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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및 그이동통신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HSDPA) 방식을 채용한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

터 유닛 송신 방법에 있어서,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유닛에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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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기 데이터 유닛의 헤더에만 추가하고, 상기 헤더의 유효 필드의 길이를 확인한 후 상기 확인결과 상기 유효 필드의 길

이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헤더의 길이를 만족하도록 패딩 필드를 상기 헤더에 삽입하여 데이터 유닛을 생성한 후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HSDPA) 방식을 채용한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유닛 송

신 방법에 있어서,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유닛에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를 상기 데이터 유닛의 헤더

에만 추가하는 과정과,

상기 헤더의 유효 필드의 길이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결과 상기 유효 필드의 길이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헤더의 길이를 만족하도록 패딩 필드를 상기 헤더에 삽입하여

데이터 유닛을 생성한 후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송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딩 필드는 상기 데이터 유닛의 헤더의 끝부분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송신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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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는 상기 데이터 유닛의 헤더의 헤더 패딩(header padding)

앞 위치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송신 방법.

청구항 14.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HSDPA) 방식을 채용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유닛에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를 상기 데이터 유닛의 헤더

에만 추가하고, 상기 헤더의 유효 필드의 길이를 확인한 후 상기 확인결과 상기 유효 필드의 길이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헤

더의 길이를 만족하도록 패딩 필드를 상기 헤더에 삽입하고, 데이터 유닛을 생성하여 송신하는 기지국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헤더를 위한 제어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제어 정보에 따라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를 포함하는 상기

헤더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헤더 세팅부와,

상기 헤더 세팅부로부터 상기 헤더를 제공받으면 상기 헤더의 유효 필드의 길이를 확인한 후 상기 확인결과 상기 유효 필

드의 길이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헤더의 길이를 만족하도록 상기 헤더에 헤더 패딩 필드를 삽입하기 위한 헤더 패딩 삽입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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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 세팅부와 상기 헤더 패딩 삽입부는 상기 기지국의 MAC 계층 상에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되어 있는 헤더의 길이는 상기 데이터 유닛 페이로드의 길이와 동일하게 구분가능 하도록

한 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송신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의 길이는 8비트의 정수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송신 방법.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는 제어/트래픽(C/T: Control/Traffic) 필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송신 방법.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는 상기 데이터 유닛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

터 유닛 내에 동일한 값을 중복하여 갖지 않도록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를 삽입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송신 방법.

청구항 26.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HSDPA) 방식을 채용한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유닛 수

신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유닛을 수신하여 상기 데이터 유닛 헤더의 유효 필드의 길이를 체크하는 과정과,

상기 체크한 유효 필드의 길이가 미리 설정된 헤더의 길이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데이터 유

닛의 페이로드를 추출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유닛 헤더에 포함된 목적지 논리 채널 식별 필드를 참조하여 상위 계층으로 상기 데이터 유닛의 페이로드를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수신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되어 있는 헤더의 길이는 상기 데이터 유닛 페이로드의 길이와 동일하게 구분가능 하도록

한 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수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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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의 길이는 8비트의 정수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수신 방법.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체크한 유효 필드의 길이가 미리 설정된 헤더의 길이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패딩 필드를 제거한 후

상기 데이터 유닛의 페이로드를 검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유닛 수신 방법.

청구항 3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되어 있는 헤더의 길이는 상기 데이터 유닛 페이로드의 길이와 동일하게 구분가능 하도록

한 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의 길이는 8비트의 정수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32.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패딩 필드는 상기 데이터 유닛의 헤더의 끝부분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3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는 상기 데이터 유닛의 헤더의 헤더 패딩(header padding)

앞 위치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34.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는 제어/트래픽(C/T: Control/Traffic) 필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3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를 상기 데이터 유닛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

하며, 상기 데이터 유닛 내에 동일한 값을 중복하여 갖지 않도록 목적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36.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HSDPA) 방식을 채용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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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닛을 수신하여 상기 데이터 유닛 헤더의 유효 필드의 길이를 체크하고, 상기 체크한 유효 필드의 길이가 미리 설

정된 헤더의 길이와 동일한지를 판단한 후, 상기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데이터 유닛의 페이로드를 추출하고, 상기 데이터

유닛 헤더에 포함된 목적지 논리 채널 식별 필드를 참조하여 상기 데이터 유닛의 페이로드를 수신하는 단말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되어 있는 헤더의 길이는 상기 데이터 유닛 페이로드의 길이와 동일하게 구분가능 하도록

한 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의 길이는 8비트의 정수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39.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체크한 유효 필드의 길이가 미리 설정된 헤더의 길이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패딩 필드를 제거한 후

상기 데이터 유닛의 페이로드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이동통신시스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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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9.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이하 "HSDPA"라 칭하기로 한다)은

W-CDMA 통신시스템에서 순방향 고속 패킷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순방향 데이터 채널(HS-DSCH: High Speed-

Downlink Shared Channel, 이하 "HS-DSCH"라 칭하기로 한다)과 관련된 제어 채널들 및 이들을 위한 장치, 시스템, 방

법들을 총칭한다. 상기 HSDPA를 지원하기 위해서 혼화 자동 재전송 요구(HARQ: Hybrid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이하 "HARQ"라 칭하기로 한다) 등이 제안되었다. 이하 도 1을 참조하여 W-CDMA 통신시스템 구조와 HARQ

