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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

질 보고 주기결정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

고 주기를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특정 채널 신호에서 사용자 단말

기의 수신 데이터 오류 여부를 나타내는 정상 수신(ACK) 혹은 오류 발생(NACK) 정보를 검출하고, 미리 설정되어 있

는 구간동안 상기 검출한 ACK 혹은 NACK 발생 횟수를 카운트하여, 상기 ACK 발생 비율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설정

ACK 발생 비율과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에 상응하게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여 채널 상태에 적응적으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채널 품질 보고 주기, 활성화 시간,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핸드오버 상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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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추천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지국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추천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지국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

한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의 결정된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에 따라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를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기 내부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서비스

를 받는 사용자 단말기가 순방향 채널 품질을 기지국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 패턴을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이하 'HSDPA'라 칭한다.)방식은 UMTS

(Universal Mobile Terrestrial System)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고속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순방향 데

이터 채널인 고속 순방향 공통 채널(High Speed - Downlink Shared Channel:HS-DSCH)과 이와 관련된 제어채널

들을 포함한 데이터 전송방식을 총칭한다. 상기 HSDPA를 지원하기 위해 서 적응적 변조방식 및 코딩 방식(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이하 'AMC'라 한다), 복합 재전송 방식(Hybrid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이하

'HARQ'라 함) 및 빠른 셀 선택(Fast Cell Select: 이하 'FCS'라 함)방식이 제안되었다.

첫 번째로, AMC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AMC 방식은 특정 기지국(Node B, 이하 'Node B'라 칭하기로 한다)과 단말기(UE: User Element, 이하 'UE'라

칭하기로 한다) 사이의 채널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 채널의 변조방식과 코딩방식을 결정하여, 상기 기지국 전

체의 사용효율을 향상시키는 데이터 전송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상기 AMC 방식은 복수개의 변조방식들과 복수개의

코딩방식들을 가지며, 상기 변조방식들과 코딩방식들을 조합하여 데이터 채널 신호를 변조 및 코딩한다. 통상적으로 

상기 변조방식들과 코딩방식들의 조합들 각각을 변조 및 코딩 스킴(Modulation and Coding Scheme: 이하 'MCS'라 

함)라고 하며, 상기 MCS 수에 따라 레벨(level) 1에서 레벨(level) n까지 복수개의 MCS들을 정의할 수 있다. 즉, 상

기 AMC 방식은 상기 MCS의 레벨(level)을 상기 UE와 현재 무선 접속되어 있는 Node B 사이의 채널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결정하여 상기 Node B 전체 시스템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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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ansmission Request:이하 'n-channel SAW HARQ'라 칭한다.)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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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HARQ 방식은 ARQ(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방식의 전송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2 

가지 방안을 새롭게 적용한 것이다. 첫 번째 방 안은 상기 HARQ는 UE와 Node B 사이에서의 재전송 요구 및 응답을 

수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가 해당 데이터의 재전송 데이터

와 결합(Combining)해서 전송하는 것이다. 또한 HSDPA 방식에서는 종래의 멈춤-대기 자동 재전송(Stop and Wait 

ARQ::SAW ARQ)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기 n-channel SAW HARQ라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상기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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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킷 데이터에 대한 ACK를 수신한 후에만 다음 패킷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패킷 데이터를 현재 전송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ACK을 대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기 n-channel SAW HARQ 방식에서는 상기 이전 패

킷 데이터에 대한 ACK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패킷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전송해서 채널의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단말기와 기지국간에 n 개의 논리적인 채널(Logical Channel)들을 설정하고, 특정 시간 또는 채널 번호

로 상기 n 개의 채널들 각각을 식별 가능하다면,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상기 UE는 임의의 시점에서 수신한 패

킷 데이터가 어느 채널을 통해 전송된 패킷 데이터인지를 알 수 있으며, 수신되어야 할 순서대로 패킷 데이터들을 재

구성하거나, 해당 패킷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soft combining)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CS 방식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FCS 방식은 상기 HSDPA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가 셀 중첩지역, 즉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할 경우

복수개의 셀들 중 채널 상태가 좋은 셀을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이다. 상기 FCS 방식은 구체적으로,(1) 상기 HSDPA

를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가 이전 기지국과 새로운 기지국의 셀 중첩지역에 진입할 경우, 상기 단말기는 복수의 셀들, 

즉 복수개의 기지국과의 무선 링크(이하 'Radio Link'라 칭한다.)를 설정한다. 이때 상기 단말기와 Radio Link를 설정

한 셀들의 집합을 액티브 셋(active set)이라 칭한다. (2) 상기 액티브 셋에 포함된 셀들 중에서 가장 양호한 채널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셀로부터만 HSDPA용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여 전체적인 간섭(interference)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 상기 액티브 셋에서 채널상태가 가장 양호하여 HSDPA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셀을 베스트 셀(best cell)이라 하

고, 상기 단말기는 상기 액티브 셋에 속하는 셀들의 채널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현재 베스트 셀보다 채널 상태

가 더 좋은 셀이 발생할 경우 상기 현재의 베스트 셀을 새로 발생한 채널 상태가 더 좋은 셀로 바꾸기 위해 베스트 셀 

지시자(Best Cell Indicator) 등을 상기 액티브 셋에 속해있는 셀들로 전송한다. 상기 베스트 셀 지시자에는 베스트 

셀로 선택된 셀의 식별자가 포함되어 전송되고, 이에 상기 액티브 셋내의 셀들은 상기 베스트 셀 지시자를 수신하고 

상기 베스트 셀 지시자에 포함된 셀 식별자를 검사한다. 그래서 상기 액티브 셋 내의 셀들 각각은 상기 베스트 셀 지

시자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베스트 셀 지시자인지를 검사하고, 상기 검사결과 베스트 셀로 선택된 해당 셀은 고속 순

방향 공통 채널(HS-DSCH)을 이용해서 상기 단말기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HSDPA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제어 정보들중의 하나인 채널 품질 지시자(

CQI: Channel Quality Indicator, 이하 'CQI' 라 칭하기로 한다)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UE는 순방향 채널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한 순방향 채널 신호에 대해서 채널 품질(CQ: Channel Quality)을 측

정하고, 상기 측정한 채널 품질을 기지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UE로부터 상기 채널 품질

정보를 수신하여 그 채널 품질에 따라 실제 UE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고속 순방향 공통 채널(High Speed - Downlin

k Shared Channel:HS-DSCH)의 MCS 레벨 등을 결정하여 HS-DSCH 제어 정보인 전송 포맷 및 자원 관련 정보(TF

RI: Transport Format and Resource related Information, 이하 'TFRI'라 칭하기로 한다)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기

지국이 UE로부터 채널품질을 보고 받아본 결과 채널 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16-QAM(Qaudrature Amplitude Mod

ulation)과 같이 비트오율은 떨어지지만 전송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조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채널 

상태가 열악할 경우에는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과 같은 변조방식을 선택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UE가 순방향 채널 신호의 품질에 따라서 CQI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상기 CQI는 기지국이 HS-DSCH의 MCS 레벨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상기 기지국은 순방향 채널의 상태가 좋

으면 전송율이 큰, 즉 높은 MCS 레벨을 사용하고, 이와는 반대로 상기 기지국은 순방향 채널의 상태가 열악하면 전송

율이 작은, 즉 낮은 MCS 레벨을 결정하여 그 결정한 MCS 레벨으로 상기 HS-DSCH를 전송한다. 통상적으로 채널 품

질은 공통 파일럿 채널(CPICH: Common Pilot CHannel, 이하 'CPICH'라 칭하기로 한다)의 캐리어대잡음비(C/I: Ca

rrier to Interference ratio, 이하 'C/I'라 칭하기로 한다) 측정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UE가 단순히 채널 

상태만을 기지국에 전송할 경우에는 UE에 대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동일한 채널 상태라 하더라도 상기 U

E의 성능이 더 좋을 경우에는 성능이 낮은 UE에 비해 더 높은 레벨의 MCS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지국

은 UE의 성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지국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성능을 가지는 UE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 가능한 M

CS 레벨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UE는 상기 UE 자신의 성능까지 고려한 CQI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지국은 UE로부터 상기 CQI를 수신하여 HS-DSCH의 MCS 레벨을 결정하며, 상

기 기지국이 일방적으로 HD-DSCH에 대해 MCS 레벨을 결정한다면 UE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UE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MCS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UE들이 UE들 자신의 성능이 고려되도록 알려야

만 하는 것이다. 즉, 상기 UE는 CPICH로부터 C/I 측정하여 현재 채널 상태를 검사하고, 상기 검사한 채널 상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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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E 자신의 성능을 고려하여 최대 수용 가능한 전송 포맷 및 자원 조합(TFRC: Transport Format and Resource 

Combination, 이하 'TFRC'라 칭하기로 한다)를 CQI로 결정하게 된다. 상기 TFRC에 포함되는 정보는 HS-DSCH 채

널의 변조방식과 전송블록 셋(TBS: Transport Block Set) 크기, 수용 가능한 HS-DSCH 채널의 수를 의미한다. 기

지국이 UE로부터 UE의 성능이 고려된 TFRC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한 TFRC에 해당하도록 TFRI를 결정한다. 상기 

TFRI는 상기 HS-DSCH에서 사용될 MCS 레벨과 HS-DSCH 채널화 코드 정보, 전송포맷 등을 의미한다. 즉 상기 T

FRC는 UE가 최대 수용 가능한 한계를 기지국에 보고 하는 것이고, 기지국은 기지국의 수용능력과 UE가 보고한 TFR

C에 기반하여 TFRI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지국은 기지국 자신과 UE 사이의 채널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UE로부

터 해당 전용 채널(dedicated channel)에 대한 CQI를 수신한다. 상기 CQI는 물리계층(physical layer) 시그널링(sig

nalling)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지국과 UE 모두 CQI 보고를 위한 보고 주기 및 전송 시간 오프셋(offset)등과 같은 

다수의 설정 조건들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즉, 상기 기지국과 UE 모두가 상기 CQI 보고 주기를 알고 있어야만 CQI 

보고 및 수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CQI 보고 주기를 'k value'라고 정의한다. 일 예로, 기지국내의 특

정 UE가 핸드오버(handover)를 수행하고자 하면 상기 핸드오버에 관련된 정보들을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 Ra

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하기로 한다)에게 전송하게 되는데, 상기 RNC는 상기 특정 UE의 핸드오

버에 관련된 정보들을 NBAP(Node B Application Part) 메시지(message)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알려준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핸드오버를 수행하고자 하는 UE가 일반 상태(normal)에 있는지 혹은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상태에 해당하는 CQI 보고 주기인 k value를 결정한다.

