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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개시한

다.

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용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역방향 수신 성능에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인터피어런스의 영향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이동 단말의 상태를 고려하여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전송

률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다.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 단말에서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방법

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미리 결정된 소정의 주기마다 상기 이동 단말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의 상태를 검사하여 

갱신하는 과정과, 상기 갱신된 인자들을 상태 보고 정보로 구성하여 소정의 채널을 통해 역방향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한다.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에 사용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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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색인어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RICH, 상태 보고 정보, R-SRCH, R-PDCH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R-SRCH로 상태 보고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송신기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 시의 타이밍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이동 단말에서 RAB 수신 시 역방향 전송률 변경에 따른 제어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이동 단말의 상태 보고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역방향으로 전송할 경우의 제어 흐

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전송률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 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 시스템

에서 패킷 데이터에 대한 역방향 전송률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은 음성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형태에서 점차 발전을 거듭하여 음성 서비스와 데이터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전송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으로는 

1x EV-DO(Evolution Data Only) 시스템과, 1x EV-DV(Evolution Voice and Data) 시스템 및 HSDPA(High Spee

d Downlink Packet Access) 시스템 등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 중 1x EV-DO 시스템은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르

러 있으며, 조만간 1x EV-DV 시스템에 대하여도 상용화 서비스의 제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서비스가 패킷으로 전송된다. 따라서 서비스되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지국의 

순방향(Forward) 및 역방향(Reverse)에서 모두 마찬가지로 필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 순방향(Forward)라 함은 기지국에서 단말로의 방향을 의미하며, 역방향(Reverse)이라 함은 단말에서 기지국

으로의 방향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의 전송률 제어는 기지국에서 링크의 전체 용량과, 제공해야할 

데이터의 양 및 서비스 품질(QoS) 등을 고려하여 스케줄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지국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데이

터의 전송률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역방향 링크에서는 모든 이동 단말들이 필요한 경우 역방향 전송을 개시한다. 

즉, 이동통신 시스템은 언제 어떠한 양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동통신 시 스템에서

는 역방향 전송률의 제어가 많은 불특정한 이동 단말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그러면 현재 1x EV-DO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순방향 및 역방향 전송률 제어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1x EV-

DO 시스템에서 순방향 링크(forward link)의 데이터 전송의 경우 기지국과 이동 단말은 air 상태 및 기타 환경을 고

려하여 가장 우수한 채널 상태를 갖는 특정의 하나의 이동 단말로만 데이터를 전송하여 이동 단말의 데이터 전송 효

율(throughput)을 극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역방향 (reverse link) 전송의 경우 다수의 이동 단말들이 

동시에 액세스를 하여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지국은 다수의 이동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데

이터의 흐름 및 폭주 현상을 적절하게 제어하여 이동 단말의 용량 내에서 적절한 오버로드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CDMA2000 1x EV-DO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은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역방향 활성 정

보(Reverse Activity Bit : 이하 'RAB'라 함)와 역방향 전송률 제한(Reverse Rate Limit) 메시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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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이동 단말의 전송률은 RRI(Reverse Rate Indicator)를 사용하여 이동 단말로부터 기지국

으로 통보된다. 상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한 메시지는 이동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한하기 위한 시그널링 메

시지이다. 즉, 이동 단말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은 역방향 전송률 제한 메시지에 의해 지시된 최고 데이터 전송률을 

초과할 수 없다. RAB는 호를 연결하고 있는 모든 이동 단말에게 주기적으로 전송되며, 상기 RAB는 역방향 링크의 혼

잡도를 나타낸다.

상기 RAB가 모든 이동 단말로 방송(Broadcast)되므로 하나의 셀(또는 섹터)에서 호를 연결하고 있는 모든 이동 단말

들은 동일한 RAB를 수신한다. 이동 단말들은 수신한 RAB에 따라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조절한다. 이동 단말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조절 시 현재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과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RAB에 따라 퍼시스턴트(persist

ent) 테스트를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 단말는 상기 수행한 퍼시스턴트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현재의 데이터 전송

률을 한 단계 증가 또는 한 단계 감소 또는 현재 전송률을 유지하게 된다. 즉, 기지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오버로드 제

어 및 캐패시티 등을 조절할 때 RAB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로부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x EV-DO 시스템에서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 시 RAB를 브로드캐스트 하여 모든 

이동 단말들이 동일한 RAB의 값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조절하게 된다. 즉, RAB의 비트 값이 

'증가(UP)'인 경우에는 모든 이동 단말들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이 증가하거나 유지된다. 반대로 RAB의 비트 값이 '

감소(DOWN)'인 경우에는 모든 이동 단말들의 데이터 전송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된다. 또한, 이동 단말들은 역방향 데

이터 전송률을 조절할 때 난수를 발생시키는 퍼시스턴트 테스트를 사용한다. 따라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은 일정하

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변화한다. 즉, 기지국이 역방향 채널 상태를 예측하고,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효

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역방향 전송률 제어를 위한 RAB를 각 이동 단말마다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즉, 전용 RAB(Dedi

cated RAB)를 전송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 다. 상기한 방법은 1x EV-DO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RAB가 방송되는 것

에 대비하여 각 이동 단말들을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제공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상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용 RAB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지국으로부터 각 이동 단말마다 개별적으로 RAB(Reverse Activity Bit)를 전송하며

