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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케줄링 방식을 제안한다. 본 발명에
서 제안하는 스케쥴링은 MQC(Multiple Quality Channel)을 갖는 프로토콜구조에서 최대 C/I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TU(Transport unit)단위의 전송과 우선순위 큐(Priority Queue)를 갖는 트랜스미터(Transmitter) 의 구
조로 이루어진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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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 구조로서 상위계층인 RLP 계층, MUX 계층 및 물리계층의 인터페이
스 및 기능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프로토콜 구조 중 물리계층에서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기능 블럭과 기능 블럭간의 인터페
이스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C/I 스케쥴링을 위한 시스템 모델로서 각각의 단말기에 할당된 트랜스미터의 구조 및 물
리채널로 전송단위인 TU가 매핑되어지는 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C/I 스케쥴링을 위한 시스템의 큐잉모델로서 C/I에 의해서 스케쥴링된 트랜스미터의 구조를 큐잉모델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C/I 스케쥴링을 위한 TU단위의 전송방식으로서 C/I에 의해서 스케쥴링된 후에 단말기로부터 Feedback 정보를 
수신한 후, 재스케쥴링되는 조건 및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C/I 스케쥴링을 위한 흐름도로서 기지국에서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DRQ(Data Rate reQuest)를 기준으로 순방
향링크의 스케쥴링을 하는 과정의 제어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프로토콜 구조에 따른 데이터 전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멀
티미디어 서비스와 고속 전송율을 보장할 수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는 IS-2000, 
3GPP2의 1XEV의 기술로 제안되어진 HDR, 1XTREME 등이 있다. 그런데 상기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에서
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할 경우 이득률을 최적화 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의 시스템들은 동일한 물리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 정보는 모두 동일한 QoS 레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터미디어
(Inter-media) 또는 인트라미디어(Intra-media)간의 각기 다른 QoS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즉, 멀티미디어 서비스
를 제공할 경우 각 서비스 종류에 따른 QoS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 MQC 구조와 TU단위의 전송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시스템이 구성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MQC구조와 TU전송단위를 갖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스케쥴링 방법 및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C/I를 기준으로 하는 스케쥴링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 서비스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토콜 구조에서 효과적인 스케쥴링
을 통하여 고속의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전송시의 높은 이득율(Throughput)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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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으로서, 기지
국 내의 단말들로 송신할 각각의 데이터들을 각 단말에 대응하는 트랜스미터의 해당 큐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
들로부터 수신된 DRQ를 분석하고,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트랜스미터들 중 서비스 중이지 않은 트랜스미터들 중 C
/I와 전송할 데이터의 우선순위 및 데이터의 길이 등에 의거하여 하나의 트랜스미터를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트
랜스미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DRQ에 의거하여 전송 가능한 TU의 숫자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TU 값에 의거하여 요
구되는 슬랏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트랜스미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결정된 값들에 의거하여 물리 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트랜스미터의 초기 전송 큐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 후 상기 전송된 데이터를 재전송 큐에 저장하며,

상기 TU 송신 후 단말로부터 소정 시간 내에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소정 시간 내
에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재전송 여부를 판별하여 재전송이 필요한 경우 재전송이 요구된 TU만으로 구성하여 재
전송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구비할 수 있다.

그리고, 소정 시간 내에 단말로부터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재 전송하도록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 및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스케쥴링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토콜 구조이다. 상위계층인 RLP 계층(Ra
dio Link Protocol Layer), MUX 계층(Multiplexing Layer) 및 물리계층(Physical Layer)의 인터페이스 및 기능 
블럭을 나타내고 있다. 도 1은 물리계층 부채널을 이용하여 다른 QoS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 구조로서 사용자 평면
(User Plane) 즉, 제어정보의 전송이 아닌 순수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의 구조만을 나타내었다. 순방향 링크에
서 최대의 전력으로 임의의 순간에 하나의 단말로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를 갖는 도 1에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t
m케쥴링 방식을 적용한다.
    

    
도 1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스케쥴링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토콜 구조이다. 상위계층인 RLP 계층(Ra
dio Link Protocol Layer), MUX 계층(Multiplexing Layer) 및 물리계층(Physical Layer)의 인터페이스 및 기능 
블럭을 나타내고 있다. 도 1은 물리계층 부채널을 이용하여 다른 QoS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 구조로서 사용자 평면
(User Plane) 즉, 제어정보의 전송이 아닌 순수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의 구조만을 나타내었다. 순방향 링크에
서 최대의 전력으로 임의의 순간에 하나의 단말로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를 갖는 도 1에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t
m케쥴링 방식을 적용한다.
    

