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8

     H04B 7/2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1월31일

10-0547847

2006년01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2-0065672 (65) 공개번호 10-2003-0035969

(22) 출원일자 2002년10월26일 (43) 공개일자 2003년05월09일

(30) 우선권주장 1020010066478 2001년10월26일 대한민국(KR)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배범식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통동955-1황골마을주공아파트142동1203호

구창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87한신아파트119동202호

박동식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삼천리2차아파트101동1101호

김대균

대구광역시남구대명8동201-407

조동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1334신동아아파트6-1105호

정영욱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성동373-1카이스트전기전자공학과

조정우

경상남도거제시신현읍고현리134-1신현맨션나동103호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하은주

(5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

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각 단말기의 상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시스템의 로드 및 역방향 링크의 용량 등에 따

라 역방향 링크로 송신하는 단말기의 송신율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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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하나의 기지국에 의해 점유되는 영역 내에 위치하는 복수의 이동단말들 각각은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할 수 있는 복수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이동단말이 각각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때, 소정의 이동단말에서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

기 각 이동단말로 전송되는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을 나타내는 임계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이동

단말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수신 파일럿 전력을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이동단말이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을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다 클 때 상기 현재의 역방

향 데이터 전송률을 2단계 증가 또는 1단계 감소하고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과

동일하거나 작을 때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1단계 증가 또는 2단계 감소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역방향 전송률 제어, RAB, PV 테스트, 거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1xEVDO 시스템의 이동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의 제어 흐름도,

도 2는 Active Set에 포함된 1xEVDO 섹터와 이동국간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의 제어시의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이동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흐름도,

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기지국의 내부 블록 구성도,

도 6a 내지 도 6b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 단말기의 내부 블록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의 이동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IMT-2000 1xEVDO 시스템은 고속의 데이터 전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CDMA 기술로서 패킷 데이터의 전송만

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1xEVDO 시스템에서 순방향과 역방향의 패킷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을 위해서는 적절한

스케쥴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한 1xEVDO 시스템에서 순방향(Forward Link)의 데이터 전송은 1xEVDO 기지국과

1xEVDO 이동국간 Air 상태 및 기타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채널상태를 갖는 특정의 한 이동국에게만 데이터를 전

송한다. 이를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의 데이터 전송 효율(Throughput)을 극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1xEVDO 시스템에서 역방향(Reverse Link) 전송의 경우 다수의 이동국이 동시에 엑세스하여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

하게 된다. 따라서 1xEVDO 시스템의 기지국은 다수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의 흐름 및 폭주현상을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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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여 기지국의 용량 내에서 적절한 오버로드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새로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1xEVDV 시

스템은 고속의 데이터 전송과 음성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1xEVDV 시스템에서도 또한 역방향 링크에서의

적절한 오버로드 제어가 수행되야 한다.

그러면 현재 1xEVDO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에 대하여 살펴본다. 1xEVDO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의 데이

터 전송은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RAB와 ReverseRateLimit 메시지에 의해서 제어된다. 이때 역방향 송신을 수행하는

이동국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동국의 전송률을 RRI(Reverse Rate Indicator)를 통해서 기지국에 알리고 있다. 1xEVDO의

순방향 링크 맥(Forward Link MAC(Medium Access Control)) 채널은 Pilot 채널, FAB(Forward Activity Bit) 채널 및

RAB(Reverse Activity Bit) 채널이 시분할 다중화되어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된다. 이 중 RAB는 역방향링크의 혼

잡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RAB에 따라서 이동국이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전송률이 변하게 된다. 즉, 기지국에서 역

방향 링크의 오버로드 제어 및 캐패시티 등을 조절할 때 RAB를 이용하여 이동국으로부터의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 또는 감

소시켜 이동국으로부터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게 된다. 이때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RAB는 하기 <수학식 1>에 의해서 전

송되는 주기 또는 시기가 결정된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T는 시스템 시간이며, RABlength는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파라미터로서 슬롯의 수로 결

정되어진다. 이와 같은 RABlength는 하기 <표 1>과 같이 주어진다. 즉 임의의 한 슬롯을 통해 하기 <표 1>의 값이 이동국

으로 전송된다. 그러면 이동국은 수신한 RABlength와 시스템 시간을 고려하여 RAB를 수신하는 슬롯시간을 결정한다. 그

리고 상기 결정된 슬롯 시간에 순방향 MAC채널의 RAB를 수신하게 된다.

[표 1]

 Binary  Length(slots)

 00  8

 01  16

 10  32

 11  64

따라서 기지국은 상기 <수학식 1>의 시간에 맞추어 RAB를 전송하고, 이동국은 상기 <수학식 1>의 계산 결과에 따라 RAB

를 수신하여 현재의 역방향 링크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률을 결정하게 된다. 이동국은 connection 연결 시 혹은 연

결 중에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에 정의된 persistence vector를 가지고 있다. 상기 persistence vector는 RAB가

"0"으로 세팅되어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RAB가 "1"로 세팅되어 데이터 전송률을 감소시키는 경우로 정의되

어 있다. 이동국은 RAB에 따른 persistence 값을 사용하여 persistence 테스트를 수행하며, 테스트에 성공한 경우에는 데

이터 전송률을 2배 증가시키거나 반으로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동국은 persistence 테스트에 실패한 경우에는 데이터 전

송률을 유지한다. 이를 상술하면 RAB가 "0"이고 persistence 테스트에 성공하면 데이터 전송률을 2배 증가시키고, RAB

가 "1"이고 persistence test에 성공하면 데이터 전송률을 반으로 감소시킨다. Persistence test는 임의의 수를 랜덤하게

생성하여, 이 수가 persistence vector에 정의된 값을 만족시키면 persistence test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1xEVDO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 방법은 시스템 측면에서는 단순한 대역폭의 제어 및 오버로

드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어 방식으로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를 도 1을 참조하여 1xEVDO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이 제어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도 1은

1xEVDO 시스템의 이동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의 제어 흐름도이다.