, 각 이동 단말은 RAB에 따라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한 단계씩 증가 또는 유지 또는 감소한다. 따라서 상기 전용 R

AB를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기지국은 현재의 역방향 부하 상태 및 수신 성능, 그리고 스케줄링 정책(policy) 등

에 따라 단말들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1x EV-DO와 같이 공통의 RAB를 사용하고 퍼시스턴트 테스트를 

하는 방법보다 역방향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스케줄링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전용 RAB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동 단말이 전송할 데이터가 없거나, 송신 파워의 제한으로 데이터 

전송률을 높일 수 없는 경우, 또는 핸드오프 영역에서 여러 기지국으로부터 역방향 전송률 제어를 받는 경우에는 기

지국이 전송하는 RAB와는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 단말은 변화하는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정보를 역방

향 전송률 지시 채널(Reverse Rate Indicator Channel : 이하 'R-RICH'라 함)로 기지국에 알려서 기지국이 단말이 

전송하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상기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동 단말의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역방향 전송률 제어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제안된 시스템에서 역방향 전송률 제어 방법은 기지국이 수신 또는 측정하는 역방

향 수신 정보만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과 전체 대역폭을 제어한다. 상기한 방법을 이용하면 

시스템 측면에서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 시 단순한 대역폭의 제어 및 오버로드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지

국은 이동 단말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기지국이 전송한 RAB에 따른 단말의 역방향 전송률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동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을 한 단계 이상 변경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다단계의 데이터 전송률 

변화는 인터피어런스의 증가를 초래하여 역방향 성능을 더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방법들에서는 기지국이 수신하는 역방향 채널 상태 및 부하 상태에만 의존하여 단말들의 RAB를 생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지국의 역방향 용량을 완전히 이용하지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단말들의 데이터 전송률을 한 

단계씩만 제어 가능하므로 역방향 채널의 수신 성능이나 인터피어런스의 급격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없는 문제

를 가질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용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수신 성능에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전

송률 제어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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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터피어런스의 영향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의 상태를 고려하여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법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 단말에서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방법으로서, 미리 결정된 소정의 주기마다 상기 이동 단말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의 상태를 검사하여 갱신하는 과정과, 상기 갱신된 인자들을 상태 보고 정보로 구성하여 소정의 채

널을 통해 역방향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법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 단말에서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방법으로서, 상기 이동 단말은 역방향 데이터 전송 시 미리 결정된 소정의 주기마다 상

기 이동 단말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의 상태를 검사하여 갱신하고 이를 상태 보고 정보로 구성하여 소정의 채널

을 통해 역방향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은 상기 상태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상태 보고 정보와 

채널 및 시스템의 상태 등에 따라 각 이동 단말들마다 역방향 활성 정보를 생성하여 각 이동 단말들로 전송하는 과정

과, 상기 이동 단말은 역방향 활성 정보에 따라 현재의 전송률을 변경 또는 유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버퍼 상태를 알리는 버퍼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 말의 전력 증가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전력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이 요구하는 역방향 전송률을 알리는 전송률 요구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전

송률이 미리 결정된 전송률 제한 값의 전송률을 갖는지를 알리는 전송률 제한 지시자 또는 둘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률에 대한 제어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리는 다중 제어 지시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에 상기 전력 지시자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전송률에서 전송률 증가가 가

능한 경우 현재 전송률에서 몇 단계의 전송률 증가가 가능한지를 알리도록 구성한다.

또한 상기 상태 보고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은 역방향 전송률 지시 채널 또는 역방향 상태 보고 채널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역방향 활성 정보는, 적어도 2 비트 이상의 정보로 각 이동 단말의 증가 또는 감소 시 1단계 또는 2단계 

또는 2단계 이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이동 단말 및 기지국을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패

킷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장치로서,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의 상태를 검사하여 결정하고 이를 상태 보고 정보

로 구성하여 소정의 채널을 통해 역방향으로 전송하는 이동단말과,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수신된 상태 보고 정보와 

채널 및 시스템의 상태 등에 따라 각 이동 단말들마다 역방향 활성 정보를 생성하여 이동 단말들로 전송하는 기지국

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이동 단말은 역방향 활성 정보에 따라 현재의 전송률을 변경 또 는 유지하는 할 수 있으며,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버퍼 상태를 알리는 버퍼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의 전력 증가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전력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이 요구하는 역방향 전송률을 알리는 전송률 요구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전

송률이 미리 결정된 전송률 제한 값의 전송률을 갖는지를 알리는 전송률 제한 지시자 또는 둘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률에 대한 제어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리는 다중 제어 지시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상기 역방향 활성 정보는,

적어도 2 비트 이상의 정보로 각 이동 단말의 증가 또는 감소 시 1단계 또는 2단계 또는 2단계 이상으로 변화할 수 있

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각 이동 단말마다 상기 역방향 활성 정보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이동 단말로 전송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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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

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메시지 또는 신호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

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

략한다.

