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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제어기와 기지국간의 패킷데이

터를 전송하기 위한 흐름 제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방법

요약

  본 발명은 WCDMA/UMTS(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Universi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s) 시스템에서 기지국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와 기지국 (Node-B)간에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HSDPA) 패킷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흐름 제어(Flow

Control) 방안을 제안한다.

대표도

도 11

색인어

CAPACITY REQUEST 제어 메시지, CAPACITY ALLOCATION 제어 메시지, 정상 할당 모드

(Normal_Allocation_Mode), 가상 혼잡 할당 모드( Virtual_Congestion_ALLOCATION_Mod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HSDPA의 계층 구조의 실시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HSDPA의 계층 구조의 다른 실시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HSDPA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흐름 제어 절차 및 제어 메시지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HS-DSCH CAPACITY REQUEST 제어 메시지 구조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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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HS-DSCH CAPACITY ALLOCATION 제어 메시지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HS-DSCH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HS-DSCH 데이터 프레임의 전송 규칙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일반적인 유선망에서의 흐름 제어 절차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기지국과 기지국 제어기의 구조를 도시한 구성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의 프레임 프로토콜의 상태 천이도를 도시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기지국이 정상 할당 모드에서 가상 혼잡 할당 모드로 천이를 수행하는 절차를 도시한 흐름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라 기지국이 가상 혼잡 할당 모드에서 정상 할당 모드로 천이를 수행하는 절차를 도시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대역(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의 전

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지국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와 기지국(Node-B)간에

상기 패킷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흐름 제어(Flow Control)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초기의 음성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속, 고품질의 무선 데이터 패킷 통신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현재 Rel'5에서 비동기방식(3GPP)과 동기방식

(3GPP2)으로 양분되는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은 고속, 고품질의 무선 데이터 패킷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예로서 3GPP에서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근(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이하 "HSDPA"라 칭

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GPP2에서는 1xEV-DV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

화 작업은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2Mbps 이상의 고속, 고품질의 무선 데이터 패킷 전송 서비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반증이라 볼 수 있으며,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그 이상의 고속,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

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Rel'6에서 논의되고 있는EDCH 또한 상향링크에서의 고속, 고품질의 무선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고속,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선 채널 환경으로 인해 기인한다.

무선 통신 채널은 백색잡음 외에도 페이딩에 의한 신호전력의 변화, 새도윙(Shadowing,) 단말기의 이동 및 빈번한 속도

변화에 따른 도플러 효과, 타 사용자 및 다중경로 신호에 의한 간섭 등으로 인해 채널환경이 자주 변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고속 무선 데이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2세대 혹은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공되

던 일반적인 기술 외에 채널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진보된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 시스템에서 채택하

고 있는 고속 전력 제어 방식도 채널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지만, 고속 데이터 패킷 전송시스템 표준을 진행하고 있

는 3GPP, 3GPP2에서는 적응변조/코드 기법 (AMCS: Adaptive Modulation & Coding Scheme) 및 복합재전송 기법

(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도 1은 HSDPA를 지원하는 비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시스템 구조 및 프로토콜 구조를 도시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일반적으로 비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은 코어 네트워크(CN: Core Network, 이하 "CN"이라 칭하기

로 한다)(도시하지 않음)와 복수개의 무선 네트워크 서브시스템(RNS: Radio Network Subsystem, 이하 "RNS"라 칭하기

로 한다)들(120, 130,140)과 UE(110)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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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RNS(130) 및 RNS(140)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 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하기로 한다)

및 복수개의 기지국(Node B)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RNC(130, 140)는 그 동작에 따라 서빙(Serving) RNC(이하

"SRNC"라 칭하기로 한다) 혹은 드래프트(Drift) RNC(이하 "DRNC"라 칭하기로 한다) 또는 제어(Controlling) RNC(이하

"CRNC"라 칭하기로 한다)로 분류된다. 상기 서빙 RNC(140)은 상기 UE(110)의 정보를 관리하고, 또한 상기 CN과의 데이

터 전송을 담당하는 RNC를 의미하며, 상기 제어 RNC(130)은 상기 UE(110)와 통신하고 있는 Node B(120)를 제어하는

RNC를 의미한다.

