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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는 디코드 정보 전송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에서, 디코드 수행 정보 전송 방법에 있어서, 각

이동국이 가지는 매체 접속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주소를 이용하여 이동국이 속하는 그룹을 결정하는 단

계와,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그룹에 특정 메시지를 디코드 해야 하는 이동국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디코딩 수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동국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코드 수행 정보 전

송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동국에서 디코드가 불필요한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이동국에 전송함으로서, 이동국의 전

력 소모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광대역 무선 접속 시스템, 디코드 정보, 방송 메시지

명세서

공개특허 10-2006-0074283

- 1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의 프로토콜 계층을 나타낸 일실시예 구조도.

도 2 는 OFDMA 물리계층의 부채널을 나타낸 일실시예 설명도.

도 3 은 OFDMA의 데이터 영역을 나타낸 일실시예 설명도.

도 4 는 FEC 블록을 OFDMA 부채널과 OFDM 심볼에 맵핑하는 과정을 나타낸 일실시예 설명도.

도 5 는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에 있어서, OFDMA 물리계층의 프레임구조를 나타낸 일실시예 구조도.

도 6a 은 MAC PDU 형식을 나타낸 일실시예 구조도.

도 6b 는 MAC 관리 메시지 형식을 나타낸 일실시예 구조도.

도 6c 는 다수의 MAC PDU를 연접하여 하나의 상향링크 버스트로 전송되는 구조를 나타낸 일실시예 구조도.

도 7 은 이동국의 수면모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8 은 유휴모드 상태의 이동국이 DCD/UCD 메시지를 수신하는 방법을 나타낸 일실시예 설명도.

도 9 는 유휴모드 상태의 이동국이 DCD/UCD 메시지를 수신하는 방법을 나타낸 다른 실시예 설명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에 적용되는 디코드 정보 전송 방법에 관한 것

으로써, 보다 상세하게는, 방송형태로 전송되는 메시지의 디코드 필요성에 관한 정보를 이동국에게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 수면모드(Sleep Mode)와 유휴모드(Idle Mode)에서 동작하는 이동국(MSS; Mobile

Subscriber System)은 이후에도 수면모드 혹은 유휴모드를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송 메시지인 트

래픽공지메시지와 페이징 광고 메시지를 항상 수신하고 디코드(decode)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트래픽공지메시지와 페이징광고메시지는 수면모드와 유휴모드에 있는 모든 이동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길이가 상당히 길고, 따라서 이 메시지를 디코드하기 위해서는 이동국의 상당한 전력소모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이동국이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간보다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수면

모드에 있는 이동국은 대부분의 경우 수면모드를 지속할 것을 지시하는(Negative indication) 트래픽공지메시지를 수신할

것이 명확하며, 마찬가지로 유휴모드에 있는 동안 이동국은 대부분의 경우 유휴모드를 지속할 것을 지시하는(No Action

Required) 페이징광고메시지를 수신할 것이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수면모드와 유휴모드는 공통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트래픽공지메시지나 페이징광고메시지와 같은 방송

(Broadcasting)을 통해서 해당 모드에 있는 이동국들을 제어한다. 따라서, 수면모드와 유휴모드에 있는 모든 이동국이 자

신에게 유효하지 않은 메시지를 불필요하게 디코드 하게 되면 이동국의 전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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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방송형태로 전송되는 메시지의 디코드 필요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이동국에게 전송함으로서, 필요한 메시지에

대해서만 디코드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이동국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에서, 디코드 수

행 정보 전송 방법에 있어서, 각 이동국이 가지는 매체 접속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주소를 이용하여 이동

국이 속하는 그룹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그룹에 특정 메시지를 디코드 해야 하는 이동국이 적어도 하

나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디코딩 수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동국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에서, 디코드 수행 정보 전송 방법에 있어

서, 각 이동국이 가지는 매체 접속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주소를 이용하여 이동국이 속하는 상위 그룹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그룹에 특정 메시지를 디코드 해야 하는 이동국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검사 결과,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이동국이 가지는 매체 접속 제어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국

이 속하는 상위 그룹 내에서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하위 그룹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디코딩 수행 여

부에 관한 정보를 이동국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에서, 디코드 수행 정보 수신 방법에 있어

서, 하향링크 신호의 변조(Modulation) 방식 및 순방향 오류 정정(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코드 타입의 변경 여

부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변경된 정보의 전송을 미리 알리는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변경된 변조

(Modulation) 방식 및 순방향 오류 정정(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코드 타입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

기 수신된 정보를 디코드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에서, 디코드 수행 정보 전송 방법에 있어서, 각 이동국이

가지는 매체 접속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주소를 이용하여 이동국이 속하는 상위 그룹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그룹에 특정 메시지를 디코드 해야 하는 이동국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검사 결과,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이동국이 가지는 매체 접속 제어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상위 그

룹 내에서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하위 그룹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디코딩 수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동국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위한 용어 및 시스템의

구성은 IEEE801.16e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수면모드에 있는 이동국의 동작은 청취기간(Listening interval)과 수면기간(Sleep interval)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청

취기간의 길이는 수면요청/수면응답 메시지를 통해 값이 고정되며, 그 기간 동안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트래

픽공지(MOB-TRF-IND)메시지를 통해 자신에게 향하는 하향트래픽이 있는지, 아니면 수면모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지시를 확인할 수 있다.

수면기간의 길이는 수면윈도우(Sleep Window)에 의해 결정되며, 이 기간동안 이동국은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

지국으로부터 최소한의 하향 신호만을 수신한다.