먼저 본 발명에서는 이동 단말과 기지국간 필요한 채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로, 순방향으로 전송되는 역방향 

전송률 제어 채널(Forward - Reverse Rate Control Channel : 이하 'F-RRCCH'라 함)을 구비한다. 상기 'F-RRCC

H'는 단말들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하기 위한 RAB를 전송하며, 역방향 전송률을 다단계로 제어하기 위하여 

1 bit 이상으로 구성된 RAB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역방향 패킷 데이터 전송 채널(Reverse Packet Data 

Channel : 이하 'R-PDCH'라 함)이 있다. 상기 R-PDCH는 역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로 기지국이 전송한 RAB와 이동 

단말의 상태에 따라 역방향 패킷 데이터 전송률을 변경한다. 셋째로, 역방향 전송률 지시 채널(Reverse Rate Indicat

or Channel : 이하 'R-RICH'라 함)이 있다. 상기 R-RICH는 상기 R-PDCH로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률을 기지국에 알

려주기 위한 채널이며, 본 발명에 따라 이동 단말의 상태를 나타내는 소정 비트로 구성되는 상태 보고 정보(Status Re

port Information)를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방향 상태 보고 채널(Reverse Status Report Channel

: 이하 'R-SRCH'이라 함)이 있다. 상기 R-SRCH는 상기 R-RICH로는 데이터 전송률 등의 정보만을 전 송하고, 이동 

단말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보고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을 따로 두는 경우에 이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R-SRCH를 전송하기 위한 송신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도 1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

에 따라 R-SRCH로 상태 보고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송신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상기 역방향 상태 보고 정보(Status Report Information)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이동 단말기의 상태를 기지국

으로 알리기 위한 상기 역방향 상태 보고 정보는 직교 부호기(Orthogonal Encoder)(101)로 입력된다. 그러면 상기 

역방향 상태 보고 정보는 직교 부호기(101)에 의해 직교 부호화되어 64개의 부호화된 비트로 출력된다. 여기서 64개

의 부호화된 비트는 실시 예로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스템마다 전송하는 규칙에 따라 부호화 비트의 개수는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64비트로 구성되는 예를 가지고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이 직교 부호화기(10

1)에서 출력된 부호화된 상태 보고 정보는 시퀀스 반복기(Sequence Repetition)(103)로 입력된다. 상기 시퀀스 반복

기(103)는 미리 결정된 시퀀스에 따라 64비트로 구성되는 부호화된 상태 보고 정보를 6회 반복하여 384비트의 반복

된 부호화 비트들을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반복된 상태 보고 정보는 신호 점 사상기(Signal Point Mapping)(105)로

입력된다. 상기 신호 점 사상기(105)는 '0'의 값을 가지는 비트에 대하여는 '+1'의 정보로 사상하며, '1'의 값을 가지는

심볼에 대하여는 '-1'의 정보로 사상하여 출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상된 정보들은 월시 커버 결합 및 이득 제

어기(Walsh Cover amp; Relative Gain)(107)로 입력하여 월 시 커버링 및 송신하기 위한 채널 이득 등을 곱하여 R-

SRCH로 출력한다.

< 상태 보고 정보 >

상기 상태 보고 정보는 이동 단말이 기본적으로 매 프레임마다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상기 상태 보고 정보의 내용은 

전송 주기별로 갱신될 수도 있으며, 전송 주기보다 긴 갱신 주기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갱신 주기 내에서

는 동일한 상태 보고 정보가 반복되어 전송된다. 또한, 상태 보고 정보를 비주기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비 주기적으로 전송할 경우 전송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하기의 2가지 경우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이동 단말이 상태 보

고 정보를 전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둘째로, 기지국의 제어에 의해 이동 단말의 상태 보고 정보를 전송을 한다. 

이 밖의 경우에는 상기 상태 보고 정보를 전송하는 해당 채널을 불연속적으로 전송하도록 DTX 시킨다.

그러면 상기 상태 보고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Status)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태 보고 정보로 고려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송신할 버퍼의 상태이다. 즉, 버퍼 지시자(Buffer Indicator)를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다. 상기 버퍼 지시

자의 설정은 이동 단말의 버퍼 상태를 측정하여 생성한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만일 상기 버퍼 지시

자를 1비트의 정보로 표현한다면, 이동 단말은 전송 버퍼의 크기가 임계치 이상인 경우 '0'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로 설정한다. 여기서 임계치는 고정된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동 단말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에 따른 다른

임계치 값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예시에서 버 퍼 지시자를 1비트로 구성하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비트 이

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둘째로, 상기 상태 보고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는 전력 지시자(Power Indicator)가 있을 수 있다. 즉, 이동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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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전송 전력(power)의 여유가 있는가를 검사하고, 여유가 있는지 또는 여유가 없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설정하여 전송할 수 있다. 만일 상기 전력 지시자가 1비트로 구성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동 단말이 전력

을 검사한 결과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 '0'으로 설정하고, 더 이상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을 증가시킬만한 파워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1'로 설정한다. 또한 상기 예시에서 전력 지시자를 1비트로 구성하였는

데, 필요에 따라서는 2비트 이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셋째로, 상기 상태 보고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전송률 요구 지시자(Rate Request Indicator)가 있을 수 있다.