이동국은 10단계에서 최초 역방향 링크를 통해 초기 데이터 전송률(9.6Kbps)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면서 이동국은

12단계로 진행하여 순방향 MAC 채널을 감시한다. 순방향 MAC 채널을 감시하면서 14단계에서 RAB를 수신하면 1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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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하여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과 랜덤한 수(R)를 발생하고, 접속 확률에 따른 값(Pi)을 검사한다. 그런 후 18단계에서

수신된 RAB가 1인가를 검사하고, RAB가 1인 경우 22단계로 진행하고, RAB가 0인 경우 20단계로 진행한다. RAB가 0인

경우는 전송률을 증가하라는 명령이며, RAB가 1인 경우는 전송률을 감소하라는 명령이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20단계 또는 22단계에서는 상기 16단계에서 발생한 랜덤한 수(R)가 접속 확률에 따른 값(Pi)보다 크

지 않은 경우 persistence test가 성공한 경우이다. 따라서 RAB 값에 따라 24단계 또는 26단계에서 데이터 전송률을 1단

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동국은 28단계로 진행하여 변경된 값을 적용하고 이를 역방향 링크의 전송률

로 적용한다. 이때 현재 전송률이 RRL(ReverseRateLimit) 메시지에서 지시하는 전송률보다 낮은 경우 32슬롯(53.33ms)

을 기다린 후 RRL 메시지에서 지시한 전송률로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송률이 RRL 메시지

에서 지시하는 경우보다 큰 경우,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낮은 데이터로 즉시 전환하여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한다.

또한 이동국은 역방향 링크의 전송률을 기지국으로 알리기 위해 하기 <표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RRI(Reverse Rate

Indicator) 심볼을 생성하고 이를 기지국으로 알려준다. 이때 이동국이 기지국으로 알려주는 전송률은 하기 <표 2>에 도시

된 바와 같이 0 / 9.6 / 19.2 / 38.4 / 76.8 / 153.6Kbps 전송률 중의 하나의 전송률로 역방향 링크가 설정된다.

[표 2]

 Data Rate (Kbps)  RRI Symbol

 0  000

 9.6  001

 19.2  010

 38.4  011

 76.8  100

 153.6  101

또한 이동국의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재설정하는 경우 기지국은 이동국으로 하기 <표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ReverseRateLimit message를 전송한다.

[표 3]

 Field  Length(bits)

 Message ID  8

 29 occurrences of the following two fields

 RateLimitIncluded  1

 RateLimit  0 or 4

 

 Reserved  Variable

상기 <표 3>은 ReverseRateLimit 메시지의 구성도이다. 이동국은 상기 <표 3>의 메시지를 수신한 후, 자신에게 설정된

데이터 전송률과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을 비교하여 전송할 데이터 전송률을 설정하게 된다.

상기의 메시지는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로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메시지 내에 29개의 레코드가 삽입될 수 있으며, 각각의 레코드는 해당 MACindex에 할당된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낸다.

MACindex는 3번부터 32번까지 부가된다. 상기 <표 3>에서 "MessageID" 필드는 RRL 메시지의 ID를 나타내며

"RateLimitIncluded" 필드는 "RateLimit" 필드가 부가되어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즉, 필드가 부가되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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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LimitIncluded" 필드는 "1"로 세팅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세팅된다. "RateLimit" 필드는 기지국이 이동국에게

할당한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RateLimitIncluded" 필드가 "1"로 세팅 되어있을 때에만 부가된다. 기지국

은 4비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이동국에게 할당할 수 있다.

0x0 0kbps

0x1 19.6 kbps

0x2 19.2 kbps

0x3 38.4 kbps

0x4 76.8 kbps

0x5 153.6 kbps

All other values are invalid.

상기의 메시지를 수신하여 이동국이 역방향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에 이동국은 상기 도 1의 12단계에서와 같이 기지국으로

부터 전송되는 순방향(Forward) MAC channel을 계속 감시한다. 특히, 이동국은 순방향 MAC channel을 통해서 전송되

는 RAB(Reverse Activity Bit)을 감시하고, persistence test를 수행하여 현재 전송중인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하

게 된다.

도 2는 Active Set에 포함된 1xEVDO 섹터와 이동국간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에서 알 수 있듯이 connection이

열려있는 섹터 1과 이동국간에는 순방향 트래픽 채널, 역방향 트래픽 채널, 순방향 MAC 채널 및 역방향 MAC 채널이 할당

되어 있으며, connection이 열려 있지 않은 섹터(2번 - 최대 6번)와 이동국간에는 순방향 트래픽 채널이 할당되어 있지 않

다. 도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국은 최대 6개의 Active Set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동국은 Active Set내에 포함된 모든 섹

터들의 제어채널인 순방향 MAC 채널을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상기 순방향 MAC 채널 중 특히, RAB를 모니터링하여 역방

향 데이터 전송률을 결정한다. 이동국은 현재의 Active Set에 포함된 기지국의 순방향 MAC channel중 RAB를 감시하여

Active Set에 포함된 섹터의 RAB가 최소 1개라도 "1"로 세팅되어있는 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감소

를 위해 persistence test를 수행한다. 이동국은 connection 연결 시 혹은 연결 중에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에 정

의된 persistence vector를 가지고 있으며, persistence vector는 RAB가 "0"으로 세팅되어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RAB가 "1"로 세팅되어 데이터 전송률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대해 정의가 된다.

Persistence test는 도 1의 설명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임의의 수를 랜덤하게 생성하여, 이 수가 persistence vector에 정

의된 값을 만족시키면 persistence test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수신된 RAB가 최소 1개라도 "1"로 세팅되고, 이

persistence test에 성공한 경우에 현재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반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persistence test에 실패한 경

우에는 데이터 전송률을 유지한다. 이때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이 최저 전송률보다 작아지게 되면,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최저 전송률로 유지한다. 또한, Active Set에 포함된 섹터로부터 수신된 RAB가 모두 "0"으로 세팅되어있고, 상술한 바와

같은 persistence test를 수행하여 성공하였다면 현재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2배로 증가시킨다. 그러나, persistence

test에 실패한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률을 유지한다. 이때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이 최대 전송률보다 커지게 되면, 데이터 전

송률을 최대 전송률로 유지한다. 또한, 전송 전력에 제한을 받는 단말이라면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을 그대로 유지하여 데

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전송률을 2배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RAB는 FAB와 함께 시분

할다중화(Time multiplexing) 되어 공통채널(Common Channel)인 순방향 MAC channel을 통해서 이동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RAB는 모든 이동국에게 전송되고, 모든 이동국은 RAB의 명령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 또는 감

소시키기 위한 persistence test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현재의 1xEVDO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 방법은 기지국의 RAB에 따라 persistence test

를 수행하여 확률적으로 데이터 전송률이 제어되므로, full utilization에 이르기까지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동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어 방식으로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동국 단위

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경우 제어를 위한 오버헤드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키

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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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 전체 이용도(full utilization)를 빠른 시간

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 단위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국이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률의 증가 및 감소 폭을 유동적으로 하여 기지국의 오버로드 제

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하나의 기지국에 의해 점유되는 영역 내에 위치하는 복수의 이동단말들

각각은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할 수 있는 복수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이동단말이 각

각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때, 소정의 이동단말에서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법으로

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각 이동단말로 전송되는 파일럿 채널의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을 나타내는 임계 정보를 수

신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이동단말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수신 파일럿 전력을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이동단말이 상기 현

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

다 클 때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2단계 증가 또는 1단계 감소하고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과 동일하거나 작을 때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1단계 증가 또는 2단계 감소하는 과정

을 포함한다.

