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4B 7/2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019520
2005년03월03일

(21) 출원번호 10-2003-0057337
(22) 출원일자 2003년08월19일

(71)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김학성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5동126-72상도그린빌라201호

안준기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5동407관악현대아파트108동1505호

원승환
경기도과천시별양동주공6단지아파트622동201호

(74) 대리인 박장원

심사청구 : 없음

(5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스케줄링을 위한 단말 포인터동기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기지국스케줄링을 위한 단말포인터 동기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의 단말 포인터(pointer)값 또는
단말 포인터의 갱신정보를 기지국에 주기적으로 또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지국와 단말간
의 pointer를 일치시켜 종래에 원하지 않는 noise rise 임계값 초과 현상을 줄이거나 방지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기지국스케줄링, 소프트 핸드오버, 단말포인터 동기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단말와 기지국의 일반적인 TFC 포인터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스케줄링을 위한 단말 포인터 동기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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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스케줄링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기지국스케줄링을 위한 단말 포인터 동
기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상향링크의 고속화의 요구에 따라 3GPP 무선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는 E-DCH(Enhanced uplink dedicated
channel)의 적용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기지국 기반의 상향링크 스케쥴링 기법은
E-DCH의 중요한 이슈를 이루고 있다. 기존의 상향링크 스케쥴링 및 전송률 제어는 기지국 제어기(RNC)에 존재하
는 스케쥴러에 의해 수행되었다. 하지만 기지국 제어기 스케쥴러는 기지국(Node B) 스케쥴러 만큼 상향링크 부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기지국 스케쥴러는 상향 링크의 부하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각 단말
(UE)들의 전송 전력 및 전송률을 조정함으로써 상향 부하량을 신속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상향 링크 부하량의 변
화를 작게 함으로써 상향 링크의 noise rise margin을 상대적으로 작게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곧 셀 처리율 증가 및
셀 커버리지(Coverage) 확장의 이득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소프트 핸드오버 상황에 있는 단말의 송신 신호는 동시에 다수의 기지국들의 상향 링크 부하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지국 스케줄링이 어렵게 된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기지국 스케줄링 방식들중 하나는 기지국가 각 단말에게 전송 가능한 최대 전송률 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터를 전송한 다음 이를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갱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제안된 기지국가 단말 포인터를 스케줄링하는 방법은 단말(UE)에게 허용된 최대 전송율(rate)을 가리키는
포인터(pointer) 즉, 단말(UE) pointer를 기지국가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조절하여, 각 기지국의
상향 부하량 변화에 따른 Noise rise 변화에 대처하는 스케쥴링 방식이다.

단말 포인터를 스케줄링하기 위해 기지국는 먼저 단말에게 "UE allowed TFC subset"이라 불리는 전송포멧조합
(Transport Format Combination : TFC) set을 정의한 다음 TFC선택 알고리즘을 통해 상기 "UE allowed TFC
subset"내에서 사용할 TFC를 선택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지국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 RNC)는 기지
국에 의해 제어되는 "UE allowed TFC subset"을 간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기지국에게 "Node B allowed TFC
subset"을 제공한다.

기지국는 "Node B allowed TFC subset"의 subset으로서의 "UE allowed TFC subset"을 자유롭게 정의하고 재구
성할 수 있다. 두 개의 subset인 "Node B allowed TFC subset" 과 "UE allowed TFC subset"들은 단말
TFCS(TFC Selection)를 결정할 때 TFC pointer 형태의 시그널링으로 제어된다.

도 1은 TFC포인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TFCS는 CCTrCH의 전송전력(Tx Power) 순으로 정렬된 후 단말 pointer 및 기지국
pointer에 의해 관리된다. 기지국는 단말 pointer가 기지국 pointer를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단말 pointer를 UP/
DOWN/KEEP하도록 각 단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말에서 TFC 선택 알고리즘은 단말 pointer에 의해 지정
된 TFC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즉 단말 pointer는 단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단말 pointer에 의해 TFC(또는 data rate)를 제한함으로써 동시에 단말의 상향 링크 전력 사용을 제어할
수 있다. 즉 단말 pointer를 이용한 TFC 제한을 통해서 기지국에 수신되는 상향링크 부하 변동과 이에 따른 noise
rise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스케쥴링 이득을 높여 전체 처리율 증가 또는 셀 커버리지 확대 하려는 것이
단말 포인터 스케줄링 방법의 기본 의도이다.