즉, 이동 단말은 서비스의 QoS 요구 정도 및 이동 단말의 트래픽 전송 상황에 따라 기지국으로 상기 이동 단말의 역

방향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감의 요구를 표시하기 위한 값으로 전송률 지시자가 사

용된다. 따라서 상기 전송률 지시자를 1비트로 구성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하면, 이동 단말은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증가를 요구할 경우 상기 전송률 지시자를 '0'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 단말은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감소

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전송률 지시자를 '1'로 설정한다. 또한 상기 예시에서 상기 전송률 지시자를 1비트로 구성하였

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비트 이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상술한 3가지 인자들은 각각 1비트 또는 2비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인자들이 2비트 이

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상기 각 지시자가 2비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총 4가지가 된다. 이와 같은 4가지 정보는 1단계 감소, 유지, 1단계 증가 및 2단계 증가를 의미

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2단계 감소, 1단계 감소, 유지 및 1단계 증가를 의미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이

와 다른 방법으로 유지를 제외하고, 2단계 감소, 1단계 감소, 1단계 증가 및 2단계 증가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는 정

보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방법들 중 특정한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정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각 지시자들에 대하여 설명

하면 하기와 같다.

그러면 먼저 버퍼 지시자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동 단말은 버퍼의 현재 상태를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는 버퍼의 상태

가 현재 상태가 현재 전송률에 비추어 볼 때, 증가해야 하는가 또는 감소해야 하는가 또는 유지해야 하는가를 먼저 검

사한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증가 또는 감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 1단계 또는 2단계의 증가 또는 감소의 필요성을 검

사한다. 상기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2비트로 표현 가능한 4가지 정보 중 하나에 대응하는 값을 선택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전력 지시자가 2비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동 단말은 현재 전송률에 따른 전력과 

이동 이동단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계 전력간의 차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전송률의 전력으로부터 임

계 전력으로의 차에 따라 전송률의 증가 또는 감소 또는 유지를 결정한다. 그런 후 전송 률의 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몇

단계의 증가 또는 감소가 필요한가를 결정하고, 2비트로 표현 가능한 4가지 정보 중 하나에 대응하는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전송률 요구 지시자가 2비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동 단말은 서비스되는 트래

픽의 QoS의 요구 정도 등에 따라 전송률의 증가 또는 감소가 필요한가를 검사한다. 이동 단말은 먼저 상기한 검사 결

과에 따라 전송률의 증가 또는 감소 또는 유지를 결정한다. 그런 후 이동 단말은 전송률의 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몇 

단계의 증가 또는 감소가 필요한가를 결정하고, 2비트로 표현 가능한 4가지 정보 중 하나에 대응하는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각 지시자가 2비트인 경우를 예로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에 따라 3비트 이상에 대하여도 동일

하게 적용할 수 있다.

넷째로, 상기 상태 보고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전송률 제한 지시자(Rate Limit Indicator)가 있을 수 있다. 1x

EV-DO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동 단말과 기지국간 트래픽 채널을 설정할 경우 기지국이 이동 단말의 최대 역방향 

전송률을 결정하여 이동 단말로 알려준다. 따라서 이동 단말은 역방향으로 송신할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 단말의 현재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이 기지국과 이동 단말간 트래픽 채널 설정 시 합의된 최대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인 경우 '1'로 설정하고, 미만인 경우 '0'으로 설정한다. 또한 상기 예시에서 전송률 제한 지시자를 1비

트로 구성하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비트 이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상태 보고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다중 제어 지시 자(Multiple Control Indicator)가 있을 수

있다. 이동 단말은 핸드오프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서로 다른 RAB를 수신하게 되는 경우

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알리기 위해 이동 단말은 서로 다른 기지국으로부터 서로 다른 RAB를 수신하고 있는 경

우 상기 다중 제어 지시자를 '1'로 설정하고, 하나의 기지국으로부터 RAB를 수신하거나 또는 항상 동일한 RAB를 수

신하는 경우에는 상기 다중 제어 지시자를 '0'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이하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상태 보고 정보가 기지국에서 사용되는 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예를 

설명함에 있어,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기 예시한 상태 보고 정보들 모두가 아닌 2가지 정보만으로 구성하는 경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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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설명한다.

상기 상태 보고 정보가 2비트로 구성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이러한 경우 상기 예시한 상태 보

고 정보들 중 첫 번째 요소인 버퍼 지시자와 두 번째 요소인 전력 지시자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동 단말은 

하기와 같이 각각의 비트(bit) 값을 설정한다. 그리고 상기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버퍼 지시자와 전력 지시

자를 조합하여 상태 보고 정보를 구성하게 된다.

상기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상태 보고 정보가 2비트로 구성된다면, 상기한 상태 정보의 조합은 하기 <표 1>과 같은 

조합을 가질 수 있다.

[표 1]

상태 보고 정보(2비트) 상대적

우선순위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버퍼 지시자 전력 지시자

0 0 매우 높음 증가, 유지 또는 감소

0 1 높음 유지 또는 감소

1 0 중간 증가, 유지 또는 감소

1 1 낮음 유지 또는 감소

그러면 이하에서 상기 <표 1>과 같이 2비트로 구성된 상태 보고 정보를 기지국에서 수신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

면 하기와 같다. 이동 단말이 상기한 상태 보고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면 기지국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이동 단말에 

대한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기지국에서 이동 단말의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것은 이동 단말이 보고한 상기 <표 1>의 상

태 보고 정보만이 아니라 역방향의 인터피어런스 양, 주변 셀의 영향, 망의 부하 정도, 서비스별 QoS 등에 따라서 이

루어진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단말이 전송하는 상태 정보에 집중함으로 다른 정보들이 포함된 전체 스케줄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상기 <표 1>에서의 스케쥴링에 이용하기 위한 우선순위 내용도 다른 사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동 단말이 기지국으

로 보고하는 상태 정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각 이동 단말별 우선순위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참조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스케줄링 과정은 이동 단말의 서비스 정보 등에 따라서 이동 단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동 

단말들을 순차적으로 하기에 언급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단말별 RAB를 결정하게 된다.

