(short) BSR들을 합쳐서 긴(long) BSR을 형
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이 가능할 것이다.
<231>

옵션(Option) A: 보통(regular) BSR 또는 주기적인(periodic) BSR이 트리거될 때 패딩 BSR이 트리거되지 않는
다.

<232>

이렇게 하여 다른 크기의 BSR들을 피할 수 있다.

옵션(Option) B: MAC PDU에서, 최대한 보통(Regular) BSR 또는 주기적인(Periodic) BSR 중 하나가 포함될 수
있고, 최대한 하나의 패딩(Padding) BSR이 포함될 수 있다.

<233>

옵션(Option):

보통(Regular)

BSR

또는

주기적인(Periodic)

BSR이

트리거되고

패딩(padding)

BSR도

트리거되면, MAC PDU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BSR이 포함된다.
<234>

간단하기 때문에 상기 옵션(option) A 가 가장 실질적일 수 있다..

<235>

여러 종류의BSR들이 있을 수 있다. 복수 개의 BSR들이 트리거되면, 오직 하나의 BSR만 포함된다.

<236>

그러나, 여러 BSR들이 트리거될 때 어떤 BSR을 포함시킬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보통(regular) BSR 또는 주
기적인(periodic) BSR이 이미 트리거됐으면 패딩(padding) BSR은 트리거되지 않는다. MAC 객체는 여러 BSR들이
트리거 될 때 어느 BSR을 포함시킬 지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서빙(serving) eNB에게 정보를 줘서 단말의
UL 버퍼에 있는 데이터의 양을 알려주는데 버퍼 상태 보고 절차(Buffer Status reporting procedure)를 사용한
다.

이하 상황들 중 적어도 하나가 발생하면 버퍼 상태 정보/보고(Buffer Status Report: BSR)가 트리거 될 것

이다:
<237>

- UL 데이터가 UE 전송 버퍼에 도착하고, 그 데이터가 UE 전송 버퍼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들 보다 더 높은 우
선순위의 논리채널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사용되는 BSR은 보통(Regular) BSR이라고 이하에 칭함;

<238>

- UL 자원이 할당되고 패딩 비트 개수가 BSR MAC 제어요소(control element) 크기 보다 크며, 이때의 BSR은 패
딩(Padding) BSR이라고 이하에 칭함;

<239>

- 서빙 셀(serving cell) 변경이 발생하면, 이때의 BSR은 보통(Regular) BSR이라고 이하에 칭함;

<240>

- 주기적 BSR 타이머(PERIODIC BSR TIMER) 만료되면, , 이때의 BSR은 주기적(Periodic) BSR이라고 이하에
칭함.

<241>

보통(Regular) 및 주기적(Periodic) BSR에 대하여:

<242>

- 오직 하나의 LCG에 대하여 BSR이 전송된 TTI에 버퍼된 데이터가 있다면: 짧은(short) BSR 보고;

<243>

- 그렇지 않으면, 하나 이상의 LCG에 대하여 BSR이 전송된 TTI에 버퍼된 데이터가 있다면: 긴(long) BSR 보고.

<244>

패딩(padding) BSR에 대하여:

<245>

- 보통(Regular) BSR 또는 주기적인(Periodic) BSR이 트리거되지 않았다면;

<246>

- 패딩 비트의 수가 짧은(Short) BSR의 크기 보다 같거나 크고, 긴(Long) BSR의 크기보다 작다면, 버퍼된 데이
터를 가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논리채널의 LCG의 짧은(Short) BSR을 보고한다.

<247>

- 그렇지않으면, 패딩 비트의 수가 긴(Long) BSR의 크기와 같거나 크면, 긴(Long) BSR을 보고.

<248>

버퍼 상태 보고 절차에 의해 마지막 BSR 전송 이후 BSR이 트리거 되었다고 판단되면:

<249>

- UE가 이번 TTI를 위해 새로운 전송에 대한 UL 자원을 할당 받았다면:

<250>

- 멀티플렉싱 및 어셈블리 절차(Multiplexing and Assembly procedure)에게 BSR MAC (control element)를 형성
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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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주기적 BSR 타이머(PERIODIC BSR TIMER)를 재시작(restart).

<252>

-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BSR 전송으로부터 보통(Regular) BSR이 트리거 되었다면:

<253>

- 스케쥴링 요청(Scheduling Request)을 트리거 할 것이다.

<254>

BSR이 전송될 수 있을 때 까지 여러 상황(event)이 발생하더라도, MAC PDU에 오직 하나의BSR만 포함될 수 있다.