수면모드의 동작은 이동국과 기지국 간에 수면요청(MOB-SLP-REQ) 메시지, 수면응답(MOB-SLP-RSP) 메시지 및 방송

형태로 전달되는 트래픽공지(MOB-TRF-IND)메시지 등의 관리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표 1 은 이동국이 서비스 기지국에게 수면기간 및 청취기간 등을 포함하는 수면모드 요청을 위해 전달하는 관리 메시지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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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ax  Size  Notes

 SLP-REQ_Message_Format(){   

 Management message type = 50  8 bits  

 initial-sleep window  6 bits  

 final-sleep window base  10 bits  

 listening interval  4 bits  

 final-sleep window exponent  3 bits  

 reserved  1 bit  

 }   

표 2 는 서비스 기지국이 이동국에게 수면모드 허락여부와 수면기간과 청취기간 및 수면 아이디 등의 수면모드 관련 정보

를 전달하기 위한 수면응답(MOB-SLP-RSP) 메시지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Syntax  Size  Notes

 MOB-SLP-RSP_Message_Format(){   

 Management message type = 51  8 bits  

 Sleep-approved  1 bit 0 : Sleep-mode request denied

1 : Sleep-mode request approved

 If(Sleep-approved==0){   

 After-REQ-action  1 bit 0 : The MSS may retransmit the MOB-SLP-REQ message

duration(REQ-duration) given by the BS in this

message

1 : The MSS shall not retransmit the MOB-SLP-REQ message

and shall await the MOB-SLP-RSP message from the BS

 REQ-duration  4 bit  The duration for case where After-REQ-action value is 0.

 reserved  2 bits  

 }   

 else {   

 Start frame  6bits  

 initial-sleep window  6bits  

 final-sleep window base  10bits  

 listening interval  4bits  

 final-sleep window exponent  3bits  

 SLPID  10bits  

 }   

 }   

표 3 은 일정한 간격으로 전달되는 방송형태의 트래픽공지(TRF-IND)메시지의 일례를 나타낸 것으로, 수면모드의 이동국

은 청취기간 동안 트래픽공지메시지를 수신하여, 계속 수면모드를 유지할지, 수면모드를 종료하고 하향 데이터를 수신할

지를 결정한다.

[표 3]

 Syntax  Size  Notes

 MOB-TRE-IND_Message_Format(){   

 Management message type = 52  8bits  

 FMT  1bit 0=SLPID based format

1=CID based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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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FMT=0) {   

 Byte of SLPID bit-map  8bits  

 SLPID bit-map  Variable Two bits are allocated to one MSS

00:No periodic ranging opportuntiy and no PDUs such as

DL Traffic

10:Periodic Ranging opportunity and no PDUs such as

MAC Management message(the MSS may return to sleep

mode after periodic ranging operation)

11:Periodic Ranging opportunity and PDUs such as MAC

Management messages(the MSS shall maintain Awake mode

after Periodic Ranging operation)

 NUM_of_MSS_Periodic_Ranging  8bits  

 for(i=0; i<NUM_of_MSS_Perio   

 Ranging Frame Offset  10bits  Frame Offset for case where SLPID bit map indicator

is set to '10' or '11'

 }   

유휴모드는 다수 개의 기지국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페이징영역(Paging Zone) 내에서 이동국이 주기적인 페이징 광고

(MOB_PAG-ADV) 메시지를 수신함으로써 이동국의 전력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다. 하나

의 페이징영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지국간 유선상으로 전송되는 표 4 와 같은 형식의 기지국간 메시지(Paging-

group-action)가 사용된다.

[표 4]

 Field  Size  Notes

 Message Type = ?  8-bits  

 Sender BS-ID  48-bit  Base station unique identifier(Same number as that broadcasted on the DL-

MAP message)

 Target BS-ID  48-bit  Base station unique identifier(Same number as that broadcasted on the DL-

MPA message)

 Time Stamp  32-bit  Number of milliscond sice midnight GMT (set to 0xffffffff on the DL-MAP

message)

 Action  4-bit 0-Assign target BS to paging groups

1-Remove target BS from paging groups

2-Query(which paging groups target BS belongs to?)

3-Information(Paging groups sender BS belongs to)

 Num Record  4-bit  Number of paging group-ID records

 Field  Size  Notes

 For(j=0; j<Num Record; j++)   

 Paging-group-ID  16-bit  Paging-group-ID

 PAGING_CYCLE  16-bit  Cycle in which the paging message in trnasmitted within the

paging group

 PAGING_OFFSET  8-bit  MSS PAGING OFFSET parameter

 }   

 Security field  TBD  A mean to authenticate this message

 CRC field  32-bit  IEEE CR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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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간 메시지(Paging-group-action)는 기지국간 전달되며, 행동(Action) 비트들의 조합에 따라서 다음의 네 가지 용

도로 사용될 수 있다. 먼저, 수신하는 기지국(target BS)을 특정 페이징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고(Action=0), 수신하는 기

지국을 특정 페이징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다(Action=1). 한편, 수신하는 기지국이 어느 페이징그룹에 속하는지 물어볼 수

있으며(Action=2), 송신하는 기지국(Sender BS)이 어느 페이징그룹에 속하는 지 알려줄 수 있다 (Action=3).

하나의 기지국이 하나 이상의 페이징영역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다수 개의 페이징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지국들은 각 페이징영역에서 사용하는 페이징주기와 페이징오프셋을 알 수 있다. 이 메

시지를 통해서 동적으로 기지국들을 페이징그룹에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동국이 유휴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표 5 의 등록해제요청(DREG_REQ)메시지를 사용한다.

