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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송일련번호와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상향링크 데이터 패킷들의 재정렬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단말이 전송한 데이터를 네트워크에서 재정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단말(UE)은 향상된 상향링크

전용채널(E-DCH)을 통해 전송되는 매체 액세스 제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MAC-e PDU)에 전송 일련번호(TSN)들을

부여하고, 기지국(Node B)은 수신된 PDU들에, 해당 수신 시점을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TS)를 부여한다. 무선망 제어기

(RNC)는 상기 TSN과 타임 스탬프를 이용해서, HARQ 동작과 기지국과 기지국 제어기 사이의 전송 지연으로 인한 PDU들

의 순서 뒤섞임을 제거하고, 상기 PDU들의 순서를 재정렬한다.

대표도

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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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데이터 패킷들을 재정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상위계층 데이터 유닛들과 전송 일련번호(TSN)를 각각 포함하는 데이터 유닛들을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유닛들에, 상기 데이터 유닛들을 최초로 수신한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TS)들을 첨부하여 상위계층 개

체로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상위계층 개체에서 상기 데이터 유닛들을 수신하고, 상기 타임 스탬프들에 따라 상기 데이터 유닛들이 상기 단말로부

터 전송된 순서대로 상기 데이터 유닛들을 재정렬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데이터 유닛들의 전송 일련번호들이 연속되는지를 검사하여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저장된 모든 데이터 유닛들을 순서대로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면 상기 저장된 데이터 유닛들 중 최초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 이전의 데

이터 유닛들을 순서대로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임 스탬프을 첨부하는 과정은,

상기 데이터 유닛들 각각이 복합 자동 재전송 요구(HARQ) 절차를 거쳐 재전송된 해당 데이터 유닛들과 소프트 결합되기

이전에 최초로 수신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임 스탬프들은,

상기 데이터 유닛들이 기지국에 최초로 수신된 시간의 CFN(Connection Frame Number)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TSN은,

상기 재전송 채널들의 개수와 동일한 최대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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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들 중 하나의 타임 스탬프가,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보다 작은지를 확

인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의 타임 스탬프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보다 작으면, 상기 수신

된 데이터 유닛에 포함된 전송 일련번호가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에 포함된 전송 일련번호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와 동일하

지 않으면,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를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에 포함된 타임 스탬프로 설

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에 포함된 전송 일련번호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와 동일하

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6.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향링크로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말과,

무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과 연결되고 상기 무선채널을 통해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하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에 의해 수신한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재정렬하는 무선망 제어기(RNC)로 구성되며,

상기 단말은,

데이터 유닛들을 생성하는 상위계층 개체와,

상기 상위계층 데이터 유닛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구별하여 저장하는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과,

상기 우선순위 큐들로부터 읽어낸 상기 상위계층 데이터 유닛들에 전송 일련번호(TSN)들을 첨부(tag)하는 태깅 블록과,

상기 상위계층 데이터 유닛들과 상기 전송 일련번호(TSN)를 포함하는 데이터 유닛들을 전송하는 전송 개체를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상위계층 데이터 유닛들과 상기 전송 일련번호(TSN)를 포함하는 데이터 유닛들을 수신하는 수신 개체와,

상기 데이터 유닛들에, 상기 데이터 유닛들을 최초로 수신한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TS)들을 첨부하는 타임 스탬프

첨부 블록을 포함하며,

상기 무선망 제어기는,

상기 타임 스탬프와 상기 전송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유닛들을 수신하고, 상기 타임 스탬프들에 따라 상기 데

이터 유닛들을 전송된 순서대로 재정렬하는 재정열 제어부와,

상기 재정렬된 데이터 유닛들을 우선순위별로 구별하여 저장하는 재정열 버퍼들과,

상기 저장된 데이터 유닛들의 전송 일련번호들이 연속되는지를 검사하여,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는

지 판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저장된 모든 데이터 유닛들을 저장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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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출력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면 상기 저장된 데이터 유닛들 중 최초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 이전의 데이터 유닛들을 순서대로 출력하도록 상기 재정열 버퍼를 제어하는 갭 검출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타임 스탬프 첨부 블록은,

상기 데이터 유닛들 각각이 복합 자동 재전송 요구(HARQ) 절차를 거쳐 재전송된 해당 데이터 유닛들과 소프트 결합되기

이전에 최초로 수신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장치.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타임 스탬프들은,

상기 데이터 유닛들이 상기 기지국에 최초로 수신된 시간의 CFN(Connection Frame Number)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장치.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TSN은,

상기 재전송 채널들의 개수와 동일한 최대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장치.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갭 검출부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들 중 하나의 타임 스탬프가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보다 작고, 상기 수

신된 데이터 유닛에 포함된 전송 일련번호가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와 동일지 않으면,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를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에 포함된 타임 스탬프로 갱신하며,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의 타임 스탬프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보다 작고,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에 포함된 전송 일련번호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와 동일하면, 상기 적어

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장치.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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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타임 스탬프 값을 가지는 데이터 유닛을 출력에 가까운 저장 영역에 위치시키고, 상대적으로 높은 타임

스탬프 값을 가지는 데이터 유닛을 입력에 가까운 저장 영역에 위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23.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에 포함된 전송 일련번호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

expected_TSN)와 동일하면,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를 상기 저장된 데이터 유닛들의 타임

스탬프들 중 가장 작은 값으로 갱신하고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를 가장 마지막으로 출

력된 데이터 유닛의 전송 일련번호에 1을 합한 값으로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24.

제 6 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타임 스탬프 값을 가지는 데이터 유닛은 상기 재정렬 버퍼의 출력에 가까운 저장 영역

에 저장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타임 스탬프 값을 가지는 데이터 유닛은 상기 재정렬 버퍼의 입력에 가까운 저장 영역에 저

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장치.

청구항 25.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갭 검출부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의 타임 스탬프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보다 작고,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유닛에 포함된 전송 일련번호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와 동일하면, 상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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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를 상기 저장된 데이터 유닛들의 타임 스탬프들 중 가장 작은 값으로 갱신하고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를 가장 마지막으로 출력된 데이터 유닛의 전송 일련번호에 1을

합한 값으로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장치.

청구항 26.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데이터를 재정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 일련번호와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향상된 상향링크 전용 채널(E-DCH)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수신하는

과정과, 여기서 상기 타임 스탬프는 상기 PDU를 최초로 수신한 시간을 나타내고,

상기 수신된 PDU를 상기 타임 스탬프에 따라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타임 스탬프가,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 값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타임 스탬프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 값보다 작으면, 상기 전송 일련번호가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

(Next_expected_TSN)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전송 일련번호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와 동일하면, 기 저장된 PDU들 중 첫번

째 미수신된 PDU 이전의 PDU들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일련번호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와 동일하지 않으면,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 (Next_expected_TS)를 상기 수신된 PDU의 타임 스탬프로 갱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PDU들을 출력한 이후,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를 상기 저장된

PDU들의 타임 스탬프들 중 가장 작은 값으로 갱신하고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를 가장

마지막으로 출력된 PDU의 전송 일련번호에 1을 합한 값으로 갱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

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타임 스탬프는,

상기 PDU가 복합 자동 재전송 요구(HARQ) 절차를 거쳐 재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PDU과 소프트 결합되기 이전에 최초로

수신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타임 스탬프는,

상기 PDU가 기지국에 최초로 수신된 시간의 CFN(Connection Frame Number)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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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일련번호는,

상기 재전송 채널들의 개수와 동일한 최대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재정렬 방법.

청구항 32.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망 제어기에 있어서,

전송 일련번호와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향상된 상향링크 전용 채널(E-DCH)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수신하여

상기 타임 스탬프를 식별하는 재정렬 제어부와,

상기 수신된 PDU를 상기 타임 스탬프에 따라 저장하는 재정렬 버퍼와,

상기 타임 스탬프가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 값보다 작고 상기 전송 일련번호가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

expected_TSN)와 동일하면, 기 저장된 PDU들 중 첫번째 미수신된 PDU 이전의 PDU들을 출력하도록 상기 재정렬 버퍼

를 제어하는 갭 검출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망 제어기.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갭 검출부는,

상기 타임 스탬프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 값보다 작고 상기 전송 일련번호가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

호(Next_expected_TSN)와 동일하지 않으면,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 (Next_expected_TS)를 상기 수신된

PDU의 타임 스탬프로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망 제어기.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갭 검출부는,

상기 PDU들이 출력된 이후, 상기 다음 기대되는 타임 스탬프(Next_expected_TS)를 상기 저장된 PDU들의 타임 스탬프

들 중 가장 작은 값으로 갱신하고 상기 다음 기대되는 전송 일련번호(Next_expected_TSN)를 가장 마지막으로 출력된

PDU의 전송 일련번호에 1을 합한 값으로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망 제어기.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타임 스탬프는,

상기 PDU가 복합 자동 재전송 요구(HARQ) 절차를 거쳐 재전송된 적어도 하나의 PDU과 소프트 결합되기 이전에 최초로

수신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망 제어기.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타임 스탬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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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DU가 기지국에 최초로 수신된 시간의 CFN(Connection Frame Number)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망

제어기.