<255>

상향 그랜트(UL grant)가 모든 펜딩(pending)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BSR MAC 제어요소
(control element)를 수용하는데 불충분하면, 진행중인(pending) BSR을 취소할 것이다.

<256>

상기에 설명했듯이,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은 버퍼 상태 보고/정보(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BSR 트리거링이 수행되면, BSR의 크기와 필요한 서브헤더(들)의 크기(들)도 함께
고려한다. 이러면 MAC PDU (또는 전송 블록(transport block: TB) 또는 다른 데이터 유닛)에 서브헤더(들)이 포
함 또는 삽입될 수 있다.

<257>

버퍼 상태 보고 절차(Buffer Status reporting procedure)는 서빙(serving) eNB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UE의 UL
버퍼에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양을 알려주는데 사용된다. 버퍼 상태 보고 절차를 위해, UE는 중단(suspended)되
지 않은 모든 라디오 베어러들(radio bearers)을 고려하고 중단(suspended)된 라디오 베어러들(radio bearer
s)도 고려할 수 있다.

<258>

버퍼 상태 보고(Buffer Status Report: BSR)는 아하 상황 중 적어도 하나가 발생하면 트리거 될 것이다:

<259>

- 하나의 LCG에 속하는 논리 채널에 대하여 UL 데이터가

RLC 객체 또는 PDCP 객체 내에서 전송 가능하게 되고,

그 데이터는 그 어떤 LCG에 해당하는 논리 채널들의 우선순위보다 더 높은 우성순위를 가진 논리채널에 해당하
고 이미 전송에 사용 가능하거나, 또는 한 LCG에 해당하는 그 어떤 논리채널에도 전송 가능한 데이터가 없다면,
이대의 BSR은 보통(Regular) BSR이라고 칭한다;
<260>

- UL 자원이 할당되고 패딩 비트의 수가 BSR MAC 제어 요소(control element)의 크기 보다 같거나 크면, 이때의
BSR은 패딩(Padding) BSR이라고 칭한다;

<261>

- 서빙 셀(serving cell) 변경이 발생하면, 이때의 BSR은 보통(Regular) BSR이라고 이하에 칭함;

<262>

- 타이머(RETX_BSR_TIMER)가 만료되고 UE가 전송 가능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때의 BSR은 보통(Regular) BSR이
라고 칭한다;

<263>

- 타이머(PERIODIC_BSR_TIMER)가 만료되고, 이때의 BSR은 주기적인(Periodic) BSR이라고 칭한다;

<264>

보통(Regular) 및 주기적(Periodic) BSR에 대하여:

<265>

- 하나 이상의 LCG에 대하여 BSR이 전송된 TTI에 전송 가능한 데이터가 있다면: 긴(Long) BSR 보고;

<266>

- 그렇지 않다면, 짧은(Short) BSR.

<267>

패딩(Padding) BSR에 대하여:

<268>

- 패딩 비트의 수가 짧은(Short) BSR 및 그 서브헤더의 크기 보다 같거나 크고, 긴(Long) BSR 및 그 서브헤더의
크기 보다 작으면:

<269>

- BSR에 전송되는 TTI에 하나 이상의 LCG가 버퍼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전송 가능한 데이터가 있고 우선순
위가 가장 높은 논리채널을 가진 LCG의 절단된(Truncated) BSR를 보고; ;

<270>

- 그렇지 않으면, 짧은(Short) BSR 보고.

<271>

- 그렇지 않으면, 패딩 비트의 수가 긴(Long) BSR 및 그 서브헤더의 크기 보다 같거나 크면, 긴( Long) BSR 보
고.

<272>

버퍼 상태 보고 절차(Buffer Status reporting procedure)가 BSR의 마지막 전송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BSR이
트리거 됐거나 적어도 하나의BSR이 트리거된 것이 처음이라고 판단되면:

<273>

- UE 가 이번 TTI의 새로운 전송을 위해 UL 자원을 할당 받았으면:

<274>

- 멀티플렉싱 및 어셈블리 절차(Multiplexing and Assembly procedure)에게 BSR MAC (control element)를 형성
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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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BSR이 단축(Truncated) BSR일 경우를 제외하고, 타이머(PERIODIC_BSR_TIMER)를 시작 또는 재시작;

<276>

- 타이머(RETX_BSR_TIMER)를 시작 (가동 중이 아니면) 또는 재시작(가동 중이면).