[표 5]

 Syntax  Size  Notes

 DREG-REQ_Message_Format(){   

 Management Message Type=29  8 bits 0x00=SS de-registration request from BS and network

0x01=request for MSS deregistration from Serving BS

invitation of MSS paging Availability Mode

0x02-0xFF=reserved

 De-registration Request Code  8 bits  Only valid if De-Registration Requent Code=0x01

 Paging Cycle Request  16 bits  

 TLV encoded parameter  variable  

 }   

이동국은 이 메시지의 등록해제요청코드(De-registration Request Code)를 0x01로 설정하여 기지국에 전달함으로써 자

신이 유휴모드로 전환할 것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선호하는 페이징주기를 전달할 수 있다. 상기 메시지를 받은 기지

국은 표 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등록해제명령(DREG_CMD)메시지를 통해서 이동국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표 6]

 Syntax  Size  Noets

 DREG-CMD_Message_Format(){   

 Management Message Type=29  8 bits  

 Action Code  8 bits  

 TLV encoded parameters  variable  

 }   

기지국은 등록해제명령(DREG_CMD) 메시지의 동작코드(Action Code)를 통해서 유휴모드로의 전환을 허용하거나

(Action Code=0x05), 일정시간 후에 유휴모드로의 전환을 다시 요청하도록 하거나(Action Code=0x06), 자신이 등록해

제명령메시지를 전송할 때까지 더 이상 유휴모드로의 전환을 요청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Action Code=0x07). 등록해제

명령메시지의 동작코드는 표 7 에 나타낸 것과 같다.

[표 7]

 Action Code  Action

 0x00  SS shall leave the current channel and attempt to access another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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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x01  SS shall listen to the current channel but shall not transmit until an RES-CMD message or DREG_

CMD with Action Code 0x00 is received

 0x02  SS shall listen to the current channel but only transmit on the Basic, Primary Management and

Secondary Management Connections.

 0x03  SS shall return to normal operation and may transmit on any of its active connections.

 0x04  SS shall terminate current Normal Operation with the BS; the BS shall transmit this action code

only in response to any SS DREG-REQ

 0x05  required MSS de-registration from Serving BS and request initiation of MSS Idle Mode

 0x06  The MSS may retransmit the DREG-REQ message after the time duration (REQ-duration) given by

 0x07  The MSS shall not retransmit the DREG-REQ message and shall wait the DREG_CMD message

 0x08-0xFF  Reserved

등록해제명령메시지에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TLV(Type Length Value)항목를 통해서 해당 이동국이 유휴모드동안

유지해야 하는 페이징그룹 아이디(Paging Group ID), 페이징주기(Paging_Cycle), 그리고 페이징오프셋(Paging_Offset)

값을 전달할 수 있다.

이 후 이동국은 다음 표 8 의 페이징 광고(MOB-PAG-ADV)메시지를 정해진 페이징주기와 페이징오프셋에 수신함으로써

유휴모드를 유지하거나, 유휴모드를 종료할 수 있다.

[표 8]

 Syntax  Size  Notes

 MOB_PAG-ADV_Message_Format(){   

 Management Message Type =??  8bits  

 Num_Paging Group IDs  8bits  Number of Paging Group IDs in this message

 For(i=0; i<Num_Paging_Group_IDs; i++){   

 Paging Group ID  8bits  

 }   

 For(j=0; j<Num_MACs; j++){   Number of MSS MAC Addresses in message can be

determined from the length of the message(found

in the generic

 MSS MAC Address hash  24bits  

 Action Code  2bit  

 Reserved  6bit  

 }   

 }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은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점대다중점(Point-to-Multipoint) 연결을 위한 매체 접속 제어(Medium

Access Control; 이하 'MAC') 계층과 물리(Physical; 이하 'PHY') 계층의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도 1 은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의 프로토콜 계층을 나타낸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도 1 을 참조하며, MAC 계층의 가장 상

위부는 서비스 수렴 부계층(Service Specific Convergence Sublayer)으로서, 상위의 다양한 핵심망의 패킷 데이터를

MAC 규격에 따른 공통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rotocal Data Unit; 이하 'PDU') 형식으로 변환하고, 그 해당 패킷의 헤

더를 압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광대역 무선 접속 시스템의 물리계층은 크게 단일 반송파 방식(Single Carrier)과 다중 반송파 방식(OFDM/

OFDMA)으로 구분된다. 다중 반송파 방식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

하 'OFDM')를 사용하는 한편, 반송파의 일부를 그룹화한 부채널 단위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접속방식으로서 직교 주파

수 분할 다중접속(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OFDMA')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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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는 OFDM 과 OFDMA 의 공통적인 물리 계층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9]

 공통요소  특성

 이중화  비허가 대역  TDD

 허가대역  TDD, FDD, H-FDD

 전송 스트림  Burst mode

 Continuous mode

순방향 오류 정정 부호화

(Forward Error Correction Coding)

concatenated coding : RS-code+Convolution code

Block Turbo Code(선택사양)

성상도 매핑

(Constelation Mapping)

 BPSK, QPSK, 16QAM, 64QAM, (256QAM)

 채널 품질 측정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RSSI)

-Carrier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CINR)

-Uncoded BER

 프레임의 길이  하향링크 프레임의 길이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프레임의 시작 프리앰블에

의해 통보됨

특히, 순방향 오류 정정(Forward Error Correction; 이하 'FEC') 부호화는 공통적으로 리드-솔로몬 코드(Reed-Solomon

Code; 이하 'RS Code')와 컨벌루셔널 코드(Convolutional Code)의 연접 부호 또는 블럭 터보 코드(Block Turbo Code

이하 'BTC')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BPSK/QPSK/16-QAM/64-QAM의 변조 방식을 사용한다. 채널상태에 따라 변조 모

드와 부호화률 방식을 동적으로 선택하는 적응 변조/코딩(Adaptive Modulation/Coding; 이하 'AMC')이 적용된다. AMC

를 위해 채널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신신호강도(RSSI), 신호대 잡음비(CINR), 또는 비트 에러율(BER)을 이용한다.

