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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Ｌ２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IP 계층(L3) 이하의 L2 계층에서의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서비스품질

(QoS) 자원 관리 구조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는, IP 계층으로

부터 전송된 IP 패킷들은 분류하여 전달하며, 재할당된 유효 대역폭에 따라 트래픽을 통제하고 트래픽 량을 조절하는 트래

픽 관리부(traffic management: TM); 분류된 IP 트래픽 식별자를 저장하며, 트래픽 관리부의 제어 하에 IP 패킷들의 상태

를 나타내는 측정 QoS 파라미터들을 보고하는 트래픽 버퍼(Traffic Buffer); 타겟 QoS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QoS 테이블

(QoS 테이블); 및 상기 트래픽 버퍼로부터 측정 QoS 파라미터들을 보고 받고, 측정 QoS 파라미터들과 타겟 파라미터를 고

려하면서, 유효 대역폭을 트래픽 관리부에게 재할당하는 무선 자원 관리부(radio resource management: RRM)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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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발명에 따르면, 호 수락 제어 방법이 유효 대역폭 할당과 같은 자원 관리 기법과 상호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무선 통

신 시스템에서도 효율적인 L2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무선 패킷 통신에 대한 높은 통신 품질과 높은 무선 자원

활용도를 달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에 있어서,

IP 계층으로부터 전송된 IP 패킷들은 분류하여 전달하며, 재할당된 유효 대역폭에 따라 트래픽을 통제하고 트래픽 량을 조

절하는 트래픽 관리부(traffic management: TM);

상기 분류된 IP 트래픽 식별자를 저장하며, 상기 트래픽 관리부의 제어 하에 상기 IP 패킷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측정 QoS

파라미터들을 보고하는 트래픽 버퍼;

타겟 QoS 파라미터(target QoS parameter)를 제공하는 QoS 테이블; 및

상기 트래픽 버퍼로부터 측정 QoS 파라미터들을 보고 받고, 상기 측정 QoS 파라미터들과 타겟 파라미터를 고려하면서, 유

효 대역폭을 상기 트래픽 관리부(TM)에게 재할당하는 무선 자원 관리부(radio resource management: RRM)를 포함하

며,

상기 무선 자원 관리부는,

상기 트래픽 버퍼로부터 측정된 QoS와 상기 QoS 테이블 내의 타겟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유효 대역폭을 계산하여 재할당

하는 유효 대역폭 할당부; 및

신규 호 또는 핸드오버 호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유효 대역폭 할당부와 상호 연동하여 상기 수락된 호에게 할

당될 대역폭을 예측하는 호 인증 제어부

를 포함하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관리부는,

IP 계층으로부터 전송된 IP 패킷들은 분류하는 IP 패킷 식별자(IP packet classification); 및

상기 무선 자원 관리부로부터 할당된 유효 대역폭을 저장하는 버퍼(Buffer)

를 포함하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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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래픽 관리부의 버퍼는 토큰 버킷(token bucket) 구조의 토큰 버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

선 자원 관리 구조.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들은 상기 호 인증 제어부에서 호가 수락된 경우, 상기 트래픽 관리부를 통과하여 상기 트래픽 버퍼에 저장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 관리부는 상기 트래픽들에 요구된 QoS를 만족시키도록 상기 트래픽 관리부를 제어하고, 이에 따라 트래픽

이 통제되고, 트래픽 량이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QoS 테이블로부터 제공되는 타겟 QoS 파라미터는 요구된 지연값, 요구된 패킷 손실률, 요구 전송율 및 서비스 클래

스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

청구항 8.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방법에 있어서,

a) IP 패킷들이 IP 패킷 식별자에 의해서 분류되고, 무선 자원 관리부(RRM)에 의해 제어되는 트래픽 관리부(TM)를 통과

하면서 트래픽 버퍼에 저장되는 단계;

b) 상기 트래픽 버퍼들이 상기 IP 패킷의 상태를 나타내는 측정 서비스품질(QoS) 파라미터들을 상기 무선 자원 관리부

(RRM)에 보고하는 단계; 및

c) 상기 무선 자원 관리부(RRM)가 상기 트래픽 버퍼로부터 측정된 QoS와 QoS 테이블에 있는 타겟 파라미터를 고려하면

서, 최종적으로 유효 대역폭을 상기 트래픽 관리부(TM)에게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c) 단계는 측정된 QoS와 상기 타겟 파라미터를 고려하면서, 호 수락 제어 방식과 상호 연동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유