상기 <표 1>에서 보면 버퍼 지시자와 전력 지시자가 모두 '0'인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역방향 용량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단계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우선 순위나 역방향 데이터

전송 률 증감은 단말의 상태 보고 정보 외의 요소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다단계의 역방향 전송률 증가 

또는 감소 등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살피기로 한다.

상기 <표 1>에서 버퍼 지시자는 '0'의 값을 가지고, 전력 지시자는 '1'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전송할 데이터는 많으나, 

현재 전력(power) 여력으로는 더 이상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지국은 역방향 

채널 상황에 따라 가능한 데이터 전송률을 유지시켜주도록 한다.

또한 상기 <표 1>에서 전력 지시자는 '0'이나 버퍼 지시자가 '1'인 경우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은 더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버퍼가 임계치 이하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낮게 된다. 이 경우에 기지국은 역방향 링크로 충분한 여유가 있

는 경우에만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상기 <표 1>에서 버퍼 지시자와 전력 지시자가 모두 '1'인 경우는 전송할 양도 많지 않으며, 더 이상 역방

향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지국은 역방향 링크로 충분한 여유 용량이 있는 경우는 데

이터 전송률을 유지시킨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감소시키게 된다.

< 역방향 활성 정보(RAB : Reverse Activity Bits) >

1x EV-DO 또는 1x EV-DV 시스템 등에 적용하고 있는 전송률 제어 방법에서는 RAB 값을 1비트 또는 2비트로 구

성하여 전송률의 증가를 지시하거나 또는 유지를 지시하거나 또는 감소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공개특허 10-2004-0086490

- 8 -

상태 보고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말의 상태를 기지국이 알 수 있으므로, 기지국은 이동 단말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조절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RAB를 2 bits 혹은 그 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지

국이 이동 단말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보다 폭넓게 제어한다. 이를 통해 이동 단말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요구

하는 최소한의 데이터 전송률에 빠르게 이르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인터피어런스 등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함

으로써 역방향 용량의 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본 발명에 따라 RAB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지국은 기본적으로 매 프레임마다 RAB를

이동 단말로 전송한다. 이러한 RAB의 내용은 전송 주기별로 갱신될 수도 있으며, 전송 주기보다 긴 갱신 주기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갱신 주기 내에서는 동일한 RAB의 내용이 반복하여 전송된다.

(1) RAB가 2비트로 사용되는 예

RAB로 2비트로 사용되는 경우에 RAB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a. '00'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2단계 증가

b. '01'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1단계 증가

c. '10'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유지

d. '11'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감소

상기한 방법에서는 RAB가 2비트로 구성되는 경우 증가에서 2단계까지를 가지 도록 구성하였으며, 감소에서 1단계

만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증가에서 1단계만을 가지며, 감소에서 2단계를 가지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2) RAB가 3비트로 사용되는 예

RAB가 3비트로 구성되는 경우에 RAB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a. '000'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율 4단계 증가

b. '001'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3단계 증가

c. '010'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2단계 증가

d. '011'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1단계 증가

e. '100'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유지

f. '101'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1단계 감소

g. '110'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2단계 감소

h. '111' : 가능한 경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3단계 감소

상기한 방법에서는 RAB가 3비트로 구성되는 경우 증가에서 4단계까지를 가지도록 구성하였으며, 감소에서 3단계까

지를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증가에서 3단계를 가지며, 감소에서 4단계를 가지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 전송률 제어 동작 >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 시의 타이밍도이다.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라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 시 제어 방법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또한 상기 도 2에서는 2개의 이동 단말이 역

방향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도시하였다. 그러나 3개 이상 또는 하나의 이동 단말만 존재할 때에도 동일

한 방법으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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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동 단말들은 참조부호 200과 같이 R-RICH로 상태 보고 정보를 포함하여 역방향 전송률 정보를 전송한다. 그리

고 동일한 시점에서 참조부호 202와 같이 R-PDCH로 트래픽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역방향 트래픽 데이터는 이동 

단말이 전송할 트래픽 데이터가 존재하는 한 매 프레임마다 전송된다. 또한 상기 상태 보고 정보를 포함한 역방향 전

송률 정보도 매 프레임마다 전송된다. 그리고 순방향으로 전송되는 역방향 전송률 제어 채널(F-RRCCH)을 통해 매 

프레임마다 RAB를 전송한다. 상기 도 2에서 참조부호 204는 매 프레임마다 F-RRCCH를 도시하였으며, 상기 F-RR

CCH에는 RAB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기 상태 보고 정보는 매 프레임마다 전송되나 일정 주기를 가지고 갱신될 수 있다. 도 1의 예에서는 상태 보고