OFDMA 물리계층에서는 활성 반송파를 그룹으로 분리하고, 그룹별로 각기 다른 수신단으로 송신된다. 이렇게 한 수신단

에 전송되는 반송파의 그룹을 부채널(sub-channel)이라고 부른다.

도 2 는 OFDMA 물리계층의 부채널을 나타낸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도 2 에서는 부반송파(subcarrier)를 포함하는 3개의

부채널(subchannel)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때 각 부채널을 구성하는 부반송파는 서로 인접하거나 또는 등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부채널 단위로 다중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현상의 복잡도가 증가하나, 주파수 다이버

시티 이득(diversity gain), 전력의 집중에 따른 이득, 그리고 순방향 전력 제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슬롯은 2차원 공간의 데이터 영역(Data Region)에 의해 정의되며, 이는 버스트에 의해 할당되는

연속적인 부채널의 집합이다.

도 3 은 OFDMA의 데이터 영역을 나타낸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OFDMA의 하나의 데이터 영역

은 시간 좌표와 부채널 좌표에 의해 결정되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도 4 는 FEC 블록을 OFDMA 부채널과

OFDM 심볼에 맵핑하는 과정을 나타낸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상기 데이터 영역은 특정 사용자의 상향링크에 할당되거나 또는 하향링크에서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기지국이 데이터 영역

을 전송할 수 있다. 2차원 공간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시간 영역에서 OFDM 심볼의 수와 주파

수 영역에서 기준점에서부터의 오프셋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되는 연속적인 부채널의 수가 주어져야 한다.

MAC 데이터는 FEC 블록 크기에 따라 분할되며, 각 FEC 블록은 각 부채널의 시간축에서 3개의 OFDM 심볼을 차지하도

록 확장된다. 각 FEC 불록에 대해 부채널 번호를 증가시키면서 차례로 맵핑을 계속하다가 데이터 영역의 끝에 도달하면

그 다음으로 낮은 번호의 OFDM 심볼에서부터 다시 같은 방법으로 맵핑을 계속한다.

도 5 는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에 있어서, OFDMA 물리계층의 프레임구조를 나타낸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하향링크 부

프레임은 물리계층에서의 동기화와 등화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리앰블(Preamble)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하향링크와

상향링크에 할당되는 버스트의 위치와 용도를 정의하는 방송형태의 하향링크 맵(DL-MAP) 메시지와 상향링크 맵(UL-

MAP) 메시지를 통해 프레임 전체에 대한 구조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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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및 표 11 은 DL-MAP 메시지와 UL-MAP 메시지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Syntax  Size  Notes

 DL-MAP_Message_Format(){   

 Management Message Type=2  8bits  

 PHY Synchronization Field  variable  See appropriate PHY specification

 DCD Count  8bits  

 Base Station ID  48bits  

 Begin PHY Specific Section {   See applicable PHY section

 for(i=1; j<=n; i++){   For each DL-MAP element 1 to n

 DL-MAP_IE()  variable  See corresponding PHY specification

 }   

 }   

 if!(byte boundary){   

 Padding Nibble  4bits  Padding to reach byte boundary

 }   

 }   

[표 11]

 Syntax  Size  Notes

 UL-MAP_Message_Format(){   

 Management Message Type=3  8bits  

 Uplink Channel ID  8bits  

 UCD Count  8bits  

 Allocation Start Time  32bits  

 Begin PHY Specific Section{   See applicable PHY section

 for(i=1, i<=n, i++) {   For each US-MAP element 1 to n

 UL-MAP_IE()  variable  See corresponding PHY specification

 }   Padding to reach byte boundary

 }   

 if!(byte boundary){   

 Padding Nibble   

 }   

 }   

DL-MAP 메시지는 버스트 모드 물리계층에서 하향링크 구간에 대해 버스트별로 할당된 용도를 정의하며, UL-MAP 메시

지는 상향링크 구간에 대해 할당된 버스트의 용도를 정의한다.

표 12 는 DL-MAP IE 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 12]

 Syntax  Size  Notes

 DL-MAP_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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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UC  4bits  

 if(DIUC==15){   

 Extended DIUC ddpendent IE  variable  

 } else {   

 if(INC_CID==1){   The DL-MAP starts with INC_CID=0. INC_CID is toggled

between 0 and 1 by the CID-SWITCH_IE()

 N_CID  8bits  Number of CIDs assigned for this IE

 for(n=0; n<N_CID; n++){   

 CID  16bits  

 }   

 }   

 OFDMA Symbol offset  8bits  

 Subchannel offset  6bits  

 Boosting  3bits 000;normal(not boosted); 001:

+6dB; 010:-6dB; 011:+9dB; 100:

+3dB; 101:-3dB; 110:-9dB; 111:-12dB

 No.OFDMA Symbols  7bits  

 No.Subchannels  6bits  

 Repetition Coding Indication  2bits  0b00-No repetition coding 0b01-Repetition coding of 2

used 0b10-Repetition coding of 4 used 0b11-Repetition

coding of 6 used

 }   

 }   

표 1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DL-MAP을 구성하는 정보 요소(Information Element; 이하 'IE')는 하향링크 간격 사용 코드

(Downlink Interval Usage Code; 이하 'DIUC')와 커넥션 식별자(Connection ID; 이하 'CID')및 버스트의 위치 정보(부채

널 오프셋, 심볼오프셋, 부채널 수, 심볼 수)에 의해 사용자 단에 하향링크 트래픽 구간이 구분된다.