한편,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지국은 기지국 자신과 UE 사이의 채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기 위해 CQ

I를 수신한다. 상기 기지국과 UE 사이의 채널상황에 대한 정보는 UE로부터 수신되는 CQI뿐만 아니라 UE와 기지국 

사이에서 전력 제어(power control)가 되고 있는 순방향 전용채널(DL DPCH: Down Link Dedicated Channel, 이하

'DL DPCH'라 칭하기로 한다)에 대한 전송 전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DL DPCH의 전송 전력에 대한 정보는 U

E가 핸드오버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UE의 채널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UE로부터 

수신되는 CQI는 UE의 채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된다. 그래서, 상기 CQI는 UE가 핸드오

버 상황이 아닌 비핸드오버(non-handover) 상태에 있을 경우보다 UE가 핸드오버 상태에 있을 경우에 더 자주 제공

되어야만 UE의 채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기 CQI가 보고되는 보고 주기인 k value는 UE의 채널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조정된다. 여기서, 상기 k 

value는 0, 1, 2, 4, 8, 16, 32, ... 등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상기 k값이 0인 경우는 CQI 보고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며, 상기 k value가 1인 경우에는 1 전송 시구간(TTI: Transmit Time Interval, 이하 'TTI'라 칭하기로 한다),

즉 3 타임슬럿(time slot)들마다 CQI 보고를 수행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E는 k TTI마다

CQI를 보고함을 알 수 있다. 상기 CQI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리 계층 시그널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지국

과 UE 모두 CQI 보고를 위한 보고 주기 k value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고 있어야만 정확한 CQI 보고가 가능하다.

상기 k value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E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즉 UE가 핸드오버 상태에 있는지 혹은 UE가 

비핸드오버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며, 또한 UE 채널 상태의 변화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또

한 상기 k value가 작을 경우 UE는 CQI 보고를 빈번하게 되는데 다수의 UE들로부터의 CQI 보 고는 역방향(UL: Upli

nk)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상기 k value를 결정할 때는 동일한 셀내에 존재하는 UE들의 수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상기 k value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정보는 서로 다른 개체들, 일 예로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

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 혹은 제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CRNC: Controlling Radio Network Controller)

혹은 기지국 등과 같은 서로 다른 개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기 k value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정보를 규합하여 상

기 k value를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로 되며, 또한 상기 k value를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해 상기 k value에 대한 기지

국들 각각의 결정이 반영되도록 상기 k value를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로 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

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기로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개체들 각각에서 식별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최적(op

timal)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채널 환경을 고려하여 순방

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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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장치에 있어서, 특정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특정 채

널 신호에서 사용자 단말기의 수신 데이터 오류 여부를 나타내는 정상 수신(ACK) 혹은 오류 발생(NACK) 정보를 검

출하는 수신기와, 미리 설정되어 있는 구간동안 상기 검출한 ACK 혹은 NACK 발생 횟수를 카운트하여, 상기 ACK 

발생 비율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설정 ACK 발생 비율과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에 상응하게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

기를 결정하는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에 있어서, 특정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특정 채

널 신호에서 사용자 단말기의 수신 데이터 오류 여부를 나타내는 정상 수신(ACK) 혹은 오류 발생(NACK) 정보를 검

출하는 과정과, 미리 설정되어 있는 구간동안 상기 검출한 ACK 혹은 NACK 발생 횟수를 카운트하여, 상기 ACK 발생

비율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설정 ACK 발생 비율과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에 상응하게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 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

른 동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본 발명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이하 'HSDPA'라 칭한다.)방식을 사

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 품질 지시자(CQI: Channel Quality Indicator, 이하 'CQI'라 칭하기로 한다)를 보고하기

위한 CQI 보고 주기인 'k value'를 결정 및 송수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도 1은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W-CDMA: Wideband-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동 통신 시스템은 코어 네트워크(CN: Core Network, 이하 'CN'이라 칭하기로 한다)(100)와 복수개의 무선 네트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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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기(RNC: 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하기로 한다) 및 복수개의 기지국(Node B)들로 구성된다. 

일 예로 상기 RNS(110)는 상기 RNC(111)와 기지국(113) 및 기지국(115)으로 구성되고, 상기 RNS(120)는 상기 RN

C(112)와 기지국(114) 및 기지국(116)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RNC는 그 동작에 따라 Serving RNC(이하 'SRN

C'라 칭하기로 한다) 혹은 Drift RNC(이하 'DRNC'라 칭하기로 한다) 또는 Controlling RNC(이하 'CRNC' 라 칭한다)

로 분류된다. 상기 SRNC는 각 UE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또한 상기 CN(100)과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RNC를 의

미하며, 상기 DRNC는 UE의 데이터가 상기 SRNC가 아닌 다른 RNC를 거쳐 SRNC로 송수신되는 경우 상기 다른 RN

C가 된다. 상기 CRNC는 기지국들 각각을 제어하는 RNC이다. 상기 도 1에서 상기 UE(130)의 정보를 RNC(111)가 

관리하고 있으면 상기 RNC(111)가 상기 UE(130)에 대한 SRNC로 동작하는 것이고, 상기 UE(130)가 이동하여 UE(

130)의 데이터가 상기 RNC(112)를 통해 송수신되면 상기 RNC(112)가 상기 UE(130)에 대한 DRNC가 되는 것이고,

상기 UE(130)와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113)을 제어하는 RNC(111)가 상기 기지국(113)의 CRNC가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k value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보들이 있다.

(정보 1) UE의 핸드오버(handover) 상태 정보

(정보 2) UE의 채널 상태 변화 정도 정보

(정보 3) 동일 셀(cell)내의 CQI를 보고하는 UE들에 대한 정보

(정보 4) 주변셀(neighbor cell)들의 상태 정보

첫 번째로, 상기 '(정보 1) UE의 핸드오버 상태 정보'는 UE의 무선 링크(Radio Link)들의 수를 나타내는 정보로써 상

기 SRNC가 알고 있는 정보이다. 여기서, 상기 UE가 핸드오버 상태가 아닌 비핸드오버(non-handover) 상태에 있을 

때는 UE가 현재 통신을 수행하고 있는 기지국과만 한 개의 무선 링크를 설정하고, 만약 상기 UE가 핸드오버 상태에 

존재할 경우에는 액티브 셋(active set)에 존재하 는 다수의 기지국들 각각과 무선 링크를 설정한다. 그래서 상기 UE

가 설정하고 있는 무선 링크의 수가 1개일 경우에는 상기 UE가 비핸드오버 상태에 있는 것이고, 상기 UE가 설정하고

있는 무선 링크의 수가 다수개일 경우에는 상기 UE가 핸드오버 상태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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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상기 '(정보 2) UE의 채널 상태 변화 정도 정보'는 해당 UE가 수신하는 순방향 채널(downlink channel)의

상태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기지국(Node B)이 UE로부터 수신하는 여러 가지 측정(measurement)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세 번째로, 상기 '(정보 3) 동일 셀내의 CQI를 보고하는 UE들에 대한 정보'는 CRNC 또는 

기지국이 알 수 있는 정보로서, 동일 셀 내에서 HSDPA 서비스를 받고 있는 UE의 수와 UE들 각각의 CQI 보고 주기

인 k value에 대한 정보이다. 네 번째로, 상기 '(정보 4) 주변셀들의 상태 정보'는 상기 UE가 CQI를 보고할 셀의 주변

셀들에 대한 정보로서, 주변셀들에 존재하는 UE들의 수와 주변셀에서 CQI를 보고하는 UE들의 수와 UE들 각각의 C

QI 보고 주기 k value에 관한 정보이다. 그리고 상기 (정보 4)는 CRNC가 알 수 있는 정보이다.

본 발명은 상기 CRNC가 상기 CQI 보고 주기 k value를 결정하고, 상기 기지국과 SRNC는 기지국들이 알 수 있는 정

보들에 기반하여 상기 CRNC로 상기 CQI 보고 주기 k value를 추천(recommend)하는 실시예들, 즉 제1실시예 내지 

제5실시예를 제안한다.