또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증가는 상기 이동단말의 활성 집합 내의 모든 기지국들로부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증가

가 요구되는 경우이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감소는 상기 이동단말의 활성 집합 내의 어느 한 기지국으로부터라도 역방

향 데이터 전송률의 감소가 요구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상기 파일럿 채널의 수신 파일럿 전력의 측정은, 모든 활성 집합 내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파일럿 채널의 전

력을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파일럿 채널의 전력 중 최고의 전력을 가지는 값을 수신 파일럿 전력으로 설정하며, 상기 역방

향 데이터 전송률의 증가 또는 감소는 퍼시스턴스 테스트가 성공한 경우에 수행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하나의 기지국에 의해 점유되는 영역 내에 위치하는 복수의 이동단말들

각각은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할 수 있는 복수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복수의 이동단말

이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때, 상기 이동단말들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제어 방법으로서, 이동통신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역방향 전송율 지시자(RRI)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역방향 전송율 지시자 검출 시 역방향 링크의 부하 및 잔존

용량에 근거하여 역방향 활성 값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역방향 활성 값을 이동단말들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한

다.

그리고, 상기 전송되는 역바향 활성 값은 각 이동단말들로 브로드케스트 하여 전송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순방향"이라 함은 기지국에

서 이동국으로의 방향을 의미하며, "역방향"이라 함은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의 방향을 의미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

에서 1xEVDO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를 실시 예로 설명하나, 이는 1xEVDV 시스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 방법을 위한 이동국의 동작 알고리즘과 기지국의 동작 알

고리즘,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메시지 구조 및 전송 정보로 구성된다.

본 발명은 RAB(Reverse Activity bit)와 PV(Persistence Value) test를 사용하는 기존의 1xEV-DO의 역방향 데이터 전

송률 제어방법과 같이 RAB를 F-MAC 채널을 통해서 전체 이동국에게 방송(broadcasting)한다. 그러면 이동국은 Pilot 채

널의 수신 전력과 기지국에서 전송한 임계(threshold) 값에 따라 각 이동국들이 특정 그룹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각 그룹

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개별적으로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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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그룹을 나누기 위한

임계 전력(threshold power) 정보가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시그날링 메시지에 부가

되거나 또는 물리계층의 심볼(symbol)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상기 임계 전력(threshold power) 정보는 실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모든 단말이 몇 개의 값을 저장하도록 하고, 기지국은 지시자(indicator)를 사용하여 이동국

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 정보는 그룹을 새로 지정할 때, 또는 그룹 지정 조건을 변경할 때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

된다. 또한 나누고자 하는 그룹의 개수에 따라 정보가 추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메시지를 이용해서 임계

전력(threshold power) 정보를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경우를 하나의 실시 예로 설명한다. 하기 <표 4>는 이와 같은 임계

전력(threshold power) 정보를 전송하는 메시지를 일 예로 구성하였다.

[표 4]

 Field  Length(bit)

 Message ID  8

 X occurrences of following fields

 Number of Threshold power level  3

 One or more occurrences or the following field :

 Power Level  3

 Power level + 1 occurrences of the following field :

 Rate_UP_DOWN  3

상기 <표 4>는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메시지로서 임계 전력(threshold power) 정보와 데이터 전송률(data

rate)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때의 변이 값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표 4>와 같은 메시지는 1xEV-DO인 경우에는 F-MAC

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1xEV-DO의 시스템이 아닌 다른 이동통신 시스템인 경우에는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

송되는 전용채널 또는 공통채널로 전송될 수 있다. 공통채널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모든 이동국이 동시에 수신하여 동작을

하게 되고, 전용채널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이동국별로 동작하게 된다. 1xEV-DO와 같이 F-MAC 채널로 전송되는 경우에

는 셀 내에 존재하는 이동국의 수 또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이동국의 수만큼의 레코드가 부가되어 각각의 레코드를 구별

할 수 있는 순방향 MACindex를 통해서 이동국으로 전송된다.

상기 <표4>에서 Number of Threshold power level, Power level 및 Rate_UP_DOWN 필드는 셀 내의 이동국의 수 또

는 최대 수용 가능한 이동국의 수만큼 나타나는 필드이다. 따라서 이동국을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경우에는 이동국의 수만

큼 부가되고 각기 다른 MACindex를 사용하여 전송된다. 이와 달리 모든 이동국이 하나의 값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각각 한 개씩의 필드만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값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X occurrences of

following fields 에서 "X" 값은 1이 된다.

또한 상기 <표 4>에서 Number of Threshold power level은 이동국에서 수신하는 기지국의 pilot power에 따라서 역방

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그룹핑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필드의 값에 따라서 그룹의 수가 결정된다. 즉, Number of

Threshold power level 필드가 3이면 이동국이 속하게 될 그룹의 수는 3개가 된다. Power level 필드는 그룹을 나누기

위한 실제 power 값으로서 기지국에서 특정한 power 값을 직접 이동국으로 전송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이와 다른 방

법으로 사전에 이동국과 기지국간에 power level을 할당하고,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지시자(indicator)를 전송하여 특정

한 power level을 알려줄 수도 있다. 설정된 power level의 수에 따라서 이동국이 실제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키거나 감

소시키기 위한 변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Rate_UP_DOWN 필드이다. 이 필드는 power level의 수보다 1만큼 많다. 예를 들

어 Power level 필드가 3이면 Rate_UP_DOWN 필드는 4개가 메시지에 나타나게 되고, 각각의 그룹에서 증가 또는 감소

시켜야 하는 전송률의 변이를 나타낸다.

하기 <표 5>는 2개의 이동국이 개별제어를 받는 경우에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의 구조를 예시하였다.