청구항 37.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일련번호는,

상기 재전송 채널들의 개수와 동일한 최대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망 제어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Wid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CDMA)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

히 향상된 상향링크 전용채널(Enhanced Uplink Dedicated Channel)의 데이터 패킷들을 재정열(Reordering)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유럽식 이동통신 시스템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과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s)을 기반으로 하고 광대역(Wideband) 부호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WCDMA라 칭

함)을 사용하는 제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시스템은, 이동 전

화나 컴퓨터 사용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패킷 기반의 텍스트, 디지털화된 음성이나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데

이터를 2 Mbps 이상의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WCDMA는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과 같은 패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패킷교환 방식의 접속이란 가상접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네트워크 내

의 다른 어떠한 종단에라도 항상 접속이 가능하다.

WCDMA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단말(User Equipment: UE)로부터 시스템으로의 상향링크(Uplink: UL) 통신에 있어서 패

킷 전송의 성능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향상된 상향링크 전용채널(Enhanced Uplink Dedicated Channel: 이하 E-

DCH라 칭함)을 사용한다. E-DCH는 보다 안정된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응적 변조/부호화(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AMC)와 복합 자동 재전송 요구(Hybrid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HARQ) 및 기지

국 스케쥴링(Node B Scheduling) 등의 기술 등을 지원한다.

AMC는 기지국과 단말 사이의 채널 상태에 따라 데이터 채널의 변조방식과 코딩방식을 결정해서, 전송시 자원의 사용효율

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변조방식과 코딩방식의 조합은 MCS(Modulation and Coding Scheme)라고 하며, 지원 가능한 변

조 방식과 코딩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MCS 레벨의 정의가 가능하다. AMC는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채널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MCS 레벨을 결정해서, 전송시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여준다.

HARQ는 초기에 전송된 데이터 패킷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상기 오류 패킷을 보상해 주기 위한 패킷을 재전송하는 기법

을 의미한다. 수신기에서는 최초에 수신한 데이터 패킷에 재전송된 패킷을 소프트-결합(Soft Combining)하여 복호한다.

HARQ 기법은, 오류 발생시 최초 전송시와 동일한 포맷의 패킷들을 재전송하는 체이스 결합 기법(Chase Combining: 이

하 CC이라 칭함)과, 오류 발생시 최초 전송시와 상이한 포맷의 패킷들을 재전송하는 중복분 증가 기법(Incremental

Redundancy: 이하 IR이라 칭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지국 스케쥴링은, 기지국이 E-DCH를 통한 상향 데이터의 전송 여부 및 가능한 데이터 전송율의 상한치 등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전송율 정보를 단말로 전송하면, 단말이 상기 전송율 정보를 참조하여 가능한 상향링크 E-DCH의 데이터 전

송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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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H에서 HARQ를 지원함에 있어서, 복수의 HARQ 채널들을 사용하여 재전송 동작을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보다 높은

처리 효율을 얻도록 하는 기술이 널리 알려져 있다. E-DCH를 이용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서, 송신기인 단말과

수신기인 기지국 사이에는 복수의 HARQ 채널들이 구비되며, 단말은 패킷 데이터가 발생할 시마다 임의의 한 HARQ 채널

을 통해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며, 상기 패킷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면 상기 HARQ 채널을 통해 상기 패킷 데이터

를 재전송한다.

그런데 만일 상기 HARQ 채널에서 첫 번째 패킷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기지국에 수신되지 못하고, 이어지는 다음 패킷 데

이터가 다른 HARQ 채널에서 한번의 전송으로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다면, 기지국으로 수신되는 패킷 데이터들의 순서가

단말이 전송한 순서와는 다르게 된다. 이는 상기 첫 번째 패킷 데이터가 적어도 1회 이상의 재전송을 거쳐 소프트-결합된

후에야 정상적으로 수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ARQ를 지원하는 E-DCH에서 수신된 패킷 데이터들의 순서를 단말

이 전송한 순서대로 재정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WCDMA 통신 시스

템에서 E-DCH를 통한 통신에서 발생하는 패킷 데이터의 순서 뒤섞임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WCDMA 통신 시스템에서 E-DCH를 통한 통신에서 뒤섞인 패킷 데이터들을 정상적인 순서로 재

정열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복수의 재전송 채널들을 통해 복합 자동 재전송 요

구(HARQ)를 병렬로 처리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데이터를 재정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상위계층 데이터 유닛들과 전송 일련번호(TSN)를 각각 포함하는 데이터 유닛들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유닛들에 상기 데이터 유닛들을 최초로 수신한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TS)들을 첨부하는 과정과,

상기 타임 스탬프들에 따라 상기 데이터 유닛들을 상기 전송된 순서대로 재정렬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데이터 유닛들의 전송 일련번호들이 연속되는지를 검사하여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저장된 모든 데이터 유닛들을 순서대로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면 상기 저장된 상위계층 데이터 유닛들 중 최초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

이전의 데이터 유닛들을 순서대로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복수의 재전송 채널들을 통해 복합 자동 재전송 요구(HARQ)를 병렬로 처리하는 이동통신 시스

템에 있어서, 상향링크로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말과, 무선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과 연결되고 상기 무선채널을 통해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하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에 의해 수신한 상기 데이터 패킷들을 재정렬하는 무선망 제어기

(RNC)로 구성되며, 상기 단말은, 데이터 유닛들을 생성하는 상위계층 개체와, 상기 상위계층 데이터 유닛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구별하여 저장하는 복수의 우선순위 큐들과, 상기 우선순위 큐들로부터 읽어낸 상기 상위계층 데이터 유닛들에 전송

일련번호(TSN)들을 첨부(tag)하는 태깅 블록과, 상기 상위계층 데이터 유닛들과 상기 전송 일련번호(TSN)를 포함하는 데

이터 유닛들을 전송하는 전송 개체를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상위계층 데이터 유닛들과 상기 전송 일련번호(TSN)

를 포함하는 데이터 유닛들을 수신하는 수신 개체와, 상기 데이터 유닛들에, 상기 데이터 유닛들을 최초로 수신한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TS)들을 첨부하는 타임 스탬프 첨부 블록을 포함하며, 상기 무선망 제어기는, 상기 타임 스탬프와

상기 전송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유닛들을 수신하고, 상기 타임 스탬프들에 따라 상기 데이터 유닛들을 전송된

순서대로 재정렬하는 재정열 제어부와, 상기 재정렬된 데이터 유닛들을 우선순위별로 구별하여 저장하는 재정열 버퍼들

과, 상기 저장된 데이터 유닛들의 전송 일련번호들이 연속되는지를 검사하여,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

는지 판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저장된 모든 데이터 유닛들을 순서대로

출력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이 존재하면 상기 저장된 데이터 유닛들 중 최초의 미수신 데이터 유닛

이전의 데이터 유닛들을 순서대로 출력하도록 상기 재정렬 버퍼를 제어하는 갭 검출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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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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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

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후술되는 본 발명은 향상된 상향링크 전용 채널(E-DCH)을 통해 수신되는 패킷 데이터들을 전송한 순서에 맞춰 재정렬하

고 수신되지 못한 패킷 데이터를 검출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WCDMA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HARQ를 지원하는 E-DCH에 대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할 것이다. 이 경우 송신기는 단말이 되고 수신기는 기지국(Node B)이 된다. 상기 기지

국은 E-DCH를 통한 패킷 데이터의 수신과 데이터 전송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무선망 제어기는 E-DCH를 통해 수신된

패킷 데이터들의 재정렬 및 분석을 담당하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WCDMA 통신 시스템에서 E-DCH를 통한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여기서

참조번호 110은 E-DCH를 지원하는 노드 B(Node B)를 나타내며, 참조번호 101, 102, 103, 104는 E-DCH를 사용하고

있는 단말들을 나타낸다.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단말들(101 내지 104)은 각자 E-DCH(111, 112, 113, 114)을 통해 기지

국(110)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110)은 E-DCH를 사용하는 단말들(101 내지 104)의 데이터 버퍼 상태, 요청 데이터 전송율 혹은 채널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각 단말별로 E-DCH 데이터 전송 가능 여부를 알려주거나 혹은 E-DCH 데이터 전송율을 조정하는 전송

율 정보를 전송한다. 스케쥴링은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지국의 측정 잡음증가(Noise Rise) 값이 목표 값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기지국에서 멀리 있는 단말들(예를 들어 103, 104)에게는 낮은 데이터 전송율을 할당하고, 가까이 있

는 단말들(예를 들어 101, 102)에게는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단말들(101 내지 104)은 상기

전송율 정보에 따라 E-DCH 데이터의 최대 허용 데이터 전송율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데이터 전송율로 E-DCH 데이터

를 전송한다.