    
과정 10은 RLP 계층을 나타낸 것으로서 응용서비스 스트림의 클래스에 따라서 결정되어 질 수 있는 논리채널을 처리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응용서비스의 클래스에 따라서 다수의 논리채널이 구성될 수 있다. 각각의 논리채
널에는 독립적인 RLP 또는 한 개의 RLP가 제공될 수 있다. 각각의 독립적인 RLP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RLP instanc
e가 분류된 논리채널의 수만큼 발생될 수 있다. 이때 RLP는 각각의 논리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들의 시이퀀스 번호(S
equence Number)관리 및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한 개의 RLP가 다수의 논리채널
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논리채널의 관리가 아닌 종합적인 논리채널들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독립적인 경우와 
다른 RLP의 기능이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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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20은 MUX계층으로서 논리채널과 물리계층 부채널간의 매핑기능을 제공한다. MUX 계층으로 입력된 논리채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능을 통해서 물리계층 부채널로 매핑된다.

(1) 다중화 기능(Multiplexing functionality) : 논리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길이가 물리계층 부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 단위(TU : Transport Unit)보다 작은 경우에는 고정 길이의 데이터 단위로 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논리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데이터와 Assembly된다.

(2) 스위칭 기능(Switching functionality) : 논리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길이가 물리계층 부채널로 전송되는 TU
의 길이와 동일한 경우에는 다른 논리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와의 Assembly없이 특정 물리계층 부채널로 매핑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QoS를 갖는 논리채널로부터 발생된 데이터를 특정 QoS를 제공하는 물리계층 부채널로 
매핑시키거나, 항상 믈리계층 부채널을 활성화시키도록 논리채널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적절히 분배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3) QoS 제어(QoS control functionality) : 논리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전송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리계층 부채널
로 전송되어 질 수 있다. 이때 할당되어지는 우선순위는 논리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 있으며, 제어정보가 
사용자 데이터 정보와 함께 전송되거나,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는 시그날링 정보가 다른 데이터 정보와 함께 전송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과정 30은 물리계층 부채널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RLP 계층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MUX 계층을 통과하여 전송
되는 채널로서 다수의 채널로 구성될 수 있다. 각각의 물리계층 부채널은 물리계층에서 제공되는 기능 블럭에 따라서 
보장되는 QoS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물리계층 부채널로 전송되어지는 전송단위(TU : Transport Unit)의 길이는 
순방향인 경우와 역방향인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과정 40은 설정된 물리계층 부채널을 통해서 각기 다른 QoS를 제공하는 기능 블럭으로서 상세 설명은 그림 2를 참조
로 한다.

과정 50은 각기 다른 QoS를 갖는 TU들을 조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다수의 물리계층 부채널을 통해서 전송되
는 TU들을 직렬조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과정 50에서는 TU들을 채널 인터리버의 크기에 맞도록 길이를 조정하는 
부분으로서 채널 인터리버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PLP(Physical Layer Packet)를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과정 60은 채널 인터리버로서 직렬 조합된 TU들을 물리채널을 통해서 전송하기 위해서 인터리빙 기능을 제공한다. 과
정 60의 채널 인터리버의 기능은 일반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에 심볼 Pruning기능을 추가한 기
능을 제공한다. 과정 60의 채널 인터리빙을 통해서 과정 70의 물리계층 프레임이 구성되고, 도 2의 최 하단에 도시되
어 있는 바와 같이 믈리채널의 슬롯에 매핑되어 수신기로 전송된다.

도 2는 상기 도 1의 과정 40의 상세 설명으로서 상기 도 1의 과정 30을 입력으로 받아서 도 1의 과정 50으로 전송하는 
중간과정이다.

과정 10은 상기 도 1의 RLP 계층에 대응하는 것으로 임의의 응용서비스에서 각기 다른 QoS를 요구하는 클래스 별로 
분리된 데이터(Info 0.....Info M)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 스트림(Info 0....Info M)별로 RL
P가 독립적으로 제공될 수 도 있고, 한 개의 RLP가 모든 데이터 스트림을 제어할 수 있다. 상기 도 2의 과정 10과 20
은 도 1의 과정 10 및 20과 동일하며, 단지 임의의 응용 서비스에 따른 데이터로 구분하기 위하여 도 2와 같이 도시하
였다.