정보의 갱신 주기를 1 프레임으로 가정하고 있다. 단말들이 전송한 상태 보고 정보와 기지국이 측정하는 역방향 수신

성능 상태, 그리고 망의 부하 상태, 서비스별 QoS 등에 따라 기지국에서는 F-RRCCH를 통해 각 이동 단말별로 RAB

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RAB는 하나의 F-RRCCH로 전송되나 각 이동 단말별로 위치를 구분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각 이동 단말은 미리 부여받은 위치의 RAB 정보만을 자신에게 유효한 정보로 판단한다. 상기 RAB는 매 프레임마다 

전송되나 일정 주기를 가지고 갱신될 수 있다. 도 1의 예에서는 RAB의 갱신 주기를 1프레임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지국으로부터 RAB를 수신하면 각 이동 단말들은 다음 시점에 프레임에 전송할 전송률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R-PDCH를 통해 역방향 전송을 수행한다. 또한 이때에도 R-RICH에 상태 보고 정보를 포함하여 기지국으로 전

송함으로써 다음 프레임에 대한 RAB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실시 예에서는 매 프레임마다 RAB와 상태 보고 

정보를 갱신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와 다르게 2프레임마다 또는 그 이상의 프레임 단위로 갱신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 이동 단말의 동작 >

그러면 이상에서 상술한 바에 따라 이동 단말에서 수행되는 동작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동 단말은 기본적으로

매 프레임마다 R-PDCH로 역방향 트래픽을 전송하고, 이와 함께 R-RICH로 R-PDCH에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률을 

기지국에 알리게 된다. 또한 상태 보고 정보도 상기 R-RICH 또는 R-SRCH를 통해 매 프레임마다 전송되나, 상태 보

고 정보의 갱신 주기 동안에는 동일 상태 보고 정보가 반복되어 전송된다. 이동 단말은 이와 함께 매 프레임마다 기지

국으로부터 F-RRCCH로 RAB를 수신한다. 이때 RAB는 기지국으로부터 RAB 갱신 주기동안에는 동일한 RAB가 전

송되어 온다. 따라서 이동 단말은 RAB 갱신 주기동안 전송되어온 RAB 값에 따라 RAB 갱신 주기 경계에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변경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예들을 이상에서 상술한 RAB가 2비트로 구성될 때 이동 단말에서 수신된 RAB에 따라 역방향 전송률 

변경 시의 제어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이동 단말에서 RAB 수신 시 역방향 전

송률 변 경에 따른 제어 흐름도이다.

이동 단말은 역방향 전송 모드를 수행하는 중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역방향 전송을 위한 시그널링 등의 과정에 대하

여는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동 단말은 역방향 패킷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동 단말은 300단계에서 기지

국과 협의에 의해 설정된 패킷 데이터 전송률로 역방향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전송률은 

최소 전송률로 설정된다. 또한 이동 단말은 이와 같이 패킷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며 302단계로 진행하여 역방향 전송

의 종료가 요구되는가를 검사한다. 상기 302단계의 검사결과 역방향 데이터 전송의 종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동 단말

은 304단계로 진행하여 역방향 전송을 종료를 위한 처리들을 수행한다.

이와 달리 역방향 전송의 종료가 요구되지 않은 경우 이동 단말은 F-RRCCH를 통해 RAB가 수신되는가를 검사한다.

상기 306단계의 검사결과 F-RRCCH를 통해 RAB가 수신된 경우 308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0단계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계속 수행한다. 상기 308단계로 진행하는 경우 이동 단말은 수신된 RAB가 00의 값을 가지는

가를 검사한다. 상기 도 3의 실시 예에서는 RAB가 2비트로 구성된 경우를 예로써 설명하고 있으므로 RAB는 역방향 

활성 정보의 장에서 살핀 (1)의 경우에 대한 제어 흐름도이다. 따라서 RAB가 '00'으로 수신된 경우 이동 단말은 310

단계로 진행하여 역방향 전송률을 2단계 증가시킨다. 여기서 역방향 전송률의 단계란, 하기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역방향의 패킷 데이터에 대한 전송률은 '0 / 9.6 / 19.2 / 38.4 / 76.8 / 153.6Kbps …' 등과 같이 미리 정해진 전송률 

값들을 가진 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데이터 전송률을 사용하는 예의 경우 현재 패킷 데이터 전송률이 9.6Kbps라 하

면 2단계 전송률 증가라 함은 38.4Kbps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역방향 패킷 데이터의 전송률을 증가시킨 

후 300단계로 진행하여 설정된 전송률로 역방향 패킷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이와 달리 상기 308단계의 검사결과 수신된 RAB 값이 '00'의 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동 단말은 312단계로 진행하

여 수신된 RAB 값이 '01'의 값을 가지는가를 검사한다. 상기 312단계의 검사결과 수신된 RAB 값이 '01'의 값을 가지

는 경우 이동 단말은 314단계로 진행하여 역방향 패킷 데이터 전송률을 1단계 증가한다. 상기한 예에서 현재 이동 단

말의 역방향 패킷 데이터 전송률이 9.6Kbps라 하면 역방향 패킷 데이터 전송률의 1단계 증가는 19.2Kbps가 된다. 

이와 같이 314단계에서 패킷 데이터의 전송률을 증가시킨 후 이동 단말은 300단계로 진행하여 설정된 전송률로 역방

향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한다.