상향링크에서 서로 다른 단말들이 송신한 상향링크 신호들은 상호간에 동기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직교성이 없어서 상

호간에 간섭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지국이 수신하는 상향링크 신호들이 많아질수록 특정 단말의 상향링크 신호

에 대한 간섭의 양도 많아지게 되어 수신 성능이 저하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기 특정 단말의 상향링크 송신전력을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시 다른 상향링크 신호에 대해 간섭으로 작용하여 수신 성능을 저하시킨다. 결국 기지국이 수

신 성능을 보장하면서 수신할 수 있는 상향링크 신호의 전체 전력은 제한되게 된다. ROT(Rise Over Thermal)는 기지국

이 상향 링크에서 사용하는 무선자원을 나타내며,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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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상기에서 I0은 기지국의 전체 수신 대역에 대한 전력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로서 기지국이 수신하는 전

체 상향링크 신호의 양을 나타낸다. N0은 기지국의 열잡음 전력 스펙트럼 밀도이다. 따라서, 허용되는 최대 ROT는 기지국

이 상향 링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무선자원이 된다.

기지국의 전체 ROT는 셀간 간섭, 음성 트래픽 그리고 E-DCH 트래픽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을 사

용한다면 여러 단말들이 동시에 높은 데이터 전송율의 패킷을 전송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수신 ROT를 목표

(target) ROT로 유지하여 수신 성능을 항상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은, 특정 단말에게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말에게는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신 ROT가 목표 ROT 이상으

로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한다.

도 2a 및 도 2b는 기지국에서 할당 가능한 상향링크 무선자원의 양을 ROT 레벨로 나타낸 것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기지

국이 할당할 수 있는 상향링크 무선자원을 나타내는 총 ROT(202, 210)은 ICI(Inter-cell interference)(208, 216)와, 음

성 트래픽(Voice traffic)(206, 214) 및 E-DCH 패킷 트래픽(204, 212)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도 2a는 기지국 스케줄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총 ROT(202)의 변화를 나타낸다. E-DCH에 대해 스케줄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수 개의 단말들이 동시에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사용하여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하는 경우 총 ROT(202)가

목표 ROT보다 높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상향링크 신호의 수신성능은 매우 저하된다.

도 2b는 기지국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경우 총 ROT(210)의 변화를 나타낸다. E-DCH에 대해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경우,

상기 복수 개의 단말들이 동시에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사용하여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기지

국은 특정 UE에게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허용하는 경우 다른 UE들에게는 낮은 데이터 전송율을 허용함으로서, 총 ROT

(210)가 목표 ROT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능한 방지한다. 따라서, 상기 Node B 스케줄링은 항상 일정한 수신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어떤 단말에게 높은 데이터 전송율이 할당되면, 상기 단말로부터 기지국으로의 수신 전력이 증가되어 상기 단말의 ROT는

기지국의 총 ROT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다른 단말에게 낮은 데이터 전송율이 할당되면, 상기 낮은 데이터

전송율이 할당된 단말로부터 기지국으로의 수신 전력이 감소되어 상기 다른 단말의 ROT는 기지국의 총 ROT에서 적은 부

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기지국은 데이터 전송율과 무선자원간의 관계 및 단말이 요청하는 데이터 전송율 등을 고려하

여 E-DCH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스케줄링한다.

앞서 언급한 도 1을 참조하면, 단말들(101 내지 104)은 기지국(110)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서로 다른 송신 전력으로 상

향링크 패킷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다. 상기 기지국(110)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단말(104)은 가장 높은 상향링크 채널의

송신 전력으로 패킷 데이터를 송신하며, 가장 가까이 있는 단말(101)은 가장 낮은 상향링크 채널의 송신 전력으로 패킷 데

이터를 송신한다. 기지국(110)은 총 ROT를 유지하고 다른 셀에 대한 ICI를 줄이면서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케

쥴링을 통해 단말들(101 내지 104)의 송신 전력 세기와 반비례하는 데이터 전송율들을 단말들(101 내지 104)에게 할당한

다 즉, 상향링크 채널의 송신 전력이 가장 높은 단말(104)에 대해서는 작은 데이터 전송율을 할당하고, 상향링크 채널의 송

신 전력이 가장 낮은 단말(101)에 대해서는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할당한다.

도 3은 E-DCH를 통하여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작을 도시하고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310단계에서 기지국(300)은 UE(302)과의 사이에 E-DCH를 설정한다. 상기 310단계는 전용 전송 채널

(Dedicated Transport Channel: DCH)을 통한 메시지들의 송수신 과정을 포함한다. 312단계에서 상기 UE(302)는 상기

기지국(300)으로 원하는 데이터 전송율에 관한 요청 정보, 상향링크 채널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들을 보고한다. 상기

상향링크 채널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에는 상기 UE(302)가 전송하는 상향채널 송신전력 정보와 상기 UE(303)의 송신전력

마진 등이 포함된다.

상기 기지국(300)은 상기 상향채널 송신전력을 상기 UE(302)로부터의 수신 신호에 대해 측정된 수신전력과 비교하여 상

향링크 채널 상황을 추정한다. 즉, 상기 상향채널 송신전력과 상기 상향채널 수신전력의 차이가 작으면 상향링크 채널 상

황은 양호하며, 상기 송신전력과 상기 수신전력의 차이가 많으면 상향링크 채널 상황은 불량하다. 상향링크 채널상황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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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상기 UE가 송신전력 마진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상기 송신전력 마진을, 이미 알고 있는 UE(302)의 최대 송신

전력에서 빼줌으로서, 상기 Node B(300)는 상기 상향링크 송신전력을 추정할 수 있다. 상기 Node B(300)는 상기 추정한

상기 UE(302)의 채널 상황과 상기 UE(302)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전송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UE(302)의 상향

링크 패킷 채널을 위한 허용된 최대 데이터 전송율을 결정한다.

314단계에서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율은 전송율 지시 정보를 통해 상기 UE(302)로 통보된다. 상기 UE(302)는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율의 범위 내에서 전송할 패킷 데이터의 데이터 전송율을 결정하고, 316단계에서 상기 결정된 데이터 전송율

로 E-DCH를 통해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E-DCH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프로토콜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를 참조하면, UE(405)는 물리 계층(425)과 MAC(Medium Access Control)-e 계층(420)과 MAC-d 계층(415)과 그

외의 상위 계층(410)을 구비한다. 상기 상위 계층(410)은 사용자 데이터를 생성하는 어플리케이션 부분과, 상기 사용자 데

이터를 무선 채널 전송에 적합한 크기의 패킷 데이터로 재구성하는 무선링크제어(Radio Link Control, 이하 'RLC'라 한다)

계층 등을 포함한다. MAC-d(415) 계층은 상기 상위 계층(410)으로부터 전달받은 패킷 데이터에 다중화 정보 등을 삽입

해서 MAC-d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rotocol Data Unit, 이하 'MAC-d PDU'라 한다)을 생성한다.

MAC-e 계층(420)은 상기 MAC-d 계층(415)으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MAC-d PDU를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버퍼

(Priority Queue, 이하 'PQ'라 한다, 도시하지 않음.)에 저장한다. 또한, 상기 MAC-e 계층(420)은 상기 PQ의 상태를 고려

하여 버퍼 상태 보고 및 채널 품질 보고를 기지국(430)으로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430)으로부터 허용된 최대 데이터 전송

율을 지시하는 스케줄링 정보가 수신되면, MAC-e 계층(420)은 상기 스케줄링 정보에 따라 상기 PQ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 계층(425)으로 전달한다. 이때, 상기 MAC-e 계층(420)은 상기 물리 계층(425)으로 전달된 상향링크 데이터와 관련

하여 상기 기지국(430)으로부터 수신한 응답신호인 긍정적 인지신호(Acknowledgement: ACK)와 부정적 인지신호

(Negative-acknowledge: NACK 신호)를 고려하여 HARQ 동작을 수행된다.