  이때, 상기 UE(110)과 UTRAN는 Uu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고, 상기 CRNC(130와 SRNC(140)은 Iur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다. 또한, 상기 UE(110)와 통신하고 있는 Node B(120)과 CRNC(130)는 Iub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다. 상

기 설명한 각각 인터페이스들의 명칭은 현재 3GPP에서 정의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상기 명칭들은 변경 가능하다.

  상기 도 1와 관련하여 현재 3GPP에서 정의된 UTRAN의 상위 계층의 구조 및 각 계층을 설명하고자 한다. 상기

WCDMA 시스템의 계층은 제어 시그널링과 사용자 데이터 전송 계층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데이터 전송 흐름에는 무선

링크 제어(Radio Link Control: 이하 L2/RLC라고 칭한다), 미디엄 접근 제어(Medium Access Control: 이하 L2/MAC이

라 칭한다), 물리 계층(Physical Layer: 이하 L1이라 칭한다)이 포함된다.

  우선 물리 계층은 채널 코딩/디코딩, 변조/복조, 채널화/역채널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무선

신호로 변환하고, 수신된 무선신호를 데이터로 변환한다. 상기 물리 계층으로 전송된 트랜스포트 채널들은 적절한 과정을

거친 후 물리 채널(Physical Channel)로 대응되어 상기 UE 또는 상기 RNC로 전송된다. 상기 물리 채널들은 상기 BCH를

전송하는 제 1공통 제어 채널(Primary Common Control Channel: 이하 P-CCPCH라고 칭한다.), 상기 PCH 및 FACH를

전송하는 제 2공통 제어 물리 채널(Second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 이하 S-CCPCH라고 칭한다.), 상기

DCH를 전송하는 전용 물리 채널(Dedicated Physical Channel: 이하 DPCH라고 칭한다.), 상기 DSCH를 전송하는 물리

다운링크 분할 채널(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이하 PDSCH라고 칭한다.), 상기 HS-DSCH를 전송하는 고속

물리 다운링크 분할 채널(High Speed 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이하 HS-PDSCH라고 칭한다.), 상기 RACH

를 전송하는 물리 랜덤 엑세스 채널(Physical Random Access Channel: 이하 PRACH라고 칭한다.)가 있으며, 상기 채널

들 이외에 상위 계층 데이터 또는 제어 시그널을 전송하지 않는 순수 물리 채널인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 제 1 동기

채널(Primary Synchronization Channel), 제 2 동기 채널(Secondary Synchronization Channel), 페이징 지시 채널

(Paging Indicator Channel), 동기 획득 지시 채널(Acquisition Indicator Channel), 물리 공통 패킷 채널(Physical

Common Packet Channel) 들이 있다.

  상기 물리 계층과 상기 L2/MAC은 트랜스포트 채널에 의해 연결된다. 상기 트랜스포트 채널은 특정 데이터들이 물리 계

층에서 처리되는 방식들을 정의한다. 상기 처리되는 방식에는 채널 코딩 방식과 한 단위 시간동안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

의 양(transport block set size) 등이 있다. 하기의 〈표 1〉은 상기 트랜스포트 채널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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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L2/MAC은 논리 채널을 통해 RLC가 전달한 데이터를 적절한 트랜스포트 채널을 통해 물리 계층에 전달하는 역할

과 상기 물리 계층이 상기 트랜스포트 채널을 통해 전달한 데이터를 적절한 논리 채널을 통해 상기 L2/RLC로 전달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L2/MAC는 상기 논리 채널이나 트랜스포트 채널을 통해 전달받은 데이터들에 부가 정보를 삽입

하거나, 삽입된 부가 정보를 해석해서 적절한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논리 채널은 크게 특정 UE에 관한 채널인 전용

(Dedicated) 타입 채널과 다수의 UE에 대한 채널인 공용 (Common) 타입 채널로 나누어진다. 또한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제어 (Control) 타입 채널과 트래픽 (Traffic) 타입 채널로 나누어진다. 하기의 〈표 2〉는 상기 논리 채널의 종류와 역할

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상기 L2/RLC는 상기 UE로 송신되는 제어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제어 메시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가공

한다. 상기 가공된 제어 메시지는 논리 채널(Logical Channel)을 사용하여 상기 L2/MAC으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L2/

RLC는 데이터를 고려하여 적절한 무선자원제어 형태로 가공한다. 상기 가공된 데이터는 상기 논리 채널을 사용하여 상기

L2/MAC으로 전송한다. 상기 L2/RLC에 몇 개의 RLC가 생기는 것은 상기 UE와 상기 RNC간의 무선 링크의 수에 의해 결

정된다.