방식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은 일반적인 W-CDMA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W-CDMA 통신시스템은 코어 네트워크(CN: Core Network)(100)와 복수개의 무선 네트워크 서브시스템(RNS:

Radio Network Subsystem, 이하 "RNS"라 칭하기로 한다)들(110, 120)과 사용자 단말기(UE: User Equipment,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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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ler,이하 "RNC"라 칭하기로 한다) 및 복수개의 기지국(Node B)(하기 설명에서 Node B 또는 셀로 용어를 혼용하

여 사용한다)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상기 RNS(110)는 RNC(111)와 복수개의 Node B들(113, 115)로 구성된다. 상기

RNC는 그 역할에 따라 Serving RNC(이하 "SRNC"라 칭하기로 한다), Drift RNC(이하 "DRNC"라 칭하기로 한다) 또는

Controlling RNC(이하 "CRNC"라 칭한다)로 분류된다. 상기 SRNC와 DRNC는 각각의 UE에 대한 역할에 따라 분류되며,

UE의 정보를 관리하고 코어 네트워크와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RNC를 그 UE의 SRNC가 되며, UE의 데이터가 SRNC

가 아닌 다른 RNC를 거쳐 상기 SRNC로 송수신되는 경우 그 RNC는 그 UE의 DRNC가 된다. 상기 CRNC는 각각의 Node

B를 제어하는 RNC를 나타낸다. 도 1을 예를 들면, UE(130)의 정보를 RNC(111)가 관리하고 있으면 상기 RNC(111)가

SRNC가 되고, 상기 UE(130) 가 이동하여 UE(130)의 데이터가 RNC(112)를 통해 송수신되면 상기 RNC(112)가 DRNC

가 된다. 그리고 Node B(113)를 제어하는 RNC(111)가 상기 Node B(113)의 CRNC가 된다.

이어서, HARQ 방식, 특히 다채널 정지-대기 혼합 자동 재전송(n-channel Stop And Wait Hybrid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이하 "n-channel SAW HARQ"라 칭한다.) 방식을 설명하기로 한다. 통상적인 ARQ(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이하 "ARQ"라 칭하기로 한다) 방식은 UE와 기지국 제어기(RNC: Radio Network Controller)

간에 인지신호(Acknowledgement, 이하 "ACK"칭하기로 한다)와 재전송 패킷데이터의 교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상기 HARQ 방식은 상기 ARQ 방식의 전송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에러정정 기법(FEC : Forward Error Correction)이

적용되었다. 또한, 상기 HSDPA 방식은 상기 UE와 기지국 사이에서 ACK과 재전송 패킷 데이터가 교환된다. 또한, 상기

HSDPA 방식에서는 N개의 process들을 구성해서 송신측의 임의의 process가 자신의 전송에 대한 ACK을 받지 않은 상

태에서도 송신측의 해당 process이외의 process들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상기 n-channel SAW HARQ

방식을 도입하였다. 상기 정지 대기 자동 재전송(Stop And Wait Automatic Retransmssion Request:SAW ARQ) 방식의

경우 이전 패킷 데이터에 대한 ACK를 수신하여야만 다음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 패킷 데이터에 대

한 ACK를 수신한 후에만 다음 패킷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상기 SAW ARQ 방식은 채널사용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

다. 상기 n-channel SAW HARQ 방식에서는 상기 이전 패킷 데이터에 대한 ACK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패킷 데이

터들을 설정된 다른 process들을 통해 연속적으로 전송해서 채널의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UE와 Node B간에 n

개의 process들을 설정하고, 송신측의 process identifier 전송을 통해 수신측이 각 process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면,

이들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상기 UE는 임의의 시점에서 수신한 패킷 데이터가 어느 process를 통해 전송된 패킷

데이터인지를 알게되어 이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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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HSDPA 방식을 사용하는 W-CDMA 시스템의 계층 구조는 HARQ 기능이 MAC 계층(Medium Access Control

Layer, 매체 접속 제어 계층)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계층 구조가 기존의 계층구조, 즉 상기 HSDPA 방

식을 사용하지 않는 W-CDMA 통신 시스템의 계층 구조에서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상기 HSDPA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서 종래 W-CDMA 통신 시스템의 MAC 계층 구조에서 MAC-c/sh 및 MAC-d 개체에 추가적으로 MAC-hs 개체가 구현되

었다.

MAC-hs 엔티티는 HSDPA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HS-DSCH 채널 상의 HARQ를 위한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가진다.

MAC-hs 엔티티는 무선 채널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블록 즉, 패킷 데이터에 대한 에러 발생이 검출되지 않으면 기지국으로

ACK를 전송하고, 데이터 블록에 대한 에러 발생이 검출되면 에러 발생한 데이터 블록에 대한 재전송을 요구하는 NACK를

생성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MAC 계층이 상위계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unacknowledged transfer of MAC SDU"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단

말의 다운링크(downlink) 측면만을 고려할 때 MAC 계층이 하위계층인 물리 계층(Physical layer: PHY)로부터 MAC

PDU(s)를 전달 받아서 MAC SDU(s) 형태로 처리한 후 자신보다 상위계층인 RLC 계층으로 MAC SDU(s) 즉, RLC PDU

(s)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는 HSDPA가 다운링크와 관련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말의 downlink 서비스만을 고려한다.