물리계층(425)은 상기 MAC-e 계층(420)이 전달하는 데이터를 물리계층 프레임에 담아 E-DCH에 대응하는 물리 채널을

통해 기지국(430)으로 무선상으로 전송한다.

기지국(430)은 상기 UE(405)와 유사하게, MAC-e 계층(435)과 물리 계층(440)을 구비하며, 또한 무선망 제어기(RNC)

(450)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1계층(L1)과 2계층(L2)(445)을 구비한다. 상기 물리 계층(440)은 상기 UE(405)의

물리 계층(425)으로부터 전송된 무선 신호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상기 데이터를 MAC-e계층(435)으로 전달한

다.

MAC-e 계층(435)은 상기 물리 계층(440)이 전달한 데이터를 L2/L1(445)로 전달하고, 상기UE(405)가 전송한 버퍼 상태

보고(Buffer Status Report)와 채널 품질 보고를 바탕으로 다수의 UE들에 대하여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기지국(430)은

상기 UE(405)에게 상기 스케줄링을 통해 결정된 스케줄링 정보를 전송하고, HARQ 동작을 수행한다.

RNC(450)는 상위 계층(470)과 MAC-d 계층(465) 및 MAC-e 계층(460)을 구비하며, 또한 상기 기지국(430)이 전달하는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1계층과 2계층(455)을 구비한다. 상기 RNC(450)의 상기 MAC-e 계층(460)은 상기 기지국(430)

의 MAC-e 계층(435)이 구비하고 있지 못한 복잡한 기능을 더 구비한다. 예를 들어, MAC-e 계층(460)은 상기 기지국

(430)을 통해 상기 UE(405)로부터 수신한 패킷 데이터들을 PQ별로 분류하고, 각 PQ에대해서 순서를 재정렬한다.

상기 UE(405)는 E-DCH를 통해 전송될 데이터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복수의 PQ들에 구분하여 저장한다. 상기 UE(405)

는 E-DCH의 호가 설정될 때, UE(405)의 MAC-e 계층(420) 내에 상기 PQ들을 구성하며, E-DCH를 통해 서비스될 어플

리케이션의 수에 따라 상기 PQ들의 개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상기 UE(405)는 버퍼 상태 보고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PQ

별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총합을 기지국(430)에게 알려주고, 상기 기지국(430)은 각 UE들의 채널 상황과 UE들이 저

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스케줄링을 수행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른 복수의 버퍼들을 통한 UE와 시스템 간의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계층 구조를 도시

한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PQ(660)는 E-DCH를 서비스하는 단말(685)의 MAC-e 계층에 구비되며, 재정열 버퍼(Reordering

Queue: 이하 RQ라 칭함)(680)는 RNC(695)의 MAC-e 계층에 구비된다. 상기 PQ(660)에는 우선순위가 동일한 PDU들

(605,610,615,620)이 HARQ 처리기들(HARQ Processors)(625, 630, 635, 640)로 입력되기에 앞서 저장된다. HA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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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들(625 내지 640)은 단말(685) 내에서 송신측 HARQ 동작을 수행하는 개체이며, 마찬가지로 수신측 HARQ 동작을

수행하는 HARQ 처리기들(643, 647, 649, 653)이 기지국(690)에 구비된다. 상기 송신측 HARQ 처리기들(625 내지 640)

과 수신측 HARQ 처리기들(643 내지 653)은 대응하는 HARQ 채널들(645, 648, 650, 655)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쌍으로

동작한다.

송신측 HARQ 처리기들(625 내지 640)은 입력되는 MAC-e PDU들을 채널 코딩하여 무선 채널로 전송하고, 수신측

HARQ 처리기들(643 내지 653)은 상기 무선 채널을 통해 수신한 MAC-e PDU들을 채널 디코딩한 뒤 CRC(Cyclic

Redudancy Codes) 연산을 통해 오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대응하는 송신

측 HARQ 처리기로 'ACK'을 전송한다. 만약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응하는 송신측 HARQ 처리기로 'NACK'을

전송하여 상기 MAC-e PDU에 대한 재전송을 요청한다. 이 때, 오류가 발생한 MAC-e PDU는 해당 수신측 HARQ 처리기

의 내부 버퍼에 저장되어, 차후에 재전송된 MAC-e PDU와 소프트-결합된다.

상기 도 5에서 각 HARQ 처리기를 통해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시점에 채널 상황은 가변적이므로, 임의의 시점에 각 HARQ

처리기들에 요구되는 재전송의 회수 역시 가변적이다. 다시 말해서, 단말이 전송한 MAC-e PDU들의 순서가 HARQ 처리

기들에 의해서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MAC-e PDU는 4번의 재전송 끝에 한 HARQ 처리기에서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또 다른 MAC-e PDU는 2번의 재전송 만에 다른 HARQ 처리기에서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상기 두

MAC-e PDU들이 RNC로 전달되는 순서는 단말이 상기 MAC-e PDU들을 전송한 순서와 달라진다.

이와 같은 순서 뒤바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지국(690)의 HARQ 처리기들(643, 647, 649, 653)은 수신한 MAC-e

PDU들을 RNC로 전송할 때, 상기 MAC-e PDU를 최초로 수신한 시간에 대한 정보, 즉 타임 스탬프(Time Stamp: 이하

TS라 칭함)를 함께 전송한다. 이는 단말(685)이 MAC-e PDU들을 전송한 순서는 상기 MAC-e PDU들이 HARQ 처리기

들(643 내지 653)에 최초로 수신되는 순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순서 뒤바뀜 현상은 HARQ 처리기들(625 내지 640)의

재전송 회수에서 기인하며, MAC-e PDU들이 HARQ 처리기들(643 내지 653)에 최초로 수신되는 순간은 아직 순서 뒤바

뀜 현상이 발생하기 전이다. 따라서 상기 타임 스탬프는 단말이 MAC-e PDU뜰을 전송한 순서를 나타내게 된다.

RNC(695)는 기지국(690)이 전달한 MAC-e PDU들과 상기 MAC-e PDU들이 기지국(690)에 최초로 수신된 시간을 나타

내는 타임 스탬프를 이용해서, 상기 MAC-e PDU들을 단말(685)에서 전송된 순서대로 재정렬한다. 그러나 상기 타임 스

탬프에 의하면, 상기 MAC-e PDU들의 순서를 재정렬할 수는 있지만 상기 MAC-e PDU들 사이에 수신되지 않은 MAC-e

PDU의 존재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지국(690)이 수신한 MAC-e PDU에 TS를 삽입하여 RNC(695)로 전송

하고, RNC(695)가 상기 TS만을 바탕으로 순서 재정렬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임의의 시점에 PQ(660)는 첫 번째 PDU(605)와 두 번째 PDU(610)와 세 번째 PDU(615)와 네

번째 PDU(620)를 순서대로 저장하고 있다. 상기 첫 번째 PDU(605)는 HARQ 처리기1(625)에 의해 HARQ 채널1(645)을

통해 기지국(690)으로 전송되고, 기지국(690)의 HARQ 처리기 1(643)는 시점 x에서 첫 번째 PDU(665)를 최초 수신한다.

몇 차례의 HARQ 재전송을 거쳐 상기 첫 번째 PDU(665)를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HARQ 처리기 1(643)은 상기 첫 번째

PDU(665)에 x라는 TS를 붙여서 RQ(680)로 전달한다.

단말(685)은 상기 두 번째 PDU(610)를 HARQ 처리기 2(630)에 의해 HARQ 채널2(648)를 통해 기지국(690)으로 전송하

고, 상기 기지국(690)의 HARQ 처리기 2(647)는 시점 x+a에서 두 번째 PDU를 오류를 가지고 수신한다. 상기 두 번째

PDU(647)는 몇 차례의 HARQ 재전송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수신되지 못하였다.

단말(685)은 상기 세 번째 PDU(615)를 HARQ 처리기 3(635)에 의해 HARQ 채널3(650)을 통해 기지국(690)으로 전송하

고, 상기 기지국(690)의 HARQ 처리기 3(649)은 시점 x+a+b에서 세 번째 PDU(670)을 최초 수신한다. 몇 차례의 HARQ

재전송을 거쳐 상기 세 번째 PDU(670)를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HARQ 처리기 3(649)은 상기 세 번째 PDU(670)에

x+a+b라는 TS를 붙여서 RQ(680)로 전달한다.

단말(685)은 상기 네 번째 PDU(620)를 HARQ 처리기 4(640)에 의해 HARQ 채널4(655)를 통해 기지국(690)으로 전송하

고, 상기 기지국(690)의 HARQ 처리기 4(653)는 시점 x+a+b+c에서 네 번째 PDU(675)를 수신한다. 몇 차례의 HARQ

재전송을 거쳐 상기 네 번째 PDU(675)를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HARQ 처리기 4(653)는 상기 PDU에 x+a+b+c라는 TS

를 붙여서(675) RQ(665)로 전달한다.