과정 30은 MUX 계층에서 발생된 TU에 CRC 블록을 부가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부가되는 CRC의 길이는 발생된 
TU의 길이 또는 특성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특히, MUX 계층에서 데이터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CRC가 하나의 
TU가 되어 전송될 수 있다. 각각의 TU별로 부가되는 CRC는 하위계층에서 제공하는 전송방식 즉, ARQ에 따라서, 재
전송단위로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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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41은 터보인코더를 나타내고 있다. 각기 다른 물리계층 부채널로 전송된 TU는 과정 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의 터보 인코더로 전송된다. 터보 인코더는 입력된 TU를 인코딩하는데 이때 코딩율은 각각의 물리계층 부채널로 전송
된 TU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고, 동일한 코딩율이 모든 TU에 적용될 수 도 있다. 또한, HARQ를 사용하여 재전송
을 하는 경우, 초기에 전송된 데이터의 오류발생에 따른 재전송시, 초기전송과 다른 값으로 코딩율이 결정될 수 도 있다.

과정 42는 리던던시 셀렉션(Redundanct Selection) 기능 블럭이다. 리던던시 선택은 링크전송방식으로 HARQ Typ
e II/III(Hybrid ARQ)를 사용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블록으로서 초기 전송에 실패한 후, 재전송을 할 때, 
초기전송과는 다른 리던던시 매트릭스 즉, 부가코드(complementary code)를 전송하여 수신기의 컴바이닝(Combini
ng) 성능을 높이는데 이용된다.

과정 43은 QoS 매칭(QM : QoS Matching)을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내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TU에 서로 다른 
QoS를 제공하는 기능블록이다. 천공(puncturing)과 반복(repetition)을 이용하여 QM의 값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과정 50은 물리채널 직렬조합(Physical Channel Serial Concatenation) 기능을 나타낸 것으로서 채널 인터리버로 T
U들을 입력시키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과정 50을 통과한 조합된 TU는 과정 60의 채널 인터리빙과정을 거친 후 물
리채널의 전송 슬롯에 매핑되고, 수신기로 전송된다. 과정 60의 채널 인터리버의 기능은 상기 도 1의 과정 60에서 설
명한 것과 동일하다. 과정 60에서 물리채널의 슬롯에 매핑되는 TU의 수는 임의의 순간에 제공되는 물리채널의 전송율
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어 질 수 있다.
    

    
도 3은 상기 도 1 및 도 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는 각 서비스에 따른 데이터를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C/I를 기준으로 스케쥴링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시스템 모델이다. 상기 도 3은 기지국을 모델링한 것으로서 셀내
에 존재하는 단말기의 수를 K로 가정하면 기지국에서 K개의 단말기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트랜스미터가 존재
하게 된다. 트랜스미터는 단말기의 수와 1:1로 매핑된다. 즉 K개의 단말(또는 트랜스미터)을 갖는 기지국을 상기 도 
3에 나타내고 있다.
    

    
과정 300은 기지국으로 패킷 데이터가 도착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각 단말로 전송할 패킷 데이터가 기지국으
로 수신되어 상기 도 1 내지 도 2의 과정을 통해 전송할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으로 도착한 패킷 
데이터는 각 단말별로 전송된다. 이와 같이 전송할 데이터는 각각의 단말기에 대응하여 할당된 트랜스미터로 보내진다. 
과정 300에서는 패킷 데이터의 발생확률을 Pareto with cutoff 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포아송 
분포 및 기타 다른 확률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한 각 분포의 방법은 WWW 트래픽을 포함한 패킷 데이터의 트
래픽 모델을 가장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한다.
    

과정 310은 단말기로부터 보고된 DRQ(Data Rate reQuest)값을 기준으로 임의의 순간에 전송이 허용된 트랜스미터
를 나타내고 있다. 셀내의 단말기의 수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K개라면 임의의 시간 t에서 C/I 값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C/I를 갖는 트랜스미터로부터 가장 낮은 C/I를 갖는 트랜스미터까지 순차적으로 스케쥴링 된다. DRQ값은 하기 < 
표 1> 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5 -



공개특허 특2002-0043139

 
[표 1]
Data Rate(DRQ)[Kbps] Number of Slots Number of TU(1TU = 768 bit)
19.2 32 1
38.4 16 1
76.8 8 1
153.6 4 1
307.2 2 1
614.4 1 1
307.2 4 2
614.4 2 2
1228.8 1 2
921.6 2 3
1843.2 1 3
1228.8 2 3
2457.6 1 4