효 대역폭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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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QoS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가능한 최소 자원을 사용하도록, 호(call)가 지속되는 동안, 상기 a) 단계 내지 c)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트래픽 관리부는 트래픽 정책(polishing) 기능과 트래픽 구체화(shaping) 기능을 포함하는 트래픽 제어 기

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파라미터는 요구된 지연값, 요구된 패킷 손실률, 요구 전송율 및 서비스 클래스를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트래픽 제어와 상기 c) 단계의 유료 대역폭 할당이 상호 연동하여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에 있어서 IP 계층(L3) 이하의 L2 계층에서의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서비스품질(QoS) 자원 관리 구조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로서,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2003-21359호(2003년 4월 4일 출원)에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트래픽 감시 방

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선행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 망의 트래픽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 및 트래픽 증가에 대한 경고가 자동으로 수행

되게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망의 트래픽 감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기 선행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트래픽 감시 방법은, a)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다수의 이동 단

말의 통신 수행에 따른 트래픽 통계 데이터를 전송받아 저장하는 단계; b) 미리 설정된 일정 기준시간 단위로 상기 이동통

신 시스템의 트래픽 통계 데이터를 리드(Read)하는 단계; c) 상기 트래픽 통계 데이터로부터 트래픽 상태 판단 정보를 추

출하는 단계; d) 상기 추출값이 트래픽 증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미리 설정된 기준값 이하로 떨어지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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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e) 상기 추출값이 상기 기준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트래픽 증가를 인식하여 경고 메시지를 생성하고, 상기 트

래픽 증가를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출력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짐으로써, 시스템 운용자가 주기적으로 트래픽 통계 데이터

를 표시하도록 하는 명령어 수행을 하지 않고도 이동통신 시스템 망의 트래픽 상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상기 선행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 망의 트래픽 상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트래픽 감시 이외에 트래픽 관

리는 수행하지 못하고, 또한 트래픽 상태에 보고 이외도 호 수락제어와 유효 대역 할당과 같은 자원 관리 기법과는 연관성

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이동통신 시스템은, IP 계층에서의 IP 패킷에 대한 트래픽 관리를 위하여, 호 수락 제어와 같은 자원 할당 기능, 그리

고 트래픽 정책 기능(traffic policing function)과 트래픽 구체화 기능(traffic shaping function) 같은 트래픽 관리 기능들

이 상호 연동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즉,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무선 패킷 통신에 대한 높은 통신 품질과 높은 무선 자원 활용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술한 기능이 필요하지만, 종래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L2 계층에서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도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무선 패

킷 통신에 대한 높은 통신 품질과 높은 무선 자원 활용도를 달성할 수 있는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는,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에 있어서,

IP 계층으로부터 전송된 IP 패킷들은 분류하여 전달하며, 재할당된 유효 대역폭에 따라 트래픽을 통제하고 트래픽 량을 조

절하는 트래픽 관리부(traffic management: TM);

상기 분류된 IP 트래픽 식별자를 저장하며, 상기 트래픽 관리부의 제어 하에 상기 IP 패킷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측정 QoS

파라미터들을 보고하는 트래픽 버퍼;

타겟 QoS 파라미터(target QoS parameter)를 제공하는 QoS 테이블; 및

상기 트래픽 버퍼로부터 측정 QoS 파라미터들을 보고 받고, 상기 측정 QoS 파라미터들과 타겟 파라미터를 고려하면서, 유

효 대역폭을 상기 트래픽 관리부(TM)에게 재할당하는 무선 자원 관리부(radio resource management: RRM)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방법은,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방법에 있어서,

a) IP 패킷들이 IP 패킷 식별자에 의해서 분류되고, 무선 자원 관리부(RRM)에 의해 제어되는 트래픽 관리부(TM)를 통과

하면서 트래픽 버퍼에 저장되는 단계;

b) 상기 트래픽 버퍼들이 상기 IP 패킷의 상태를 나타내는 측정 서비스품질(QoS) 파라미터들을 상기 무선 자원 관리부

(RRM)에 보고하는 단계; 및

c) 상기 무선 자원 관리부(RRM)가 상기 트래픽 버퍼로부터 측정된 QoS와 QoS 테이블에 있는 타겟 파라미터를 고려하면

서, 최종적으로 유효 대역폭을 상기 트래픽 관리부(TM)에게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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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호 수락 제어 방법이 유효 대역폭 할당과 같은 자원 관리 기법과 상호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도 효율적인 L2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무선 패킷 통신에 대한 높은 통신 품질과 높은 무선 자원 활

용도를 달성할 수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 및 방법을 상세히 설

명한다.