<277>

- 그렇지 않으면, 보통(Regular) BSR이 트리고 됐으면:

<278>

- 스케쥴링 요청(Scheduling Request)을 트리고 할 것이다.

<279>

MAC PDU는 최대 하나의 MAC BSR 제어요소(control element)를 포함할 것이며, even when multiple events
trigger a BSR by the time a BSR can be transmitted BSR이 전송 가능할 때 까지 여러 이벤트들이 BSR을 트리
거 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보통(Regular) BSR 및 주기적인(Periodic) BSR이 패딩(padding) BSR 보다 우위
를 가짐.

<280>

UE는 UL-SCH에 새로운 데이터 전송 허락을 수신하면, 타이머(RETX_BSR_TIMER)를 재시작(가동 중이라면) 한다.

<281>

상향 그랜트(UL grant)가 모든 펜딩(pending)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BSR MAC 제어요소
(control element)를 수용하는데 불충분하면, 트리거된 모든 BSR들을 취소할 것이다.

<282>

이후, MAC PDU에 대하여 더 설명한다 (DL-SCH 및 UL-SCH, 투명(transparent) MAC 및 랜덤 엑세스 응답(Random
Access Response)을 제외).

<283>

도4에 도시되어 있듯이, MAC PDU는 MAC 헤더와, 0 또는 그 이상의 MAC 서비스 데이터 유닛(MAC SDU), 0 또는 그
이상의 MAC 제어요소, 및 선택적으로 패딩이 있다.

<284>

MAC 헤더 및 MAC SDU들은 가변의 길이를 갖는다.

<285>

MAC PDU 헤더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MAC PDU 서브헤더들이 있으며, 각 서브헤더는 MAC SDU, MAC 제어요서 또
는 패딩에 대응된다.

<286>

MAC PDU 서브헤더는 6개의 헤더필드(R/R/E/LCID/F/L)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예외는 MAC PDU의 마지막 서브헤
더 및 고정된 크기의 MAC 제어요소들이다.

MAC PDU의 마지막 서브헤더 및 고정된 크기의 MAC 제어요소들의 서

브헤더들은 4개의 헤더필드(R/R/E/LCID)들로만 구성된다. 따라서, 패딩에 해당하는 MAC PDU 서브헤더는 4개의
헤더필드(R/R/E/LCID)로 구성된다.
<287>

MAC PDU 서브헤더들은 해당되는 MAC SDU들, MAC 제어요소들 및 패딩과 동일한 순서를 가진다.

<288>

MAC 제어요소들은 그 어떤 MAC SDU 보다 앞에 위치한다.

<289>

하나 또는 두 바이트 패딩이 필요하지만 MAC PDU 끝에 패딩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패딩은 MAC
PDU 끝에 있다. 패딩은 그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으며 UE는 이를 무시한다.

<290>

하나 또는 두 바이트 패딩이 필요하지만 MAC PDU 끝에 패딩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패딩에 대응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MAC PDU 서브헤더들이 MAC SDU에 해당하는 첫 째 MAC PDU 서브헤더 전에 삽입되거나, 이런 서브헤
더가 없다면, MAC 제어요소에 대응되는 마지막 MAC PDU 서브헤더 전에 위치한다.

<291>
<292>

하나의 UE 및 하나의 TB에 대하여 최대 하나의 MAC PDU가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MAC 제어요소(Control Elements)에 대하여, 버퍼 상태 보고 MAC 제어 요소(Buffer Status
Report MAC Control Elements)들이 있다.

<293>

BSR MAC 제어요소에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294>

- 짧은(Short) BSR 및 단축(Truncated) BSR 포멧: 하나의 LCG ID 필드 및 하나의 대응되는 버퍼 크기( Buffer
Size) 필드 (Figure 7); 또는

<295>

- 긴(Long) BSR 포멧: LCG ID들(#0 내지 #3)에 대응되는 4개의 버퍼크기(Buffer Size) 필드들 (도8).

<296>

BSR 포멧들은 MAC PDU 서브헤더들의 LCID들로 식별된다.

<297>

LCG ID 필드 및 Buffer Size 필드는 이하처럼 정의한다:

<298>

- LCG ID: 논리 채널 그룹 식별자(Logical Channel Group ID) 필드는 버퍼상태가 보고되는 논리채널(들)의 그
룹을 나타낸다.

<299>

이 필드의 길이는 2 비트이다.