한편, 상기 HSDPA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채널들의 종류를 순방향(DL: DownLink) 채널과 역방향(UL: UpLink) 채널

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순방향 채널로는 고속 공통 제어 채널(HS-SCCH: High Speed-Shared Control

Channel, 이하 'HS-SCCH'라 칭하기로 한다), 연관 전용 물리 채널(associated DPCH(Dedicated Physical Channel), 이

하 'associated DPCH'라 칭하기로 한다)과, 고속 순방향 물리 공통 채널(HS-PDSCH: High Speed-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이하 'HS-PDSCH'라 칭하기로 한다) 등이 있으며, 역방향 채널로는 HS-DPCCH가 있다.

여기에서 HSDPA 서비스의 user traffic을 지원하는 물리채널이 HS-PDSCH이며, 이러한 물리채널과 매핑관계를 가지는

전송 채널(Transport channel)(PHY와 MAC 사이에서 MAC-PDU(s)를 전달하는 채널)이 HS-DSCH 채널이다. 이때 이

러한 HS-DSCH 채널상으로 전달되는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고속 매체 접속 제어(MAC-hs: Medium Access Control-

high speed, 이하 'MAC-hs'라 칭하기로 한다)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Protocol Dta Unit, 이하 'PDU'라 칭하기로 한

다)'라 한다. 이러한 MAC-hs PDU의 형상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면 MAC-hs PDU 구조를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

기로 한다.

도 2는 HS-PDSCH를 통해 전송되는 MAC-hs PDU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MAC-hs PDU는 MAC-hs 헤더(header)(210) 필드와, MAC-hs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

Service Data Unit)(220) 필드와, 패딩(Padding)(230) 필드로 구성된다. MAC-hs 헤더(210)는 다수의 정보들을 포함하

며, 상기 다수의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1) 버전 플래그(Version Flag): 통신 시스템의 버전을 나타내는 지시자로서 1비트의 크기를 갖는다.

(2) 큐 ID(Queue ID): MAC-hs PDU(200)의 우선 순위 큐(Priority Queue)의 식별자이며, 3비트가 할당된다. 즉, 단말

(UE)이 HSDPA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하는 리오더링(reordering queue)큐의 식별자이다.

(3) 전송 시퀀스 번호(TSN: Transmission Sequence Number, 이하 'TSN'이라 칭하기로 한다): 우선순위 큐에서 MAC-

hs PDU가 전송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일련 번호이며, 6비트가 할당된다.

(4) SID_x: MAC-hs PDU를 구성하는 전용 매체 접속 제어(MAC-d: MAC dedicated, 이하 'MAC-d'라 칭하기로 한다)

PDU들의 집합 중 x 번째 동일한 크기를 가지며 연속적으로 연결된 MAC-d PDU 로 구성된 집합에 속하는 MAC-d PDU

들의 크기를 나타내며, 3비트가 할당된다.

(5) N_x: 상기 x 번째 동일한 크기를 가지며 연속적으로 연결된 MAC-d PDU 로 구성된 집합에 속하는 MAC-d PDU들의

개수를 나타내며, 7비트가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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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Flag) : 상기 F값이 1로 설정될 경우에는 다음에 오는 필드가 MAC-hs SDU임을 나타내고, 상기 F값이 0으로 설정

될 경우에는 다음에 오는 필드가 SID임을 나타내는 플래그임. 1비트가 할당됨.

그리고,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MAC-hs PDU(200)는 복수 개의 MAC-hs SDU(220)로 구성될 수 있다. 즉, 패

이로드는 여러 개의 MAC-hs SDU들(MAC-hs SDUs)로 구성된다. HSDPA 방식에서 MAC-hs 패이로드가 8비트의 정수

배의 크기를 가져야 하는데, 패딩필드(230)는 해당 MAC-hs payload와 MAC-hs 헤더의 크기합이 관련 HS-SCCH로 전

달된 transport block set size보다 작은 경우 부가되는 필드이다.

도 2에서 MAC-hs SDU(220)는 MAC-d 엔티티(entity)로 전달되어 MAC-d 헤더가 제거되고 MAC-d SDU(s)의 형태

즉, RLC PDU(s)로 상위 계층인 RLC로 전달된다. 따라서 MAC-hs SDU는 MAC-d PDU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MAC-hs PDU에는 최소 21 비트 길이의 MAC-hs 헤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수학식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수학식 1

MAC-hs 헤더의 길이= 10 + 11P (P= 1,2,3...), P=(SID,N,F)가 나타나는 횟수

그리고, MAC-hs SDU는 MAC-d PDU로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도 3는 HS-DSCH에 매핑되는 MAC-d PDU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MAC-d PDU(220)는 C/T(Control/Traffic) 필드(221)와 MAC SDU(222)로 이루어져 있다.

C/T필드(221)는 HS-DSCH를 통해 전송되는 논리채널의 식별정보로 사용된다. 각각의 C/T필드(221)는 총 4비트로 이루

어져 있으며, 최대 15개의 논리채널을 식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WCDMA 시스템에서 Packet switched(이하 PS라 칭한다) 데이타 서비스는 하나의 Radio Access Bearer(이하 RAB라

칭한다)에 하나의 logical channel과 하나의 transport channel이 매핑되어 있다. 그러나 3GPP TS34.108 Specification

에서 보여주듯이 Signaling Radio Bearer(이하 SRB라 칭한다.)의 경우에는 여러개의 Radio Bearer(이하 RB라 칭한다)가

각자 하나씩의 logical channel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의 transport channel에 다중화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PS/CS

