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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비동기 WCDMA 시스템에서 E-DCH에 대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

의 방법은,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블록 크기(TBS)를 결정하는 과정과,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

이터 비트 크기들과 미리 설정되는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상기 결정

된 전송블록 크기에 대응되는 변조방식(MF)과 확산지수(SF)의 조합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전송블록 크기를 상기 상향

링크 전송채널 데이터에 대한 제어정보에 실어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MF/SF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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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기 전송블록 크기의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부가적인 물리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전송효율을 최대화하고 천공되는 비트들의 수를 최소화하는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본 발명

은 상향링크 전송효율을 최대화하여 전송자원을 절감하고 E-DCH의 제어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블록 크기(TBS)를 결정하는 과정과,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과 미리 설정되는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

의 전송을 위해 상기 결정된 전송블록 크기에 대응되는 변조방식과 확산지수의 조합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전송블록 크기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에 대한 제어정보에 실어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블록 크기(TBS)를 결정하는 상위계층 프로세서와,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과 미리 설정되는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

의 전송을 위해 상기 결정된 전송블록 크기에 대응되는 변조방식과 확산지수의 조합을 결정하는 결정기와,

상기 전송블록 크기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에 대한 제어정보에 실어 전송하는 송신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방식과 상기 확산지수의 조합은,

상기 전송블록 크기의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전송효율을 최대화하는 변조방식을 사용하고 천공되는

비트들의 수를 최소화하면서 부가적인 물리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은,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복수의 변조방식들 각각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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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BPSK의 천공한도에 따

라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변조방식은 B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

은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이 상기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모두

작은 경우,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BPSK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상기 BPSK의 천공한도에 따라 최대 천공한 전송

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작고, QPSK(Quadrature PSK)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QPSK의 천공한도

에 따라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변조방식은 Q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QPSK을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상기 전송블록 크기를 상기 QPSK의

천공한도를 적용하여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방식은 8-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단지 하나의 변조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고 단지 하나의 물리채널만을 필요로 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

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 중 최소값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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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지 않고, 미리 정해지는 제1 천공한도로 천

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크기 중 부가적인 물리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은 최대의 제2 물

리채널 데이터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지 않고, 상기 제1 천공한도보다 천공정

도가 큰 제2 천공한도로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적어도 하나의 제3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

기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최소의 제3 물리채널 데이터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방식과 상기 확산지수의 조합은,

상기 전송블록 크기의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전송효율을 최대화하는 변조방식을 사용하고 천공되는

비트들의 수를 최소화하면서 부가적인 물리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1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은,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복수의 변조방식들 각각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BPSK의 천공한도에

따라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변조방식은 B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

은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이 상기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모두

작은 경우,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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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BPSK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상기 BPSK의 천공한도에 따라 최대 천공한 전

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작고, QPSK(Quadrature PSK)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QPSK의 천공한

도에 따라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변조방식은 Q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QPSK을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상기 전송블록 크기를 상기 QPSK

의 천공한도를 적용하여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방식은 8-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1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단지 하나의 변조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고 단지 하나의 물리채널만을 필요로 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

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 중 최소값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지 않고, 미리 정해지는 제1 천공한도로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크기 중 부가적인 물리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은 최대의 제2 물

리채널 데이터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지 않고, 상기 제1 천공한도보다 천공정

도가 큰 제2 천공한도로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적어도 하나의 제3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

기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최소의 제3 물리채널 데이터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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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전송블록 크기(TBS)를 포함하는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과 미리 설정되는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

의 전송을 위해 상기 전송블록 크기에 대응되는 변조방식과 확산지수의 조합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변조방식과 상기 확산지수를 이용하여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방식과 상기 확산지수의 조합은,

상기 전송블록 크기의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전송효율을 최대화하는 변조방식을 사용하고 천공되는

비트들의 수를 최소화하면서 부가적인 물리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은,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복수의 변조방식들 각각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BPSK의 천공한도에

따라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변조방식은 B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

은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이 상기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모두

작은 경우,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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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BPSK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상기 BPSK의 천공한도에 따라 최대 천공한 전

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작고, QPSK(Quadrature PSK)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QPSK의 천공한

도에 따라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변조방식은 Q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QPSK을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상기 전송블록 크기를 상기 QPSK