    
상기 < 표 1> 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DRQ 값에 따라 요구되는 슬롯의 수와 TU의 개수를 도시하였다. 상
기 < 표 1>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단말기는 DRQ라는 것을 기지국으로 보고한다.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의 
버스트 파일롯(Burst Pilot)의 세기를 측정하여 자신이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율을 기지국으로 알려준다. 그리고 
기지국은 단말이 보고한 데이터 전송율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말이 DRQ를 기지국으로 보고하거
나, 또는 C/I를 보고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과정 320은 트랜스미터의 구조를 나타낸다. 즉, 기지국의 셀내에 K개의 단말이 존재한다면 상기 기지국은 K개의 트랜
스미터를 구성할 수 있다. 트랜스미터는 기지국으로 도착한 패킷 데이터를 단말로 전송하기 위해서 버퍼링을 수행하므
로 큐로 구성된다. 상기 큐는 도 2에서 나태낸 바와 같이 최대 4개의 MQC 채널을 기지국이 운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4개의 큐로 구성된다. 또한, 초기전송에 실패한 패킷 즉, TU을 재전송하기 위해서 각각의 4개의 MQC 채널당 할당된 
큐는 재전송 큐를 한 개씩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 개의 트랜스미터는 최대 4개의 초기전송 큐(IniTx)와 4개의 재전송 
큐(ReTx)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과정 320에서 IniTx는 초기전송을 위해서 TU를 저장하는 큐이고, ReTx는 재전송
을 위해서 TU를 저장하는 큐이다. 과정 320의 트랜스미터는 IniTx 큐와 ReTx 큐로 구성되는 큐 셋(Queue set)은 M
QC구조에서 제공하는 최대 4개의 MQC 채널에 의해서 4개까지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각기의 큐 셋은 큐 셋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전송이 결정되어진다.
    

과정 330은 기지국에서 TU를 전송하기 위해서 물리채널에 매핑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물리채널은 
순방향 패킷데이터 전송만을 전용으로 하는 채널 또는 일반적인 트래픽 채널 등이 될 수 있다.

과정 340은 기지국의 트랜스미터로서 C/I 값이 낮아서 스케쥴링 되지 않은 트랜스미터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와 같이 
스케쥴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트랜스미터는 트랜스미터의 큐가 비어있는 즉,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트랜스미터를 나타내
고 있다.

과정 350은 TU가 매핑되는 물리채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지국은 이와 같은 매핑을 일정한 주기 즉, 임의의 시
간 단위로 C/I에 따라서 재 스케쥴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간 단위를 예로 설명하면 1.25[ms]가 될 수 있다. 또한 
한 슬롯에 전송될 수 있는 TU의 수는 단말기에서 전송한 DRQ의 값에 따라서 결정된다. 과정 350은 후술되는 도 5에
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C/I를 기준으로 트랜스미터를 스케쥴링하는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기지국의 셀 내에 N개의 단말기가 존재한다
고 가정하면 기지국에는 N개의 트랜스미터가 발생된다. 그러나, N개의 트랜스미터 중 큐가 비어있지 않은 상태인 경우
만을 고려하여 기지국은 스케쥴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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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400은 최초의 스케쥴링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N개의 트랜스미터의 큐가 빈 상태(empty)가 아니라면 기지국은 
N개의 트랜스미터의 C/I를 비교하여 전송 스케쥴링을 수행한다. 과정 400에 서는도시한 바와 같이 N개의 트랜스미터가 
스케쥴링 된다.

과정 410은 상술한 바와 같은 일정한 주기인 임의의 시간이 경과한 후 재스케쥴링을 수행하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상
기 과정 400에서 스케쥴링되어 데이터를 전송한 트랜스미터가 ACK 또는 NACK의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면 과정 
410에서는 과정 400에서 스케쥴링된 트랜스미터는 제외한N-1개의 트랜스미터의 C/I를 비교하여 스케쥴링을 수행한
다.

과정 420에서는 상기 과정 410을 수행한 이후 재스케쥴링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과정 400과 
410에서 스케쥴링되어 데이터를 전송한 트랜스미터가 상기한 바와 같은 ACK 또는 NACK와 같은 피드백(Feedback)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면 과정 420에서의 스케쥴링에서는 과정 400과 410에서 스케쥴링된 트랜스미터는 제외된다. 
즉, 데이터를 송신할 트랜스미터의 개수는 N-2가 된다.