[표 5]

 Field  Length(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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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 ID  8

 X(2) occurrences of following fields  

 Number of Threshold power level  3(001)

 Power Level  3(000)

 Power Level  3(001)

 Rate_UP_DOWN  3(000)

 Rate_UP_DOWN  3(001)

 Rate_UP_DOWN  3(010)

상기 <표 5>는 2개의 이동국을 제어하기 위한 경우 메시지의 구셩 예를 도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표 5>의 X(2)

occurrences of following fields는 2개의 이동국이 개별 제어되는 경우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Number of Threshold

power level은 2개의 power level을 의미하며, 2개의 power level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power lever을 의미한다. 그

리고 3개의 Rate_UP_DOWN 중 첫 번째는 첫 번째 power level 이하에서의 UP_DOWN의 변이를 나타낸다. 이를 실 예

를 들어 설명하면 1배의 증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Rate_UP_DOWN은 첫 번째 power의 level과 두 번째 power

의 레벨 사이에서의 UP_DOWN의 변이를 의미한다. 이를 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배의 증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Rate_UP_DOWN은 두 번째 power level 이상에서의 UP_DOWN의 변이를 나타낸다. 이를 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3배 증

감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표 5>에서 Rate_UP_DOWN의 필드는 3비트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심볼 값에 대한 데이터 전송률의 증

가 또는 감소 및 유지 등은 셀의 상황과 셀 내에서 서비스 받는 이동국의 특성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에 따른 구현상의 문

제로서 본 발명에서는 구체적인 값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한편 상기 <표 4>에서 나타낸 메시지는 호의 설정 시 또는 호가 이루어져 트래픽 데이터가 송신되는 중에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표 4>와 같은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점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이동국이 상기와 같은 메시지를 수신한 후, 기지국의 pilot을 측정하여 동작하는 과정만을 설명한다.

[표 6]

 Field  Length(bit)

 Message ID  8

 X occurrences of following fields

 Number of Threshold power level  3

 One or more occurrences or the following field :

 Power Level  3

 Power level + 1 occurrences of the following field :

 Transition009k6_019k2  8

 Transition019k2_038k4  8

 Transition038k4_076k8  8

 Transition076k8_153k6  8

 Transition019k2_009k6  8

 Transition038k4_019k2  8

 Transition076k8_038k4  8

 Transition153k6_076k8  8

상기 <표 6>은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메시지로서 임계 전력(threshold power) 정보와 데이터 전송률(data

rate)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때 persistence test를 하기 위한 PV 값을 포함하고 있다. 즉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기지국

이 단말에게 PV값을 동적으로(dynamic)하게 할당하는 방법에 대하여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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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6>과 같은 메시지 또한 상기 <표 4>와 같이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전용채널 또는 공통채널로 전송될

수 있다. 공통채널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모든 이동국이 동시에 수신하여 동작을 하게 하고, 전용 채널로 전송되는 경우에

는 이동국별로 동작하게 된다.

상기 <표 6>에서 Number of Threshold power level, Power level 및 Rate_UP_DOWN 필드는 셀 내의 이동국의 수 또

는 최대 수용 가능한 이동국의 수만큼 나타나는 필드이다. 따라서 이동국을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경우에는 이동국의 수만

큼 부가되고 각기 다른 MACindex를 사용하여 전송된다. 이와 달리 모든 이동국이 하나의 값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각각 한 개씩의 필드만 존재하게 된다.

또한 상기 <표 6>에서 Number of Threshold power level은 이동국에서 수신하는 순방향 채널의 power, 일반적으로 순

방향 pilot power에 따라서 그룹의 수가 결정된다. 즉, Number of Threshold power level 필드가 3이면 이동국이 속하

게 될 그룹의 수는 3개가 된다. Power level 필드는 그룹을 나누기 위한 실제 전력 임계(power threshold) 값으로서 기지

국에서 특정한 power 값을 직접 이동국으로 전송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사전에 이동국과 기지국간

에 power level을 할당하고,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지시자(indicator)를 전송하여 특정한 power level을 알려줄 수도 있

다. 설정된 Power Level의 수에 따라서 각 rate간 천이를 위한 PV 값들을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Power Level 필드의

값이 3가지 이면 각 rate간 천이를 위한 PV 값을 갖는 집합들은 모두 4개가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의 제어시의 흐름도이다. 이하 도 3

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전송률을 제어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도 3의 설명 시

에 모든 단말을 위치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제어하는 실시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기지국은 100단계에서 자신의 셀에 파일럿(pilot) 채널을 방송하여 자신의 셀 영역을 나타낸다. 이때 이동국이 기지국으로

connection open을 위한 request메시지를 전송하면, 기지국은 102단계에서 이동국을 acquisition하고 connection을 설

정한다. Connection의 설정이 완료되면 각 이동국들은 기지국과 패킷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connection이 열려 있는 경우 각 이동국들은 RRI symbol을 기지국으로 보내 자신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알

려준다. 도 3에 따른 본 발명에서는 현재 1xEV-DV 기술로 논의되고 있는 기술을 하나의 실시 예로 설명한다. 1xEV-DV

시스템에서 항상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전송되는 채널 또는 심볼을 통해서 역방향 링크의 전송률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다르게 항상 역방향 데이

터 전송률을 알리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한편 기지국은 104단계에서 기지국은 RRI symbol를 monitoring하여 현재 자신의 시스템 용량과 역방향 링크의 로드

(load) 상태를 검사한다. 그리고 기지국은 자신의 시스템 용량 및 역방향 링크의 로드 상태를 고려하여 106단계에서 RAB

bit를 설정한다. 그런 후 기지국은 108단계에서 설정한 RAB bit를 순방향 맥(F-MAC) 채널을 통해 셀 내에 방송한다. 그

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104단계에서 단말기에서 보낸 RRI symbol을 검출한다. 기지국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동

작을 반복하여 이동국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의 이동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흐름도이다. 그러면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이동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하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

본다.

이동국은 200단계에서 이동국은 pilot 채널을 계속 감시한다. 특히 이동국은 호 설정 시 또는 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

신한 전력 임계(power threshold) 값과 pilot 채널의 power를 계속 비교하여 자신의 그룹을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을 통

해 이동국은 202단계에서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허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률의 변이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그런 후 204

단계에서 이동국은 역방향 링크를 통해 기지국으로 connection open을 위한 request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따라 기지

국에서 connection을 설정하게 된다. Connection이 설정되면 이동국은 206단계에서 초기 값으로 설정된 9.6 Kbps의 전

송률로 최초의 역방향 링크 엑세스를 수행한다. 이동국은 9.6 kbps의 역방향 링크를 설정한 후, 데이터를 계속 전송한다.