유선 통신 시스템은 호 수락 제어 및 유효 대역 할당 등의 L2 무선 자원 관리부와 연동하는 트래픽 관리부에 의해서 트래픽

을 통제하고 트래픽 량을 조절함으로써, IP 계층 이하의 신호와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계층에서의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QoS 자원 관리 구조 및 방법은, 유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상기 기능들을 커다란 복잡성 없이 무선 통신 시스템에 적용하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3(IP 계층)과 L2 사이의 서비스품질(QoS) 제어 매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L2에

서 QoS를 지원하는 WQRM와 L3에서의 QoS 제어 매핑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IP 계층에서의 QoS 제어 방법들은 L2 계층의 무선 QoS 자원 관리(wireless QoS resource

management: WQRM) 방법으로 매핑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DSCP(Diffserv code point)를 갖는 패킷들이 무선 채널

상태, 무선 자원의 이용도, 트래픽 부하, 패킷 전송 상태에 대응되는 다른 무선 QoS 자원 관리 방법으로 매핑된다.

여기서, 차등화 서비스(differentiated services: Diffserv 또는 DS)는 음성 등과 같이 데이터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되는

비교적 특별한 형식의 트래픽들에 대해, 다른 종류의 일반 트래픽에 비해 우선권을 갖도록 네트웍 트래픽을 등급별로 지정

하고,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말한다. 상기 Diffserv는 주어진 패킷 이동 규칙에서, 패킷은 홉(Hop)당 움직임, 즉 PHB

(per hop behaviors)라고 불리는 64개의 가능한 전달 움직임 중 하나가 적용되며, IP 헤더 내의 DSCP(Diffserv code

point)라는 여섯 비트 길이의 필드가 주어진 패킷의 흐름에 대해 홉당 움직임을 지정한다.

한편,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무선 패킷 통신에 대한 높은 통신 품질과 높은 무선 자원 활용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정교한 QoS 제어가 유선 통신에서보다 무선 통신을 위해 더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채널 상태는 단말의 이동과 간섭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빈번한 재협상과

적응(adaptation)은 시스템에 높은 트래픽 부하를 발생시킨다. 특히, 유선 통신에서의 빈번한 재협상과 적응보다도

WQRM(Wireless QoS Resource Management)는 트래픽과 채널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재협상과 적응 동작을 포함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상기 WQRM의 주요 기능들은 호 레벨 자원 관리부(Call Level Resource Management: CLRM)와 패킷 레벨 자원 관리부

(Packet Level Resource Management: PLRM)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상기 호 레벨 자원 관리부는 무선 자원 관리를 위한 호 인증 제어(Call Admission Control: CAC)와 유효 대역폭

할당(Effective Bandwidth Allocation), 그리고 트래픽 관리를 위한 IP 패킷 식별자(IP packet classification), 트래픽 정

책 기능(traffic policing function) 및 트래픽 구체화 기능(traffic shaping function)이 있다. 또한, 상기 패킷 레벨 자원 관

리부는 패킷 스케줄러(Packet Scheduler), 버퍼 관리부(Buffer Management) 및 상태 관리부(Status Management: SM)

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호 레벨 자원 관리부(CLRM)와 패킷 레벨 자원 관리부(PLRM)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상기 호 레벨 자원 관리부의 성능 측정은 신규 호 또는 핸드오버호의 차단 확률 등이고, 상기 패킷 레벨 자원 관리부의 성

능 측정은 패킷 지연과 패킷 손실 확률 등이 있다. 하지만, 상기 호 레벨 자원 관리부와 패킷 레벨 자원 관리부는 밀접한 상

호 동작을 통하여 전체 시스템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하, 도 2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 및 방법을 설명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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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하향 링크에서의 무선 QoS 자원 관리 구조 및 동작 흐름도로서,

하향 링크를 위한 WQRM 동작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구조에서, 단말(UE: 100)은 WQRM

(L2: 110) 및 IP 레이어(L3: 120) 프로토콜을 포함하고, 기지국(BS: 200)은 WQRM(L2: 210) 및 IP 레이어(L3: 220)를 프

로토콜을 포함한다. 상기 단말(100)의 WQRM(110)은 PLRM(111)을 포함하고, 상기 PLRM(111)은 버퍼 관리부(111-1)

및 상태 관리부(SM: 111-2)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기지국(200)의 WQRM(210)은 PLRM(211), RRC(212) 및 CLRM(213)을 포함하고, 상기 PLRM(211)은 버퍼

관리부(211-1), 패킷 스케줄러(211-2) 및 상태 관리부(SM: 211-3)를 포함한다. 상기 기지국(200)의 CLRM(213)은

RRM(213-1) 및 TM(213-2)를 포함하고, 이때, 상기 RRM(213-1)은 QoS 테이블(213-1a), EBA(213-1b) 및 CAC