- Buffer Size: 버퍼 크기(Buffer Size) 필드는 MAC PDU가 형성된 다음 하나의 논리채널그룹의 모든 논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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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의 총 양을 나타낸다. 이 데이터 양은 바이트 수로 나타낸다. RLC 계층 및 PDCP
계층 내에 전송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버퍼 크기 계산에는 RLC 및 MAC 헤더들의 크기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필드의 길이는 6 비트이다.
<300>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구성된 MAC PDU에 패딩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패딩 비트의 수
를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를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패딩 비트
의 수가 상기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 보다 크면, 버퍼 상태 보
고(BSR)를 트리거링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딩 버퍼 상태 보고(BSR: Buffer Status Report)를 처리하는 방
법을 제공한다.

<301>

추가적으로, 상기 BSR 및 그 서브헤더를 상기 MAC PDU에 추가하는 단계; 및 상기 BSR이 패딩에 의해 트리거링
됐으며 상기 BSR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기 서브헤더에 논리 채널 식별(LCID)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할 수 있다.

<302>

이 방법에는 네트워크로부터 MAC PDU를 구성하는 허락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위 논리 채널 데이터 및 MAC 제어
요소들(control elements)을 이용하여 상기 MAC PDU를 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MAC PDU에는
2 바이트의 논리 채널 식별(LCID) 필드 및 6 바이트의 버퍼 크기를 가진 짧은(Short) BSR을 추가할 수 있다.
짧은(Short) BSR 및 단축(Truncated) BSR을 위해 별도의 논리 채널 식별(LCID) 필드가 설정될 수 있다.

상기

LCID 필드는 DL-SCH 및 UL-SCH에 각각에 대한 해당 MAC SDU의 논리 채널 실증 또는 MAC 제어 요소 또는 패딩을
식별해줄 수 있다.

상기 LCID 필드는 짧은(Short) BSR을 위한 제 1 값 또는 긴(Long) BSR을 위한 12값을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BSR의 크기가 4 바이트 또는 8 바이트이다.
<303>

도29를 차조하면,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구성된 MAC PDU에 패딩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
부; 패딩 비트의 수를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를 비교하는 비교
부; 및 상기 패딩 비트의 수가 상기 버퍼 상태 보고(BSR)와 이와 관련된 서브헤더(sub-header)를 합친 크기 보
다 크면, 버퍼 상태 보고(BSR)를 트리거링 하고 상기 확인부 및 비교부와 협력하는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를 제공한다.

<304>

추가적으로, 상기 처리부는 상기 BSR 및 그 서브헤더를 상기 MAC PDU에 추가하고, 상기 BSR이 패딩에 의해 트리
거링 됐으며 상기 BSR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기 서브헤더에 논리 채널 식별(LCID)를 설정한다.

<305>

이 매체 엑세스 제어(MAC) 엔티티는 네트워크로부터 MAC PDU를 구성하는 허락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위 논리
채널 데이터 및 MAC 제어 요소들(control elements)을 이용하여 상기 MAC PDU를 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MAC PDU에는 2 바이트의 논리 채널 식별(LCID) 필드 및 6 바이트의 버퍼 크기를 가진 짧은(Short)
BSR을 추가할 수 있다.
설정될 수 있다.

짧은(Short) BSR 및 단축(Truncated) BSR을 위해 별도의 논리 채널 식별(LCID) 필드가

상기 LCID 필드는 DL-SCH 및 UL-SCH에 각각에 대한 해당 MAC SDU의 논리 채널 실증 또는 MAC

제어 요소 또는 패딩을 식별해줄 수 있다.

상기 LCID 필드는 짧은(Short) BSR을 위한 제 1 값 또는 긴(Long)

BSR을 위한 12값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BSR의 크기가 4 바이트 또는 8 바이트이다.
<306>

여기에 설명된 여러 특징들과 개념들은 스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버퍼 상태 보고/정보(BSR)를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를 위한 (컴퓨터, 단말기 또는 네트워크 장치에 의해 실행되
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 코드 부분들로 구성될 수 있다. 또
한, 버퍼 상태 보고/정보(BSR)를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를 위한 (컴퓨터, 단말기 또는 네트워크 장치에 의해 실
행되는) 소프트웨어 툴(tool)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 코드 부분들로 구성될 수
있다.

<307>

본 발명의 버퍼 상태 보고/정보(BSR)를 처리하는 방법 및 장치는 다양한 기술 및 표준들과 호환성이 있다.