과정 430은 4번째 스케쥴링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과정 400, 410 및 420에서의 동작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과정 440은 5번째 스케쥴링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본 발명에서 기준으로 하는 4슬롯 인터레이스드(4 slot int
erlaced) 구조를 사용한다면 과정 400에서 전송한 패킷 데이터에 대한 응답이 과정 440이전에 수신되어진다. 그러므
로, 과정 400에서의 응답이 ACK이면 과정 440에서는 과정 400에서 스케줄링된 트랜스미터를 포함하여 재 스케쥴링
을 수행하고, 과정 400에 대한 응답이 NACK이었다면 과정 440에서는 과정 400에서 전송한 패킷 데이터의 재전송이 
이루어진다.
    

도 5는 본 발명에서 기준으로 하는 TU단위의 재전송시 C/I스케쥴링을 기준으로 한 전송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도이다

    
과정 500은 기지국이 최초의 스케쥴링을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기지국은 스케쥴링 시 트랜스미터의 큐가 비어있
지 않으면서 최대의 DRQ를 전송한 단말기의 트랜스미터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트랜스미터를 선택하는 시간은 소정의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기 소정의 시간을 예로 들면 1.25[ms]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소정 시간 단위의 슬롯 
시간동안 특정 단말, 도 5에서는 단말 1로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때 한 슬롯에 포함되는 TU의 수는 < 표 1> 에
서와 같이 결정된다. 물론 데이터 전송율에 의해서 결정되며 단말기가 요구한 데이터 전송율에 따라서 기지국은 TU를 
전송하게 된다. 테이블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말기가 약 2.5[Mbps]를 요구하면 한 슬롯 시간에 최대 4개의 TU가 전송
될 수 있으며, 19.2[kbps]를 요구하면 1개의 TU가 전송되기 위해서는 32슬롯 시간이 요구된다. 시간 t에서는 첫 번째 
스케쥴링이 이루어진 이동 단말(MS 1)로 TU가 전송된다.
    

과정 505는 임의의 시간 t+1에서 두 번째 스캐쥴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과정 505에서는 MS 1
에 대한 트랜스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트랜스미터 중에서 스케쥴링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과정 510은 과정 500에서 스케쥴링된 트랜스미터의 전송이 완료된 것을 나타낸 것으로서 과정 510에 대한 응답(ACK 
또는 NACK)은 t+4슬롯 시간에 단말로부터 기지국으로 전송된다.

과정 515는 세 번째 스케쥴링을 나타낸 것으로서 MS 1과 MS 2에 대한 전송이 완료되었으나 응답을 기지국이 수신하
지 못하였기 때문에 t+2 시간에서의 스케쥴링시 MS 1과 MS 2의 트랜스미터는 제외된다.

과정 520은 과정 510에서와 같이 MS 2로 전송이 완료된 것을 나타낸다. 과정 520에 대한 응답은 과정 545이다.

과정 525는 4번째 전송을 위한 스케쥴링을 하는 시점을 나타낸 것으로서 상술한 바와 같이 MS 1, MS 2 및 MS 3을 
배제한 상태에서 스케쥴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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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530은 본 발명에서 기준으로 하는 4슬롯 인터레이스드 구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과정 510에 대한 응답인 과
정 540이 수신되는 시점으로서 과정 540의 응답이 ACK이면 MS 2, MS 3 및 MS 4를 제외하고, MS1을 포함한 재스
케쥴링을 수행하고, NACK이 수신되면 재스케쥴링 없이 MS 1의 재전송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과정 535는 MS 3로 TU가 전송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과정 555를 통해서 응답이 기지국으로 전송된다.

과정 540은 상술한 바와 같이 과정 510에 대한 응답으로서 과정 540의 응답의 종류(ACK/NACK)에 따라서 재스케쥴
링 또는 재전송이 결정된다.

과정 545는 MS 2로부터의 응답신호를 기지국이 수신하는 경우는 나타낸 것으로서 재스케쥴링 또는 재전송을 결정하
는 응답 신호가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나나태고 있다.