첫 번째로, 본 발명의 제1실시예는 무선 링크 셋업(Radio Link Setup) 과정을 이용하여 SRNC가 우선적으로 추천 k 

value를 결정하여 CRNC로 전송하고, 상기 CRNC가 상기 SRNC로부터 수신한 추천 k value를 바탕으로 상기 k valu

e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상기 최종적으로 결정된 k value를 기지국과 UE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본 발명의 제2실시예는 SRNC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k value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무선 링크 재구성(R

adio Link Reconfiguration) 과정을 이용하여 CRNC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상기 CRNC가 최종적으로 k value를 결

정하여 기지국과 UE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세 번째로, 본 발명의 제3실시예는 CRNC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k value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물리 채널 재구성(

Physical Channel Reconfiguration) 과정을 이용하여 결정한 k value를 SRNC를 통해 기지국과 UE에 전달하는 방

안을 제공한다.

네 번째로, 본 발명의 제4실시예는 기지국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k value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물리 채널 재구성 

지시(Physical Channel Reconfiguration Indication) 과정을 이용하여 추천하고 하는 k value를 CRNC로 전송하고, 

상기 CRNC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k value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k value를 결정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전

달하고, 또한 SRNC를 통하여 UE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로, 본 발명의 제5실시예는 상기 k value를 기지국 혹은 CRNC가 추천하고, 상기 기지국 혹은 CRNC가 추

천한 k value를 기반으로 SRNC가 k value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여섯 번째로, 본 발명의 제6실시예는 상기 k value를 기지국 혹은 CRNC가 추 천하고, 상기 기지국 혹은 CRNC가 추

천한 k value를 기반으로 SRNC가 k value를 최정적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활성화 시간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그러면 여기서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SRNC는 CRNC에 추천할 CQI 보고 주기 k value를 결정한다(101단계). 여기서, 상기 추

천하고자 하는 k value를 'recommended k value'라 칭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SRNC는 UE의 핸드오버 상태에 따라

상기 recommended k value를 결정하는데, 상기 k value의 범위 중에서 해당 UE의 무선 링크 수를 고려하여 상기 

무선 링크 수가 많을 경우 상기 recommended k value를 작은 값으로 결정하고, 상기 무선 링크의 수가 많을 경우에

는 recommended k value를 큰 값으로 결정한다. 즉, UE가 핸드오버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recommended k v

alue를 작게 설정하여 CQI 보고를 자주하도록 하고, 상기 UE가 비핸드오버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recommended k 

value를 크게 설정하여 상기 UE가 핸드오버 상태에 있을 경우보다는 CQI 보고 주기를 길게 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k value의 범위는 0, 1, 5, 10, 20, 40, 80이 될 수 있다. 상기 k value가 0인 경우는 CQI 보고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며, 상기 k value가 1인 경우는 CQI 보고 주기가 2 ms 또는 3 타임 슬럿(time slot)인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서, 상

기 HSDPA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1 전송 시구간(TTI: Transmit Time Interval, 이하 'TTI'라 칭하기로 

한다)은 3 타임 슬럿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개의 타임 슬럿 들이 1개의 프레임(frame)을 구성하며, 1개의 프레임은

10ms 길이를 가진다. 그래서, 상기 k value가 5인 경우는 1 프레임(10ms) 마다 CQI 보고를 수행하고, 상기 k value

가 20인 경우는 4 프레임(40ms) 마다 CQI 보고를 수행하고, k value가 40인 경우는 8프레임(80ms) 마다 CQI 보고

를 수행하고, 상기 k value가 80인 경우는 16프레임(160ms) 마다 CQI 보고를 수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상기 

설명에서는 상기 k value의 범위를 0, 1, 5, 10, 20, 40, 80로 설정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상기 k value의 범위는 변경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여기서 SRNC가 상기 UE가 설정하고 있는 무선 링크의 수를 고려하여 상기 recommended k value를 결정하

는 경우 상기 recommended k value의 범위와 무선 링크간 관계의 일 예를 나타내면 하기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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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기 표 1에서는 SRNC는 무선 링크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recommended k value를 점점 작게 설정하여 UE가 

무선 링크를 많이 설정할수록 CQI 보고를 빈번하 게 하도록 한다.

한편, 상기 recommended k value의 범위와 무선 링크간 관계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내면 하기 표 2와 같다.

[표 2]

상기 표 2에서는 상기 SRNC는 무선 링크 셋업시에는 무선 링크가 2개 이상인 경우(UE가 핸드오버 상태에 있는 경우

)와 무선 링크가 1개인 경우(UE가 비핸드오버 상태에 있는 경우)만을 구분하여 recommended k value를 결정한다.

이렇게 UE의 핸드오버 상태에 따라 recommended k value를 결정한 SRNC는 상기 결정한 recommended k value

를 무선 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파트(RNSAP: Radio Network Subsystem Application Part, 이하 'RNS

A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인 무선 링크 셋업 요구(Radio Link Setup Request) 메시지를 통해 CRNC로 전송한다(

102단계). 여기서,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는 하기 표 3과 같은 포맷(format)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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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기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recommended k value는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의 HS-DSCH FDD Inform

ation 정보의 일부 정보로써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전송된다. 상기 표 3에서 IE/Group Name은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에서 실제 전송될 정보의 명칭을 나타내며, 상기 recommended k value는 상기 표 3에서는 'Recommen

ded CQI Cycle k'로 나타내었다. 상기 표 3에서 'Presence'는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에 정보들이 전송되는

방식을 나타내며 M값은 항상 전송됨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표 3에서 'IE type and reference'는 상기 무선 링크 셋

업 요구 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의 범위를 나타내며, 상기 Recommended CQI Cycle k값, 즉 recommended k 

value의 범위는 0, 1, 5, 10, 20, 40, 80이 된다. 상기 표 3에서 'Semantics description'은 전송되는 정보의 내용 등

을 설명하는 것으 로 상기 본 발명의 Recommended CQI Cycle k에 대하여 2ms는 상기 Recommended CQI Cycle 

k값의 범위에 대한 기본 단위, 즉 k value 1은 2ms임을 나타낸다.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recommend

ed k value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recommended k value와 현재 상기 UE가 속해 있는 셀의 상황과 주변셀의 상

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k value를 결정한다(103단계). 여기서, 상기 CRNC가 상기 k value를 결정하는 과정을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상기 Recommended k value를 가지고 상기 CRNC는 UE의 핸드오버 상태, 즉 무선 링크의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상기 k value가 80인 경우 상기 CRNC는 상기 UE가 비핸드오버 상태에 있음, 즉 무선 링크의 

수가 한 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상기 UE가 속한 셀에서 HSDPA 서비스를 받고 있는 UE들의 수를 'M'이라 정의

할 때 상기 UE들의 수를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기 7개의 그룹을 나타내면 하기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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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기 표 4에서와 같이 7개의 그룹들 각각에 해당하는 UE들의 수를 Mi(i=0,1,2,3,4,5,6)라고 정의할 때, 현재 CQI 보

고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역방향(UL:UpLink) 자원(resource)의 양을 하기 수학식 1로 계산할 수 있다.

수학식 1

한편, 상기 SRNC는 UE가 속한 셀, 즉 기지국에 주어진 최대 자원양 'Max_R'을 고려하여 상기 Recommended k val

ue가 상기 수학식 1과 같은 자원양이 상기 최대 자원양 Max_R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한다. 일 예로, k value가 80

으로 설정되 어 있는 UE에 대하여 SRNC가 CRNC로 전송한 recommended k값이 1인 경우 상기 자원양은 새롭게 

계산된다.

여기서, 상기 k value가 80일 경우(k value = 80) 자원양은 다음과 같이 구할수 있다.

기존 자원양(k value = 80) = 80*M1+16*M2+8*M3+4*M4+2*M5+1*M6

다음으로 상기 k value를 1로 변경한 후(k value = 1) 자원양은 다음과 같다.

변경 자원양(k value = 1) = 80*(M1+1)+16*M2+8*M3+4*M4+2*M5+1*(M6-1)

= 기존 자원양 + 79

상기 기존 자원양은 최대 자원양 Max_R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상기 변경 자원양은 상기 최대 자원양 Max_R을 초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상기 CRNC는 최대 자원양 Max_R을 초과하지 않는 최소 k value를 상기 SRNC가 전송한

recommended k value를 대신하여 결정하게 된다.

즉, 상기 CRNC는 하기 수학식 2와 같이 k value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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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여기서, 상기 조건 1은 이다.

상기 수학식 2는 k value를 선택할 때 상기 조건 1을 만족하는 k value들 중 최소값을 선택해야함을 나타낸다. 여기

서, 상기 수학식 2를 'k value 결정 알고리 즘(algorithm)'이라 칭하기로 한다. 그러면 상기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

라 CRNC가 임의의 UE에 대한 k value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SRNC로부터 수신한 recommended k value를 ' k''이라고 가정하면, 상기 k value는 하기 알고리즘과 같이 결

정된다.

if , then k value = k'

else k value = min(k value ; 조건 1)

한편, 상기 CRNC는 상기 k value와 recommended k value간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k value가 작은 값을 사용중인 

다른 UE의 k value를 큰 값으로 조정하여 상기 k value를 작은 값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k value를 결정한 CRNC는 상기 결정한 k value를 기지국 어플리케이션 파트(NBAP: Node B Application P

art, 이하 'NBAP'이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인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를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한다(104단계). 