<308>

여기 설명된 일부 특징들은 GSM, 3GPP, LTE, IEEE, 4G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표준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예
시적인 표준들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관련 표준 및 기술들도 여기 설명된 여러 특징들과 개념들에 적용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309>

도1은 E-UMTS (Evolved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의 네트워크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310>

도2는 3GPP 무선 접속 네트워크 표준에 따른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제어 평면 무선 접속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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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다.
<311>

도3은 3GPP 무선 접속 네트워크 표준에 따른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사용자 평면 무선 접속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을 도시한다.

<312>

도4는 MAC 객체가 사용하는 예시적인 MAC PDU 형식을 도시한다.

<313>

도5는 MAC 객체가 사용하는 예시적인 MAC PDU 서브헤더 형식을 도시한다.

<314>

도6은 MAC 객체가 사용하는 예시적인 MAC PDU 서브헤더 형식을 도시한다.

<315>

도7은 짧은(short) BSR 및 단축된(truncated) BSR의 MAC 제어 요소(CE: control element)를 예시적으로 도시한
다.

<316>

도8은 긴(long) BSR의 MAC 제어 요소(CE: control element)를 예시적으로 도시한다.

<317>

도9는 데이터 및 패딩을 가지며 BSR이 있거나 없는 예시적인 MAC PDU들을 도시한다.

<318>

도10은 단말이 L+M+3 바이트의 크기를 가진 MAC PDU를 형성하는 지시를 받은 예를 도시한다.

<319>

도11은 남아있는 공간 2 바이트와 패딩 BSR로 사용되는 1 바이트와 추가로 사용될 수 있는 1 바이트의 MAC 서브
헤더를 가진 MAC PDU의 예를 도시한다.

<320>

도12는 서브헤더가 있고 없는 경우의 BSR을 가진 MAC PDU를 형성하는 두 가지 구현들을 도시한다.

<321>

도13은 BSR을 포함한 MAC PDU를 형성하는 세 가지 구현들을 도시한다.

<322>

도14는 BSR을 포함한 MAC PDU를 형성하는 두 가지의 추가 구현들을 도시한다.

<323>

도15는 BSR을 포함한 MAC PDU를 형성하는 세 가지의 추가 구현들을 도시한다.

<324>

도16은 패딩 LCID의 여부가 단말의 버퍼 내에 데이터가 아직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으며 eNB 스케쥴러 효율을 돕
기 위해 2 바이트의 패딩 LCID을 낭비하지 않고, 짧은 BSR을 위해 그 2 바이트가 사용되는 것을 도시한다.

<325>

도17은 패딩 BSR의 여부를 알려주는 두 가지 구현 방식 (a) 및 (b)를 도시한다.

<326>

도18은 직접적인 지시를 사용할 경우 패딩 BSR의 위치에 대한 두 가지 구현 가능한 예를 도시한다.

<327>

도19는 MAC PDU에 짧은 BSR이 이미 포함되어 2 바이트가 남아 짧은 BSR 대신 긴 BSR을 사용 했었어야 되는 사례
를 도시한다.

<328>

도20은 긴 BSR가 포함된 후 2 바이트가 남아있는 사례를 도시한다.

<329>

도21은 직접적인 패딩 BSR 지시의 경우 긴 BSR이 포함된 후 2 바이트가 남아있는 사례를 도시한다.

<330>

도22는 2 바이트가 짧은 BSR 추가에 충분하여 (a) 형식 대신 (b) 형식이 사용되어야 하는 사례를 도시한다.

<331>

도23은 짧은 BSR이 이미 포함된 MAC PDU에 2 바이트가 남아있는 사례를 도시한다.

<332>

도24는 긴 BSR이 이미 포함된 MAC PDU에 2 바이트가 남아있는 사례를 도시한다.

<333>

도25는 패딩 BSR이 마지막에 위치한 전송블록의 남은 공간 2 바이트의 사용 예를 도시한다.

<334>

도26은 남은 공간이 긴 BSR 추가에 충분하며 복수 개의 BSR들이 MAC PDU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다른 상황을 도시
한다.

<335>

도27은 하나의 MAC PDU에 복수 개의 BSR들이 포함되는 것을 도시한다.

<336>

도28은 남은 공감과 긴 BSR에 포함 될 보통(Regular) 및 주기적인(Periodic) BSR 을 위한 할당 공간을 합치는
예를 도시한다.

<337>

도29는 MAC 객체를 포함한 특정 프로토콜 계층들을 가진 UE 및 eNB의 예시작인 구조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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