서비스를 위한 RAB의 구성은 RAB당 하나의 logical channel이 매핑되어 있고, 이러한 각 RAB는 서로 독립적인

transport channel로 매핑되는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C/T필드(221)는 각 논리채널의 식별정보로 사용될 수 있으

며, 나아가서는 무선운반자의 식별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MAC SDU(220)는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도 3에서 각 MAC-d PDU에 있는 4비트의 C/T 필드는 MAC 상에서의 멀티플렉싱 여부(Multiplexing on MAC)에 따라 존

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HSDPA는 암호화(ciphering) 문제로 인하여 TM RLC 모드에서는 동작하지 않으

므로 상기 도 3에서 MAC SDU(즉, RLC PDU)의 크기는 8bits의 정수배(multiple of 8bits)이다. 따라서 각 MAC-d PDU

(MAC-hs SDU)의 크기는 다음과 수학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2

MAC-d PDU의 길이 = 8M + 4K (M = 1, 2, ...정수 : K = 0 or 1 )

이와 같이 HSDPA 방식에서는 MAC 계층이 물리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MAC-hs PDU를 처리하여 RLC PDU 즉, MAC-

d SDU를 만들어 상위 계층인 RLC 계층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MAC 상에서의 멀티플렉싱(Multiplexing on MAC)이 적용되는 경우, MAC-hs PDU를 구성하는 각각의 MAC-hs SDU

(MAC-d PDU)마다 4bits의 C/T(Control/Traffic) 필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TS 34.108에서 Conformance

test를 지원하기 위해 제시한 PS data용 transport channel parameter set에는 상기한 MAC-d entity상에서의 logical

channel multiplexing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즉, CT 필드가 필요없는 경우만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PS data용 RAB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일한 transport channel(HSDPA인 경우에는 MAC-d flow에 해당함)에 복수개의 logical channel이

매핑되도록 설정하는 경우라도, RNC에 존재하는 MAC-d entity에서 Iub 인터페이스를 통해 Node B에 존재하는 MAC-

hs entity로 data frame을 전달할 때는 동일 TTI(Transmission Time Interval) 구간에 전달되는 data frame은 복수의

logical channel로부터 받은 MAC-d PDU(s)들의 조합이 아니라 그중 하나의 logical channel로부터 받은 MAC-d PDU

(s)들로 구성되는 것이 시스템의 간략성과 운용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듯 동일한 MAC-hs PDU를 통해 전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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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MAC-hs SDU(MAC-d PDU)들은 동일한 논리 채널 식별자(logical channel identity)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MAC-hs PDU에 포함되는 각각의 MAC-hs SDU 마다 모두 C/T필드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는 해당 MAC-hs PDU에 포

함된 MAC-d PDU의 개수를 K라 할 때, K*4 bits만큼의 불필요한 오버헤드(overhead)를 가지게 된다.

또한 MAC-hs header의 길이가 8bits의 정수배가 아닐 수 있으며, HSDPA 특성상 UM/AM 모드로 동작하므로 MAC-d

PDU의 길이 역시 8bits의 정수배가 아니다. 따라서 단말 시스템에서 MAC-hs PDU가 MAC-d PDU(s)로 변환되는 MAC

계층의 처리과정, 그리고 MAC-hs PDU로터 추출된 RLC PDU(s)를 받은 RLC 계층이 RLC PDU(s)로부터 RLC SDU(s)

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HSDPA 서비스의 처리속도를 방해하는 비트 오퍼레이션(Bit operation) 예컨대, 비트 마스킹(bit

masking) 비트 스트림 카피(bit stream copy), 비트 시프팅(bit shifting) 등의 처리가 구현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MAC 상에서의 멀티플렉싱(multiplexing on MAC) 과정이 있는 경우, 동일한 MAC-hs PDU에 포함되는 각각

의 MAC-hs SDU 마다 모두 C/T필드를 가지므로,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또한, MAC-hs header의 길이가 8bits

의 정수배가 아닐 경우 비트 오퍼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HSDPA 데이터를 상위계층으로 전달하게 되므로 처리속도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HSDPA 서비스 특성상 AM/UM 모드를 사용하므로 MAC 계층에서 logical channel 다중화가 실행

되는 경우, 현재 규격에 제시된 MAC-hs SDU는 8bits의 정수배가 될 수 없으므로, MAC-hs SDU로부터 RLC PDU를 뽑

아내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bit operation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비트 오퍼레이션이 필요 없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MAC-hs PDU의 구조를 변경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HSDPA) 방식을 채용한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유닛 송신 방법에 있어서,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유닛에 목적

지 논리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를 상기 헤더에만 추가하는 과정과, 상기 헤더의 유효 필드의 길이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결과 상기 유효 필드의 길이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헤더의 길이를 만족하도록 패딩 필드를 상기 헤더에 삽입하여

데이터 유닛을 생성하여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MAC 상에서의 멀티플렉싱(multiplexing on MAC) 과정이 적용되는 경우, 현재 MAC-hs PDU에 포함된 모든

MAC-hs SDU마다 논리 채널(logical channel)의 매핑관계를 알려 주기위해 C/T(Control/Traffic) 필드를 포함한다. 그

러나 동일한 MAC-hs PDU에 포함된 모든 MAC-d PDU들은 모두 동일한 logical channel과 매핑관계를 이룬다. 이런 경

우, 동일한 MAC-hs PDU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MAC-d PDU에 대하여 1개의 C/T 필드만으로도 목적지 논리 채널

(destination logical channel)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동일 MAC-hs PDU에 포함되는 모든 MAC-hs PDU마