한편, UL-MAP 메시지를 구성하는 정보 요소는 표 13 과 같이 각 CID 별로 UIUC 에 의해 용도가 정해지고, 듀레이션

(duration)에 의해 해당 구간의 위치가 규정된다. 여기서 UL-MAP 에서 사용되는 UIUC 값에 따라 구간별 용도가 정해지

며, 각 구간은 그 이전 IE 시작점으로부터 UL-MAP IE에서 규정된 듀레이션(duration)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한다.

[표 13]

 Syntax  Size  Notes

 UL-MAP_IE(){   

 CID  16 bits  

 UIUC  4 bits  

 if(UIUC==12){   

 OFDMA Symbol offset  8 bits  

 Subchannel offset  7 bits  

 No.OFDMA Symbols  7 bits  

 No.Subchannels  7 bits  

 Ranging Method  2 bits  0b00-Initial Ranging over two symbols 0b01-Initial

Ranging over four symbols 0b10-BW Request/Periodic

Ranging over one symbol 0b11-BW Request/Periodic

Ranging over three symbols

 reserved  1 bit  Shall be set to zero

 } else if(UIUC==14){   

 CDMA_Allocation_IE()  32 bits  

 else if(UIUC==15){   

 Extended UIUC dependent IE  variable  

 } e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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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ation  10 bits  In OFDMA slots

 Repetition coding indication  2 bits  0b00-No repetition coding 0b01-Repetition coding of

2 used 0b10-Repetition coding of 4 used 0b11-

Repetition coding of 6 used

 }   

 Padding nibble, if needed  4 bits  Completing to nearest byte, shall be set to 0.

 }   

하향링크 채널 서술자(Downlink Channel Descriptor; 이하 'DCD') 메시지와 상향링크 채널 서술자(Uplink Channel

Descriptor; 이하 'UCD') 메시지는 각각 하향링크와 상향링크에 할당된 버스트 구간에서 적용될 물리계층 관련 파라미터

로서 변조 타입(Modulation type), FEC 코드 타입(Code type) 등을 포함한다. 또한, 여러 가지 순방향 오류 정정 코드 유

형에 따라 필요한 파라미터들(예를 들어, R-S Code의 K,R 값 등)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파라미터들은 UCD 및 DCD 내

부에서 각각 UIUC(Uplink Interval Usage Code) 및 DIUC(Downlink Interval Usage Code)별로 규정된 버스트 프로파

일(Burst Profile)에 의해 주어진다.

표 14 및 표 15 는 DCD, UCD 메시지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 14]

 Syntax  Size  Notes

 DCD_Manage_Format(){   

 Management Message Type=1  8bits  

 Downlink Channel ID  8bits  

 Configuration Change Count  8bits  

 TLV Encoded information for the overall channel  variable  TLV specific

 Begin PHY Specification Section{   

 for(i=1; i<=n; i++){   For each downlink burst

profile 1 to n

 Downlink_Burst_Profile   PHY specific

 }   

 }   

 }   

[표 15]

 Syntax  Size  Notes

 UCD_Manage_Format(){   

 Management Message Type=0  8bits  

 Configuration Change Count  8bits  

 Ranging Backoff Start  8bits  

 Ranging Backoff End   

 Ranging Backoff Start   

 Ranging Backoff End   

 TLV Encoded information for the overall channel  variable  TLV specific

 Begin PHY Specification Section{   

 for(i=1; i<=n; i++){   For each downlink burst

profile 1 to n

 UPlink_Burst_Profile   PHY specif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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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D 및 UCD 메시지는 매 프레임마다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초의 주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전송된다. DCD,

UCD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설정변화카운트(Configuration Change Count) 값은 표 10 및 표 11 에 각각 나타낸 DL-

MAP과 UL-MAP에 포함된 카운트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동국은 DL-MAP과 UL-MAP에 포함된 설정변화카운트 값

을 통해서 설정이 변화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만약, DL-MAP과 UL-MAP에 포함된 설정변화카운트 값이 변화한

경우, 이동국은 DCD와 UCD메시지를 반드시 수신해야 한다.