현재 1xEV-DO에서는 초기 전송률을 9.6Kbps로 제한하고 있으나, 각 이동통신 시스템에 따라서 역방향 링크의 초기 전

송률이 바뀔 수 있다. 도 4의 설명에 따른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1xEV-DO기술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이는 이해의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즉, 1xEV-DV 기술은 물론 기타 시스템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동국은 208단계에서 역방향 링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에 F-MAC 채널을 계속 감시한다. 특히, 역방향 링크의 혼잡

도를 지시하는 RAB를 감시하여 데이터 전송률을 조절하게 된다. 또한 이동국은 active set을 기지국에서 제공하는 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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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할 수 있다. Active set은 현재 이동국을 서비스하고 있는 섹터(Sector)의 pilot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이동국

과 기지국의 connection이 열리면, active set내에서 connection이 열린 기지국(들)은 이동국에게 순방향 트래픽 채널, 순

방향 맥 채널, 역방향 트래픽 채널 및 역방향 전력제어 채널을 할당하게 된다. 그러나, connection이 열리지 않은 기지국들

과는 이동국과 순방향 트래픽 채널이 할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국은 connection이 열리지 않은 active set 내의 기지

국 섹터들에 대하여는 제어채널만을 감시하게 된다.

이동국은 208단계에서 RAB를 감지하면 210단계로 진행하여 RAB 값과 그때의 F-MAC 채널 수신 전력(P_r)을 저장한다.

상기 순방향 맥(F-MAC) 채널은 active set마다 수신되므로 모든 active set으로부터 수신된 F-MAC 채널의 수신 전력

(P_r)들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212단계로 진행하여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PV값과

비교하기 위하여 랜덤 값(R)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상기 랜덤 값(R)과 Pi값, 즉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PV 값을 이용하여

persistence test를 수행하여 역방향 링크 전송률의 증가 또는 감소를 결정한다.

이동국은 214단계에서 수신된 RAB가 1로 세트되어 있는가를 검사한다. 이동국은 active set 중에서 최소 한 개의 섹터의

제어채널 즉, F-MAC 채널의 RAB가 "1"로 셋팅되어 있으면 216단계로 진행하여 persistence test를 수행한다.

Persistence test는 R값과 Pi값을 비교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216단계에서 R이 Pi보다 크면 이동국은 현재의 전

송률을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동국은 216단계에서 224단계로 진행하여 현재의 전송률로 역방향 링크를

통해 패킷을 전송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다시 208단계로 돌아가서 F-MAC 채널을 감시하게 된다.

그러나, 216단계에서 R이 Pi보다 작으면 이동국은 21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210단계에서 저장한 pilot 채널 수신 전력

P_r을 상기 202단계에서 저장한 P_th값과 비교한다. P_r이 P_th보다 크면 이동국이 기지국 근처에 위치하는 그룹 또는 기

지국의 pilot power를 최적의 조건에서 수신하는 그룹(그룹1)에 속하는 것이므로 222단계로 진행하여 현재의 데이터 전

송률을 한 단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동국은 224단계로 진행하여 감소된 데이터 전송률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이때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이 가장 낮은 단계이면 현재의 전송률을 유지한다.

반면에 P_r이 P_th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동국이 기지국 외각 또는 기지국의 pilot power를 최적의 조건에서 수신하지 못

하는 그룹(그룹2)에 속하는 것이므로 220단계로 진행하여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을 두 단계 감소시키고 224단계에서 감소

된 데이터 전송률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이때에도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이 가장 낮은 단계이면 현재의

전송률을 유지하고, 내릴 수 있는 단계가 한 단계밖에 없으면 한 단계 감소시킨다. 도 4에서 제시하는 단계 조정 폭은 하나

의 실시 예로써 설정하는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기 <표 4>에서 나타낸 메시지의 필드 값에 따라서 역방향 링크의

전송률의 증감의 변이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상기 214단계에서 RAB가 1인 아닌 경우 즉, active set 내의 모든 기지국 또는 섹터에서 RAB를 0으로 설정하여 전

송하는 경우에는 226단계로 진행한다. 기존의 1XEV-DO 시스템에서는 RAB가 0이 되면 현재 이동국의 송신 전력과 최대

전송률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전송률을 한 단계 올리는 동작을 수행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그룹에 따라 한 단계 이

상의 전송률 증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동국은 226단계단계로 진행하면, persistence test를 수행한다. 상기 persistence

test는 상기 212단계에서 발생한 R이 Pi보다 크면 현재의 전송률을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동국은 224단계로 진행하

여 현재 설정된 전송률로 역방향 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208단계로 돌아가서 F-MAC 채널을 감시하게 된

다.

반면에 R이 Pi보다 작으면 이동국은 228단계로 이동하여 상기 210단계에서 저장한 pilot 채널 수신 전력 P_r과 상기 202

단계에서 결정된 P_th값을 비교한다. P_r이 P_th보다 크면 이동국이 그룹 1에 속하는 것이므로 230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의 데이터 전송률을 두 단계 증가시키고, 224단계로 가서 증가된 데이터 전송률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이때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이 가장 높은 단계이면 현재의 전송률을 유지하고, 올릴 수 있는 단계가 한 단계밖에 없으면 한

단계만 증가시킨다.

이와 달리 상기 228단계의 검사결과 P_r이 P_th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동국이 그룹 2에 속하는 것이므로 232단계로 진행

하여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을 한 단계 증가시키고 224단계에서 증가된 데이터 전송률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을 시

작한다. 이때에도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이 가장 높은 단계이면 현재의 전송률을 유지한다.

이상에서 상술한 도 4의 설명에서 예시한 단계 및 그에 대한 조정 폭은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실시 예로써 설정하

는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지국에서는 각각의 그룹별로 PV값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그룹별 PV

값은 기지국에서 이동국에게 PV값을 전송하는 메시지에 부가되어 전송될 수 있다. 이와 같은 PV 값은 호 설정 중 또는 호

진행 과정 중에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질 수 있으며 또한, 셀 내의 이동국에게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PV값을 전송하는 과정은 본 발명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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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실시 예 이외의 다른 구현 방법도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값만 다를 뿐 수행과정은

모두 동일하게 구현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이동국의 위치에 따라 선별적인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을 제공할 수 있다.