다 C/T필드를 붙이지 않고, MAC-hs 헤더 끝부분에 C/T필드 하나만을 추가한다. 또한 단말 시스템에 있어서도 동일한

MAC-hs PDU에 속한 모든 MAC-d PDU의 C/T 필드를 고려하지 않고 1회의 C/T 필드 확인만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MAC-hs PDU를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상위계층으로 전달하는 처리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최적횟수(1회)의 C/T필드를 포함한 MAC-hs header를 구성하고, 이것의 길이가 8bits의 정수배가 되도

록 header부분에 Header padding을 선택적으로 추가함으로서 MAC-hs PDU라는 bit stream상에 MAC-hs header와

각 MAC-hs SDU의 시작점을 모두 8bit align 시킴으로서 단말 시스템이 MAC-hs PDU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여 HSDPA

data를 상위로 전달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HSDPA 서비스의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

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

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도4를 참조하여 HSDPA 통신 시스템 프로토콜 스택(protocol stack)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MAC 계층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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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먼저 MAC 계층(layer)은 MAC-d 계층과, MAC-hs 계층으로 구성되며, 도시한 바와 같이 UE측 MAC

계층에는 MAC-d(411) 계층과, MAC-hs(410) 계층 모두가 존재하며, 기지국에는 MAC-hs(407) 계층이, SRNC에는

MAC-d(402) 계층이 존재한다. 여기서, MAC-d 계층은 Dedicated logical channel들을 처리하기위한 MAC 엔터티

(Entity)로서 즉 전용 제어 채널(DCCH: Dedicated Control CHannel, 이하 "DCCH"라 칭하기로 한다), 전용 트래픽 채널

(DTCH: Dedicated Traffic CHannel, 이하 "DTCH"라 칭하기로 한다)등과 같은 전용 논리 채널들을 위한 MAC 기능을 수

행한다. 또한 상기 MAC-hs 계층은 HSDPA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현된 계층이며, 상기 MAC-hs 계층은

상기 HSDPA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HS-DSCH상의 HARQ를 위한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가진다.

그러면, 도 4에서 실제 사용자 데이터가 상위 계층(401)으로부터 SRNC의 MAC-d(402) 계층으로 전달되면, MAC-d

(402) 계층은 상기 상위 계층(401)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용자 데이터를 MAC-d PDU로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MAC-d

PDU들을 프레임 프로토콜(FP: Frame Protoco, 이하 "FP"라 칭하기로 한다)(403) 계층으로 전달한다. 여기서, MAC-d

PDU는 상위 계층(401)에서 전달받은 사용자 데이터에 MAC-d 헤더가 부가된 것을 의미하고, 상기 MAC-d 헤더에는 수

신측이 MAC-d PDU들을 어떤 상위 계층으로 전달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멀티플렉싱(multiplexing) 관련 정보 등이 포

함된다. 그러면 FP 계층(403)은 상기 MAC-d(402)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MAC-d PDU들을 FP frame으로 변형시킨 후

트랜스포트 베어러(Transport Bearer)(404) 계층으로 전달한다. FP(403) 계층은 다수의 MAC-d PDU들을 하나의 FP

frame으로 연접하며, FP frame 에는 연접된 MAC-d PDU들의 우선 순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면 트랜스포트 베

어러(Transport Bearer)(404) 계층은 FP(403)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FP frame 들을 트랜스포트 베어러를 할당하여 할

당된 트랜스포트 베어러를 통해 기지국 트랜스포트 베어러(405) 계층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트랜스포트 베어러(404) 계

층과 기지국 트랜스포트 베어러(405) 계층간은 SRNC와 기지국간 인터페이스인 lub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페이스한다.

또한 트랜스포트 베어러(404) 계층은 SRNC와 기지국간 실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부분이며, AAL2/ATM 등으로 구

성 가능하다.

기지국의 트랜스포트 베어러(405) 계층은 SRNC 트랜스포트 베어러(404) 계층으로부터 FP frame 를 수신하면, 수신한

FP frame 를 FP(406) 계층으로 전달하고, FP(406)은 트랜스포트 베어러(405)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FP frame 를

MAC-hs(407) 계층으로 전달한다. MAC-hs(407) 계층은 FP(406)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FP frame 에 포함된 우선 순

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해서, 수신한 MAC-d PDU들을 해당 우선 순위 큐에 저장한다.

그리고, HSDPA 서비스를 위해 MAC-hs PDU를 형성할 때, MAC 상에서 HS-DSCH 채널에 매핑되는 논리 채널(logical

channel) 다중화가 적용되는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설정을 가지는 경우, 기지국의 MAC-hs(407) 계층은 HSDPA 서

비스를 위해 MAC-hs PDU를 형성할 때, 각 MAC-d PDU의 destination logical channel을 알려 주는 C/T 필드와, 이렇

게 C/T필드가 추가된 MAC-hs header가 8bits의 정수배가 될 수 있도록 MAC-hs header의 끝부분에 Header padding

필드를 추가한다. 이때 VF, Queue ID, TSN, (SID, N, F)set, C/T 로 구성된 MAC-hs header부분이 8bits의 정수배라면

헤더 패딩(header padding) 필드를 추가하지 않는다. 여기서 header padding 필드의 길이는 MAC-hs 헤더의 길이가

8bits 정수배가 될 수 있도록 0bit ~ 7bits 범위에서 선택한다.