상기 CRNC로부터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은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를 검출하여 기지국의 k value로 설정한다. 여기서, k value가 기지국에 적용되는 시점은 상기 104단계

가 완료된 시점이다. 즉, 해당 UE가 CQI를 보고할 무선 채널을 상기 k value에 상응하여 감시한다. 이때, 상기 UE가 

CQI를 실제 전송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고, 상기 기지국은 CQI를 해석하는 과정을 진행하며, 이 경우 상기 기지국은 

잘못된 CQI를 인지할 수 있지만 CQI는 해당 UE에 대해서 HSDPA 서비스 데이터의 전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필요

한 값이기 때문에 상기 잘못 인지된 CQI로 인해 실제 통신상에 오동작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한편, 상기 기지국은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동작을 수행하였음을 나타내는, NBAP 메시

지인 무선 링크 셋업 응답(Radio Link Setup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CRNC로 전송한다(105단계). 상기 기지국으

로부터 무선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SRNC로 RNSAP 메시지인 무선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

를 통해 상기 k value를 전송한다(106단계).

상기 SRNC로부터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SRNC는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를 검출하여 무선 자원 제어(RRC: Radio Resource Control, 이하 'RRC'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인 무

선 베어러 셋업(Radio Bearer Setup) 메시지를 통해 UE로 전송한다(107단계). 상기 SRNC로부터 무선 베어러 셋업 

메시지를 수신한 UE는 상기 무선 베어러 셋업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k value를 

CQI 보고 주기로 새롭게 설정한다. 상기 UE는 CQI 보고 주기를 상기 검출한 k value로 새롭게 설정한 후 RRC 메시

지인 무선 베어러 셋업 완료(Radio Bearer Setup Complete) 메시지를 상기 SRNC로 전송한다(108단계). 상기 도 2

에서는 RNSAP 메시지는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와 무선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를, NBAP 메시지는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와 무선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를, RRC 메시지는 무선 베어러 셋업 요구 메시지와 무선 베어러 셋업

완료 메시지를 일 예로 하여 설명하였으나 다른 메시지들이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다만 상기 k value와 recom

mended k value를 전달 할 수 있으면 된다.

상기 도 2에서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CQI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CQI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SRNC는 CRNC에 추천할 CQI 보고 주기 recommended k value를 결정한다(201단계). 

또한, 상기 SRNC는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E의 핸드오버 상태에 따라 상기 recommended k value를 결

정하는데, 상기 k value의 범위 중에서 해당 UE의 무선 링크 수를 고려하여 상기 무선 링크 수가 많을 경우 상기 rec

ommended k value를 작은 값으로 결정하고, 상기 무선 링크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recommended k value를 큰 값

으로 결정한다. 즉, UE가 핸드오버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recommended k value를 작게 설정하여 CQI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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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도록 하고, 상기 UE가 비핸드오버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recommended k value를 크게 설정하여 상기 UE가 

핸드오버 상태에 있을 경우보다는 CQI 보고 주기를 길게 하도록 한다. 그런데,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k value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의 시점에 SRNC가 상기 UE에 대한 측정 보고(measurement report)를 수

신하였을 경우 상기 UE에 대해 새로운 무선 링크를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상기 UE에 

설정되어 있는 무선 링크들의 수가 변경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k value를 변 경해야하는 필요

성이 발생한다. 이 경우, 상기 SRNC는 상기 k value가 기존에 80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상기 무선 링크의 추가 설

정으로 인해 상기 k value를 일 예로 1로 변경하여야만 하는 필요성을 가지며, 따라서 상기 SRNC는 상기 recommen

ded k value를 1로 결정한다. 즉, 본 발명의 제2실시예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k value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때 

상기 SRNC가 recommended k value를 생성하게 된다.

상기 SRNC는 결정한 recommended k value를 RNSAP 메시지인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Radio Link Reconfigurati

on Prepare) 메시지를 통해 CRNC로 전송한다(202단계). 여기서, 상기 recommended k value는 상기 무선 링크 재

구성 메시지의 특정 영역에 포함되어 전송되며, 일 예로 상기 표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ecommended CQI Cycle 

k로 표현된다. 상기 SRNC로부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수신한 무선 링크 재구성 준

비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recommended k value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recommended k value와 상기 UE가 

현재 속해 있는 셀, 즉 기지국의 상황과 주변 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k value를 결정한다(203단계). 여기서, 상기 k 

value 결정 과정은 상기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설명한 k value 결정 과정과 동일하다.

상기 k value를 결정한 CRNC는 상기 결정한 k value를 NBAP 메시지인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를 통해 기지

국으로 전송한다(204단계).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은 상기 수신한 무선 링크 재구성 준

비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를 검출하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k value를 상기 검출한 k value로 업데이트(u

pdate)한 후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Radio Link Reco

nfiguration Ready) 메시지를 상기 CRNC로 전송한다(205단계). 여기서, 상기 도 2의 104단계 및 105단계에서 설명

한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와 무선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와, 상기 204단계 및 205단계에서 설명한 무선 링크 재

구성 준비 메시지와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 메시지간에는 무선 링크 셋업과 무선 링크 재구성에 관련된 차이뿐

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상기 104단계에서 설명한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는 상기 k value를 포함한 무선 링크 셋업에 관

련된 정보들이 적용되는 시점이 상기 무선 링크 셋업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시점이 된다. 두번째로, 상기 105단계에

서 설명한 무선 링크 셋업 응답 메시지는 상기 k value를 포함한 무선 링크 셋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성공적으로 적용

했음을 알려준다. 세 번째로, 상기 204단계에서 설명한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는 k value를 포함한 무선 

링크 재구성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실제 상기 k value를 포함한 무선 링크 재구성에 관련된 정보들이

적용되는 시점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네 번째로 205단계에서 설명한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 메시지는 상기

k value를 포함한 무선 링크 재구성에 관련된 정보들이 수신되었음과, 또한 상기 수신한 무선 링크 재구성에 관련된 

정보들을 적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결정한 k value를 RNSAP 메시지

인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 메시지를 통해 상기 SRNC로 전송한다(206단계).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 

메시지를 수신 한 SRNC는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

한 k value를 적용할 시점을 결정한다. 여기서, 상기 k value를 적용할 시점을 '활성화 시간(activation time)'이라 칭

하기로 한다. 상기 SRNC 하기의 수학식 3에 의해 활성화 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수학식 3에 관한 설명은 하기에서 자

세히 하기로 한다. 상기 활성화 시간을 결정한 SRNC는 상기 결정한 활성화 시간을 RNSAP 메시지인 무선 링크 재구

성 허용(Radio Link Reconfiguration Commit) 메시지를 통해 상기 CRNC로 전송한다(207단계). 상기 SRNC로부터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수신한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활성화 시간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활성화 시간을 NBAP 메시지인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를 통해 상기 기

지국으로 전송한다(208단계).

상기 CRNC로부터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은 상기 수신한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

에 포함되어 있는 활성화 시간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활성화 시간에서 상기 k value를 적용한다. 한편, 상기 CRNC

로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를 전송한 SRNC는 상기 UE로 RRC 메시지인 무선 베어러 재구성(Radio Bear

er Reconfiguration) 메시지를 통해 상기 k value와 활성화 시간을 전송한다(209단계). 상기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

시지를 수신한 UE는 상기 수시한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로부터 상기 k value와 활성화 시간을 검출하고, 상기 검

출한 활성화 시간에서 상기 k value를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

서 무선 베어러 재구성 완료(Radio Bearer Reconfiguration Complete) 메시지를 상기 SRNC로 전송한다(210단계).

상기 도 3에서 상기 기지국과 UE는 활성화 시간에서 새롭게 결정된 k value를 적용시작하는데, 상기 활성화 시간은 

하기 수학식 3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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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

상기 수학식 3에서, 상기 T_Node B_k는 k value를 기지국(Node B)으로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상기 T_Node B_k는 RNSAP 메시지인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와, NBAP 메시지인 무선 링크 재구성 메시지가

CRNC 및 기지국까지 전송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수학식 3에서 T_UE_k는 k value를 UE로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상기 T_UE_k는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와 무선 베어러 재구성 완료 

메시지를 UE와 SRNC가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수학식 3에서 margin은 상기 T_Node B

_k + T_UE_k 값의 변동성을 보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값이다. 한편, 상기 수학식 3은 상기 활성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이론적인 계산일 뿐이며, 실제 무선 채널 상황에서는 Iur/Iub 구성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시스템에서 미리 특정한 

값을 결정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도 3에서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CQI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3실시

예에 따른 CQI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301단계에서 CRNC는 임의의 UE에 대해서 적용할 k value를 결정한다(301단계). 상기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는 이미 k value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k value를 결정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것

이다. 여기서, 상기 k value를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도 2 및 도 3에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

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k value를 결정한 CRNC는 NBAP 메시지인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를 통해 상기 

결정한 k value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302단계).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은 상기 수신

한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k value를 적용할 준비를 하고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 메시지를 상기 CRNC로 전송

한다(303단계).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SRNC로 RNSAP 메시지인 물리 채널 재

구성 요구(Physical Channel Reconfiguration Request) 메시지를 통해 상기 결정한 k value를 전송한다(304단계). 

여기서, 상기 물리 채널 재구성 요구 메시지에는 'new CQI report cycle k'라는 새로운 IE를 추가하고, 여기에 상기 

변경할 k value를 포함시킨다.

상기 물리 채널 재구성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SRNC는 상기 수신한 물리 채널 재구성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k value를 적용할 활성화 시간을 결정한다. 상기 활성화 시간을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도 3에 서 설명한 활성화 시간 결정 과정과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SRNC는 

상기 결정한 활성화 시간을 물리 채널 재구성 명령(Physical Channel Reconfiguration Command) 메시지를 통해 상

기 CRNC로 전송한다(305단계). 상기 물리 채널 재구성 명령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수신한 물리 채널 재구

성 명령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활성화 시간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활성화 시간을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

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306단계).