(213-1c)를 포함하고, 상기 TM(213-2)은 IP 패킷 식별자(213-2a) 및 트래픽 정책/구체화 기능(213-2b)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하향 링크에서의 무선 QoS 자원 관리를 위한 WQRM 동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기지국(BS: 200)의 무선 자원 제어부(radio resource control: RRC)(212)의 L2 프로토콜 메시지(예를 들어, 신규 호

또는 핸드오버 호 요구 메시지)는 상기 기지국(200)의 QoS 테이블(213-1a)에 있는 일단의 QoS 파라미터들(예를 들면, 요

구된 지연값, 요구된 패킷 손실률, 요구 전송율, 서비스 클래스 등)에 매핑된다.

② 유효 대역폭 할당부(EBA: 213-1b)는 QoS 테이블(213-1a)에 있는 요구된 QoS 파라미터와 버퍼 관리부(buffer

management: BM)(211-1)로부터 측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유효 대역폭을 계산한다.

③ 호 인증 제어부(CAC: 213-1c)는 신규 호 또는 핸드오버 호를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EBA(213-1b)와

연동하여 수락된 호들에게 대역폭을 얼마나 할당할지를 예측한다. 이때, 상기 CAC(213-1c))의 인증 결과는 트래픽 관리

부(TM: 213-2)의 트래픽 정책/구체화 기능(213-2b)에 할당된다.

④ 만일, 상기 호 인증 제어부(213-1c)에서 호가 수락되었다면, 그 IP 패킷들은 트래픽 관리부(213-2)를 통과하여 해당

버퍼에 전달된다.

⑤ 기지국(200)에 있는 패킷 스케줄러(211-2)는 수락된 호들에 속하는 패킷들에 대해 스케줄링을 수행한 후, 스케줄러의

결과는 선택된 단말들(UE: 100)에게 통보된다.

⑥ 선택된 단말들(UE: 100)은 그들에게 전송된 하향링크 데이터(Downlink data)에 대한 승인/거부(ACK/NACK) 메시지

를 상기 기지국(200)의 PLRM(211)에게 보고한다.

⑦ 상기 승인(ACK) 메시지를 보고한 단말(100)은 전송된 하향링크 데이터를 단말의 상위 레이어인 IP 레이어(L3: 120)로

보낸다.

한편,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상향 링크에서의 무선 QoS 자원 관리 구조 및 동작 흐름도

로서, 상향링크에 대한 WQRM 동작순서를 기술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① 단말(100)의 RRC(112)의 L2 프로토콜 메시지(예를 들어, 신규 호 또는 핸드오버 호 요구 메시

지)는 단말의 QoS 테이블(113-1a)에 있는 일단의 QoS 파라미터들(예를 들면, 요구된 지연값, 요구된 패킷 손실률, 요구

전송율, 서비스 클래스 등)에 매핑된다.

② 기지국(200)에 있는 EBA(213-1b)는 기지국(200)의 QoS 테이블(213-1a)에 있는 요구된 QoS 파라미터와 버퍼 관리

부(BM: 211-1)로부터 측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유효 대역폭을 계산한다. 또한, CAC(213-1c)는 신규 호 또는 핸드오

버 호를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된 호들에게 대역폭을 얼마나 할당할지를 예측한다.

③ 만일, 호가 수락되었다면, 상기 CAC(213-1c)의 수락 결과는 단말(100)에 있는 트래픽 정책/구체화 기능(113-2b)에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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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락된 호들의 IP 패킷들은 트래픽 관리부(113-2)를 통과하여 해당 버퍼에 전달되고, 상기 단말(100)은 자신의 상향링

크 버퍼의 상태 정보를 보고한다.

⑤ 기지국(200)에 있는 패킷 스케줄러(211-2)가 수락된 호들에 속하는 패킷들에 스케줄링을 수행한 후, 스케줄러의 결과

는 선택된 단말들(100)에게 할당된 자원할당 정보를 통보한다.

⑥ 그 선택된 단말(100)은 기지국(200)에게 상향링크 정보를 전해준다

⑦ 상기 단말(100)에 있는 EBA(113-1b)은 단말의 QoS 테이블(113-1a)에 있는 요구된 QoS 파라미터와 버퍼 관리부

(BM: 111-1)로부터 측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유효 대역폭을 계산한다. 이후, 재할당된 유효 대역폭은 트래픽 정책/구

체화 기능113-2b)에 할당하고, 상기 기지국(200)에 있는 RRM에 통보된다.