  여기서, 상기 HSDPA 서비스와 관련하여 NODE B는 MAC-hs(Medium Access Control - high speed)계층과 프레임

프로토콜(FP)계층을 추가 구성하게 된다.

  상기 MAC-hs 계층은 상기 HSDPA 서비스에 따른 UE들의 스케줄링 및 HARQ 방식을 지원하게 된다.또한, 상기

HSDPA 서비스를 제공받는 UE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에, 상기 MAC-hs 프레임 프로토콜(Frame Protocol: FP) 계층은 HS-DSCH을 생성하기 위한 프레임을 제어한다.

즉, HS-DSCH 프레임 프로토콜은 HS-DSCH를 생성 및 전송하고, MAC-hs 계층은 상기 생성된 HS-DSCH의 특정 슬롯

에 상기 HSDPA 서비스를 지원하는 UE의 패킷 데이터를 힐당하도록 제어한다. 이에 따라 상기 NODE B(120)와 연결된

CRNC(130)은 MAC-c/hs 계층과 프레임 프로토콜(FP)을 구성한다. 상기 MAC-c/hs 계층은 HS-DSCH을 저장한다.

  이에 따라 CRNC(130)과 Iur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 SRNC(140)은 MAC-D 계층과 프레임 프로토콜(FP)을 구성하여

HSDPA를 지원한다. 상기의 구조에서 HS-DSCH FP는 Node B(120)과 CRNC(130) 사이의 HS-DSCH 데이터 프레임 전

송에 대한 흐름 제어를 수행하고, CRNC(130)와 SRNC(140) 사이의 HS-DSCH 데이터 프레임 전송에 대한 흐름 제어를

수행한다. 상기의 그림에서 CRNC(130)에 MAC-c/sh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Node B(120)의 FP와 상기

SRNC(140)의 HS-DSCH FP 사이에서 HS-DSCH 데이터 프레임 전송에 대한 흐름 제어가 이루어진다.

  도 2은 HSDPA를 지원하는 비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시스템 구조 및 프로토콜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 SRNC(230)이

CRNC인 경우를 도시한다. 즉, Iur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HSDPA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이 NODE B(220)와

SRNC(230)간에 흐름 제어로 나타난 경우이다. 즉, 도시된 각각의 계층은 상기 도 1에 설명된 계층과 동일하다.

  도 3은 3GPP 표준 규격에서 정의한 HSDPA 흐름 제어 절차 및 제어 메시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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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3GPP 표준 규격에서 정의된 흐름 제어 절차이며, RNC(302)와 NODE B간의 제어 메시지를 나타

낸다.

  단계 310에서 RNC(302)는 NODE B(301)로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NODE B(301)로 HSDPA 서

비스에 따른 필요한 트랜스포트 채널들의 용량을 요구하는 요청(HS-DSCH CAPACITY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320에서 NODE B(301)는 상기 요청 메시지(310)에 대응하여 할당 가능한 채널 자원 정보를 응답(HS-DSCH

CAPACITY ALLOCATION) 메시지에 실어서 RNC(302)로 전송한다. 단계330, 340에서 상기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RNC(302)는 상기 채널 자원 정보를 바탕으로 HSDPA 서비스에 따른 패킷 데이터를 NODE B(301)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도 3과 관련하여 하기의 도 4에서는 HS-DSCH CAPACITY REQUEST의 구조를 도시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3GPP 표준에서 정의된 HS-DSCH CAPACITY REQUEST 제어 메시지를 나타낸다. CmCH-Pi

영역(Common Channel - Priority Indicator)은 공용 채널(Common Channel)의 우선도(Priority)를 나타내고, 사용자 버

퍼 사이즈 영역(User Buffer Size)은 해당 사용자와 관련된 우선도를 가지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도 5는 HS-DSCH CAPACITY ALLOCATION 제어 메시지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3GPP 표준에서 정의된 HS-DSCH CAPACITY ALLOCATION 메시지의 형태이다. Maximum

MAC-d PDU Length영역은 수신 가능한 패킷 데이터의 최대 크기를 정의한다. HS-DSCH Interval영역은 설정된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구간을 나타낸다. 또한, HS-DSCH Credits 영역은 상기 HS-DSCH Interval 구간동안 전송 가능한

패킷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낸다. HS-DSCH 반복 주기 영역(Repetition Period)은 HS-DSCH Interval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횟수를 정의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메시지 형태를 수신한 RNC는 HS-DSCH Interval 영역의 설정된 값에 따라 Maximum MAC-d

PDU Length의 패킷 데이터를 설정된 HS-DSCH Credits 영역의 개수만큼 전송한다. 이는 상기 HS-DSCH 반복 주기

(Repetition Period)가 1보다 큰 경우에 상기 과정을 설정된 횟수만큼 반복 전송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HS-DSCH CAPACITY ALLOCATION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송 가능하다.