과정 550은 재 스케쥴링이 되는 과정으로서 과정 545의 응답에 따라서 과정 530과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과정 555와 560은 상술한 바와 같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도 6은 기지국에서의 C/I를 기준으로 스케쥴링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이다. 이하 도 1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스케쥴링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발생된 패킷 데이터가 기지국에 도착하면 즉, 이동 단말기로 전송할 패킷 데이터가 수신되면 과정 603에서 상기 기지국
으로 도착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단말에 대응하여 할당된 큐에 저장한다. 이때 본 발명에서 기준으로 한 시스템에서
는 특정한 단위의 크기로 패킷 데이터가 분할된다. 또한, 트랜스미터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4개의 큐를 갖고 있으므로, 
도착한 패킷 데이터의 서비스의 종류(service class)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4개의 큐에 적절히 저장되어진다.

기지국은 과정 609에서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DRQ값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DRQ는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수신한 버스
트 파일롯(Burst pilot)의 세기를 측정하여 상기 < 표 1> 과 같은 DRQ값으로 변환하여 단말기가 수신할 수 있는 데
이터 전송율을 기지국으로 알려주는 값이다. 단말기는 현재 서비스 중인 기지국의 버스트 파일롯의 세기(C)와 타기지
국으로 수신되는 버스트 파일롯의 세기(I)의 비를 측정하고,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율을 결정하게 된다.

상기 과정 609에서는 이와 같은 C/I값을 DRQ값으로 수신한 후 최대의 C/I값을 전송한 단말 즉, 최대의 데이터 전송율
을 요구한 단말을 선택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도 과정 606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리 설정된 소정의 시간 
단위 예를 들어 1.25[ms] 단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과정 612에서는 패킷이 버퍼링 된 큐 즉, 전송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큐(Non-empty queue)를 갖는 트랜스미터
들을 높은(higher) C/I 순으로 정렬(ordering)한 트랜스미터를 조합하는 과정으로서 큐가 비어 있지 않고(Non-emp
ty) 최대의 C/I를 갖는 트랜스미터를 추출한다.

과정 615에서는 현재 추출한 트랜스미터가 서비스 중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서비스 중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
한 후 단말기로부터 ACK나 NACK 신호를 받지 못한 트랜스미터를 의미한다. 만일 현재 선택된 트랜스미터가 서비스중
인 트랜스미터라면 과정 618을 수행한다.

    
과정 618은 현재 서비스중인 트랜스미터를 스케쥴링에서 제외하는 과정으로서 non-empty queue이면서 두 번째로 높
은 DRQ 값을 전송한 트랜스미터를 선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과정 618에서 트랜스미터를 선택하면 다시 과정 615를 
수행하여 선택된 트랜스미터가 서비스중인가를 재확인하게 된다. 만일 서비스중이 아니라면 과정 621을 수행한다. 과
정 618은 서비스중이 아닌 트랜스미터가 선택될 때까지 수행하며 모든 과정은 과정 609, 612를 수행하는 시간인 동일
한 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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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621은 서비스중이 아니면서 non-empty queue를 갖고 있는 트랜스미터 중 최대 C/I 값이 같은 트랜스미터가 2
개 이상인 경우를 검사하는 것이다. 만일 과정 621에서 최대 C/I를 갖는 트랜스미터의 수가 한 개라면 과정 636을 수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트랜스미터를 재 선택하기 위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정 624를 수행하게 된다.

과정 624에서는 과정 621에서 추출된 2개 이상의 트랜스미터 중 최종의 한 개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초기전송 
큐(iniTx : initial Tx Queue)의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이다. 초기전송을 위한 큐는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4개가 할당
되어 있으며, 각각의 큐에 우선순위가 할당되어 있다. 과정 624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큐의 상태를 검사하여 최
우선순위 큐가 비어있지 않은 트랜스미터를 선택한다.

과정 627에서는 과정 624에서 선택된 트랜스미터가 2개 이상인지를 검사하는 과정으로서 만일 한 개의 트랜스미터만
이 최우선순위 큐가 비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과정 636을 수행한다. 이는 하나의 트랜스미터만 남은 상태이므로 전송할 
트랜스미터가 선택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정 627에서 2개 이상의 트랜스미터가 동일한 최대 C/I를 갖고 
있고, 최우선순위 큐가 모두 비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과정 633을 수행한다.

과정 633은 2개 이상의 트랜스미터가 동일한 최대의 C/I를 갖고 또한, 동일한 우선순위의 큐가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
서 한 개의 트랜스미터를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동일한 C/I와 동일한 우선순위의 큐가 비어있지 않다면 동일한 우선순위
를 갖는 큐의 길이를 비교하여 큐의 길이가 더 긴 트랜스미터를 선택한다.