결과적으로 RQ(680)에는 첫 번째 PDU(665)와 세 번째 PDU(670)와 네 번째 PDU(675)가 저장된다. 이때 RQ(680)는 두

번째 PDU를 수신하지 못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기 PDU들(665, 670, 675)의 TS 가 단조 증가하므로 상기 PDU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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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670, 675)이 재정렬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지국(690)이 수신된

PDU에 첨부하는 TS만으로는 RNC(695)의 RQ(680)는 수신한 PDU들 사이에 미수신 PDU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다.

<<제 1실시예>>

도 6은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른 UE와 시스템 간의 패킷 데이터 전송을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시스템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노드 B와 무선망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단말(760)은 PQ들(720-1, 720-2, 720-3)을 구비하며, RNC(770)은 상기 PQ들(720-1, 720-2,

720-3)에 대응하는 RQ들(745-1, 745-2, 745-3)을 구비한다. 상기 PQ들(720-1 내지 720-3) 각각은 동일한 우선순위

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상기 RQ들(745-1 내지 745-3)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데이터들의 순서를 원래의

송신된 순서로 재정렬한다.

단말(760)은 다수의 RLC 개체들(705-1, 705-2, 705-3, 705-4, 705-5)을 구비하며, 상기 RLC 개체들(705-1 내지

705-5)은 제어/트래픽(Control/Traffic: C/T) 다중화기들(710-1, 710-2)과 연결된다. 상기 다중화기들(710-1, 710-2)

은 수신측의 C/T 역다중화기들(750-1, 750-2)과 대응되어 상기 C/T 역다중화기들(750-1, 750-2)이 수신된 데이터를

수신측 RLC 개체들(755-1, 755-2, 755-3, 755-4, 755-5)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상기 RLC 개체들(705-1 내지 705-5)

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 다중화 필드를 삽입한다. 단말(760)은 다수의 C/T 다중화기들(710-1, 710-2)을 구비하며, C/T

다중화기들(710-1, 710-2)과 PQ들(720-1 내지 720-3)은 PQ 분배기들(715-1, 715-2)을 통해 연결된다. C/T 다중화

기들(710-1, 710-2)과 PQ들(720-1 내지 720-3) 사이의 관계는 호설정 과정에 의해 결정되며, 하나의 PQ가 다수의 다

중화기들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PQ들(720-1 내지 720-3) 각각에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RLC 개체로부터의 데이터가 저장된다. RLC 개체들(705-

1 내지 705-5)에서 출력된 데이터에는 C/T다중화기들(710-1, 710-2)에 의해 다중화 필드들이 삽입되고, PQ 분배기들

(715-1, 715-2)은 상기 다중화 필드들을 참조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PQ들(720-1 내지 720-3)로 전달한다. PQ들

(720-1 내지 720-3)과 RLC 개체들(705-1 내지 705-5) 사이의 관계는 호설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도 6의 구조에서는 3개의 RLC 개체들(705-1, 705-2, 705-3)이 C/T 다중화기 1(710-1)과 연결되고, 2개의 RLC 개체들

(705-4, 705-5)이 C/T 다중화기 2(710-2)와 연결된다. 상기 3개의 RLC 개체들(705-1, 705-2, 705-3)에서 출력된 데

이터들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PQ들(720-1, 720-2) 중 하나로 입력된다.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상기 2개의 RLC 개체

들(705-4, 705-5)들은 PQ(720-3)에 연결된다.

단말(760)의 데이터들은 상기 PQ들(720-1 내지 720-3)에 저장되어 있다가 HARQ 개체(725)로 입력되고, HARQ 개체

(725)는 상기 입력된 데이터들을 HARQ 동작에 따라 기지국의 HARQ 개체(735)로 전송한다. 상기 HARQ 개체들(725,

735)은 HARQ 처리기(Processors)들의 집합이며, 상기 HARQ 개체들(725, 735)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MAC-e

PDU(730)이라 한다.

상기 MAC-e PDU(730)에는 PQ들(720-1 내지 720-3)에 저장되어 있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MAC-d PDU)가 수납되

며, 상기 MAC-e PDU(730)의 헤더는, 수납된 MAC-d PDU들이 속한 PQ의 식별자(PQ id)와, 상기 수납된 MAC-e PDU

들의 순서 재정렬에 사용할 전송 일련번호(Transmission Sequence Number: 이하 TSN이라 칭함)와, 상기 수납된

MAC-d PDU들의 크기를 나타내는 크기 인덱스(Size Index, 이하 SID라 칭함)와, 상기 수납된 MAC-d PDU들의 개수(N)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지국(765)의 HARQ 개체(735)는 상기 MAC-e PDU(730)를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상기 MAC-e PDU(730)를 Iub 인터

페이스를 통해 RNC(770)의 RQ 분배부(740)로 전송한다. 이때 HARQ 개체(735)는 상기 MAC-e PDU(730)에, 상기

MAC-e PDU(730)를 최초로 수신한 시간을 나타내는 TS를 첨부해서 변형한 MAC-e PDU(737)를 상기 RQ 분배부(740)

로 전송한다. 상기 RQ 분배부(740)는 상기 MAC-e PDU(737)의 PQ id를 참조해서, 상기 MAC-e PDU(737)를 적절한

RQ(45-1, 745-2, 745-3 중 어느 하나)로 전달한다.

RQ들(745-1 내지 745-3)은 RQ 분배부(740)로부터 전달되는 복수의 MAC-e PDU들을 해당 TS의 순서대로 저장하고,

상기 MAC-e PDU들의 순서를 TSN과 TS를 바탕으로 재정렬한다. 상기 재정렬된 MAC-e PDU들은 MAC-d PDU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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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어서 C/T 역다중화기(750-1, 750-2)로 전달되고, 상기 C/T 역다중화기(750-1, 750-2)는 입력받은 MAC-d

PDU들의 다중화 필드를 참조하여 상기 MAC-d PDU들을 적절한 RLC 개체(755-1, 755-2, 755-3, 755-4, 755-5)로

전달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RNC에서 MAC-e PDU들의 순서를 재정렬하는 동작을 도시하였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단말(850)의 PQ(805)에는 상위 계층에서 전달된 데이터, 즉 MAC-d PDU들(807)이 저장되어 있

다. 상기 MAC-d PDU들(807)은 TSN 태깅(tagging) 블록(810)에 의해서 TSN 값과 결합되고 HARQ 개체(815)를 거쳐

MAC-e PDU(820) 내에 수납된 후, 무선 채널을 통해 기지국의 HARQ 개체(825)로 전송된다. 상기 TSN 값은 PQ(805)에

대해 관리되며, 각 MAC-e PDU 마다 1씩 단조 증가하는 양의 정수이다. 상기 TSN은 미리 정해지는 최대값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기 최대값에 도달한 이후에는 0으로 초기화된다.

TSN을 포함하여 기지국(855)으로 수신된 MAC-e PDU(820)는 HARQ 개체(825)를 거쳐 TS 첨부 블록(830)으로 입력되

고, 상기 TS 첨부 블록(830)은 상기 MAC-e PDU(820)에 TS 값을 첨부해서 변형된 MAC-e PDU(833)로 생성한 후

RNC(860)의 RQ(845)로 전송한다. 상기 TS는 상기 MAC-e PDU(820)가 HARQ 개체(833)에 최초로 수신된 시간을 나타

내며, 예를 들어 상기 MAC-e PDU(820)가 HARQ 개체(833)에 최초로 수신된 시점에서의 CFN(Connection Frame

Number)가 될 수 있다. 여기서 CFN은 단말과 네트워크 사이에서 관리되는 시간 정보이며, 0 ~ 255 사이의 정수 값을 가

진다. CFN은 최초 호 설정시 그 시작값이 결정되고 이 후 매 10 msec 마다 1 씩 증가한다.

병렬 HARQ 동작에서는 상기 MAC-e PDU(820)가 HARQ 개체(825)에 최초로 수신된 시점과, 상기 MAC-e PDU(820)

가 성공적으로 복호되어서 RNC(860)의 RQ(845)로 전송되는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MAC-e PDU

(820)가 HARQ 개체(825)에 최초로 수신된 시점이 x라는 CFN(CFN=x)이고, 상기 MAC-e PDU(820)가 여러 번의 재전

송 및 소프트 결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RQ(845)로 전달되는 시점은 x+a라는 CFN(CFN=x+a)이다. 이때 TS 첨부 블록

(830)은 상기 MAC-e PDU(820)에 x라는 TS(TS=x)를 삽입한다.