  (1) RNC로부터 HS-DSCH CAPACITY REQUEST를 수신한 경우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HS-DSCH CAPACITY

ALLOCATION를 전송할 수 있다.

  (2) RNC로부터 HS-DSCH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한 경우에 프레임내의 사용자 버퍼 사이즈(User Buffer Size)정보를 이

용하여 새롭게 CAPACITY를 할당하고자 할 때 HS-DSCH CAPACITY ALLOCATION를 전송할 수 있다.

  (3) NODE B의 자원 상황에 따라서 HS-DSCH CAPACITY ALLOCATION을 새롭게 수행할 수 있다.

  도 6은 HS-DSCH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7은 HS-DSCH 데이터 프레임의 전송 규칙을 도시한 도

면이다.

  상기 도 6 및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HS-DSCH 데이터 프레임은 3GPP 표준에서 정의된 HS-DSCH 데이터 프레임의 형

태로 상기 도 5의 HS-DSCH CAPACITY REQUEST 메시지와 동일하게 CmCH-PI영역과 User Buffer Size 영역을 포함

한다.

  따라서, Node B는 HS-DSCH CAPACITY REQUEST 제어 메시지 뿐만 아니라 HS-DSCH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는

경우에도 CAPACITY ALLOCATION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도 7은 Node B가 전송한 CAPACITY ALLOCATION 메시

지의 흐름 제어 정보를 이용해 RNC가 HS-DSCH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는 예시를 나타낸다. 즉, Maximum MAC-d

PDU Length의 수신된 패킷 데이터는 HS-DSCH Interval영역의 설정된 주기내에서 HS-DSCH Credits의 개수에 따라

패킷 데이터를 분할하여 반복 전송한다. 이때, 반복 전송은 HS-DSCH 반복 주기 영역의 값에 따라 가변가능하다.

  도 8은 유선망에서의 Credit 기반의 흐름 제어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종래 기술에 따라 유선망에서 제안된 크레딧(Credit) 기반의 흐름 제어 방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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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측(Sender)은 수신측(Receiver)의 버퍼 크기(Buf_Alloc)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패킷을 전송할 때마다 전

송한 누적 트래픽의 양에 관한 정보(Tx_Cnt)를 저장한다. 수신측은 다른 엔터티(entity)로 전송한 누적 트래픽의 양에 대

한 정보(Fwd_Cnt)를 송신측으로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송신측은 수신측 버퍼가 오버 플로우(overflow)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 가능한 데이터 양(Credit_Balance)를 계산하며, 계산된 Credit_Balance 내에

서 데이터를 수신측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수신측이 전송한 제어 정보(Fwd_Cnt)를 이용하여 송신측은 수신측의 오버 플

로우(over flow)를 예방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은 유선망의 Credit 기반 흐름 제어 방식은 상기 WCDMA이동통신시스템과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

에 WCDMA 시스템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3GPP 표준에서는 NODE B내부의 FP계층은 RNC에 누적된 사용자 데이터 양에 관한 정보(User Buffer Size)와

NODE B내의 User Buffer Size를 이용하여 Credit의 양을 결정한다. 따라서, 상기 RNC에서는 NODE B에서 할당한 양의

패킷 데이터만을 상기 NODE B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링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패킷 데이터를 NODE B로 전송하는 상기 RNC는 일시적으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는 링크의 버퍼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혼잡(congestion) 발생이 가능하다. 즉, NODE B 내의 버퍼 사

용량만을 이용해서 HSDPA 서비스에 따른 채널 용량을 할당함으로 NODE B의 오버플로우는 고려하게 되나, 실질적으로

RNC내의 링크 인터페이스의 버퍼 상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RNC내의 링크 버퍼는 오버 플로우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RNC 링크 인터페이스의 오버플로우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NODE B 내의 버퍼 사용량만을 고려하는