공개특허 10-2004-0086490

- 10 -

또한 상기 312단계의 검사결과 수신된 RAB 값이 '01'의 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동 단말은 316단계로 진행하여 수

신된 RAB 값이 '10'을 가지는가를 검사한다. 상기 316단계의 검사결과 수신된 RAB 값이 '10'의 값을 가지는 경우 32

0단계로 진행하여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유지한다. 즉, 현재 설정된 전송률을 계속 유지하며 300단계로 진행하여 

설정된 전송률로 역방향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한다. 그러나 316단계의 검사결과 수신된 RAB 값이 '10'의 값이 

아닌 경우 수신된 RAB 값은 '11'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동 단말은 318단계로 진행하여 역방향 

전송률을 1단계 감소한 후 300단계로 진행하여 설정된 전송률로 역방향 패 킷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한다. 상술한 바

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동 단말은 1단계씩 전송률이 변경되지 않고, 2단계씩 또는 1단계씩 필요에 따라 전송률의 변

화 폭이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지국은 기지국의 인터피어런스 및 기지국의 용량 변화에 빠르게 대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지국의 빠른 대처를 통해 데이터 전송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상기 도 3에서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인 이동 단말의 상태 보고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구성된 도면이다. 즉, 단

지 이동 단말의 전송률 변경에 따른 측면에서 설명되었다. 그러면 도 4를 참조하여 이동 단말의 상태 보고 정보를 생

성하는 과정 및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이동 단말의 상태 보고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역방향으로 전송할 경우의 제어 흐

름도이다. 상기 도 4의 실시 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상태 보고 정보는 '상태 보고 정보'의 장에서 살핀 5가지 요소들 중

2가지 요소만을 고려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4의 설명에서도 역방향 전송 모드가 수행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다. 즉, 역방향 전송을 위한 시그널링 등의 

과정은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동 단말은 역방향 전송 모드를 유지하며, 이러한 경우 기지국으로 전송한 상태 보고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402단계로 진행하여 상태 보고 갱신 주기가 도래하였는가를 검사한다. 본 발명의 도 1

의 실시 예에서는 상태 보고 갱신 주기를 1프레임 단위로 설정하여 설명하였으나, 2프레임 단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상태 보고 갱신 주기가 도래한 경우 이동 단말은 408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404단계

로 진행하여 역방향 전송의 종료가 요구되는가를 검사한다. 상기 404단계의 검사결과 역방향 전송의 종료가 요구된 

경우 406단계로 진행하여 역방향 전송 종료에 따른 처리를 수행한다. 그러나 역방향 전송 종료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400단계로 진행하여 상태 보고 정보를 유지한다.

상기 402단계에서 408단계로 진행하는 경우 이동 단말은 현재 전송 버퍼가 임계치 이상의 값을 가지는가를 검사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임계치는 미리 설정된 소정의 값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

의 QoS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는 패킷 데이터의 임계치 설정에 대하여는 상세히 살피지 

않기로 한다. 상기 408단계의 검사결과 현재 전송 버퍼가 임계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 이동 단말은 410단계로 진

행하여 버퍼 지시자를 '0'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현재 전송 버퍼가 임계치 미만의 값을 가지는 경우 버퍼 지시자를 '1'

로 설정한다.

상기와 같이 410단계 또는 412단계에서 버퍼 지시자를 설정한 후 이동 단말은 414단계로 진행하여 전송 전력의 증

가가 가능한가를 검사한다. 즉, 현재 전송 전력이 전송률을 증가하여 보다 높은 전력으로 송신해야 하는 경우에도 패

킷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가를 검사한다. 이때, 전송 전력의 증가가 단 하나의 비트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전송률 증

가 또는 감소만을 나타내어야 하지만 둘 이상의 비트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전송률을 증가할 수 있는지

를 표시할 수도 있다. 즉, 전송률 증가 시에 1단계의 전송률 증가가 가능한 경우와 2단계의 전송률 증가가 가능한 경

우 등으로 구분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실시 예에서는 이 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는 경우 흐름도가 복잡

해지므로 증가의 가능 또는 불가능을 1비트로 설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414단계의 검사결과 전송 전력의 증가가 가능한 경우 이동 단말은 416단계로 진행하여 전력 지시자를 '0'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414단계의 검사결과 전송 전력의 증가가 불가능한 경우 전력 지시자를 '1'로 설정한다. 상기 416단

계 또는 418단계에서 전력 지시자를 설정한 후 이동 단말은 420단계로 진행하여 상태 보고 정보를 상기 410 또는 41

2단계에서 설정된 값과 상기 416단계 또는 418단계에서 설정된 값으로 갱신한다. 이와 같이 상태 보고 메시지가 갱

신되면, 이동 단말은 이를 RICH 또는 R-SRCH를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400단계로 진행하여 상태 보고 정보 값

을 유지한다.