한편, 상기 SRNC는 상기 CRNC로 상기 물리 채널 재구성 명령 메시지를 전송한 후 상기 CRNC로부터 수신한 k valu

e와 SRNC 자신이 결정한 활성화 시간을 RRC 메시지인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를 통해 상기 UE로 전송한다(307

단계). 상기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한 UE는 상기 수신한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

alue와 활성화 시간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k value를 상기 활성화 시간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UE는 상

기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무선 베어러 재구성 완료 메시지를 상기 SRNC로 전송한다(308단

계).

상기 도 4에서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CQI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4실시

예에 따른 CQI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5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먼저, 401단계에서 기지국은 k value를 변경하기 위해서 recommended k value를 결정한다(401단계). 여기서, 상기

기지국이 현재 설정되어 있는 k value를 새로운 k value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의의 UE의 CQI의 신뢰도가 미

리 설정한 설정 수준 미만으로 저하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이다. 즉, 상기 UE의 CQI 보고의 신뢰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상기 기지국은 상기 설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상기 CQI 보고 주기를 짧게 조정해야할 필요성

을 가진다. 기지국에서의 recommended k value 값의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하기에서 자세히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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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은 상기 결정한 recommended k value를 NBAP 메시지인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Physical Channel Reconfi

guration Indication) 메시지를 통해 CRNC로 전송한다(402단계). 상기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를 수신한 CRN

C는 상기 수신한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recommended k value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re

commended k value를 가지고 k value를 결정한다. 여기서, 상기 k value 결정 과정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

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CRNC와 SRNC와, 기지국 및 UE는 일련의 동작들, 즉 404단계 내지 410단계까지의 과정들을 수

행하게 되는데, 상기 404단계 내지 410단계까지의 과정들은 상기 도 4에서 설명한 302단계 내지 308단계까지의 과

정들과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에서 제 1

상기 도 5에서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CQI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였다. 상기에서의 제 1,2,3,4의 실시

예 모두 최적의 CQI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실시예이며, 그중에서도 최종 CQI 보고 주기 k value의 결정

을 CRNC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하기의 제 5, 6실시예의 경우 또한, 모두 최적의 CQI 

보고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관한 실시예이나, 상기 제 1,2,3,4의 실시예와 다른 점은 최종 CQI 보고 주기 k val

ue의 결정을 SRNC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CQI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6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기지국은 임의의 UE에 대한 k value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고, 상기 k value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recommended k value_Node B를 결정한다(501단계). 여기서, 상기 recommended k value_

Node B는 기지국에서 생성한 recommended k value를 의미한다. 상기 recommended k value_Node B 결정 과정

은 상기 도 5의 401단계에서 설명한 결정 과정과 동일하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결정한 recommended k value_Nod

e B를 RNSAP 메시지인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를 통해 CRNC로 전달한다(502단계). 상기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수신한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recommended k value_

Node B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recommended k value_Node B를 가지고 또 다른 recommended k value_CRNC

를 결정한다(503단계). 여기서, 상기 recommended k value_CRNC는 CRNC에서 생성한 recommended k value를 

의미한다. 상기 recommended k value_CRNC 결정 과정은 상기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설명한 k value 결정 과정

과 동일하며, 다만 k value 결정 과정에서 생성된 k value를 recommended k value_CRNC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이 때 상기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서는 상기 k value 결정 과정의 출력 값을 이용해서 recommended k value l

ist를 작성할 수 도 있다. 즉 k value 결정 과정의 출력 값을 x라고 할 때, recommended k value list는 다음과 같다.

상기 CRNC는 상기 결정한 recommended k value_CRNC를 NBAP 메시지인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를 통해 

SRNC로 전송한다(504단계). 여기서, 상기 SRNC로 상기 CRNC는 상기 결정한 recommended k value_CRNC를 전

송할 수도 있고, 혹은 recommended k value list를 전송할 수도 있다.

상기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를 수신한 SRNC는 상기 수신한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로부터 상기 recom

mended k value_CRNC 혹은 recommended k value list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recommended k value_CRNC 

혹은 recommended k value list를 가지고 k value를 결정한다(505단계). 여기서, 상기 SRNC는 recommended k v

alue_CRNC를 가지고 k value를 결정할 때는 상기 recommended k value_CRNC 이상의 값으로 k value를 결정하

고, 상기 recommended k value list를 가지고 k value를 결정할 경우는 상기 recommended k value list 상의 값들

중 해당 무선 채널 상황에 상응하는 값으로 k value를 결정한다. 상기 SRNC는 상기 결정한 k value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를 통해 상기 CRNC로 전송한다(506단계).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수신한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k value를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507단계),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은 상

기 수신한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k value를 적용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 메시지를 상기

CRNC로 전송한다(508단계).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 메시지를 통해 상기 k value를 상기 SRNC로 전송한다(509단계).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준비 완료 메시지를 수신한 SRNC는 상기 수신한 무선 링크 재구성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를 검출하

고, 상기 검출한 k value를 실제 적용할 시점인 활성화 시간을 결정한다. 여기서, 상기 활성화 시간 결정 과정은 상기

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SRNC는 상기 결정한 활성화 시간을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를 통해 CRNC로 전송한다(510단계).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를 수신한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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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는 상기 수신한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활성화 시간을 검출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CRNC

는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를 통해 상기 검출한 활성화 시간을 포함시켜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511단계).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은 상기 수신한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활성화 시간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활성화 시간에서 상기 k value를 적용하도록 한다.

한편, 상기 SRNC는 상기 CRNC로 무선 링크 재구성 허용 메시지를 송신한 후 상기 UE로 상기 결정한 활성화 시간을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다(512단계). 상기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UE는 상기 

수신한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활성화 시간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활성화 시간에서 상기 k v

alue를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 무선 베어러 재구성 완료 메시

지를 상기 SRNC로 전송한다(513단계).

상기 도 6에서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CQI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6실시

예에 따른 CQI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7은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 결정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기지국은 임의의 UE에 대한 k value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고, 상기 k value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recommended k value_Node B를 결정한다(601단계). 상기 기지국은 상기 결정한 recomme

nded k value_Node B를 RNSAP 메시지인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를 통해 CRNC로 전달한다(602단계). 상기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수신한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recom

mended k value_Node B를 검 출하고, 상기 검출한 recommended k value_Node B를 가지고 또 다른 recommend

ed k value_CRNC를 결정한다(603단계). 또한, 이 때 상기 본 발명의 제6실시예 역시 상기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서

와 마찬가지로 상기 k value 결정 과정의 출력 값을 이용해서 recommended k value list를 작성할 수 도 있다. 상기 

CRNC는 상기 결정한 recommended k value_CRNC를 NBAP 메시지인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를 통해 SRN

C로 전송한다(604단계). 여기서, 상기 SRNC로 상기 CRNC는 상기 결정한 recommended k value_CRNC를 전송할 

수도 있고, 혹은 recommended k value list를 전송할 수도 있다.

상기 SRNC는 상기 CRNC가 전송한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물리 채널 재구성 표시 

메시지로부터 상기 recommended k value_CRNC 혹은 recommended k value list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recom

mended k value_CRNC 혹은 recommended k value list를 가지고 k value와 활성화 시간을 결정한다(605단계). 상

기 SRNC는 상기 결정한 k value와 활성화 시간을 무선 링크 재구성 요구 메시지를 통해 CRNC로 전송한다(606단계

). 상기 SRNC가 전송한 무선 링크 재구성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요구 메시지에 포함

되어 있는 k value와 활성화 시간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k value와 활성화 시간을 무선 링크 재구성 요구 메시지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607단계). 상기 CRNC로부터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은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와 활성화 시간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활성화 시간에

서 상기 k value를 적용하도록 하고 상기 무선 링크 재구 성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무선 링크 재구성 

응답 메시지를 상기 CRNC로 전송한다(608단계).

상기 기지국이 전송한 무선 링크 재구성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CRNC는 상기 SRNC로 상기 무선 링크 재구성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 무선 링크 재구성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609단계). 상기 CRNC로부터 무선 링크 재

구성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SRNC는 상기 결정한 k value와 활성화 시간을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를 통해 상기 

UE로 전송한다(610단계). 상기 SRNC가 전송한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한 UE는 상기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 value와 활성화 시간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한 활성화 시간에서 상기 k value를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UE는 상기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무선 베어러 재구성 완료 메시지를 

상기 SRNC로 전송한다(611단계). 한편, 상기 도 7에서는 606단계 이후에 순차적으로 607단계 내지 609단계가 진행

된 후에 610단계가 진행되는 형태로 도시되어 있으나,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SRNC는 실제 상기 606단계

를 수행한 후 독립적으로 610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에서 설명한 CQI 보고 주기 k value를 생성하기 위한 recommened k value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상기 실시예에서 보았듯이, 기지국은 SRNC 혹은 CRNC로 하여금 최적의 CQI 보고주

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지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기지국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최적의 CQI 

보고주기를 recommended k value라는 정보의 이름으로 RNC로 추천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지국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상기에서도 설명하였다시 피, 현재 자신의 셀에 속해 있는 UE들 중에서 HSDPA 서비스를 받고 있는 UE의 수

와 UE들 각각의 CQI 보고 주기 K value에 대한 정보 및 UE의 채널 상태 변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에 

기지국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CQI 보고 주기를 추천하

는 것이다. 이때 기지국이 추천할 CQI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기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실시예

들에서는 CRNC 혹은 SRNC에서 최종 CQI 보고 주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기지국의 추천 CQI 보고 주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만약 기지국이 CQI 보고주기를 결정한다면, 여기서의 기지국의 추천 CQI 보

고 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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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기지국이 recommende k value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기지국이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먼저 상세히 설

명하기로 한다.