그런데, 소프트 핸드오버 상황에서 단말 포인터 스케줄링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일 예로 TPC명
령어 결합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TPC명령어 결합방법은 모든 기지국로부터 수신되는 명령들이 모두 단말
pointer를 증가("UP")하라는 명령인 경우만 단말 pointer를 정해진 값만큼 증가시키고 나머지 경우는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소프트 핸드오버 상황에서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기지국들로부터 전송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기지국는
단말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말 pointer 값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통상 소프트 핸드오버 상황에서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각 기지국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스케쥴링 명령어를 생성하여
단말로 전송하기 때문에 각 기지국로부터 하나의 단말로 수신되는 UP/DWON/KEEP 명령어는 서로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 기지국는 자신이 송신한 명령어에 기반하여 현재 단말 pointer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한다. 그런
데, 단말 pointer는 여러 기지국의 UP/DWON/KEEP 명령어를 조합하여 변하기 때문에 각 기지국가 생각하는 단말
pointer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기지국들 각자가 알고 있는 단말 pointer와 실제 단말 pointer와 차
이가 발생하게 되면 각 기지국가 보내는 UP/DOWN/KEEP은 무의미 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2개의 기지국가 소프트 핸드오버 상황인 단말를 스케쥴링 한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단말 pointer와 기지
국가 알고 있는 단말 pointer를 10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어느 시점에서 기지국1과 기지국2는 각각 UP 명령과
DOWN명령을 단말에게 송신하였다고 가정한다.

먼저, 단말는 두 기지국로부터 UP 명령어와 DOWN 명령어를 수신하여, 수신된 스케쥴링 명령들을 결합하거나 두
명령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단말가 자신의 단말 pointer를 11로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기지국1은 단말 pointer
는 10+UP("1") = 11일 것으로 간주하고, 기지국2는 10-DOWN("1")=9일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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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지국1과 기지국2는 상향링크 부하와 이에 따른 noise rise등의 정보를 근거로 각각 단말 pointer를 "12"및
"10"으로 결정한 경우 단말로 각각 "UP(12>11)" "UP(10>9)"명령이 전송된다.

이 경우 기지국1은 문제되지 않지만 기지국2는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noise rise는 단말가 10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단말는 현재 단말 pointer "11"에서 "1"만큼 증가하여 결국 "12로 전송하기 때문에 기지국2는 원치 않은
추가 간섭("12-10=2")을 받게 된다. 즉, 단말와 기지국간의 불일치로 인한 noise rise 상승으로 인해 noise rise 임
계 값을 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현재 각 기지국사이의 상호 정보 교환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핸드오버 상황이 아니더라도 스케쥴링에 사용되는 signaling에 오류가 발생하면 전술한 바와같이 기지국가
알고 있는 단말 pointer와 실제 단말 pointer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소프트 핸드오버 상황에서 기지국와 단말간의 단말 포인터를 동기화 시킬 수 있는 기지국
스케줄링을 위한 단말 포인터 동기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지국가 소프트 핸드오버 상태인 단말을 스케줄링하는 무선 시스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포인터 동기화 방법은,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기지국들로부터 단말 포인터(pointer) 제어명
령이 수신되면 단말에서 단말 포인터값을 결정하여 기지국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단말는 단말 포인터값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단말는 단말 포인터값을 기지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단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말 포인터값이 기지국가 알고 있는 단말 포인터값과 다르다고 인식될
때마다 단말 포인터값을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단말 포인터값은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지국들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단말 포인터값은 시그널링 채널을 통하여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단말 포인터 제어명령은 단말 pointer의 증가, 감소 및 유지를 나타내는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지국가 소프트 핸드오버 상태인 단말를 스케줄링하는 무선 시스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포인터 동기화 방법은,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기지국들로부터 단말 포인터 갱신명령이 수신
되면 수신된 갱신명령에 근거하여 단말자신의 단말 초인터를 결정한 후 이전 단말포인터와 비교하여 갱신정보를 기
지국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갱신정보는 단말 pointer의 증가, 감소 및 유지를 나타내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단말는 갱신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단말는 기지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갱신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단말는 갱신명령을 받을 때마다 갱신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갱신정보는 시그널링 채널을 통하여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지국들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W-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른 표준에 따라 동작하는 통신 시스템에
도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소프트 핸드오버 상태의 단말를 다수의 기지국가 스케줄링 할 때 단말가 알고 있는 단말 pointer와 기지
국가 알고 있는 단말 pointer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현재의 단말 pointer 또는 단말 pointer의 변경 상황을 기지국에 주기적으로 또는 상황
이 발생할 때에 한하여 보고하여 단말와 기지국들간의 단말 pointer를 항상 일치 시킨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스케줄링을 위한 포인터 동기화 방법의 순서도 이다.