과정 636은 선택의 과정이 완료된 트랜스미터에서 TU화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이다. 상기 < 표 1> 에 나타
냈듯이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DRQ의 값에 따라서 한 슬롯 시간에 전송될 수 있는 TU의 수를 결정한다. 단말이 요구한 
데이터 전송율이 높을수록 전송될 수 있는 TU의 수는 증가하며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의 TU가 한 슬롯 시간에 전송될 
수 있다.

과정 639는 과정 636에서 TU의 수를 전송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슬롯의 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상기 < 표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말로부터 수신한 DRQ값에 따라서 요구되는 슬롯의 수가 결정된다. 즉, 단말이 요구한 데이터 전송
율에 따라서 전송이 결정된 TU를 전송하기 위해서 최소 1개에서 최대 32개의 슬롯이 요구된다.

과정 642는 전송이 결정된 TU를 결정된 슬롯에 매핑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TU가 전송되는 물리채널은 패
킷 전용으로 할당된 채널일 수도 있으며, 기존의 트래픽 채널이 사용될 수 도 있다. 선택된 단말기 MSx는 상기 612 과
정 내지 633의 과정을 통해 선택된 단말로서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을 이용하는 패킷 전용의 공용채널
을 이용할 경우는 임의의 순간에 한 개의 단말에 패킷 데이터가 전송되어진다.

    
과정 643는 과정 642에서 전송된 패킷 데이터에 대한 응답이 단말로부터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본 발명
에서 기준으로 한 시스템은 4 슬롯 인터레이스드 구조를 사용하므로 임의의 시간 t에 전송한 슬롯에 대한 응답은 t+4
번째 슬롯 이전에 기지국이 수신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적용되는 구조에 따라서 응답신호가 수신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질 수 있다. 만일 5슬롯 인터레이스드 구조를 갖는다면 t+5번째 슬롯 이전에 기지국은 단말로부터 응답신호
를 수신해야 한다. 만일 과정 643에서 기지국이 응답신호인 ACK 또는 NACK의 응답을 단말로부터 수신하였다면 과정 
654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정 648을 수행한다.
    

    
과정 648은 기지국이 패킷 데이터를 단말로 전송한 후 동작되는 타이머의 만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단말로부터 
응답신호가 분실되어 기지국이 응답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지국은 타이머를 동작시킨다. 타이머는 
응답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 설정되고 본 발명에서 기준으로 한 구조라면 현재의 슬롯을 전송한 후 4번째 
슬롯이 시작되기 전에 타이머가 만료되도록 시간을 설정한다. 만일, 과정 648에서 타이머가 만료될 때가지 응답신호를 
기지국이 단말로부터 수신하지 못하였다면 NACK으로 판단하고 과정 651을 수행한다. 그러나 타이머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과정 609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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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651은 과정 648에서 타이머가 만료된 후, NACK으로 간주하여 재전송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타이머
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와 같은 구조를 기준으로 하면 t+4번째 슬롯이 시작되기 전에 만료되므로 t+4번째 
슬롯에서 MSx에 대한 재전송이 수행되게 된다. 과정 651의 재전송이 수행된 후에는 과정 609를 수행하게 된다.

    
과정 654는 상기 과정 643에서 기지국이 응답신호를 수신한 경우의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응답신호가 ACK인지 N
ACK인지를 판정하는 과정이다. 만일 기지국이 단말 MSx로부터 수신한 응답신호가 ACK이었다면 현재 전송하고자하
는 패킷 즉, TU의 전송이 완료된 것으로서 트랜스미터는 서비스중이 아닌 상태로 바뀌게 되고 과정 609를 수행하게 된
다. 상기 과정 654에서 응답신호가 ACK로 판명된후 과정 609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정 648과 651과는 달리 서비스중
인 아닌 상태이므로 스케쥴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정 648과 651은 단말기로부터 NACK를 수신하여 오류가 발생한 패킷의 재전송이 이루어지므로 새로
운 패킷의 전송이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비스중인 상태가 된다. 그러나 ACK을 수신한 경우에는 전송이 완료된 
경우이므로 새로운 패킷을 전송할 수 있으므로 스케쥴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정 657은 과정 654에서 NACK을 수신한 경우에 수행된다. 상기 < 표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대의 데이터 
전송율에서는 한 개의 슬롯에 최대 4개의 TU가 전송될 수 있다. 그러므로 NACK을 수신한 경우에는 어떠한 TU에 NA
CK이 발생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오류가 발생한 TU만을 재전송한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4개의 TU가 송신된 후 
NACK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NACK 신호에는 송신한 4개의 TU 중 재전송이 필요한 TU의 정보를 가지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1, #2, #3, #4의 TU가 전송된 경우에 #2, #4의 TU만의 재전송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1, #2 #3의 TU
만의 TU만의 재전송이 요구될 수도 있고, #4의 TU만 재전송이 요구될 수도 있다. 즉, 이동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수신
하지 못한 TU에 대하여 재전송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작은 2개 이상의 TU가 전송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단말기는 기지국으로 응답신호를 전송할 때 최대 4개의 TU에 대한 응답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즉 과정 651의 재전송과는 차이를 가진다.
    