RQ(845)는 재정열 제어부(835) 및 갭 검출부(Gap Detecting Function unit: 이하 GDF라 칭함)(840)와 함께 구비된다. 상

기 재정열 제어부(835)는 상기 MAC-e PDU(833)의 TS를 검사해서 상기 TS를 제외한 나머지 MAC-e PDU를 RQ(845)

의 적절한 저장 영역에 위치시킨다. 이때 재정열 제어부(835)는 낮은 TS를 가지는 MAC-e PDU, 즉 HARQ 개체(825)에

먼저 수신된 MAC-e PDU를 RQ(845)의 출력에 가까운 저장 영역에 위치시킨다. 또한 높은 TS를 가지는 MAC-e PDU,

즉 HARQ 개체(825)에 나중에 수신된 MAC-e PDU를 RQ(845)의 입력에 가까운 영역에 위치시킨다. 상기 RQ(845)에 저

장된 MAC-e PDU들은 해당 TS들의 순서에 따라 재정렬된 채로 저장된다. 일 예로서, 상기 RQ(845)가 선입선출(First

Input and First Output: FIFO) 메모리인 경우, 먼저 수신된 MAC-e PDU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소를 가지는 영역에 저장

되고, 나중 수신된 MAC-e PDU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소를 가지는 영역에 저장된다.

예를 들어 RQ(845)에 3개의 MAC-e PDU들이 입력되고, 상기 MAC-e PDU들의 TS 값들이 각각 x, x+1, x+2 라면, TS

값이 x인 MAC-e PDU는 RQ(845)의 출력에 가장 가까운 영역에 저장되고, TS가 x+2인 MAC-e PDU는 입력에 가장 가

까운 영역에 저장되며, TS가 x+1 인 MAC-e PDU는 상기 TS가 x, x+2인 MAC-e PDU들 사이에 저장된다. 상기 RQ

(845)는 갭 검출부(840)의 허가가 있을 시, 출력에 가까운 영역의 MAC-e PDU부터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갭 검출부(GDF)(840)는 TS에 따라 재정렬되어 저장된 MAC-e PDU들의 TSN을 검사해서 미수신 MAC-e PDU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미수신 MAC-e PDU가 없다면 RQ(845)에 저장된 MAC-e PDU들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여도 좋다고

허가한다. PQ(805)에서는 전송하고자 하는 MAC-e PDU들(807)에 연속적인 TSN 값들을 부착해서 전송하므로, RQ

(845)에 저장되는 MAC-e PDU들의 TSN 값들도 연속적이어야 한다. 만일 어떤 MAC-e PDU가 HARQ 개체(825)에서

재전송 과정에 있다면, RQ(845)에서는 빈 TSN, 즉 갭(gap)이 발생한다. 이러한 갭은 연속되지 않은 TSN 값에 해당하며,

미수신 MAC-e PDU를 의미한다.

따라서 갭 검출부(840)는 TS에 따라 재정렬된 MAC-e PDU들의 TSN 값들을 다시 검사해서, 연속적인 TSN 값들을 가지

는 빈 TSN 이전의 MAC-e PDU들을 순차적으로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고, 빈 TSN 이후의 MAC-e PDU들은 상기 빈

TSN의 MAC-e PDU가 채워질 때까지 RQ(845)에 저장되도록 RQ(845)를 제어한다. 만일 2개 이상의 빈 TSN이 존재한다

면, 최초의 빈 TSN 이전의 MAC-e PDU들이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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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N은 MAC-e PDU와 함께 무선 채널을 통해 전송되므로 그 크기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상기 TSN은 갭의 감지에만

사용되므로, HARQ 개체(825)에서 발생하는 순서 뒤섞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설정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와 같이 HARQ 개체(825)에서 발생하는 순서 뒤섞임이란, MAC-e PDU들이 HARQ 개체(825)에 최초로 도착한 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RQ(845)로 전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TSN의 크기는 단말에 구비된 HARQ 처리기들의 개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TSN이 식별해야하는 순서 뒤섞임의

크기는 HARQ 개체의 크기와 일치하므로, TSN의 크기는 HARQ 개체에 포함되는 HARQ 처리기들의 개수로부터 결정된

다. 예를 들어 HARQ 처리기들의 개수가 3개인 경우에는, TSN은 0 ~ 2까지 3개의 상위계층 일련번호만을 가지면 된다.

TSN이 0 ~ n-1 까지 n개의 값들 중 하나를 가지는 경우, 즉 TSN의 개수가 HARQ 개수보다 적은 경우, 하기와 같은 상황

에서는 갭 검출(gap detection)에 실패하게 된다.

1. 수신측 HARQ 개체가 x라는 TSN을 가지는 MAC-e PDU를 성공적으로 수신하여 RQ로 전송함.

2. 수신측 HARQ 개체가 TSN이 x+1인 MAC-e PDU로부터 TSN이 x인 MAC-e PDU까지, n개의 PDU들에 대한 수신을

모두 실패하여 재전송을 수행하고 있음.

3. 수신측 HARQ 개체가 TSN이 x+1인 MAC-e PDU를 성공적으로 수신하여 RQ로 전송함.

4. RQ는 TS가 증가하면서 TSN이 연속적인 두개의 MAC-e PDU들을 수신하여, 상기 n개의 PDU들이 도착하지 못한 사

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기 저장된 MAC-e PDU들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함.

반면, HARQ 처리기들의 개수가 n개라면, n개의 MAC-e PDU들에 대한 HARQ가 진행되는 동시에, 새로운 MAC-e PDU

에 대한 수신이 성공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TSN의 크기를 HARQ 처리기들의 개수와 동일하거나 더

크게 설정할 경우 갭 검출에 실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기에서 HARQ 처리기들의 개수가 3개이면, TSN의 범위는 0

~2까지인 경우를 설명한다. 여기서 MAC-e PDU (x)는 TSN이 x인 MAC-e PDU를 의미한다.

1. MAC-e PDU (0)이 HARQ 처리기 0에 수신된 뒤 성공적으로 RQ로 전달됨.

2. MAC-e PDU (1)과 MAC-e PDU (2)가 HARQ 처리기들 1 및 2에 각각 수신된 뒤, 재전송 과정에 있음.

3. MAC-e PDU (0)가 HARQ 프로세서 0에 수신된 뒤, 재전송 과정에 있음.

이 경우 새로운 MAC-e PDU(1)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사용가능한 HARQ 처리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기

MAC-e PDU(1)은 기존의 HARQ 처리기들에서 이미 처리되고 있는 PDU, 예를 들어 상기 MAC-e PDU(1)이 성공적으로

송수신된 뒤에야 처리될 수 잇다. 따라서 순선 재정렬에 오동작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TSN는 HARQ 개체의 크기,

즉 HARQ 개체에 포함되는 HARQ 처리기들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크기를 가지면 되며, 아래의 <수학식 2>와

같이 산출된다.

수학식 2

여기서 Ceiling (1,x)이란 x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올림하는 함수이다. 예를 들어 ceiling (1,1.001)은 2이다.

이하 RQ가 TS와 TSN을 이용해서, MAC-e PDU들의 순서를 재정렬하고 갭을 검출하는 동작을 도 8을 참조하여 보다 자

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MAC-e PDU들의 순서 재정렬에는 파라미터 Next_expected_TS가 이용되고, 갭의 검출에는

파라미터 Next_expected_TSN이 사용된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임의의 시점 X에서 다수의 MAC-e PDU들이 RNC의 RQ에 저장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 상위 계층

으로 전달된 MAC-e PDU는 Last_delivered_PDU(905)라 칭하고 상기 Last_delivered_PDU(905)의 TSN을 Last_

delivered_TSN(910)이라 칭한다. 그러면 상기 시점 X에서 기대되는 다음 TSN을 나타내는 Next_expected_TSN(920)

은 Last_delivered TSN에 1을 합한 값이다. (Next_expected_TSN=Last_delivered_TSN+1) 또한 Next_expected_

TS(915)는 단말의 PQ에 저장되어 있는 MAC-e PDU들의 TS 중 가장 낮은 TS 값, 즉 Lowest_TS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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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Q에 한 MAC-e PDU가 도착하면, RQ는 상기 MAC-e PDU의 TS와 TSN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한다.

1. 상기 수신한 MAC-e PDU의 TS가 가장 최근에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 MAC-e PDU의 TS(925)(도 8의 경우 n)와 RQ

에 저장되어 있는 MAC-e PDU들의 TS들 중 가장 작은 TS(도 8의 경우 n+a)의 사이에 있다.