경우에 상기 RNC는 혼잡 상황으로 인해서 HS-DSCH Interval 동안 HS-DSCH Credits 개수의 MAC-d PDU를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NODE B가 상기 RNC의 링크 버퍼상에 혼잡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롭게 변경된 CAPACITY

ALLOCATION를 수행함에 따라 RNC 링크 버퍼의 혼잡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

라 NODE B는 계속해서 많은 양의 Capacity를 할당하고 RNC는 상기 할당된 Capacity 과는 무관하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종래의 흐름 제어 기능은 NODE B의 버퍼 오버플로우는 방지하나, RNC의 링크 버퍼를 고려하지 않아 RNC

와 NODE B간에 링크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며, 이에 따라 RNC 링크 버퍼의 오버플로우가 지속되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NODE B와 기지국 제어기간의 패킷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NODE B가 기지국제어기의 링크 버

퍼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NODE B가 기지국제어기의 링크

버퍼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원 할당을 할당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NODE B가 기지국제어기의 링크 버

퍼 상태에 따라 패킷 데이터의 양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기지국제어기와의 흐름 제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이 상기 기지국 제어기로

부터 상기 고속 순방향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자원용량의 할당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기지국 제어기

가 전송 가능한 패킷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요청한 패킷 데이터의 개수와 상기 기지국

이 수신 가능한 패킷 데이터의 개수를 비교하여 링크 자원 용량을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된 자원 용량을 응답 메시지

를 통해 상기 기지국 제어기에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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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

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이 기지국제어기의 링크 버퍼 상태에 따라 패킷 데이터의 양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

이 상기 기지국내의 버퍼 크기와 상기 기지국제어기로부터 요청된 패킷 데이터의 양을 고려하여 할당 자원 용량을 결정하

여 상기 기지국제어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된 자원 용량과 관련하여 상기 기지국제어기로부터 수신되는 패킷 데

이터가 상기 할당 용량보다 작은 횟수를 정해진 주기동안 카운트하는 과정과, 상기 카운트한 흐름의 수와 전체 패킷 데이

터 흐름들의 수의 비율이 흐름 제어의 설정값보다 크면 상기 정상 상태에서 할당된 자원 용량보다 작은 자원 용량을 상기

기지국제어기에 새롭게 할당하고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

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후술되는 용어들의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3GPP 표준에서 정의한 WCDMA 시스템에서 HSDPA 흐름 제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링크 버퍼의 혼

잡(Congestion)을 최대한 방지하고 링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발명은 NODE B과 RNC 간의 추가적인 메시지의 사용없이 링크 버퍼의 혼잡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Radio Network System: 이하 "RNS"라 칭함)은 제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표준에서 RNC(902)와 상기 RNC(902)가 제어하는 Node B(901)를 합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상기 RNC(902)는 그 성격

에 따라 SRNC(Serving RNC), DRNC(Drift RNC), CRNC(Controlling RNC)로 구분된다. 상기 SRNC는 UE에 대하여

HSDPA 서비스를 관장하고 핵심망(Core Network, 이하 "CN"이라 칭함)과의 연결을 담당하는 RNC를 지칭하는 이름이

다. RRC 연결 접속점은 유지한 채로 서로 다른 RNC로 이동한 경우에 해당되는 새로운 RNC를 DRNC라 지칭하며, 이러한

DRNC는 SRNC와 사용자 사이에서 스위칭/라우팅의 기능을 제공한다. 반면에, CRNC는 UE와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하는

Node B를 제어하는 RNC를 말한다.

  상기 RNC(902)는 SRNC이며, CRNC가 되어 UE에게 HSDPA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RNC(902)의 주제어부(950)의

제어에 따라 UE를 트래픽 처리부(970)에 할당하며, 인터페이스(980)는 상기 HSDPA 서비스를 지원하는 UE로 전송할 패

킷 데이터를 상기 핵심망으로부터 수신한다. 상기 트래픽 처리부(970)는 NODE B(901)의 프레임 프로토콜(FP, 910)으로

부터 이전에 할당받은 용량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패킷 데이터를 라인 인터페이스(940)으로 전달한다. 트래픽 처리부

(970)는 스위치(960)를 통해 패킷 데이터를 라인 인터페이스(940)으로 전달하게 된다.