먼저, 기지국은 순방향 링크(downlink)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때, 순방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고려하여 전송 포맷(t

ransport format)을 결정하게 된다. 즉, 순방향 링크의 채널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면 상기 기지국은 16QAM 방식 

등과 같은 큰 차수의 변조 방식과 R=3/4와 같은 큰 값의 코딩 레이트(coding rate)를 가지는 채널 코딩 방식을 사용

하여 많은 양의 정보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와는 달리 상기 순방향 링크의 채널 상태가 열악할 경우 상기 기지국은 Q

PSK와 같은 비교적 낮은 차수의 변조 방식과 R=1/6과 같은 비교적 낮은 코딩 레이트를 가지는 채널 코딩 방식을 사

용하여 채널 상태가 양호할 경우에 비해 적은 양의 정보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지국은 순

방향 링크 채널 상태에 적응적으로 전 송 포맷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한 전송 포맷에 따라 패킷 데이터를 전송함으로

써 수신 에러율을 작게 한다. 즉, 상기 기지국이 순방향 링크 채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송 포맷을 선택할 경우에는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의 수신 에러율이 증가하게 된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순방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UE가 보고한 CQI로부터 추정한다. 또한, 상기 UE가 핸드오버 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기지국은 폐루프 전력 제어(closed loop power control) 방식으로 전력 제어를 하고 있는 

순방향 전용 물리 채널(DL_DPCH: DownLink Dedicated Physical CHannel)의 전송 전력을 가지고도 상기 순방향 

링크 채널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상기 기지국은 상기 순방향 전용 물리 채널의 전송 전력이 비교적 클 경우 상기 

순방향 링크 채널 상태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반대로 상기 순방향 전용 물리 채널의 전송 전력이 비교적 작을 

경우 상기 순방향 링크 채널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상기 CQI 보고 주기 k value가 1보다 큰 값을 가질 때, 즉, 

상기 UE가 핸드오버 상태가 있지 않을 때 상기 기지국은 상기 순방향 전용 물리 채널의 전송 전력을 가지고 순방향 

링크 채널 상태를 추정한다. 이렇게, 상기 CQI 보고시 순방향 전용 물리 채널의 전송 전력을 고려함으로써 순방향 전

용 물리 채널의 전송 전력이 클 경우 CQI 보고 주기 k value를 크게 하여, 즉 UE가 CQI를 보고하는 주기를 크게 함으

로써 역방향 링크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게 된다.

또한, 상기 k value는 UE의 위치, 순방향 링크의 채널 상태 변화율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정된다. 이를 상세히 설명

하면, UE가 핸드오버 영역에 있을 경우, 즉 UE가 핸드오버 상태에 있을 경우 상기 UE는 액티브 셋(active set)에 존

재하는 다수의 기지국들로부터 순방향 전용 물리 채널 신호를 수신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UE는 상기 다수의 기지국

들로부터 수신한 순방향 전용 물리 채널 신호들을 소프트 컴바이닝하여 순방향 전력 제어를 위한 전송 전력 제어(TP

C: Transport Power Control) 명령을 생성하기 때문에, 상기 순방향 전용 물리 채널의 전송 전력은 실제 HSDPA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셀의 순방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UE가 핸드오버 영역에 위

치할 경우에는 CQI 보고 주기인 k value를 상기 UE가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작게 해야한다. 

또한, 순방향 링크의 채널 상황이 비교적 빨리 변화하게 하면 채널 상태의 변화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CQI 

보고 주기 k value가 작아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CQI 보고 주기 k value가 상기와 같이 순방향 링크 채널 상태에 적응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상기 기지국

은 순방향 링크 채널 상태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어서 패킷 데이터 전송시 수신 에러율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

로 전송한 패킷 데이터에 대한 수신 오류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수신 오류 발생 빈도는 UE가 패킷 데이

터를 수신할 때마다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ACK 혹은 NACK의 횟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즉, 기지국은 상기 패킷

데이터의 수신 오류 발생 빈도에 기초하여 CQI 보고 주기 k value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적

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기 기지국은 상기 CQI 보고 주기 k value를 조정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에서 설명한 패킷 데이터의 수신 오류 발생 빈도에 따른, 즉 ACK 혹은 NACK의 발생 횟수를 근거

로 하여 기지국이 추천 CQI 보고 주기 recommended k value를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을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하기

로 한다.

상기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추천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지국 장치 내부 구조를 도

시한 블록도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UE에서 송신한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 신호는 안테나(antenna)(700)를 통

해 기지국으로 수신되고, 상기 안테나(700)는 수신한 무선 주파수 신호를 무선 주파수 처리기(702)로 출력한다. 상기

무선 주파수 처리기(702)는 상기 안테나(700)에서 출력한 신호를 기저 대역(base band) 신호로 변환한 후 복조기(70

4)로 출력한다. 상기 복조기(704)는 상기 무선 주파수 처리부(702)에서 출력한 신호를 상기 UE에서 적용한 변조 방

식에 상응하는 복조 방식으로 복조한 후 곱셈기(706)로 출력한다. 상기 곱셈기(706)는 상기 복조기(704)에서 출력한 

신호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스크램블링 부호 C scramble 과 곱한 후 역확산기(de-spreader)(708)로 출력한다. 여기서

, 상기 곱셈기(706)는 스크램블러(scrambler)로서 동작하는 것이다. 상기 역확산기(708)는 상기 곱셈기(706)에서 출

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미리 결정되어 있는 채널화 코드(channelization code) C OVSF 와 곱하여 역확산한 후 채널 보

상기(channel compensator)(710)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역확산기(708)에서 상기 채널화 코드 C OVSF 와 곱해진

신호는 고속 전용 물리 제어 채널(HS-DPCCH: High Speed-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 이하 'HS-DPC

CH'라 칭하기로 한다) 신호로 출력된다. 상기 채널 보상기(710)는 상기 역확산기(708)에서 출력한 HS-DPCCH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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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력하여 채널 보상한 후 역다중화기(de-multiplexer)(712)로 출력한다.

상기 역다중화기(712)는 상기 채널 보상기(710)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HS-DPCCH의 슬롯 포맷(slot for

mat)에 상응하게 역다중화하여 ACK/NACK와 CQI로 분리하여, 상기 ACK/NACK는 ACK/NACK 디코더(714)로 출

력하고, 상기 CQI는 CQI 디코더(716)로 출력한다. 상기 ACK/NACK 디코더(714)는 상기 역다중화기(712)에서 출력

한 신호를 입력하여 디코딩하여 최종적으로 ACK 혹은 NACK로서 디코딩하여 ACK/NACK 카운터(718)로 출력한다.

상기 ACK/NACK 카운터(718)는 상기 ACK/NACK 디코더(714)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그 ACK 혹은 NACK 

개수를 카운트하여 각각 ACK_cnt와 NACK_cnt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ACK_cnt는 ACK의 개수를 카운트한 값이

며, NACK_cnt는 NACK의 개수를 카운트한 값이다. 상기 ACK_cnt와 NACK_cnt는 k value 결정기(720)로 입력되며

, 상기 k value 결정기(720)는 상기 ACK/NACK 카운터(718)에서 출력하는 ACK_cnt와 NACK_cnt를 가지고 recom

mended k value를 결정한다. 여기서, k value 결정기(720)에서 결정하는 k value는 결국 상기에서 설명한 recomm

ended k value가 된다. 한편, 상기 CQI 디코더(716)는 상기 역다중화기(712)에서 출력한 신호를 디코딩하여 CQI로 

출력한다. 그리고, CQI 디코더 제어기(722)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k value에 따라 상기 CQI의 디코딩을 제어하게 된

다. 즉, 상기 CQI 디코더 제어기(722)는 상기 설정되어 있는 k value에 상응하는 k 프레임마다 CQI를 디코딩하도록 

제어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recommended k value를 결정하기 위한 k value 결정기(720)의 구체적인 recommended k val

ue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k value 결정기(720)는 상기 ACK/NACK 카운터(718)에서 출력하는 ACK_cnt와 NACK_cnt를 이용하여 ACK

의 발생 비율을 계산한다. 여기서, 상기 ACK의 발생 비율은 소정 구간동안 'ACK_cnt/(ACK_cnt + NACK_cnt)'로 구

해진다. 이렇게 계산한 ACK 발생 비율이 미리 설정한 설정 ACK 발생 비율 미만일 경우에는 순방향 링크 채널 상태

에 대한 추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CQI 보고 주기 k value를 작게 해야함을 의미한다. 

즉, ACK 발생 비율이 설정 ACK 발생 비율 미만일 경우는 채널의 상태가 안좋은 경우 이므로, CQI의 보고 주기를 작

게해서 자주 CQI 보고를 받아서 채널의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상기 ACK 발생 비율이 상기 설정 발생

비율 이상일 경우에는 비교적 순방향 링크 채널 상태에 대한 추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CQI 보고 

주기 k value를 크게 할 수 있다. 즉, 채널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이므로, 이때는 CQI 보고주기를 늘려서 띄엄띄엄 CQI

보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역방향 간섭은 줄여주는 것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QI 보고 주기 k value를 조정하기 위하여 상기 ACK 발생 비율을 상기 설정 ACK 발생 

비율과 비교하여 새로운 k value, 즉 recommended k value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If 0.0 < ACK_cnt/(ACK_cnt + NACK_cnt) ≤ 0.2, then recommended k value = C1* k value_old.