단말에서 MAC-hs PDU를 수신하게 되면, MAC-hs header를 디코딩하여 MAC-hs PDU상에서 Byte align되어 있는

MAC-hs PDU(s)를 상위계층으로 전달한다.이때 단말의 MAC 계층은 MAC-hs header의 유효필드(즉,

VF,QueueID,TSN,SID,N,F,C/T)의 길이의 총합을 확인하여 그 값이 8의 정수배이면 마지막 C/T필드 다음에 오는 MAC-

d PDU(s)를 상위 RLC로 전달한다. 그러나 MAC-hs header의 유효필드가 8의 정수배가 아니라면 마지막 C/T필드 이후

앞서 확인한 유효필드의 길이에 따라 0 ~ 7bits의 header padding 필드가 있음을 인지하고 MAC-hs PDU의 시작 bit로부

터 카운트하여 C/T필드 이후 최초로 도달하는 8bit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bit부분까지를 MAC-hs header부분으로 처리한

다. 이후 MAC-hs header부분 직후부터 시작되는 data부분을 MAC-d PDU(s)로 인식하여 처리한다. 여기서 각 MAC-d

PDU(s)가 매핑되는 logical channel의 identity는 MAC-hs header부분에 추가된 single C/T 필드만을 검토하여, 동일한

MAC-hs PDU내에 전달되는 모든 MAC-d PDU들이 매핑되는 logical channel identity를 확인한다. 또한 이미 MAC-hs

SDU(s) = MAC-d PDU(s)는 MAC-hs PDU를 이루는 bit stream상에서 본 발명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byte align되어

있으므로 MAC 및 RLC 계층에서는 불필요한 bit operation 과정 없이 MAC-d PDU(s) 추출 및 RLC SDU 형성을 수행한

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 발명의 일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MAC-hs(407)의 엔티티의 구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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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MAC-hs(407)의 엔티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

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MAC-hs(407)의 엔티티(407)는 전술한 바와 같이 RNC(111,112)의 MAC-d 엔티티

(402)로부터 MAC SDUs 프레임을 받아서 본 발명에 따라 MAC-hs PDU를 생성한다. 이를 위해 기지국의 MAC-hs(407)

의 엔티티(407)는 HS 제어부(420), 데이터 입력부(422), 헤더 세팅부(424) 및 헤더 패딩 삽입부(426)를 포함한다.

HS 제어부(420)는 MAC-hs PDU 형성을 위해 TSN, Queue ID 같은 MAC-hs PDU의 스케줄링(scheduling) 정보를 관리

하며, MAC-hs PDU의 스케줄링(scheduling) 정보를 헤더 세팅부(424)에게 제공한다. 또한, HS 제어부(420)는 관련 FP

프레임으로 전달된 MAC-d PDU(s)들에 대한 대표 C/T 필드값을 헤더 세팅부(424)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부(422)는 RNC(111,112)의 MAC-d 엔티티(402)로부터 입력 데이터(IN)를 수신한다. MAC-d 엔티

티(402)로부터 받은 입력 데이터(IN)는 MAC-d PDUs가 연속적으로 연결된(concatenation) 형태를 가지며, 프레임 프로

토콜(FP: Frame Protocol) 헤더가 포함된 데이터 스트림이다. 데이터 입력부(422)는 입력 데이터(IN)로부터 FP 헤더를

제거하여 MAC-d PDUs 들로 이루어진 MAC-hs SDUs 셋(set)을 생성한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부(422)는 해당 MAC-hs

PDU 형성을 위해 SID, N, F 같은 제어정보를 헤더 세팅부(424)에 제공한다. 여기에서 SID, N, F에 대해서는 전술한 도 2

의 설명을 참조한다. 즉, 데이터 입력부(422)는 입력 데이터(IN)에 포함된 MAC-d PDUs들의 블록 사이즈 정보, 특정 블

록 사이즈를 가지는 MAC-d PDUs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횟수와 같은 MAC-d PDU 블록 사이즈 관련 정보(CTL1)를

헤더 세팅부(424)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부(422)는 생성한 MAC-d PDUs 들로 이루어진 MAC-hs SDUs 셋

(set)을 헤더 패딩 삽입부(426)에 제공한다. 헤더 세팅부(424)는 데이터 입력부(422) 및 HS 제어부(420)로부터의 제어 정

보(CTL1,CTL2)를 통해 VF, Queue ID, TSN, (SID, N, F) 셋(set) 및 본 발명에 의한 대표(Representative) C/T로 이루

어진 MAC-hs 헤더를 생성하여 헤더 패딩 삽입부(426)에 제공한다.

헤더 패딩 삽입부(426)는 헤더 세팅부(424)로부터 MAC-hs 헤더를 제공받으면, MAC-hs 헤더의 유효 필드의 길이가 8의

정수배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헤더 패딩 삽입부(426)는 MAC-hs 헤더의 유효 필드의 길이가 8의 정수배이면 헤더 세팅

부(424)로부터 입력된 MAC-hs 헤더와 데이터 입력부(422)로부터 입력된 MAC-hs SDUs 셋(set)을 이용하여 MAC-hs

PDU를 생성한다.