  상기 라인 인터페이스(940)는 상기 트래픽 처리부(970)가 전송한 패킷 데이터를 NODE B(901)의 라인 인터페이스(930)

로 전달한다. 상기 NODE B의 프레임 프로토콜(910)은 상기 NODE B의 라인 인터페이스(930)를 통해 수신한 데이터들이

이전에 할당한 용량의 데이터 양과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그 후, 상기 NODE B의 프레임 프로토콜(910)은 상기 비교 결과

에 따라 상기 RNC(902)의 트래픽 처리부(970)의 프레임 프로토콜에 새로운 자원 용량을 할당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에 따

른 흐름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즉, 본 발명에서 상기 NODE B(901)의 프레임 프로토콜(910)은 상기 RNC(902)의 라인 인터페이스(940)를 통해 전송되

는 패킷 데이터 양과 이전에 할당된 자원 용량을 비교하여 상기 RNC(902)의 라인 인터페이스(940)내의 버퍼 혼잡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그 후, 상기 NODE B(901)의 프레임 프로토콜(910)은 상기 버퍼 혼잡 상태를 정상 할당 모드

(Normal_Allocation_Mode)와 가상 혼잡 할당 모드(Virtual_Congestion_Allocation_Mode)로 구분하여 RNC(902)의 라

인 인터페이스(940) 버퍼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양의 자원 용량을 할당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의 프레임 프로토콜의 상태 천이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NODE B 프레임의 프로토콜은 정상 할당 모드(Normal_Allocation_Mode)와 가상 혼잡 할당 모

드(Virtual_Congestion_Allocation_Mode)로 구분된다. 상기 정상 할당 모드는 NODE B의 링크 버퍼 상태가 정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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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NC의 링크 버퍼 상태도 정상으로 동작하는 경우, HSDPA에 대한 자원할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

다. 이에 따라 상기 NODE B는 내부에 구비된 수신 버퍼 크기(Rx_Buffer_Size)와 RNC가 Capacity Request 메시지를 통

해 요청한 데이터 양을 고려하여 자원할당을 수행한다.

  반면에, 가상 혼잡 할당 모드(Virtual_Congestion_Allocation_Mode)는 RNC와 node B 간의 링크 인터페이스와 관련하

여 링크 버퍼에 혼잡이 발생한 것으로 고려하여 자원 할당을 수행한다. 즉, RNC내의 실제 패킷을 전송하는 RNC 라인 인

터페이스 버퍼에 혼잡(Congestion)이 발생함을 예측하여 상기 자원 할당양을 상기 정상 할당 모드보다 낮게 할당한다.

  즉, NODE B가 상기 RNC의 라인 인터페이스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 할당 모드(1001)로 확인되면, 상기 NODE B 내

의 수신 버퍼 상태를 고려하여 할당 가능한 용량을 상기 RNC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RNC의 라인 인터페이스 상태를 나

타내는 정보가 가상 혼잡 상태(Virtual_condestion_flag=1)로 인지되면, 상기 자원 할당을 중지한다. 그 후, NODE B는 상

기 RNC 라인 인터페이스 상태를 가상 혼잡 할당 모드(1002)로 전환한 후, 상기 가상 혼잡 할당 모드에 해당하는 자원 할

당을 수행한다. 이는 상기 정상 할당 모드와 비교하여 적은 양의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기 RNC의 내부 부

하를 감소시킨다.

  소정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기 RNC의 라인 인터페이스 상태가 정상(Virtual_condestion_flag=0)으로 인지되면, 상

기 자원 할당을 정상 할당 모드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할당한다. 즉, 상기 NODE B는 상기 RNC의 라인 인터페이스를 고려

하여 자원 할당을 수행함으로 HDSPA 서비스에 따른 패킷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게 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NODE B가 RNC의 링크 상태를 정상 할당 모드에서 가상 혼잡 할당 모드로 천이하는 절차를 도

시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단계 1110에서 NODE B의 프레임 프로토콜은 초기 상태로, 상기 RNC의 라인 인터페이스 상태

를 파악하기 위한 가상 혼잡 횟수(Virtual_Congestion_Counter)를 초기값인 0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상기 가상 혼잡 횟

수(Virtual_Congestion_Counter)는 RNC내의 라인 인터페이스상의 혼잡(congestion)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된 측