If 0.2 < ACK_cnt/(ACK_cnt + NACK_cnt) ≤ 0.4, then recommended k value = C2*k value_old.

If 0.4 < ACK_cnt/(ACK_cnt + NACK_cnt) ≤ 0.6, then recommended k value = C3*k value_old.

If 0.6 < ACK_cnt/(ACK_cnt + NACK_cnt) ≤ 0.8, then recommended k value= C4*k value_old.

If 0.8 < ACK_cnt/(ACK_cnt + NACK_cnt) ≤ 1.0, then recommended k value= C5*k value_old.

상기에서 k value_old는 상기 기지국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k value를 의미한다. 상기 C1내지 C5는 k value_old 값

의 조정을 위한 상수를 의미하며, 일례로 C1=0.25, C2=0.5, C3=1, C4=2, C5=4로 사용할수 있다.

즉, 상기 기지국은 순방향 링크의 채널 상태의 변화율에 따라 역방향 간섭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적

절한 CQI 보고 주기 k value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채널 상태가 빠르게 변화하면 상기 k value를 작

게 설정하고, 채널 상태가 비교적 천천히 변화하면 k value를 크게 설정한다. 한편, 채널 상태의 변화율을 UE로부터 

수신되는 역방향 전용 제어 채널((UL DPCCH)의 파일럿(pilot) 신호 혹은 HS-DPCCH 신호 등을 이용하여 도플러 주

파수(Doppler frequency)를 구해서 추정할 수 있다. 즉, 도플러 주파수가 크면 채널 상태가 비교적 빠르게 변화한다

는 것을 의미하며, 도플러 주파수가 작으면 채널 상태가 비교적 천천히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지국이 채널 상태 변화율에 따라 recommended CQI 보고 주기 k value를 결정하는 방법을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추천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기지국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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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먼저 UE에서 송신한 무선 주파수 신호는 안테나(800)를 통해 기지국으로 수신되고, 상기 안테

나(800)는 수신한 무선 주파수 신호를 무선 주파수 처리기(802)로 출력한다. 상기 무선 주파수 처리기(802)는 상기 

안테나(800)에서 출력한 신호를 기저 대역 신호로 변환한 후 복조기(804)로 출력한다. 상기 복조기(804)는 상기 무선

주파수 처리부(802)에서 출력한 신호를 상기 UE에서 적용한 변조 방식에 상응하는 복조 방식으로 복조한 후 곱셈기(

806)로 출력한다. 상기 곱셈기(806)는 상기 복조기(804)에서 출력한 신호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스크램블링 부호 C 

scramble 과 곱한 후 역확산기(808) 및 역확산기(810)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곱셈기(806)는 스크램블러로서 동작

하는 것이다. 상기 역확산기(808)는 상기 곱셈기(806)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미리 결정되어 있는 채널화 코드 

C OVSF 와 곱하여 역확산한 후 채널 보상기(812)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역확산기(808)에서 상기 채널화 코드 C 

OVSF 와 곱해진 신호는 HS-DPCCH 신호로 출력된다. 상기 채널 보상기(812)는 상기 역확산기(808)에서 출력한 HS

-DPCCH 신호를 입력하여 채널 보상한 후 역다중화기(814)로 출력한다.

상기 역다중화기(814)는 상기 채널 보상기(812)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HS-DPCCH의 슬롯 포맷에 상응

하게 역다중화하여 ACK/NACK와 CQI로 분리하여, 상기 ACK/NACK는 ACK/NACK 디코더(816)로 출력하고, 상기 

CQI는 CQI 디코더(818)로 출력한다. 상기 ACK/NACK 디코더(816)는 상기 역다중화기(814)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

력하여 디코딩하여 최종적으로 ACK 혹은 NACK로서 디코딩한다. 그리고 상기 CQI 디코더(818)는 상기 역다중화기(

814)에서 출력한 신호를 디코딩하여 CQI로 출력한다. 그리고, CQI 디코더 제어기(820)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k valu

e에 따라 상기 CQI의 디코딩을 제어하게 된다. 즉, 상기 CQI 디코더 제어기(820)는 상기 설정되어 있는 k value에 상

응하는 k 프레임마다 CQI를 디코딩하도록 제어한다.

한편, 상기 역확산기(810)는 상기 곱셈기(806)에서 출력한 신호를 미리 결정되어 있는 채널화 코드 C OVSF 와 곱하

여 역확산한 후 채널 변화율 추정기(822)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역확산기(810)에서 상기 채널화 코드 C OVSF 와 

곱해진 신호는 UL-DPCCH 신호로 출력된다. 상기 채널 변화율 추정기는 상기 UL-DPCCH 신호의 파일럿 신호 혹은

상기 역확산기(808)에서 출력한 HS-DPCCH 신호를 입력하여 도플러 주파수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한 도플러 주파

수를 가지고 채널 변화율을 추정한다. 상기 채널 변화율 추정기(822)는 상기 도플러 주파수를 recommended k valu

e를 결정하기 위한 k value 결정기(824)로 출력한다. 상기 k value 결정기(824)는 상기 채널 변화율 추정기(822)에

서 출력한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고, 즉 채널 상태 변화율을 가지고 새롭게 적용할 k value를 결정한다. 여기서, 상기 

새롭게 적용할 k value는 결국 상기에서 설명한 recommended k value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k value 결정기(824)의 구체적인 k value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k value 결정기(824)는 상기 채널 변화율 추정기(822)에서 출력한 도플러 주파수가 크면 채널 상태가 빠

르게 변화하므로 recommended k value를 작게 설정하고, 도플러 주파수가 작으면 채널 상태가 비교적 천천히 변화

하므로 recommended k value를 크게 설정한다. 이와 같이 상기 recommended k value는 상기 도플러 주파수에 상

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If , then recommended k value = 10

If , then recommended k value = 5

If 100 Hz < 도플러 주파수, then recommended k value = 1

상기 설명에서는 상기 기지국이 recommended k value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설정되어 있는 k value, 즉 k value_ol

d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기 k value_old를 이용하여 recommended k value를 결정할 수도 있음은 물론인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k value 결정기(824)는 상기 도플러 주파수가 이전의 도플러 주파수보다 증가하면 채널 상태의 변화율이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ecommended k value를 k value_old에 비해 감소시키고, 상기 도플러 주파수가 이전의 도

플러 주파수보다 감소하면 채널 상태의 변화율이 작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ecommended k value를 상기 k value

_old에 비해 증가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추정한 도 플러 주파수를 'New_doppler_freq'라 정의하고, 이전에 

추정되었던 도플러 주파수를 'Old_doppler_freq'라 정의하면 상기 k value 결정기(824)는 상기 도플러 주파수의 상

기 두 추정치간의 비율 'New_doppler_freq/Old_doppler_freq'에 따라 recommended k value는 다음과 같이 결정

한다.

If New_doppler_freq/Old_doppler_freq ≤ 0.5, then recommended k value = C1*k value_old

If 0.5 < New_doppler_freq/Old_doppler_freq ≤ 1.5, then recommended k value = C2*k value_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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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1.5 < New_doppler_freq/Old_doppler_freq, then recommended k value = C3*k value_old

상기에서 k value_old는 상기 기지국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k value를 의미한다. 상기 C1내지 C3는 k value_old 값

의 조정을 위한 상수를 의미하며, 일례로 C1=2, C2=1, C3=0.5로 사용할수 있다.

상기와 같이 기지국에서 결정된 recommended k value는 상기 도 2부터 도 7까지 제시한 과정을 통해서 SRNC 혹은

CRNC에 전달되고, 그에 따라 SRNC 혹은 CRNC는 최종으로 가장 최적의 CQI 보고주기 k value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결정된 최적의 CQI 보고주기 k value는 기지국과 UE에게로 전달된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활성화 시간정보도 같이 전달되게 된다. 그러면, 기지국과 UE는 활성화 시간에 맞추어 동작을 하게 된다. 기지국 결

정된 CQI k value 보고주기로 보고되는 CQI 보고를 수신할 준비를 하게 되고, 상기 UE는 결정된 CQI k value 보 고

주기에 맞추어 CQI에 대한 보고를 상기 기지국으로 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도 10을 참조하여 UE가 결정된 k value

에 따라 CQI 보고를 수행하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널 품질 지시자 보고를 수행하는 사용자 단말기 내부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CQI 송신 제어기(900)는 CRNC 혹은 SRNC로부터 전달받은 CQI 보고 주기 k value에 따라 

CQI 코더(902)가 상기 k value에 따라, 즉 k 프레임 주기로 CQI를 생성하고, 또한 다중화기(906)가 상기 k value에 

따라 상기 CQI 코더(902)에서 생성한 CQI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도록 제어한다. 여기서 CQI 송신 제어기(900)는 상기

SRNC 혹은 CRNC로부터 전달받은 활성화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CQI를 전송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반복기(904)는