한편, 헤더 패딩 삽입부(426)는 MAC-hs 헤더(310)의 유효 필드의 길이가 8의 정수배가 아닌 경우에는 MAC-hs 헤더

(310)의 길이가 8비트의 정수배가 되도록 헤더 패딩(307) 필드의 길이를 결정하고, 그 헤더 패딩(307) 필드를 MAC-hs

헤더(310)에 부가한다. 이어서 헤더 패딩 삽입부(426)는 헤더 패딩이 삽입된 MAC-hs 헤더와 데이터 입력부(422)로부터

입력된 MAC-hs SDUs 셋(set)을 이용하여 MAC-hs PDU를 생성한다. 선택적으로 헤더 패딩 삽입부(426)는 데이터 입력

부(422)로부터 입력된 MAC-hs SDUs 셋(set)에 패딩부를 추가할 수 있다. 이어서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에 따른 MAC-hs PDU의 구조를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기 MAC-hs PDU의 구조를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MAC-hs PDU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MAC-hs PDU(300)는 MAC-hs 헤더(header)(310) 필드와, MAC-hs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

Service Data Unit)(320) 필드와, 패딩(Padding)(330) 필드로 구성된다. MAC-hs SDU(320) 필드와 패딩 필드(330)는

종래 기술에서와 구성 및 내용이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MAC-hs PDU(300)에서 MAC-hs 헤더(header)(310) 필드의 크기는 8비트의 정수배의 크기를

갖는다. MAC-hs 헤더(310)는 버전 플래그(Version Flag)(301), 큐 ID(Queue ID)(302), TSN(303), SID_x(304), N_x

(305), F_x(Flag)(306), C/T(307) 및 헤더 패딩(308)을 포함한다.

C/T(307)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 MAC-d PDU의 목적지 논리 채널(destination logical channel)을 알려 준다. 동일한

MAC-hs PDU에 포함된 모든 MAC-d PDU들은 모두 동일한 논리 채널과 매핑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동일한 MAC-hs

PDU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MAC-d PDU에 대하여 1개의 C/T 필드만으로도 목적지 논리 채널(destination logical

channel)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즉, 기지국의 MAC-hs 계층(407)은 동일 MAC-hs PDU에 포함되는 모든 MAC-

hs PDU마다 C/T필드를 붙이지 않고, MAC-hs 헤더 끝부분에 C/T필드 하나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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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패딩(308) 필드는 기지국의 MAC-hs 계층(407)에서 HSDPA 서비스를 위해 MAC-hs PDU를 형성할 때, MAC-hs

헤더가 8비트의 정수배가 될 수 있도록 부가된 필드이다. 기지국의 MAC-hs 계층(407)은 VF, Queue ID, TSN, (SID, N,

F) set, C/T로 구성된 MAC-hs 헤더 부분이 8비트의 정수배라면 헤더 패딩 필드를 추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헤더 패딩

(308) 필드의 길이는 MAC-hs 헤더의 길이가 8비트 정수배가 될 수 있도록 0bit ~ 7bits 범위에서 선택된다.

그리고, 단말에서 MAC-hs PDU를 수신하게 되면, MAC-hs header를 디코딩하여 MAC-hs PDU상에서 Byte align되어

있는 MAC-hs PDU(s)를 상위계층으로 전달한다.이때 단말 시스템의 MAC 계층은 MAC-hs header의 유효필드(즉,

VF,QueueID,TSN,SID,N,F,C/T)의 길이의 총합을 확인하여 그 값이 8의 정수배이면 마지막 C/T필드 다음에 오는 MAC-

d PDU(s)를 상위 RLC로 전달한다. 그러나 MAC-hs header의 유효필드가 8의 정수배가 아니라면 마지막 C/T필드 이후

앞서 확인한 유효필드의 길이에 따라 0~ 7bits의 header padding 필드가 있음을 인지하고 MAC-hs PDU의 시작 bit로부

터 카운트하여 C/T필드 이후 최초로 도달하는 8bit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bit부분까지를 MAC-hs header부분으로 처리한

다. 이후 MAC 계층은 MAC-hs header부분 직후부터 시작되는 data부분을 MAC-d PDU(s)로 인식하여 처리한다. 여기

서 각 MAC-d PDU(s)가 매핑되는 logical channel의 identity는 MAC-hs header부분에 추가된 single C/T 필드만을 검

토하여, 동일한 MAC-hs PDU내에 전달되는 모든 MAC-d PDU들이 매핑되는 logical channel identity를 확인한다. 또한

이미 MAC-hs SDU(s) = MAC-d PDU(s)는 MAC-hs PDU를 이루는 bit stream상에서 본 발명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byte align되어 있으므로 MAC 및 RLC 계층에서는 불필요한 bit operation 과정 없이 MAC-d PDU(s) 추출 및 RLC SDU

형성을 수행한다.

이어서, 기지국의 MAC-hs 계층(407)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7은 도 4의 기지국의 MAC-hs 계층(407)의 동

작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기지국의 MAC-hs 계층(407)은 HSDPA 서비스를 위해 MAC-hs PDU를 형성할 때 단계 510에서

MAC-hs 헤더에 C/T 필드를 추가한다. 그리고, 기지국의 MAC-hs 계층(407)은 MAC-hs(310)의 유효 필드의 길이를 체

크한다. 이어서, 기지국의 MAC-hs 계층(407)은 단계 530에서 MAC-hs 헤더(310)의 유효 필드의 길이가 8의 정수배인지

를 판단한다. 만약 MAC-hs 헤더(310)의 유효 필드의 길이가 8의 정수배인 경우에는 기지국의 MAC-hs 계층(407)은 단

계 540으로 진행하여 헤더 패딩(308) 필드 없이 MAC-hs PDU를 생성한 후 단계 560으로 진행한다. 또는 기지국의

MAC-hs 계층(407)은 MAC-hs 헤더(310)의 유효 필드의 길이가 8의 정수배인 경우에는 단계 550으로 진행하여 MAC-

hs 헤더(310)의 길이가 8비트의 정수배가 되도록 헤더 패딩(308) 필드의 길이를 정하고, 그 헤더 패딩(308) 필드를

MAC-hs 헤더(310)에 부가하여 MAC-hs PDU를 생성한 후 단계 560으로 진행한다. 이어서, 기지국의 MAC-hs 계층

(407)은 단계 560에서 생성한 MAC-hs PDU를 UE로 전송한다.