정 주기(Virtual_Congestion_Estimation_Period)동안에 발생한 비정상인 흐름 제어의 횟수를 나타낸다. 단계 1120에서

상기 RNC로부터 상기 "CAPACITY ALLOCATION을 통해 할당된 용량에 해당하는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가상 혼잡 횟수(Virtual_Congestion_Counter)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 단계 1130에서 상기 NODE B의 프레임 프로

토콜이 상기 측정 주기(Virtual_Congestion_Estimation_Period)동안에 측정한 상기 가상 혼잡 횟수

(Virtual_Congestion_Counter)와 조사된 전체 제어 흐름들(FLOWS_VCSP)의 비율이 적정 비율

(Virtual_Congestion_Determination_Ratio)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상기 가상 혼잡 횟수

(Virtual_Congestion_Counter)와 상기 전체 제어 흐름들의 비율이 적정 비율

(Virtual_Congestion_Determination_Ratio)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NODE B의 프레임 프로토콜은 단계1140로 진행하

여 상기 RNC의 라인 인터페이스 상태를 정상 할당 모드에서 가상 혼잡 할당 모드(Virtual Congestion)로 천이한다. 이에

따라, 상기 NODE B의 프레임 프로토콜은 가상 혼잡 할당 모드를 고려하여 RNC로 상기 "CAPACITY ALLOCATION을

새롭게 수행하거나 신규 CAPACITY ALLOCATION을 요청하는 데이터 흐름에 대하여 혼잡을 고려한 용량할당을 수행한

다. 즉, 이는 상기 Normal_Allocation_Mode에서 할당 가능한 용량보다 낮게 전송 용량을 할당한다.

  따라서, 상기 NODE B의 프레임 프로토콜은 상기 RNC의 라인 인터페이스 상태를 고려하여 자원 할당을 수행하게 되므

로, RNC의 내부 부하를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에, 상기 단계 1130에서 상기 가상 혼잡 횟수(Virtual_Congestion_Counter)와 상기 전체 제어 흐름들의 비율이 적

정 비율(Virtual_Congestion_Determination_Ratio)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NODE B의 프레임 프로토콜은 단계

1150으로 진행하여 정상 할당 모드에 해당하는 자원할당을 수행한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라 NODE B가 RNC의 링크 상태를 가상 혼잡 할당 모드에서 정상 할당 모드로 천이하는 절차를 도

시한 흐름도이다.

  단계 1210에서 NODE B의 프레임 프로토콜은 초기 상태로, 상기 RNC의 라인 인터페이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가상 혼

잡 횟수(Virtual_Congestion_Counter)를 초기값인 0으로 설정한다. 단계 1220에서 상기 NODE B의 프레임 프로토콜은

이전의 CAPACITY ALLOCATION에 의해서 할당된 용량에 해당하는 패킷 데이터를 RNC로부터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가상 혼잡 횟수(Virtual_Congestion_Counter)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 단계 1230에서 상기 NODE B의 프레임 프로

토콜이 측정한 상기 측정 주기(Virtual_Congestion_Estimation_Period)동안 조사된 상기 가상 혼잡 횟수

(Virtual_Congestion_Counter)와 전체 제어 흐름들의 비율이 적정 비율(Virtual_Congestion_Determination_Ratio)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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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지를 확인한다. 이때, 상기 가상 혼잡 횟수(Virtual_Congestion_Counter)와 상기 전체 제어 흐름수(FLOWS_VCSP)

의 비율이 적정 비율(Virtual_Congestion_Determination_Ratio)보다 작은 경우, 상기 NODE B의 프레임 프로토콜은 단

계1250로 진행하여 상기 RNC의 라인 인터페이스 상태를 가상 혼잡 할당 모드(Virtual Congestion)에서 정상 할당 모드

로 천이한다. 반면에, 상기 단계 1230에서 상기 가상 혼잡 횟수(Virtual_Congestion_Counter)와 상기 전체 제어 흐름들

의 비율이 적정 비율(Virtual_Congestion_Determination_Ratio)을 초과하면, 상기 NODE B의 프레임 프로토콜은 단계

1240으로 진행하여 상기 가상 혼잡 할당 모드(Virtual Congestion)를 유지한다.

  이때, 상기 정상 할당 모드에서 자원 할당은 하기의 <수학식 1>과 같이 구해짐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할당

가능하다.