다음은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의 MAC 계층에 대하여 설명한다. CS(Service-Specific Convergence Sublayer)는 MAC

CPS(Common Part Sublayer) 위에 존재하는 계층으로서 상위 계층으로부터의 PDU 수신, 상위계층 PDU의 분류

(classification), 그리고 이 분류에 기반을 둔 상위 계층 PDU의 처리, CS PDU를 적절한 MAC SAP에 전달하고 피어 엔티

티(Peer entity)로부터 CS PDU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CS는 상위계층 PDU를 거넥션(connection) 별로 분

류하고 선택 사양으로서 페이로드 헤더의 정보를 압축하거나 또는 압축한 헤더 정보를 복원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MAC CPS는 연결 기반으로 이동국과 기지국 간의 패킷 전송에 있어서 각 패킷을 적절한 서비스 흐름에 맵핑시키고, 연결

기반의 서비스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서비스 품질(QoS)을 제공한다. MAC CPS에서 정의되는 MAC PDU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6a 은 MAC PDU 형식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고, 도 6b 는 MAC 관리 메시지 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MAC PDU는 크게

MAC 관리 PDU와 사용자 데이터 MAC PDU로 구분된다. MAC 관리 PDU는 MAC 계층의 동작을 위해 미리 규정된 MAC

관리 메시지를 페이로드로 하며, 각 페이로드 앞에는 MAC 헤더가 붙는다. 그리고, 각 가입자부가 상향링크에서 필요한 대

역을 동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대역 요청 PDU는 별도의 페이로드 없이 대역 요청 헤더라고 불리는 헤더만을 갖는

특수한 형태의 MAC 관리 PDU에 해당한다. 사용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패킷 PDU는 MAC SDU의 페이로드에 맵핑되고,

MAC 헤더(Header)와 CRC(선택적임)가 붙어서 MAC PDU가 된다.

도 6c 는 다수의 MAC PDU를 연접하여 하나의 상향링크 버스트로 전송되는 구조를 예시한 것이다. 각 MAC PDU는 고유

의 커넥션 식별자(CID)에 의해 구분되며, 동일한 버스트에 사용자 데이터(User PDU) 뿐만 아니라, MAC 관리 메시지, 대

역 요청 PDU 등도 같이 연접될 수 있다.

MAC 관리 메시지는 관리 메시지의 유형을 나타내는 필드와 관리 메시지 페이로드로 구성된다. 관리 메시지들 중에서

DCD, UCD, UL-MAP, DL-MAP 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레임의 구조와 대역 할당, 그리고 물리계층 파라미터를

직접 규정하는 대표적인 관리 메시지에 해당한다.

도 7 은 이동국의 수면모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이동국은 기지국에 수면모드로의 전환을 요청하

고, 수면모드를 유지하다가, 해당 이동국로 하향트래픽이 발생하여 수면모드를 종료한다. 각각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국은 수면요청메시지에 최초 수면기간, 최후 수면기간 및 청취기간 등의 값을 설정하여 기지국에 전달하여 수면모드

로의 전환을 요청한다(S701). 기지국은 해당 이동국의 수면모드 전환을 허락하는 경우, 최초 수면기간, 최후 수면기간, 청

취기간, 수면모드 전환 시작시간(start frame offset)등을 설정한 수면응답메시지(S702)를 이동국에게 전달한다.

이동국은 수면모드 전환 시작시간이 되면 최초 수면기간동안 수면모드를 유지한다. 기본적으로 청취기간동안 이동국은 모

든 프레임을 수신하고 디코드해야 한다. 이동국은 최초 수면기간이 만료되면 청취기간 동안 기지국으로부터 트래픽공지메

시지(S703)를 전달 받고, 자신에게 향하는 하향트래픽이 없을때, 최초 수면기간의 두 배만큼의 기간 동안 수면모드를 유지

한다.

위 규칙(다음 수면기간을 이전 수면기간의 두 배만큼 설정)을 통해 수면기간은 계속 증가하며, 수면응답 메시지를 통해 설

정된 최후 수면기간이 되면, 최후 수면기간을 다음 수면기간으로 반복한다. 단, 최후 수면기간은 상기 수면 응답 메시지의

파라미터를 통해 수학식 1 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학식 1

final sleep window = final sleep window base * 2 final window ex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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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기간 중에 이동국이 자신에게 향하는 하향트래픽이 있음을 트래픽공지 메시지를 통해 전달 받으면 수면모드를 종료하

고, 정상 모드에서 하향트래픽을 수신한다.

유휴모드(Idle mode)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페이징 영역(Paging Zone)은 페이징그룹이라는 다수 개의 기

지국의 집합에 포함되는 기지국들이 담당하는 전체 영역으로 정의되는데, 동일한 페이징그룹에 포함되는 기지국들은 같은

값의 페이징주기(Paging_Cycle)와 페이징오프셋(Paging_Offset)을 가진다.

이동국은 기지국에 유휴모드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고, 기지국은 자신의 페이징그룹아이디(Paging Group ID)와 그에

따른 페이징주기와 페이징오프셋을 전달함으로써 해당 이동국은 유휴모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유휴모드 동안, 이동국

은 약속한 페이징주기마다 기지국으로부터 방송형태로 전달되는 페이징광고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유휴모드를 유지할 것

인지 종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휴모드에 있는 이동국이 전송해야 하는 상향트래픽이 발생한 경우, 이동국은 언제든지 유휴모드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

하다. 유휴모드에 있는 이동국에게 전달해야 할 하향트래픽이 발생한 경우, 기지국은 페이징광고메시지를 통하여 이동국

로 하여금 유휴모드를 종료하도록 할 수 있다. 유휴모드에 있던 이동국이 이동하여 다른 페이징영역으로 이동했거나 동기

를 상실하는 등의 이유로 정해진 시간에 페이징을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이동국은 유휴모드를 종료해야 한다.