2. 상기 수신한 MAC-e PDU의 TSN이 가장 최근에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 MAC-e PDU의 TSN, 즉 Last_delivered_

TSN(910) 보다 1만큼 큰 값, 즉 Next_expected_TSN(920)과 동일하다.

상기 조건을 만족한다면, 상기 수신한 MAC-e PDU는 RQ에 존재하는 갭을 메우는 MAC-e PDU가 되로, RQ는 상기 수신

한 MAC-e PDU를 포함하여 다음 갭까지의 모든 MAC-e PDU들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반면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상기 수신한 MAC-e PDU는 RQ에 존재하던 갭을 메우지 못하므로, RQ는 상기 수신한 MAC-e PDU를 해당 TS

가 지시하는 영역에 저장하고, 다음 MAC-e PDU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RQ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1005단계에서 TSN과 TS를 포함하는 MAC-e PDU가 RNC로 수신된다, 1010단계에서 RNC는 상

기 수신된 MAC-e PDU의 TS 값에 따라 상기 MAC-e PDU를 RQ의 적절한 영역에 저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RNC는

수신되는 MAC-e PDU들을 그 TS가 큰 순서대로 입력에 가까운 영역에 저장한다.

1015 단계에서 RNC는 상기 MAC-e PDU의 TS(이하 TS_received라 칭함)가 기대되는 다음 TS를 나타내는 Next_

expected_TS 보다 작은 값인지 검사한다. 만약 작으면 1025 단계로 진행하고 크거나 같으면 1020 단계로 진행한다. 만

약 상기 MAC-e PDU가 도착하기 전에 RQ가 비어있었다면, 상기 조건은 항상 참인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 1020 단계에서는 상기 MAC-e PDU가 Next_expected_PDU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PDU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한다. 상기 1025 단계에서 RNC는 상기 MAC-e PDU가 Next_expected_PDU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상기 MAC-e

PDU의 TSN(이하 TSN_received라 칭함)이 Next_expected_TSN과 동일한지를 검사한다. 만약 상기 TSN_received가

상기 Next_expected_TSN과 동일하다면, 상기 MAC-e PDU가 Next_expected_PDU인 것이므로 1040 단계로 진행한

다. 상기 TSN_received가 Next_expected_TSN과 동일하지 않다면, 상기 MAC-e PDU는 Next_expected_PDU가 아니

므로 1030 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30 단계에서 RNC는 Next_expected TS를 TS_received로 갱신하고 1035 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35 단계에서는 다음 PDU를 수신할 때까지 대기한 후 1005 단계로 복귀한다.

상기 1040 단계에서 RNC는 Next_expected PDU 이후의 첫 번째 갭, 첫번째 미수신 PDU(이하 First_not_received_

PDU라 칭함)를 식별한다. 다시 말해서 RQ에 저장되어 있는 MAC-e PDU들의 TSN 사이에 갭들이 존재한다면, 상기 갭들

중 출력에 가장 가까운 영역에 갭에 해당하는 PDU가 상기 First_not_received_PDU이다. 그러면리고 RNC는 상기 First_

not_received_PDU 이후로부터 상기 Next_expected_PDU까지의 PDU들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1045 단계에서 RNC는 Next_expected_TS를 RQ에 저장되어 있는 MAC-e PDU들의 TS 중 가장 작은 값(Lowest_TS)

으로 갱신한다. 1050 단계에서 RNC는 Next_expected_TSN을 가장 최근에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 MAC-e PDU(Last_

delivered_PDU)의 TSN(Last_delivered_TSN)에 1을 합한 값으로 갱신한다. 상기 1040 단계에서 여러 개의 PDU들이

상위 계층으로 전달되었다면, 상기 전달된 PDU들 중 가장 마지막 MAC-e PDU가 Last_delivered_PDU가 된다. 1055 단

계에서 RNC는 다음 PDU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한 후 1005 단계로 복귀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시점 X에서 RQ에 다음과 같은 MAC-e PDU들이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상기 시점 X에서 Next_

expected_TSN = 1, TSN_size = 2 비트이다. 하기에서, MAC-e PDU (x,y)는 TS가 x이고 TSN이 y인 MAC-e PDU를

의미한다.

MAC-e PDU (10,2)

MAC-e PDU (12,3)

MAC-e PDU (13,0)

MAC-e PDU (15,1)

등록특허 10-0713394

- 17 -



MAC-e PDU (18,3)

MAC-e PDU (19,0)

이후 MAC-e PDU (8,1)이 RQ에 도착하면, TS_received(=8)가 Next_expected_TS(=10) 보다 작고, TSN_received

(=1)가 Next expected TSN (=1)과 동일하므로, MAC-e PDU (8,1)은 Next_expected_PDU로 판별된다.

상기 TSN 값들 사이에 갭들은 MAC-e PDU (15,1)과 MAC-e PDU (18,3)이므로, First_not_received_PDU는 그 TS가

15와 18사이의 값이고 TSN이 2인 PDU이다. 그러므로 RQ는 MAC-e PDU (8,1), MAC-e PDU (10,2), MAC-e PDU

(12,3), MAC-e PDU (13,0), MAC-e PDU (15,1)을 상위 계층으로 모두 전달하고, Next_expected_TS를 18로, Next_

expected_TSN을 2로 갱신한 후, 다음 PDU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한다.

이상에서 설명하는 제1 실시예에서는 갭 검출을 위해서, PQ가 수비트의 TSN을 전송하는 MAC-e PDU에 삽입하였다. 아

래에 설명하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는 PQ가 TSN을 삽입하는 대신, MAC-d PDU에 원래 삽입되는 RLC SN

(Sequence Number)를 이용해서 갭 검출을 수행한다. 상기 RLC SN은 모든 MAC-d PDU들에 삽입되어 있는 값이므로,

제2 실시예는 TSN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추가적인 무선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MAC-e PDU에 한 PQ의 MAC-d PDU들만 수납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MAC-e PDU에는 하나의 TSN만 부착되고, RQ에서 순서 재정렬이 이뤄지는 대상도 MAC-e PDU들이다. 그러나 하나의

MAC-e PDU에 다수의 PQ의 MAC-d PDU들이 수납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MAC-e PDU에

PQ 별로 TSN들이 각각 삽입될 것이다. 그리고 RQ에 순서 재정렬이 이뤄지는 대상도, MAC-e PDU가 아니라 동일한

MAC-e PDU에 수납되었고 동일한 PQ에 포함되는 MAC-d PDU들의 집합이 된다. 그리고, TSN은 상기 동일한 MAC-e

PDU에 수납되었고 동일한 PQ에 포함되는 MAC-d PDU들의 집합들에 대해서 부여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

에서 MAC-e PDU라고 명명했던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동일한 MAC-e PDU에 수납되었고, 동일한 PQ에 포함되

었던 MAC-d PDU들의 집합일 수도 있다.

<<제2 실시예>>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복수의 버퍼들을 통한 단말과 시스템 간의 패킷 데이터 전송을 도시한 것이다. 마찬

가지로 여기서 시스템이라 함은 기지국, 즉 노드 B와 무선망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RLC SN은 RLC 개체 별로 부여되

고 해석되는 정보이므로, PQ들과 RQ들은 RLC 개체 별로 구성된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단말은 송신측 RLC 개체들(1105-1, 1105-2, 1105-3, 1105-4, 1105-5)에 개별적으로 대응하

는 PQ들(1120-1, 1120-2, 1120-3, 1120-4, 1120-5)을 구비하며, 시스템은 상기 PQ들(1120-1 내지 1120-5)에 개별

적으로 대응하는 복수의 RQ들(1145-1, 1145-2, 1145-3, 1145-4, 1145-5)을 구비한다. 상기 RQ들(1145-1 내지

1145-5)은 수신측 RLC 개체들(1145-1, 1145-2, 1145-3, 1145-4, 1145-5)과 개별적으로 대응된다.

단말의 RLC 개체들(1105-1 내지 1105-5)은 다중화기들(1110-1, 1110-2)과 연결된다. 상기 다중화기들(1110-1,

1110-2)은 수신측의 역다중화기들(1143-1, 1143-2)과 개별적으로 대응되어 상기 역다중화기들(1143-1, 1143-2)이

수신한 데이터들을 적절한 수신측 RLC 개체로 전달할 수 있도록, RNC 개체들(1105-1 내지 1105-5)로부터의 데이터에

다중화 필드를 삽입한다. RLC 개체들(1105-1 내지 1105-5)과 다중화기들(1110-1, 1110-2) 및 PQ들(1120-1 내지

1120-5) 사이의 관계는 호 설정 과정에 결정된다. 따라서 한 RLC 개체에서 출력된 데이터는 항상 정해진 PQ로 입력된다.