1비트(bit) ACK/NACK를 반복하여 상기 다중화기(906)로 출력한다. 상기 다중화기(906)는 HS-DPCCH 슬롯 포맷

에 상응하게 상기 CQI 코더(902) 및 반복기(904)에서 출력한 신호를 다중화하여 곱셈기(908)로 출력한다. 상기 곱셈

기(908)는 상기 다중화기(906)에서 출력한 신호를 미리 결정되어 있는 채널 이득(channel gain)과 곱한 후 곱셈기(9

10)로 출력한다. 상기 곱셈기(910)는 상기 곱셈기(908)에서 출력한 신호를 미리 결정되어 있는 채널화 코드 C OVSF

와 곱하여 확산한 후 곱셈기(912)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곱셈기(910)는 확산기로서 동작한 것이다. 상기 곱셈기(

910)에서 출력된 HS-DPCCH 신호는 곱셈기(912)로 입력되고, 상기 곱셈기(912)는 상기 곱셈기(910)에서 출력한 

신호를 미리 결정되어 있는 스크램블링 부호 C scramble 와 곱하여 스크램블링한 후 변조기(914)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곱셈기(912)는 스크램블러로서 동작하는 것이다. 상기 변조기(914)는 상기 곱셈기(912)에서 출력한 신호를 미

리 결정되어 있는 변조 방식으로 변조한 후 무선 주파수 처리기(916)로 출력한다. 상기 무선 주파수 처리기(916)는 

상기 변조기(914)에서 출력한 신호를 무선 주파수 처리하여 안테나(918)를 통해 에어(air)상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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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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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해 필

요로 되는 CQI 보고 주기를 실제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각의 통신 객체들, 즉 SRNC와, CRNC 

및 기지국 등과 같은 통신 객체들 각각에서 식별하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결정함으로써 최적 CQI 보고 주기를 결정

한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CQI 보고 주기를 무선 채널 환경 및 자원양 등과 같은 다수의 파라미터들을 고

려하여 결정함으로써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

기 결정 장치에 있어서,

특정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특정 채널 신호에서 사용자 단말기의 수신 데이터 오류 여부를 나타내는 정상 수신(

ACK) 혹은 오류 발생(NACK) 정보를 검출하는 수신기와,

미리 설정되어 있는 구간동안 상기 검출한 ACK 혹은 NACK 발생 횟수를 카운트하여, 상기 ACK 발생 비율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설정 ACK 발생 비율과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에 상응하게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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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기는 상기 ACK 발생 비율이 상기 설정 ACK 발생 비율 미만일 경우 추천 채널 품

질 보고 주기를 기설정되어 있는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보다 작게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기는 상기 ACK 발생 비율이 상기 설정 ACK 발생 비율 이상일 경우 추천 채널 품질 보

고 주기를 기설정되어 있는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보다 크게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

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채널은 고속 전용 물리 제어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

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장치.

청구항 5.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

기 결정 장치에 있어서,

특정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특정 채널 신호를 가지고 현재 채널 상태 의 변화율을 검출하는 수신기와,

상기 검출한 채널 상태 변화율을 미리 설정되어 있는 채널 상태 변화율과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에 상응하게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기는 상기 채널 상태 변화율을 이전 채널 상태 변화율과 비교한 후, 그 비교결과

에 상응하게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

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기는 상기 채널 상태 변화율이 상기 설정 채널 상태 변화율을 초과할 경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기설정되어 있는 채널 품질 보고 주기보다 작게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

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상태 변화율은 상기 특정 채널 신호의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고 추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기는 상기 채널 상태 변화율이 상기 이전 상태 변화율을 초과할 경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기설정되어 있는 채널 품질 보고 주기보다 작게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

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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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상태 변화율은 상기 특정 채널 신호의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고 추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 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장치.

청구항 11.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

기 결정 방법에 있어서,

특정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특정 채널 신호에서 사용자 단말기의 수신 데이터 오류 여부를 나타내는 정상 수신(

ACK) 혹은 오류 발생(NACK) 정보를 검출하는 과정과,

미리 설정되어 있는 구간동안 상기 검출한 ACK 혹은 NACK 발생 횟수를 카운트하여, 상기 ACK 발생 비율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설정 ACK 발생 비율과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에 상응하게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ACK 발생 비율이 상기 설정 ACK 발생 비율 미만일 경우 추

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기설정되어 있는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보다 작게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ACK 발생 비율이 상기 설정 ACK 발생 비율 이상일 경우 추천 채

널 품질 보고 주기를 기설정되어 있는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보다 크게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채널은 고속 전용 물리 제어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

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15.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

기 결정 방법에 있어서,

특정 채널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특정 채널 신호를 가지고 현재 채널 상태 의 변화율을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검출한 채널 상태 변화율을 미리 설정되어 있는 채널 상태 변화율과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에 상응하게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

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채널 상태 변화율을 이전 채널 상태 변화율과 비교한 후, 그 

비교결과에 상응하게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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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채널 상태 변화율이 상기 설정 채널 상태 변화율을 초과할 경

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기설정되어 있는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보다 작게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

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상태 변화율은 상기 특정 채널 신호의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고 추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채널 상태 변화율이 상기 이전 상태 변화율을 초과할 경우 추

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기설정되어 있는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보다 작게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상태 변화율은 상기 특정 채널 신호의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고 추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21.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

정 방법에 있어서,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가 사용자 단말기의 핸드오버 상태 여부에 

따라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로 결정하기를 추천하는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여 제어 무선 네트워크 제

어기(CRNC: Controlling Radio Network Controller)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CRNC는 상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현재 통신을 수행하고 있는 기지국 및 주변 기

지국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한 후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SRNC는 상기 CRNC가 기지국으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전송함을 감지하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SRNC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핸드오버 상태 여부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설정하고 있는 무선 링크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 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

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CRNC는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상기 기지국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 자원양을 고려하여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

기 결정 방법.

청구항 24.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

정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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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단말기의 현재 채널 품질 보고 주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감지하면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

ng Radio Network Controller)는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는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로 결정

하여 제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CRNC: Controlling Radio Network Controller)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CRNC는 상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현재 통신을 수행하고 있는 기지국 및 주변 기

지국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상기 사용자 단 말기의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한 후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

는 과정과,

상기 SRNC는 상기 CRNC가 기지국으로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전송함을 감지하면 상기 결정한 채널 품

질 보고 주기가 적용될 시점인 활성화 시간을 결정하여 상기 CRNC를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상기 활성화 시간에

서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가 적용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와 활성화 시간

을 전송하여 상기 활성화 시간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CRNC는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상기 기지국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 자원양을 고려하여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

기 결정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SRNC는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상기 기지국 및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하여 상기 활성화 시간을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27.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

정 방법에 있어서,

제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CRNC: Controlling Radio Network Controller)가 사용자 단말기의 현재 채널 품질 보고

주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감지하면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현재 통신을 수행하고 있는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여 기지국 및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

o Network Controller)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수신한 SRNC는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적용할 활성화 시간을 결정

하고, 상기 결정한 활성화 시간을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상기 기지국이 상기 활성화 시간에서 상기 새로운 품질 

보고 주기를 적용하도록 제어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와 상기 활성화 시간을 전

송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활성화 시간에서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적용하도록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CRNC는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상기 기지국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 자원양을 고려하여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

기 결정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SRNC는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상기 기지국 및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하여 상기 활성화 시간을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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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

정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은 사용자 단말기의 현재 채널 품질 보고 주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감지하면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여 제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CRNC: Controlling Radio Network Controller)로 전송

하는 과정과,

상기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수신한 CRNC는 상기 기지국 및 그 주변 기지국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여 상기 기지국 및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

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수신한 SRNC는 상기 새로운 품질 보고 주기를 적용할 활성화 시간을 결정한 후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상기 기지국이 상기 활성화 시간에서 상기 새로운 품질 보고 주기를 적용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와 활성화 시간을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활성화 시간

에서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적용하도록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

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CRNC는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상기 기지국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 자원양을 고려하여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

기 결정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SRNC는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상기 기지국 및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하여 상기 활성화 시간을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33.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

정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은 사용자 단말기의 현재 채널 품질 보고 주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감지하면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제1 추

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여 제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CRNC: Controlling Radio Network Controller)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CRNC는 제1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와, 상기 기지국 및 그 주변 기지국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롭게 변경하

고자 하는 제2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여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

ntroller)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제2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수신한 SRNC는 상기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여 상기 CRNC를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SRNC는 상기 CRNC가 기지국으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전송함을 감지하면 상기 결정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가 적용될 시점인 활성화 시간을 결정하여 상기 CRNC를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와 활성화 시간을 전송하여 상기 활성화 시간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새롭

게 설정하도록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

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SRNC는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상기 기지국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 자원양을 고려하여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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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결정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SRNC는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상기 기지국 및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하여 상기 활성화 시간을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36.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

정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은 사용자 단말기의 현재 채널 품질 보고 주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감지하면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제1 추

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여 제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CRNC: Controlling Radio Network Controller)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CRNC는 제1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와, 상기 기지국 및 그 주변 기지국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롭게 변경하

고자 하는 제2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결정하여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

ntroller)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제2 추천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수신한 SRNC는 상기 기지국 및 주변 기지국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 및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적용할 활성화 시간을 결정하여 상기 CRNC를 통해 기지국으

로 전송하여 상기 기지국이 상기 활성화 시간에서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적 용하도록 제어하며, 상기 새

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 및 활성화 시간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활성화 시간

에서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적용하도록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

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SRNC는 상기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상기 기지국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 자원양을 고려하여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

기 결정 방법.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SRNC는 상기 새로운 채널 품질 보고 주기를 상기 기지국 및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하여 상기 활성화 시간을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순방향 패킷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 품질을 보고하기 위한 채널 품질 보고 주기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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