기존 수면모드와 유휴모드의 동작에 있어서, 수면모드와 유휴모드에 있는 이동국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수면

모드와 유휴모드에 있는 이동국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되는 트래픽공지메시지와 페이징메시지의 유효성을 조기에 알려주

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면모드와 유휴모드에 있는 이동국을 공통적으로 적절하게 그룹화하여 적절한 길이

의 조기공시정보(Early Notification Information)를 구성하고, 다운링크 프레임을 통해서 상기 조기공시정보를 수면모드

와 유휴모드에 있는 이동국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고안된 조기공시 정보는 하향링크프레임에서 방송형태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정보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

는 오히려 무선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길이의 조기공시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적절한

길이의 조기공시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수면모드와 유휴모드에 있는 이동국을 구분하기 위한 지시자로 각 이동국

에 고유하게 할당되어 있는 48 비트의 MAC주소를 사용한다.

수면모드와 유휴모드에 있는 모든 이동국을 적절한 개수의 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한 그룹의 개수를 N_Group으로 나타낸

다. 이때, 상기 그룹화에 있어서 이동국이 수면모드에 있는지 아니면 유휴모드에 있는지에 관계 없이, MAC 주소만을 기준

으로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면모드 혹은 유휴모드에 있는 어떤 이동국이 속하는 그룹의 그룹 인덱스(Group_Index)는

수식 2 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학식 2

Group_Index = (MAC 주소) modulo N_Group

수학식 2 에서, Group_Index는 해당 이동국의 MAC 주소를 그룹의 개수인 N_Group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의미하

므로, Group_Index의 값은 0과 N_Group-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수면모드와 유휴모드에 있는 모든 이동국들을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면(N_Group=10), MAC주소가 102인

이동국은 10 modulo (102)에 의해서 2번 그룹에 속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그룹화 과정이 끝나면, 기지국은 각 그룹에 속

하는 이동국들에 대한 조기공시를 위해서 일종의 플래그(Flag)를 구성할 수 있다. 플래그의 길이, 즉, 비트 수는 그룹의 수

와 동일하다. 즉, N_Group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그룹에 속하는 이동국들 가운데 하나의 이동국이라도 트래픽공지메시지, 페이징광고메시지를 디코드해야 하는(즉,

수면모드 혹은 유휴모드를 유지할 수 없는) 이동국이 있다면, 기지국은 해당 이동국이 속하는 그룹에 대한 플래그를 포지

티브 공지(positive notification)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기 포지티브 공지(positive notification)는 '1'로 표

현될 수 있다.

어떤 그룹에 속하는 이동국들 가운데 모든 이동국이 트래픽공지메시지, 페이징광고메시지를 디코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지국은 해당 그룹 전체에 대한 플래그를 네거티브 공지(negative notification)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기

네거티브 공지(positive notification)는 '1'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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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일실시예이다. MAC 주소가 각각 1, 2, 3, 4, 5인 다섯 개의 이동국이 있고, 현재

프레임에서 MAC 주소가 3인 이동국이 트래픽공지메시지, 페이징광고메시지를 디코드하도록 지시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

한다. 다섯 개의 이동국을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면(즉, N_Group=2), 수학식 2 에 의해서 MAC 주소가 2, 4인 이동국

의 Group_Index는 0 으로, 1, 3, 5인 이동국의 Group_Index는 1로 설정된다.

MAC 주소가 3 인 이동국에게 포지티브 공지(positive notification)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지국은 두 비트의 플래그 중

Group_Index가 1인 플래그를 포지티브(positive)로 설정해야 하므로 표 16 과 같은 형태의 플래그를 가질 수 있다.

[표 16]

 Group_Index  0  1

 Notification  0 (Negative)  1 (Positive)

상기 플래그는 다섯 개의 이동국 모두에게 방송형태로 전달되고, 플래그가 네거티브(negative)로 표시되어 있는 Group_

Index를 가지는 이동국은 해당 하향링크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트래픽공지메시지, 페이징메시지를 디코드하지 않는다.

상기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기공시 플래그를 통해서 일부 이동국이 불필요하게 트래픽공지메시지, 페이징메시

지를 디코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포지티브(positive)로 설정된 그룹에 속하는 이동국은 여전히 트래픽공지

메시지, 페이징메시지를 디코드해야 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MAC 주소가 1과 5인 이동국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기 공지 플래그를 통한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지국은 수면모드와 유

휴모드에 있는 이동국의 총 개수와 이번 프레임에서 포지티브(positive)로 설정해야 하는 이동국의 개수를 알고 있으므로,

두 수를 고려하여 그룹의 개수(N_Group)를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포지티브(positive)로 설정된 Group_Index를

가지는 이동국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그룹화를 함으로써 조기공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때, 포지티브(positive)로 설정된 Group_Index를 가지는 이동국들을 N_Positive_Group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를 Positive_Group_Index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Group_Index가 포지티브(positive)인 이동국들을 다시 N_Positive_Group=3 으로 그룹화하면, 수학식

2 에 따라, MAC주소가 1 인 이동국은 Positive_Group_Index가 1 인 그룹에, MAC 주소가 3 인 이동국은 0 인 그룹에, 그

리고 MAC 주소가 5 인 2 인 그룹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조기공시 플래그는 표 17 과 같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표 17]

 Group_Index  0  1  

 Notification  0 (negative)  1 (positive)  

 Positive_Group_Index  0  1  2

 Notification  0 (negative)  1 (positive)  0 (negative)

결과적으로, 기지국은 수면모드와 유휴모드에 있는 이동국들에게 N_Group, N_Positive_Group의 값과 함께 조기공시플

래그를 전송한다면, 포지티브(positive)로 설정된 그룹에 속하는 이동국들만 해당 트래픽공지메시지, 페이징메시지를 디

코드하므로, 네거티브(negative)로 설정된 그룹에 속하는 이동국들은 메시지 디코딩으로 인한 전력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조기공시플래그는 유휴모드에 있는 이동단말이 DCD/UCD 메시지를 수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 현재 프레임에 DCD/UCD 메시지가 전송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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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단말이 유휴모드에 있는 동안, 상, 하향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네트워크에 보다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동단

말이 위치한 기지국의 DCD/UCD 변수들을 미리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DCD/UCD 변수들이 변경될 때마다 DCD/

UCD 메시지를 수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상기 DCD/UCD 변수들은 이동국이 동일한 페이징 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지국

영역으로 진입한 경우 뿐 아니라, 동일한 기지국 영역 내에서도 변경될 수 있다.