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기지국의 내부 블록 구성도이다. 도 5a 내지 도 5b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에 필요

한 부분만을 도면으로 도시하였다. 이하 도 5a 내지 도 5b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의 내부 구성 및 동작에 대하

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 5a를 참조하여 기지국 수신부의 구성을 살펴본다. 기지국은 이동국들로부터 Air를 통해 전송되어 온 RRI를 무선

수신부(301)를 통해 수신한다. 이때 수신되는 신호는 RRI 신호뿐만 아니라 Air 상으로 전송되어 온 모든 신호가 된다. 상

기 무선 수신부(301)는 상기 수신된 신호를 기저 대역 신호로 변환한 후 이를 제어 신호 검출부(303)와 역방향 링크 용량

측정부(306)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 신호 검출부(303)는 기저 대역 신호로 변환된 신호 중 제어 신호를 검출하며,

상기 검출된 제어 신호를 계산부(309)로 출력한다. 또한 역방향 링크 용량 측정부(306)는 수신된 신호로부터 역방향 링크

의 용량을 검출한다. 즉, 시스템의 부하 상태를 검출한다. 이는 역방향 링크에서 수신되는 Rise over Thermal을 측정함으

로서 역방향 링크의 여유 용량을 검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신되어 제어 신호 검출부(303)와 역방향 링크 용량 측정부(306)에서 처리된 값들은 계산부(309)로 입력된다.

상기 계산부(309)는 시스템의 부하 상태를 수치적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상기 계산된 결과를 수신 제어부(311)로 출력한

다. 이를 통해 상기 수신 제어부(311)는 이동국들에게 전송할 제어 신호(RAB)의 값을 결정한다. 즉, 상기 수신 제어부

(311)는 임계 전력 정보와 데이터 전송률의 증감의 변이 값의 변화를 검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어부(311)가 사용하는 메

모리(313)에는 기지국에 대한 정보, 각 이동국별로 설정된 순방향 및 역방향 전송률 등의 정보 및 이전에 송출한 제어 정보

등이 저장된다.

그러면 도 5b를 참조하여 송신 과정 및 송신 블록들을 설명한다. 기지국의 송신 제어부(315)에서는 상기 수신 제어부

(311)에서 결정한 제어 신호(RAB)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상기 결정된 제어 신호(RAB)와 그 값을 제어 신호 생성부

(319)로 보낸다. 또한 송신 제어부(315)는 단말로 송신할 메시지의 생성 여부와 이동국으로 전송할 정보들을 메시지 생성

부(321)로 보내게 된다. 이에 따라 제어 신호 생성부(319)는 상기 송신 제어부(315)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의거하여 이동

국으로 송신할 형태의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물리적 제어 신호 생성부(323)로 출력한다. 그러면 물리적 제어 신호 생

성부(323)는 송신할 제어신호를 물리적인 신호로 변환한 후 무선 송신부(327)로 출력한다. 따라서 무선 송신부(327)는 상

기 물리적 제어신호 생성부(323)로부터 수신된 물리적 제어 신호를 송신 대역의 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할 특정 채널을 통

해 각 이동국들에 전송한다.

한편 송신 제어부(315)에서 사용자에게 전달할 메시지 여부를 상기 메시지 생성부(321)로 전달하면, 메시지 생성부(321)

는 사용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들을 사용자별로 구별하여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물리적 메시지 신호 생성부(325)로 출력

한다. 그러면 상기 물리적 메시지 신호 생성부(325)는 상기 사용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물리적 메시지로 변환하여 무선

송신부(327)를 통해 송신할 대역의 신호로 변환한 후 실제 각 이동국들로 전송된다. 메모리(317)는 송신 제어부(315)에서

수행할 제어 메시지를 저장하며, 송신할 메시지 및 각종 제어 메시지들을 임시로 저장하도록 할 수 있다.

상술한 도 5에서 송신 제어부(315)와 수신 제어부(311)는 하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설명의 편

의를 위해 각각 분리하여 도시하였다. 또한 수신 블록을 도시한 도 5a에 도시된 메모리(313)와 송신 블록을 도시한 도 5b

에 도시된 메모리(317) 또한 하나의 메모리로 구성할 수 있다.

도 6a 내지 도 6b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 단말기의 내부 블록 구성도이다. 도 6a 내지 도 6b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부분만을 도면으로 도시하였다. 이하 도 6a 내지 도 6b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의 내부 구성 및 동작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메시지와 제어 신호(RAB)를 수신한다. 이는 무선 수신부(401)에서 Air 상으로 수

신된 메시지를 베이스 밴드 신호로 하향 변환한다. 상기 하향 변환된 신호는 전송되어 온 채널에 따라 메시지는 메시지 수

신부(403)로, 제어 신호는 제어 신호 수신부(405)로, 전력 검출을 위한 신호 즉, pilot 신호는 수신 전력 검출부(407)로 입

력된다. 상기 메시지 수신부(403)는 수신된 메시지의 복호 처리를 수행하여 수신 제어부(411)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

어 신호 수신부(405)는 하향 변환된 신호에서 제어 신호를 추출하여 이를 수신 제어부(411)로 출력한다. 이때 추출되는 제

어 신호에는 RAB 신호가 포함된다. 상기 메시지 수신부(403)와 상기 제어 신호 수신부(405)에서 추출된 신호는 수신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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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411)에서 역방향 링크의 전송율을 조절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된다. 또한 수신 전력 검출부(407)는 수신된 신호로부터

수신 전력을 검사한 후 검사된 수신 전력 데이터를 수신 제어부(411)로 출력한다. 즉, 수신 전력 검출부(407)는 기지국으

로부터 전송되어 온 pilot 신호의 크기를 검출하여 이 값을 수신 제어부(411)로 보낸다.

상기 수신 제어부(411)는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메시지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어 정보 테이블로 갱신한다.

상기 제어 정보 테이블은 메모리(409)에 구비된다. 또한 상기 수신 제어부(411)는 수신전력 검출부(407)에서 전달된 기지

국의 pilot 신호의 수신 크기에 따라 제어 정보 테이블을 참조하여 그룹을 검사한다. 또한 수신 제어부(411)는 현재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에 따라 제어 정보 테이블에서 얻어진 확률 값과 랜덤수 발생부(413)로부터 구한 랜덤 수를 비교하여 역방

향 데이터 전송율의 증감 여부 및 그 변이 값을 구한다. 상기 메모리(409)에는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메시지에 따라

구성되는 제어 정보 테이블을 저장하고,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등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다음으로 도 6b에 도시된 이동국의 송신부 블록 구성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의 송신부의 구성 및 동작을 상세

히 설명한다. 또한 상기 도 5a 내지 도 5b에서와 같이 수신 제어부(411)와 송신 제어부(421)는 하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은 설명의 편의를 위함이다. 또한 메모리도 하나의 메모리로 구성할 수 있음은 물

론이다.