이와 같이 기지국으로 이동 단말의 상태 값을 전달함으로써 기지국은 각 이동 단말의 상태를 고려하여 패킷 데이터의

전송률 제어를 위한 RAB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방향 전송의 효율(Throughput) 및 시스템의 용량을 적절

하게 유지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 단말은 기지국으로 상태 보고 정보를 전달하고, 기지국은 그에 따라 이동 단말의 역

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1단계, 2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제어함으로써 역방향 전송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공개특허 10-2004-0086490

- 11 -

있다. 또한 시스템의 용량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무선 채 널의 인터피어런스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패킷 데이터 전송률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 단말에서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의 상태를 검사하여 갱신하는 과정과,

상기 갱신된 인자들을 상태 보고 정보로 구성하여 소정의 채널을 통해 역방향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버퍼 상태를 알리는 버퍼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의 전력 증가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전력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이 요구하는 역방향 전송률을 알리는 전송률 요구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전

송률이 미리 결정된 전송률 제한 값의 전송률을 갖는지를 알리는 전송률 제한 지시자 또는 둘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률에 대한 제어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리는 다중 제어 지시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

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에 상기 전력 지시자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전송률에서 전송률의 증가의 

가능 여부를 검사하고, 전송률 증가가 가능한 경우 현재 전송률에서 몇 단계의 전송률 증가가 가능한지를 알리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에 상기 버퍼 지시자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버퍼 상태 값에 따라 전송률 

증감 또는 유지의 필요 여부를 검사하고 증감이 필요한 경우 몇 단계의 증감이 필요한가를 알리도록 구성함을 특징으

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에 상기 전력 지시자와 상기 버퍼 지시자를 포함하며, 상기 전력 지시자는 상기 이동 단

말의 현재 전송률에서 전송률 증가가 가능한 경우 현재 전송률에서 몇 단계의 전송률 증가가 가능한지를 알리도록 구

성하며, 상기 버퍼 지시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버퍼 상태 값에 따라 전송률 증감 의 필요 여부 및 몇 단계의 증감

이 필요한가를 알리도록 구성하여 두 정보를 함께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보고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은 역방향 전송률 지시 채널을 통해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

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보고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은 역방향 상태 보고 채널을 통해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

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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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이동 단말 및 기지국을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 단말에서 패킷 데이터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방법

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은 역방향 데이터 전송 시 상기 이동 단말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의 상태를 검사하여 갱신하고 이

를 상태 보고 정보로 구성하여 소정의 채널을 통해 역방향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은 상기 상태 보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상태 보고 정보 와 채널 및 시스템의 상태 등에 따라 각 

이동 단말들마다 역방향 활성 정보를 생성하여 각 이동 단말들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은 역방향 활성 정보에 따라 현재의 전송률을 변경 또는 유지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

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버퍼 상태를 알리는 버퍼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의 전력 증가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전력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이 요구하는 역방향 전송률을 알리는 전송률 요구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전

송률이 미리 결정된 전송률 제한 값의 전송률을 갖는지를 알리는 전송률 제한 지시자 또는 둘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률에 대한 제어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리는 다중 제어 지시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

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에 상기 전력 지시자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전송률에서 전송률 증가가 가

능한 경우 현재 전송률에서 몇 단계의 전송률 증가가 가능한지를 알리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

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에 상기 버퍼 지시자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버퍼 상태 값에 따라 전송률 

증감 또는 유지의 필요 여부를 검사하고 증감이 필요한 경우 몇 단계의 증감이 필요한가를 알리도록 구성함을 특징으

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에 상기 전력 지시자와 상기 버퍼 지시자를 포함하며, 상기 전력 지시자는 상기 이동 단

말의 현재 전송률에서 전송률 증가가 가능한 경우 현재 전송률에서 몇 단계의 전송률 증가가 가능한지를 알리도록 구

성하며, 상기 버퍼 지시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버퍼 상태 값에 따라 전송률 증감 또는 유지의 필요 여부를 검사

하고 증감이 필요한 경우 몇 단계의 증감이 필요한가를 알리도록 구성하여 두 정보를 함께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보고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은 역방향 전송률 지시 채널을 통해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

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보고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은 역방향 상태 보고 채널을 통해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

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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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활성 정보는,

적어도 2 비트 이상의 정보로 각 이동 단말의 증가 또는 감소 시 1단계 또는 2단계 또는 2단계 이상으로 변화할 수 있

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6.
이동 단말 및 기지국을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패킷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장치에 있어서,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의 상태를 검사하여 결정하고 이를 상태 보고 정보로 구성하여 소정의 채널을 통해 역방향으

로 전송하는 이동단말과,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수신된 상태 보고 정보와 채널 및 시스템의 상태 등에 따라 각 이동 단말들마다 역방향 활성 정

보를 생성하여 이동 단말들로 전송하는 기지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은 역방향 활성 정보에 따라 현재의 전송률을 변경 또는 유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

률 제어 장치.

청구항 18.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인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버퍼 상태를 알리는 버퍼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의 전력 증가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전력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이 요구하는 역방향 전송률을 알리는 전송률 요구 지시자 또는 상기 이동 단말의 현재 전

송률이 미리 결정된 전송률 제한 값의 전송률을 갖는지를 알리는 전송률 제한 지시자 또는 둘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률에 대한 제어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리는 다중 제어 지시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

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 장치.

청구항 19.
제16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활성 정보는,

적어도 2 비트 이상의 정보로 각 이동 단말의 증가 또는 감소 시 1단계 또는 2단계 또는 2단계 이상으로 변화할 수 있

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제어 장치.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각 이동 단말마다 상기 역방향 활성 정보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이동 단말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역방향 데이터 전송

률 제어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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