공개특허 10-2005-0019520

- 3 -



도 2을 참조하면, 단말는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다수의 기지국로부터 단말 pointer 제어(UP/DOWN/KEEP) 명령이
수신되면 자체 알고리즘을 통하여 단말 pointer를 결정한다(S10,S11). 일단 단말 pointer가 결정되면 단말는 결정
된 단말 pointer를 적절한 시그널링을 통하여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지국로 보고한다(S12).

이때, 단말 pointer의 보고는 주기적으로 수행되거나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스케줄링 명령이 다른 경우에만 수
행될 수 있다. 그리고, 기지국의 요청에 의해 기지국에 대한 단말 pointer의 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단말
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말 pointer와 특정 기지국가 알고 있는 단말 pointer 사이의 차이를 발견한 경우에만 보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말 pointer를 수신한 기지국들은 전송된 단말 pointer와 자신이 알고 있는 단말 pointer와 비교하여 두 값
을 일치시킨다(S13).

본 발명은 단말 포인터 동기화 방법의 다른 실시예로서, 단말가 단말 pointer의 절대값을 보고하지 않고 단말
pointer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갱신정보만을 보고한다. 즉, 단말는 기지국들로의 스케줄링 명령을 조합하
여 단말 pointer의 갱신 여부 및 갱신을 결정하는데, 이때 마다 단말는 단말 pointer가 증가했다면 "UP", 감소했다
면 "DOWN",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KEEP"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갱신정보만을 적당한 시그널링 채널을 통해
기지국에게 보고한다.

단말는 갱신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거나 기지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보고할 수 있다. 또한, 단말는 갱신명령을
받을 때마다 갱신정보를 보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말 pointer를 수신한 기지국들은 시그널링 채널을 통하여 전송된 변경정보를 근거로 자신이 알고 있는 단
말 pointer를 변경하게 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단말만을 예로들어 설명하였지만 단말는 단말, 랩탑 컴퓨터 및 기타
이동장치를 의미함을 밝혀둔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현재의 단말 pointer 또는 단말 pointer의 변경 상황을 기지국에 주기적으로 또는 상황
이 발생할 때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지국와 단말간의 pointer를 일치시켜 종래에 원하지 않는 noise rise임계값
초과 (violation) 현상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기지국이 소프트 핸드오버상태인 단말을 스케줄링하는 무선 시스템에 있어서,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기지국들로부터 단말 포인터 제어명령이 수신되면 단말에서 단말 포인터값을 결정하여 기지
국으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단말 포인터값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단말 포인터 값을 기지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단말 포인터값이 기지국가 알고 있는 단말 포인터값과 다르다고 인식될 때마다 단말 포인터값을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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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포인터값은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지국들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포인터값은

시그널링 채널을 통하여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포인터 제어명령은

단말 포인터의 증가, 감소 및 유지를 나타내는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8.

다수의 기지국이 소프트 핸드오버상태인 단말을 스케줄링하는 무선 시스템에 있어서,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기지국들로부터 단말 포인터 갱신명령이 수신되면 단말에서 단말 포인터값의 갱신정보만을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정보는

단말 포인터의 증가, 감소 및 유지를 나타내는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갱신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기지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갱신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갱신명령을 받을 때마다 갱신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정보는

스케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지국들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정보는

시그널링 채널을 통하여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인터 동기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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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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