다음으로, 도 8을 참조하여 기지국으로부터 MAC-hs PDU를 수신한 경우의 UE의 MAC-hs(410)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

로 한다. 도 8은 도 4의 UE의 MAC-hs 계층(410)의 동작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UE의 MAC-hs 계층(410)은 단계 610에서 기지국으로부터 MAC-hs PDU를 수신하면, 단계 620으로

진행하여 수신한 MAC-hs PDU의 MAC-hs 헤더(310)의 유효 필드의 길이를 체크한다. 이어서, UE의 MAC-hs 계층

(410)은 단계 630에서 MAC-hs 헤더(310)의 유효 필드의 길이가 8의 정수배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MAC-hs 헤더(310)

의 유효 필드의 길이가 8의 정수배인 경우에는 UE의 MAC-hs 계층(410)은 단계 640으로 진행하여 MAC-hs 헤더(310)

로부터 헤더 패딩(308) 필드를 제거할 필요 없이 MAC-d PDU를 추출한다. 또는 UE의 MAC-hs 계층(410)은 단계 650으

로 진행하여 MAC-hs 헤더(310)에서 헤더 패딩(308) 필드를 제거한 후 MAC-d PDU를 추출한다. 구체적으로, UE의

MAC-hs 계층(410)은 MAC-hs header의 유효필드(즉, VF,QueueID,TSN,SID,N,F,C/T)의 길이의 총합를 확인하여 그

값이 8의 정수배이면 마지막 C/T필드 다음에 오는 MAC-d PDU(s)를 추출한다. 그러나 UE의 MAC-hs 계층(410)은

MAC-hs header의 유효필드가 8의 정수배가 아니라면 마지막 C/T필드 이후 앞서 확인한 유효필드의 길이에 따라 0 ~

7bits의 header padding 필드가 있음을 인지하고 MAC-hs PDU의 시작 bit로부터 카운트하여 C/T필드 이후 최초로 도달

하는 8bit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bit부분까지를 MAC-hs header부분으로 처리한다. 이후 MAC-hs header부분 직후부터

시작되는 data부분을 MAC-d PDU(s)로 인식하여 처리한다. 이어서, UE의 MAC-hs 계층(410)은 단계 660에서 생성한

MAC-d PDU를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구체적으로 각 MAC-d PDU(s)가 매핑되는 logical channel의 identity는

MAC-hs header부분에 추가된 single C/T 필드만을 검토하여, 동일한 MAC-hs PDU내에 전달되는 모든 MAC-d PDU

들이 매핑되는 logical channel identity를 확인한다. 또한 이미 MAC-hs SDU(s) = MAC-d PDU(s)는 MAC-hs PDU를

이루는 bit stream상에서 본 발명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byte align되어 있으므로 MAC 및 RLC 계층에서는 불필요한 bit

operation 과정 없이 MAC-d PDU(s) 추출 및 RLC SDU 형성을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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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MAC에서 HS-DSCH상으로 logical channel의 다중화가 발생하는 경우, MAC-hs header부

분에 4bits C/T 필드와 header padding 필드를 추가함으로써 동일 MAC-hs PDU에 포함된 각각의 MAC-d PDU가 매핑

되는 logical channel을 가장 최소한의 bits를 취하여 시그널링하므로 해당 MAC-hs PDU를 통해 보다 많은 user data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MAC-d PDU마다 C/T필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들을 처리하는 단말 시스템의 MAC계층

의 처리속도가 향상된다. 그리고 header padding을 수행함으로서 비록 MAC-hs PDU를 이루는 bit stream상에서 각각의

MAC-d PDU가 자연스럽게 byte align되도록 함으로써 MAC계층이 MAC-hs PDU로부터 MAC-d PDU(s)를 추출하고

RLC 계층이 RLC SDU(s)를 형성함에 있어서 memory 관리가 보다 빠르고 간단해지므로 보다 향상된 HSDPA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고속 순방향 물리 공통 채널(HS-DSCH)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블록(=MAC-hs PDU)의 구조를 보인 도면,

도 3은 도 2의 MAC-hs PDU에 포함된 MAC-hs SDU의 구조를 보인 도면,

도 4는 일반적인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MAC 계층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MAC-hs의 엔티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6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MAC-hs PDU의 구조를 도시

한 도면,

도 7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UTRAN측에서 MAC-hs

PDU를 송신하는 경우의 제어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UE측에서 MAC-hs PDU를

수신하는 경우의 제어 흐름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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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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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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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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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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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등록특허 10-0651344

- 1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2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7
 발명의 상세한 설명 7
  발명의 목적 7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7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9
  발명의 구성 10
  발명의 효과 13
 도면의 간단한 설명 14
  실시예 14
도면 14
 도면1 15
 도면2 16
 도면3 16
 도면4 17
 도면5 17
 도면6 18
 도면7 18
 도면8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