  

수학식 1

  

  

  BBTS,i,threshold_high는 NODE B에서 i번째 MAC-d 제어 흐름을 저장함에 있어서, 오버 플로우없이 저장할 수 있는 버퍼의

크기를 나타내고, BBTS,i(t)는 자원용량(Capacity)를 할당하는 순간에 i번째 MAC-d의 제어 흐름을 위한 버퍼의 사용량이

다. 또한, Credits는 오버 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패킷의 개수로, 상기 오버 플로우내

에서의 수용가능한 최대 패킷 수와 RNC가 요청한 패킷 수중에서 최소값을 상기 Credits로 설정한다. Interval은 기본적으

로 10ms의 배수로 정하며, 정확한 값은 시스템 부하(Nload)에 비례해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반복 주기(Repetition

Period)는 RNC가 요청한 패킷 개수가 NODE B에서 수용 가능한 패킷 개수보다 큰 경우에는 1로 설정된다.

  하기에서는 가상 혼잡 할당 모드에서 자원 할당을 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하기의 <수학식 2>과 같다. 이때,

다른 방법을 통해 상기 가상 혼잡 할당 모드에 따른 자원 할당 방법이 존재함을 가능하다.

  

수학식 2

  

  

  상기 가상 혼잡 할당 모드에서 자원 용량의 할당은 상기 정상 할당 모드에서의 HS-DSCH Credits과 동일하다. 다만, 상

기 정상 할당 모드에 가상 혼잡 상태에 따른 적정비율(Allocation_Ratio_Virtual_CongestionK)을 고려하여 정상 할당 상

태에 비하여 작은 자원 용량을 할당한다. 이때, 상기 가상 혼잡 상태에 따른 적정 비율

(Allocation_Ratio_Virtual_CongestionK)은 상기 정상 할당 모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용자에게 우

선 순위(K)에 따른 Credits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자원용량 할당시 이미 할당된 자원 용량은 신규로 자원 용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만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

체 시스템의 부하를 증가시키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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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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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3GPP 표준 규격에 준하면서 흐름 제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방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RNC 라

인 인터페이스의 버퍼 상황을 고려하여 흐름 제어를 수행함으로 비정상적인 흐름 제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즉, 상기 RNC 라인 인터페이스 버퍼의 혼잡상태를 고려하여 흐름 제어를 수행함으로, RNC와 NODE B간의 라인 인터페

이스의 사용 효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이 기지국제어기와의 흐름 제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상기 고속 순방향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자원용량의 할당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기지국 제어기의 할당 가능한 패킷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요구한 패킷 데이터의 개수와 상기 기지국의 수용 가능한 패킷 데이터의 개수를 비교하여 최소값

으로 상기 흐름 제어에 따른 패킷 데이터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패킷 데이터에 대응하는 자원용량을 할당하고, 상기 할당된 자원용량을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기지

국 제어기에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고속 순방향 패킷 데이터를 지원하는 사용자 단말기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기 자원용량을 할당하여

상기 흐름 제어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이 기지국제어기의 링크 버퍼 상태에 따라 패킷 데이

터의 양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기지국내의 버퍼 크기와 상기 기지국제어기로부터 요청된 패킷 데이터의 양을 고려하여 자원용량을

결정하여 상기 기지국제어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제어기로부터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가 상기 할당된 자원 용량보다 작은 횟수를 정해진 주기동안 카운트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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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카운트한 횟수가 전체 패킷 데이터의 전송에 따른 흐름 제어의 설정값보다 크면 상기 결정된 자원용량보다 작은 자

원용량을 상기 기지국제어기에 새롭게 할당하고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내의 버퍼 크기와 상기 기지국제어기로부터 요청된 패킷 데이터중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패킷

데이터를 상기 자원용량으로 결정하여 상기 기지국제어기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카운트한 횟수가 전체 패킷 데이터의 전송에 따른 흐름 제어의 설정값보다 크면 상기 기지국제어기

의 상태를 정상 할당 모드상태에서 가상 혼잡 할당 모드로 천이하고, 상기 이전에 결정된 자원용량보다 작은 자원용량을

새롭게 할당하여 제어 메시지를 통해 상기 기지국제어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카운트한 횟수에 따라 전체 패킷 데이터의 전송에 따른 흐름 제어를 정상 할당 모드와 가상 혼잡 할

당 모드로 구분하여 상기 기지국제어기의 자원용량을 할당함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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