도 8 은 유휴모드 상태의 이동국이 DCD/UCD 메시지를 수신하는 방법을 나타낸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DCD/UCD는

DCD/UCD 전송주기(DCD/UCD Interval)라는 변수의 값과 동일한 주기로 전송되는데, 이동국에서 현재 프레임에 DCD/

UCD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버스트를 디코트 해야 한다. 즉, 유휴모드 상태에 있는 이

동국들은 DL-MAP 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는 DCD 카운트 이용하여 DCD/UCD 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실제

버스트를 디코드하기 전까지는 수신한 메시지가 DCD/UCD에 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유휴모드 상태의 이동국

은 DCD/UCD 메시지를 수신하기 전까지 다운링크 프레임에서 방송되는 모든 메시지들을 디코드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전력 소모가 발생할 수 있다.

도 9 는 유휴모드 상태의 이동국이 DCD/UCD 메시지를 수신하는 방법을 나타낸 다른 실시예 설명도이다. 도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기공시플래그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에 DCD/UCD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현재 프레임에 DCD/UCD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조기공시플래그의 DCD/UCD 지시자

(DCD/UCD Indication)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국은 조기공시플래그의 DCD/UCD 지시자 (DCD/UCD

Indication)을 확인하고, 이 값이 1 로 설정되어 있는 다운링크 프레임에 한해서 방송되는 메시지들을 디코드함으로써 이

동국의 전력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표 18 은 조기공시플래그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 18]

 Syntax Length

(bits)

 Notes

 Early_Notification_Flag(){   

 Length  8  Length of the message in Bytes

 DCD/UCD Indication 1 0: No DCD/UCD messages are included in the current DL

frame

1: DCD/UCD messages are included in the current DL

frame

 N_Group  8  Number of groups for all MSSs in Sleep Mode and Idle

Mode

 N_Positive_Group  8  Number of groups for all MSSs that shall decode MOB-

TRF-IND or MOB-PAG-ADV message

 Early_Notification_Flag  variable  Length of the flag shall be equal to N_Group

 Positive_Early_Notification_Flag  variable  Length of the flag shall be equal to N_Positive_Group

  variable  Padding for byte alignment. Shall be set to zero

 }   

본 발명에서 제안된 조기공시플래그는 DL-MAP 메시지에 포함되는 하나의 정보구성요소(Information Element; IE) 포

함될 수 있고, 다른 방송형태의 메시지로서 하향링크프레임의 시초에 전달될 수 있으며, 그 외의 방송채널을 통해서 전달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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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동국에서 디코드가 불필요한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이동국에 전송함으로서, 이동국의 전력 소모를 줄이

고, 보다 효율적으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에서, 디코드 수행 정보 전송 방법에 있어서,

각 이동국이 가지는 매체 접속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주소를 이용하여 이동국이 속하는 그룹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그룹에 특정 메시지를 디코드 해야 하는 이동국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디코딩 수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동국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디코드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수면모드(Sleep Mode) 혹은 유휴모드(Idle Mode)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드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을 결정하는 단계는,

전체 그룹의 수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매체 접속 제어 주소(MAC Address) modulo 전체그룹의 수의 연산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연산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그룹을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코드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메시지는, 트래픽공지메시지, 페이징광고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드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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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그룹의 수는, 특정 메시지를 디코드 해야 하는 전체 이동국의 수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

드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 수행 여부에 관한 정보는, 하향링크 맵(DL-MAP) 메시지에 포함되는 하나의 정보구성요소(IE; Information

Element)에 포함되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드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 수행 여부에 관한 정보는, 방송(Broadcastion) 메시지의 형태로 하향링크 프레임의 시초에 전송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코드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 수행 여부에 관한 정보는, 방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드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9.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에서, 디코드 수행 정보 전송 방법에 있어서,

각 이동국이 가지는 매체 접속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주소를 이용하여 이동국이 속하는 상위 그룹을 결정

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그룹에 특정 메시지를 디코드 해야 하는 이동국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검사 결과,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이동국이 가지는 매체 접속 제어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상위 그

룹 내에서 상기 이동국이 속하는 하위 그룹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디코딩 수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동국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디코드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10.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에서, 디코드 수행 정보 전송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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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링크 신호의 변조(Modulation) 방식 및 순방향 오류 정정(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코드 타입을 포함하는 채

널 변수의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채널 변수의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전송을 미리 알리는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변경된 변조(Modulation) 방식 및 순방향 오류 정정(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코드 타입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디코드 정보 수신 방법.

청구항 11.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에서, 디코드 수행 정보 수신 방법에 있어서,

하향링크 신호의 변조(Modulation) 방식 및 순방향 오류 정정(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코드 타입을 포함하는 채

널 변수의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채널 변수의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전송을 미리 알리는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변경된 변조(Modulation) 방식 및 순방향 오류 정정(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코드 타입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정보를 디코드 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디코드 정보 수신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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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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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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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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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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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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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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