단말의 데이터들은 PQ들(1120-1 내지 1120-5)에 저장되어 있다가 HARQ 개체(1125)로 입력되고, HARQ 개체(1125)

는 HARQ 동작에 따라 상기 입력된 데이터들을 기지국의 HARQ 개체(1135)로 전송된다. 상기 HARQ 개체들(1125,

1135)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MAC-e PDU(1130)이라 한다.

MAC-e PDU(1130)는 PQ들(1120-1 내지 1120-5)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MAC-d PDU)들이 수납되며, MAC-e PDU

(1130)의 헤더는, 수납된 MAC-d PDU들이 속한 PQ와 연결된 역다중화기의 식별자(demux id)와, 수납된 MAC-d PDU

들의 크기를 나타내는 크기 인덱스(SID)와, 수납된 MAC-d PDU들의 개수 정보(N)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지국의 HARQ 개체(1135)는 상기 MAC-e PDU(1130)를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상기 MAC-e PDU(1130)를 Iub 인터

페이스를 통해 RNC의 MAC-d 역다중화기(1140)로 전송한다. 이때 HARQ 개체(1135)는 상기 MAC-e PDU에 TS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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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해서 변형된 MAC-e PDU(1137)를 상기 MAC-d 역다중화기(1140)로 전송한다. 상기 MAC-d 역다중화기(1140)는 상

기 MAC-e PDU(1137)의 SID와 N 값을 참조하여 복수의 MAC-d PDU들로 분할한 뒤, 상기 MAC-e PDU(1137)에 포함

된 역다중화기의 식별자를 참조하여, 상기 MAC-d PDU들을 적절한 역다중화기로 전달한다.

역다중화기들(1143-1, 1143-2)은 상기 MAC-d 역다중화기(1140)로부터 수신한 MAC-d PDU의 다중화 필드를 이용해

서, MAC-d PDU를 적절한 RQ로 전달한다. 상기 다중화 필드는 상기 역다중화기들(1143-1, 1143-2)이 RLC 개체를 식

별하는 식별자이며, RQ들(1145-1 내지 1145-5)은 RLC 개체들(1155-1 내지 1155-5)과 개별적으로 대응되므로, 상기

다중화 필드는 PQ들(1145-1 내지 1145-5)을 식별하는 식별자가 될 수 있다.

RQ들(1145-1 내지 1145-5)은 상기 역다중화기들(1143-1, 1143-2)로부터 전달받은 MAC-d PDU들의 순서를, 해당

TS와 RLC SN을 바탕으로 재정렬한다. 재정렬된 MAC-d PDU들은 대응하는 RLC 개체들(1155-1 내지 1155-5)로 전달

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RQ들(1145-1 내지 1145-5)이 MAC-d PDU들의 순서를 재정렬하는 동작을 도시

한 것이다. 도 7은 TSN을 이용하여 MAC-e PDU들을 재정렬하는 것에 비하여, 도 11은 RLC SN을 이용하여 MAC-d

PDU들을 재정렬하게 된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단말의 PQ(1205)에는 상위 계층, 즉 특정 RLC 개체에서 전달된 데이터, 즉 MAC-d PDU들

(1207)이 저장되어 있다. 상기 MAC-d PDU들(1207)은 상기 RLC 개체가 부여한 RLC SN(RSN이라 표기함)을 포함하고

있으며, HARQ 개체(1215)를 거쳐 무선 채널을 통해 기지국의 HARQ 개체(1225)로 전송된다.

TSN을 포함하여 기지국으로 수신된 MAC-e PDU(1220)는 다수의 MAC-d PDU들을 수납하고 있으며, 각각의 MAC-d

PDU는 RLC SN을 포함하고 상기 MAC-e PDU(1220)는 헤더 내에 별도의 상위계층 일련번호를 포함하지 않는다.

상기 MAC-e PDU(1220)는 HARQ 개체(1225)를 거쳐 TS 블록(1230)으로 입력되고, 상기 TS 블록(1230)은 상기

MAC-e PDU(1220)에 TS 값을 첨부하여 변형된 MAC-e PDU(1233)로 생성한다. 상기 TS는 상기 MAC-e PDU(1220)

가 HARQ 개체(1225)에 최초로 수신된 시점의 시간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상기 시간은 CFN 값이 된다. 하나의 MAC-e

PDU에 여러 개의 MAC-d PDU들가 수납된 경우, 상기 TS 값은 상기 MAC-e PDU에 수납된 모든 MAC-d PDU들에 동

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도시하지 않을 것이나, 상기 MAC-e PDU(1233)는 그 헤더에 삽입된 SID와 N 값 등에 따라 복수의 MAC-d

PDU들로 분할된 후 대응하는 RQ(1245)로 전달된다. RQ(1245)는 재배열 기능부(1235) 및 갭 검출부(1240)와 함께 구비

된다. 상기 재배열 기능부(1245)는 상기 MAC-d PDU의 TS를 검사해서, 상기 MAC-d PDU를 RQ(1245)의 적절한 영역

에 위치시킨다. 이때 상기 재배열 기능부(1245)는 낮은 TS가 낮은 MAC-d PDU를 RQ(1245)의 출력에 가까운 영역에 위

치시키고, 높은 TS를 가지는 MAC-d PDU를 RQ(1245)의 입력에 가까운 영역에 위치시킨다. TS가 동일한 다수의 MAC-

d PDU들이 입력된 경우, 상기 MAC-d PDU들은 그 RLC SN에 의해서 다시 정렬된다. 상기 RQ(845)는 갭 검출부(1240)

의 허가가 있을 시, 출력에 가까운 영역의 MAC-d PDU부터 순차적으로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상기 갭 검출부(1240)는 TS와 RLC SN에 따라 재정렬된 MAC-d PDU들의 RLC SN을 다시 검사해서 미수신 MAC-d

PDU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미수신 MAC-d PDU가 없다면 RQ(1245)에 저장된 MAC-d PDU들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

하여도 좋다고 허가한다. 즉, 송신측 RLC 개체들은 MAC-d PDU 들에 연속적인 RLC SN 값들을 부착해서 전송하므로,

RQ(1245)에 저장되는 MAC-e PDU들의 RLC SN 값들도 연속적이어야 한다. 만일 어떤 MAC-e PDU가 HARQ 개체

(1225)에서 재전송 과정에 있다면, RQ(1245)에는 빈 RLC SN, 즉 갭(gap)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기 갭 검출부(1240)는 TS에 따라 재정렬된 MAC-d PDU들의 RLC SN 값들을 검사해서, 연속적인 RLC SN 값

들을 가지는 빈 RLC SN 이전의 MAC-d PDU들은 순차적으로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고, 빈 RLC SN 이후의 MAC-d PDU

들은 상기 빈 RLC SN이 채워질 때까지 RQ(1245)에 저장해두도록 RQ(1245)를 제어한다. 만일 2개 이상의 빈 TSN이 존

재한다면, 최초의 빈 TSN 이전의 MAC-d PDU들이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본 발명의 동작에 대해 제1 실시예와 제2 실시예를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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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재정렬의 대상 순서 재정렬에 사용되는 정보 갭 검출에 사용되는 정보

제1 실시예 MAC-e PDU TS TSN

제2 실시예 MAC-d PDU TS와 RLC SN RLC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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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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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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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들에 상위계층 일련번호를 삽입하며, 수신되는 패킷 데이터들에 타임 스탬프를 첨부하여,

상기 상위계층 일련번호와 상기 타임 스탬프에 의해 상기 패킷 데이터들의 순서를 원래의 순서로 재정렬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HARQ를 지원하는 E-DCH에서 무선 채널의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패킷 데이터들의 재전송 수행으로 인한 상

위 계층에서의 순서 뒤섞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WCDMA 통신 시스템에서 E-DCH를 통한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

도 2a 및 도 2b는 기지국에서 할당 가능한 상향링크 무선자원의 양을 ROT 레벨로 나타낸 도면.

도 3은 E-DCH를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E-DCH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프로토콜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른 복수의 버퍼들을 통한 UE와 시스템 간의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계층 구조를 도시

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른 UE와 시스템 간의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계층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라 MAC-e PDU들의 순서를 재정렬하는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라 MAC-e PDU들의 순서를 재정렬하고 갭을 검출하는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른 RQ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복수의 버퍼들을 통한 단말과 시스템 간의 패킷 데이터 전송을 도시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RQ들(1145-1 내지 1145-5)이 MAC-d PDU들의 순서를 재정렬하는 동작을 도시

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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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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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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