과정 648에서 타이머가 만료되어 재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TU가 전송되었을 경우 모든 TU에 오류가 발생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정 TU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분간할 필요가 없다.

과정 660은 과정 657에서 선택된 TU를 재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TU가 재전송되 후에는 과정 609를 수행하
게 된다. 과정 648, 651 및 660을 수행한 후 과정 609를 수행한 경우에는 현재의 트랜스미터가 서비스중인 상태가 된
다. 이와 같이 서비스 중의 여부는 상술한 과정 615에서 검사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효과적인 데이터 서비스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토콜 구조에서 스케쥴
링을 이용하여 고속의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전송시의 높은 이득율(Throughput)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 내의 단말들로 송신할 각각의 데이터들을 각 단말에 대응하는 트랜스미터의 해당 큐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들로부터 수신된 DRQ를 분석하고,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트랜스미터들 중 C/I가 가장 높은 트랜스미터
를 선택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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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트랜스미터가 서비스 중이 아닌 경우 상기 분석된 DRQ에 의거하여 전송 가능한 TU의 숫자와 슬랏의 숫자
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트랜스미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결정된 값에 의거하여 물리 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트랜스미터가 서비스 중인 경우 C/I의 값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중이지 않은 트랜스미터가 선택될 때까지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C/I의 값에 의해 상기 서비스 중이지 않은 트랜스미터가 2이상 선택된 경우 상기 트랜스미터의 규에 저장된 데이
터의 우선순위가 높은 트랜스미터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
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큐에 저장된 데이터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된 트랜스미터가 2 이상인 경우 상기 큐에 저장된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선택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TU 송신 후 단말로부터 소정 시간 내에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소정 시간 내에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재전송 여부를 판별하여 재전송이 필요한 경우 재전송이 요
구된 TU만으로 구성하여 재전송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소정 시간 내에 단말로부터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재 전송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7.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 내의 단말들로 송신할 각각의 데이터들을 각 단말에 대응하는 트랜스미터의 해당 큐에 저장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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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들로부터 수신된 DRQ를 분석하고,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트랜스미터들 중 서비스 중이지 않은 트랜스미
터들 중 C/I가 가장 높은 트랜스미터를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트랜스미터가 둘 이상인 경우 트랜스미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트랜스미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DRQ에 의거하여 전송 가능한 TU의 숫자와 슬랏의 숫자를 결정하는 과정
과,

상기 트랜스미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결정된 값에 의거하여 물리 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TU 송신 후 단말로부터 소정 시간 내에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소정 시간 내에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재전송 여부를 판별하여 재전송이 필요한 경우 재전송이 요
구된 TU만으로 구성하여 재전송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소정 시간 내에 단말로부터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재 전송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미터의 초기 전송 큐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 후 상기 전송된 데이터를 재전송 큐에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11.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 내의 단말들로 송신할 각각의 데이터들을 각 단말에 대응하는 트랜스미터의 해당 큐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들로부터 수신된 DRQ를 분석하고,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트랜스미터들 중 서비스 중이지 않은 트랜스미
터들 중 C/I와 전송할 데이터의 우선순위 및 데이터의 길이 등에 의거하여 하나의 트랜스미터를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트랜스미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DRQ에 의거하여 전송 가능한 TU의 숫자와 슬랏의 숫자를 결정하는 과정
과,

상기 트랜스미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결정된 값들에 의거하여 물리 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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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스미터의 초기 전송 큐에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 후 상기 전송된 데이터를 재전송 큐에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13.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TU 송신 후 단말로부터 소정 시간 내에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소정 시간 내에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재전송 여부를 판별하여 재전송이 필요한 경우 재전송이 요
구된 TU만으로 구성하여 재전송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소정 시간 내에 단말로부터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재 전송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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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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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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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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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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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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