이동국의 송신 제어부(421)는 수신 제어부(411)에서 구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변이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한다. 그러

면 송신 제어부(421)는 상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변이에 대한 정보에 따라 데이터 전송율 조절부(425)와 제어 신호 생성

부(427)를 제어하여 데이터 전송률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도록 제어하며, 그에 따라 기지국으로 전송할 제어 신호의 생성을

제어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전송율 조절부(425)는 실제 전송되는 역방향 데이터의 전송율을 조절하며, 제어 신호 생성부

(427)는 제어 신호(RRI)를 생성하여 물리적 제어 신호 생성부(429)로 출력한다. 그러면 물리적 제어 신호 생성부(429)는

수신된 제어 신호를 물리적 신호로 변환한다. 그리고 상기 물리적으로 변환된 제어 신호는 무선 송신부(431)를 통해 역방

향 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의 이동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흐름도이다. 상기 제

2 실시 예에서는 파일럿의 세기에 따라 단말기를 특정그룹으로 나누며, 상기 특정그룹의 특성에 따란 PV값을 동적으로 할

당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률을 결정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하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의 이동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를 위한 과정

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실시 예에서는 전력 레벨(Power Level)을 하나만 설정한 경우로 전력 레벨(Power Level) 값(P_th)을 기준으로 각각

의 데이터 전송율과 UP/DOWN에 따른 PV 값을 2개씩 가지고 있다. 이동국은 500단계에서 이동국은 pilot 채널을 계속 감

시한다. 특히 이동국은 호 설정 시 또는 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신한 전력 임계(power threshold) 값과 pilot 채널의

전력(power)을 계속 비교하여 자신의 그룹을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 이동국은 502단계에서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허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률에 따른 PV 값을 기지국으로부터 전송 받아 메모리에 저장한다. 그런 후 이동국은 기지국으

로 connection open을 설정하고, connection이 설정되면 이동국은 504단계에서 초기 값으로 설정된 9.6kbps의 전송률

로 최초의 역방향 링크 액세스를 수행한다. 이동국은 9.6kbps의 역방향 링크를 설정한 후 데이터를 계속 전송한다. 현재

1xEV-DO에서는 초기 전송률을 9.6kbps로 제한하고 있으나, 각 이동통신 시스템에 따라서 역방향 링크의 초기 전송률이

바뀔 수 있다. 본 실시 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1xEV-DO 기술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이동국은 상기 506단계에서 역방향 링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에 F-MAC 채널을 계속 감시한다. 특히, 역방향 링크의

혼잡도를 지시하는 역방향 활성 비트(RAB)를 감시하여 데이터 전송률을 조절하게 된다. 또한 이동국은 역방향 활성비트

를 기지국에서 제공하는 active set의 수 만큼을 수신할 수 있다. Active set 내의 기지국들 또는 섹터들 중 현재 이동국을

서비스하고 있는 섹터(sector)의 pilot 또는 기지국과 이동국간 connection이 열리면, active set 내의 기지국(들)은 이동

국에게 순방향 트래픽 채널, 역방향 트래픽 채널 및 역방향 전력제어 채널을 할당하게 된다. 그러나, connection이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국은 섹터들의 제어채널만을 감시하게 된다.

이동국은 508단계에서 역방향 활성비트(RAB)를 감지하면 510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한 역방향 활성 비트(RAB) 값이

1로 세트되어 있는가를 검사한다. 이동국은 active set 중에서 최소 한 개의 제어채널 즉, F-MAC 채널의 RAB가 "1"로 세

팅되어 있으면 542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22단계로 진행한다. 522단계와 242단계에서는 각각 여러

active set 중에서 현재의 F-MAC 채널 수신 전력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하여 P_r에 저장한다. 그리고, 채널 수신 전력 P_r

과 상기 502단계에서 저장한 P_th값을 비교한다. 522단계에서 P_r이 P_th보다 크면 이동국이 기지국 근처에 위치하는 그

룹 또는 기지국의 pilot power를 최적의 조건에서 수신하는 그룹(그룹 1)에 속하는 것이므로 524단계로 진행하여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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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률에 따라서 PV값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524단계로 진행하여 PU(r, 1)을 설정한다. 상기 PU(r, 1)은

그룹 1에 속하는 이동국의 데이터 전송률이 r인 경우, 데이터 전송률을 올리기 위한 PV 값을 나타낸다. 이 값은 상기 502

단계에서 수신한 메시지에 포함된 값이거나 이동국의 메모리에 기 설정된 값일 수 있다.

반면에 P_r이 P_th보다 크기 않으면, 이동국이 기지국 외각 또는 기지국의 pilot power를 최적의 조건에서 수신하지 못하

는 그룹(그룹 2)에 속하는 것이므로 526단계로 진행하여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에 따라서 PV값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동

국은 226단계로 진행하여 PU(r, 2)를 설정한다. 여기서 PU(r, 2)는 그룹 2에 속하는 이동국의 데이터 전송률이 r인 경우,

데이터 전송률을 올리기 위한 PV 값을 나타낸다. 524단계 또는 526단계에서 PV값을 선택하게 되면 이동국은 528단계로

진행하여 PV 테스트를 위한 랜덤 값(R)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동국은 530단계로 진행하여 persistence test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persistence test가 성공하면, 데이터 전

송률을 한 단계 증가시키고, 실패하면, 현재의 전송률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560단계로 진행하여 변경된 데이터

전송률로 역방향 트래픽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한편 상기 510단계에서 역방향 활성 비트(RAB)가 "1"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국은 542단계로 진행하여 채널 수신

전력 P_r과 P_th값을 비교한다. 이동국은 542단계에서 P_r이 P_th보다 크면 이동국이 그룹 1에 속하는 것이므로 544단

계로 진행하여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에 따라서 PV값을 선택한다. 즉, 이동국은 544단계에서 PD(r, 1)를 설정한다. 여기서

PD(r, 1)은 그룹 1에 속하는 이동국의 데이터 전송률이 r인 경우, 데이터 전송률을 내리기 위한 PV 값을 나타낸다. 그러

나, P_r이 P_th보다 크지 않으면 이동국은 그룹 2에 속하는 것이므로 546단계로 진행하여 현재의 데이터 전송률에 따라서

PV값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546단계에서 PD(r, 2)를 설정한다. 여기서 상기 PD(r, 2)는 그룹 2에 속하는 이동국의

데이터 전송률이 r인 경우, 데이터 전송률을 내리기 위한 PV 값을 나타낸다.

상술한 544단계 또는 546단계에서 PV값을 선택하면 이동국은 548단계로 진행하여 PV 테스트를 위한 랜덤 값(R)을 발생

시킨다. 그리고, 이동국은 550단계로 진행하여 persistence test를 수행한다. 상기 persistence test가 성공하면, 이동국

은 데이터 전송률을 한 단계 감소시킨다. 반면에 상기 persistence test가 실패하면, 이동국은 현재의 전송률을 유지한다.