⑧ 상기 기지국(200)은 전달된 상향링크 데이터에 대한 승인/거부(ACK/NACK) 메시지를 선택된 단말들(100)에게 보고한

다.

⑨ 상기 ACK 메시지를 선택된 단말(100)에게 보고된 해당 상향링크 데이터는 기지국의 상위 레이어인 IP 레이어(L3:

220)로 전송된다.

결국, 도 2에서 전술한 하향링크와 마찬가지로 도 3의 상향링크에서도,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

서, 트래픽들의 요구된 QoS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지국(200) 내의 CLRM(213) 내의 제어 신호 관리부(RRM: 213-1)는

트래픽 관리부(TM: 213-2)를 통하여 트래픽을 통제하고, 트래픽 량을 조절함으로써, IP 계층 이하의 신호와 트래픽을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트래픽 관리부로서 토큰 버킷(token bucket)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하는 도

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IP 계층으로부터 전송된 IP 패킷들은 트래픽 관리부(TM: 410) 내의 IP 패킷 식별자(411)를 통하여 토큰

버킷(token bucket) 구조의 토큰 버퍼(412)의 제어를 받으면서, 해당 트래픽 버퍼(420)로 저장된다. 여기서, 상기 트래픽

버퍼(420)는 필요한 측정 QoS 파라미터들을 무선 자원 관리부(RRM: 430)에 보고한다. 여기서, 상기 토큰 버킷은 통상적

으로 트래픽의 특성을 규정하는 모델을 말하며, 상기 버킷은 어떤 순간 전송될 수 있는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양을 나타내

는 카운터로 볼 수 있다.

상기 무선 자원 관리부(RRM: 430)의 유효 대역폭 할당부(EBA: 431)는 상기 트래픽 버퍼(420)로부터 측정된 QoS와 QoS

테이블(440)에 있는 타겟 파라미터(target parameter)를 고려하면서, 호 인증 제어부(CAC: 432)와의 상호 연동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유효 대역폭을 트래픽 관리부(TM: 410)에 있는 토큰 버킷 구조의 버퍼(412)에게 할당한다. 전술한 일련의 동

작으로부터 트래픽들에 요구된 QoS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무선 자원 관리부(430)는 상기 트래픽 관리부(TM: 410)를

통하여 트래픽을 통제하고, 트래픽 량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된다.

한편,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동작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방법은, 먼저, IP 패킷들이 IP 패킷 식별

자(packet classification)에 의해서 분류되고(S510), 무선 자원 관리부(radio resource management: RRM)에 의해 제어

되는 트래픽 관리부(traffic management: TM)를 통과하면서 트래픽 버퍼에 저장된다(S520).

다음으로, 상기 트래픽 버퍼들이 상기 IP 패킷의 상태를 나타내는 측정 서비스품질(QoS) 파라미터들을 상기 무선 자원 관

리부(RRM)에 보고하게 된다(S530).

다음으로, 상기 무선 자원 관리부(RRM)가 상기 트래픽 버퍼로부터 측정된 QoS와 QoS 테이블에 있는 타겟 파라미터

(target parameter)를 고려하면서 최종적으로 유효 대역폭을 상기 트래픽 관리부(TM)에게 할당하게 된다(S540).

다음으로, 상기 QoS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가능한 최소 자원을 사용하도록, 호(call)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S550), 상기 호가 지속되는 동안, 상기 S510 단계 내지 S540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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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는 종래의 기술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L2 계층에서의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하여, 트래픽 정책

기능(traffic policing function) 및 트래픽 구체화 기능(traffic shaping function)과 같은 기능을 수용하고, 이러한 기능들

과 L2 계층에서의 자원 할당 방법인 호 수락 제어와 유효 대역폭 할당 등과의 연동을 통하여 전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

게 된다. 따라서, 커다란 복잡성 없이도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도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무선 패킷 통

신에 대한 높은 통신 품질과 높은 무선 자원 활용도를 달성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본 발명은 특정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도시 및 설명하였지만,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나타난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개조 및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호 수락 제어 방법이 유효 대역폭 할당과 같은 자원 관리 기법과 상호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도 효율적인 L2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무선 패킷 통신에 대한 높은 통신 품질과 높은 무선 자원 활

용도를 달성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3(IP 계층)과 L2 사이의 서비스품질(QoS) 제어 매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하향 링크에서의 무선 QoS 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 및 동작 흐름도

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상향 링크에서의 무선 QoS 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 및 동작 흐름도

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트래픽 관리부로서 토큰 버킷(token bucket)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2 트래픽 관리를 위한 무선 자원 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동작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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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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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