그리고, 560단계로 진행하여 변경된 데이터 전송률로 역방향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이동국 수신 전력을 이용하여 이동국을 그 위치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상기한 방법으로 나뉘어진 그룹별로 데이터 전송률을 다르게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방법들을 이용하는 경우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전송률을 빠르게 full utilization에 이를 수 있으

며, 오버헤드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역방향 링크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기지국에 의해 점유되는 영역 내에 위치하는 복수의 이동단말들 각각이 복수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이동단말이 각각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때, 소정의 이동단말에서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각 이동단말로 전송되는 파일럿 채널의 전력의 임계 값을 나타내는 임계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과,

상기 각 이동단말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수신 파일럿 전력을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이동단말의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키는 경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

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다 클 때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2단계 증가시키며, 작을 경우 1단계 증가시키는 과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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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이동단말의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

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과 동일하거나 작을 때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2단계 감소시키며, 클 경우 1단계

감소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증가는 상기 이동단말의 활성 집합 내의 모든 기지국들로부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증가가 요

구되는 경우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감소는 상기 이동단말의 활성 집합 내의 어느 한 기지국으로부터라도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감

소가 요구되는 경우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채널의 수신 파일럿 전력의 측정은,

모든 활성 집합 내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파일럿 채널의 전력을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파일럿 채널의 전력 중 최고

의 전력을 가지는 값을 수신 파일럿 전력으로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증가 또는 감소는 퍼시스턴스 테스트가 성공한 경우에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

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방법.

청구항 6.

하나의 기지국에 의해 점유되는 영역 내에 위치하는 복수의 이동단말들 각각이 복수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복수의 이동단말이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때, 상기 이동단말들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의 제

어 방법에 있어서,

이동통신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역방향 전송율 지시자(RRI)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역방향 전송율 지시자 검출 시 현재 역방향 링크의 부하 및 잔존 용량에 근거하여 각 단말들의 역방향 전송률로부터

확률에 따라 증감 성공 시 역바향 링크의 예상 부하를 고려한 역방향 활성 값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역방향 활성 값을 이동단말들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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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되는 역방향 활성 값은 각 이동단말들로 브로드케스트 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

향 링크의 제어 방법.

청구항 8.

하나의 기지국에 의해 점유되는 영역 내에 위치하는 복수의 이동단말들 각각이 복수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이동단말이 각각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때, 소정의 이동단말에서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각 이동 단말로 전송되는 파일럿 채널의 전력의 임계 값과 상기 임계값에 의해 구분되어 지는

접속 확률에 따른 값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이동단말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수신 파일럿 전력을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이동단말의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

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다 클 때 상기 임계값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제1접속 확률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며, 상

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 상기 임계값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제

2접속 확률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테스트가 성공한 경우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방법.

청구항 9.

하나의 기지국에 의해 점유되는 영역 내에 위치하는 복수의 이동단말들 각각이 복수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이동단말 각각이 역방향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때, 소정의 이동단말에서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감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각 이동단말로 전송되는 파일럿 채널의 전력의 임계 값과 상기 임계값에 의해 구분되어 지는 접

속 확률에 따른 값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이동단말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수신 파일럿 전력을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이동단말의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

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 상기 임계값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제1접속 확률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

행하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다 클 때 상기 임계값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제

2접속 확률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테스트가 성공한 경우 데이터 전송률을 감소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방법.

청구항 10.

하나의 기지국에 의해 점유되는 영역 내에 위치하는 복수의 이동단말들 각각이 복수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단말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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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각 이동단말로 전송되는 파일럿 채널의 전력 임계 정보와, 역방향 전송률 제어 명령을 수신하는

제어신호 수신부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수신 파일럿 전력을 측정하는 수신 전력 검출부와,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명령이 전송률 증가일 경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

다 클 때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2단계 증가시키며, 작을 경우 1단계 증가시키고,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명령이 전송률 감소일 경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과 동일하거나 작을 때 상기

현재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2단계 감소시키며, 클 경우 1단계 감소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전력 검출부는,

모든 활성 집합 내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파일럿 채널의 전력을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파일럿 채널의 전력 중 최고

의 전력을 가지는 값을 수신 파일럿 전력으로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전송률의 변경을 위한 확률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역방향 전송률의 증가 또는 감소의 테스트를 위한 랜덤 값을 발생하는 랜덤 수 발생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랜덤 발생부에서 발생된 랜덤 값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확률 값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역방향

전송률을 변경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장치.

청구항 13.

하나의 기지국에 의해 점유되는 영역 내에 위치하는 복수의 이동단말들 각각이 복수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단말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각 이동단말로 전송되는 파일럿 채널의 전력 임계 정보와, 상기 임계 값에 의해 구분되는 접속

확률에 따른 값을 수신하는 제어신호 수신부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수신 파일럿 전력을 측정하는 수신 전력 검출부와,

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명령이 전송률 감소일 경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

다 작거나 같을 때 상기 임계값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제2접속 확률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

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다 클 때 상기 임계값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제1접속 확률을 이용하여 테스트

를 수행하고, 상기 테스트 성공 시에 데이터 전송률을 감소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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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역방향 전송률 제어 명령이 증가일 경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다 클 때

상기 임계값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제1접속 확률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며, 상기 측정된 파일럿 전력 값이 상기 수신

된 파일럿 전력의 임계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 상기 임계값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제2접속 확률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

하여 상기 테스트 성공 시 데이터 전송률을 감소시키는 제어를 더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

크의 제어 장치.

청구항 15.

하나의 기지국에 의해 점유되는 영역 내에 위치하는 복수의 이동단말들 각각이 복수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을 변경하기 위한 기지국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 이동단말들로부터 수신되는 역방향 전송율 지시자(RRI)를 검출하는 제어 신호 검출부와,

상기 역방향 링크의 현재 용량을 측정하는 역방향 링크 용량 측정부와,

초기 이동단말 접속 시 각 이동단말의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변경 확률 값을 설정하고, 현재 역방향 링크의 부하 및 잔존

용량에 근거하여 역방향 활성 값을 설정하는 제어부와,

상기 설정된 역방향 활성 값을 이동단말들로 전송하는 제어신호 송신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데이터 전송률 변경 확률 값은,

단말에서 측정한 순방향 파일럿 전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기 위한 제1접속 확률 값과 제2접속 확률 값으로 구성하여 출

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제어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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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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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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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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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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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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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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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등록특허 10-0547847

- 24 -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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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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