의 천공한도를 적용하여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방식은 8-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28.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단지 하나의 변조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고 단지 하나의 물리채널만을 필요로 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

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 중 최소값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지 않고, 미리 정해지는 제1 천공한도로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크기 중 부가적인 물리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은 최대의 제2 물

리채널 데이터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지 않고, 상기 제1 천공한도보다 천공정

도가 큰 제2 천공한도로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적어도 하나의 제3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

기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최소의 제3 물리채널 데이터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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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전송블록 크기(TBS)를 포함하는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제어채널 수신기와,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과 미리 설정되는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

의 전송을 위해 상기 전송블록 크기에 대응되는 변조방식과 확산지수의 조합을 결정하는 결정기와,

상기 변조방식과 상기 확산지수를 이용하여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방식과 상기 확산지수의 조합은,

상기 전송블록 크기의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전송효율을 최대화하는 변조방식을 사용하고 천공되는

비트들의 수를 최소화하면서 부가적인 물리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은,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복수의 변조방식들 각각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BPSK의 천공한도에

따라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변조방식은 B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

은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이 상기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모두

작은 경우,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BPSK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상기 BPSK의 천공한도에 따라 최대 천공한 전

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작고, QPSK(Quadrature PSK)에 대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QPSK의 천공한

도에 따라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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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조방식은 Q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QPSK을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상기 전송블록 크기를 상기 QPSK

의 천공한도를 적용하여 최대 천공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방식은 8-PSK로 결정되고,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중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38.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단지 하나의 변조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고 단지 하나의 물리채널만을 필요로 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

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 중 최소값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지 않고, 미리 정해지는 제1 천공한도로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크기 중 부가적인 물리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은 최대의 제2 물

리채널 데이터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존재하지 않고, 상기 제1 천공한도보다 천공정

도가 큰 제2 천공한도로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적어도 하나의 제3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

기가 존재하면,

상기 확산지수는, 최소의 제3 물리채널 데이터 크기에 해당하는 확산지수 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

청구항 41.

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단말에게 허락된 물리채널 요소의 조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중에서, 제1 천공한도를 고려하여 물리채널 요소의 조합을

결정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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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된 물리채널 요소들을 이용하여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과,

여기서 상기 제1 천공한도를 만족하는 물리채널 요소의 조합이 없을 경우, 상기 집합 중에 최대 전송율을 허락하는 물리채

널 요소에 대하여 제2 천공한도를 적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채널 요소의 조합들은,

확산계수와 코드 수의 조합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천공한도는,

상기 제1 천공한도에 비해 더 많은 천공을 가능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WCDMA라 칭한다.) 통신

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향상된 상향링크 전용 채널(Enhanced Uplink Dedicated Channel: 이하 EUDCH 또는 E-DCH라

칭함)을 통해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어정보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송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

한 것이다.

유럽식 이동통신 시스템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을 기반으로 하고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

속(WCDMA) 기술을 사용하는 제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시

스템은, 이동 전화나 컴퓨터 사용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패킷 기반의 텍스트, 디지털화된 음성이나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2 Mbps 이상의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UMTS는 인터넷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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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내의 다른 어떠한 종단에라도 항상 접속이 가능하다.

특히 UMTS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단말(User Equipment: UE)로부터 기지국(Base Station: BS)으로의 상향링크(Uplink:

UL) 통신에 있어서 패킷 전송의 성능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향상된 상향링크 전용채널(Enhanced Uplink Dedicated

Channel: 이하 E-DCH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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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 등의 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송채널이다.

AMC는 기지국과 단말 사이의 채널 상태에 따라 데이터 채널의 변조방식과 코딩방식을 가변적으로 결정하여 데이터 채널

의 사용효율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상기 AMC는 변조방식과 코딩방식의 여러 가지 조합들을 나타내는 MCS(Modulation

and Coding Scheme) 레벨들을 사용한다. AMC는 MCS 레벨을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채널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결정

해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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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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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전송 기법은, 오류 발생시 최초 전송시와 동일한 비트들을 재전송하는 체이스 결합 기법(Chase Combining: 이하

CC이라 칭함)과, 오류 발생시 최초 전송시와 상이한 비트들을 재전송하는 중복분 증가 기법(Incremental Redundancy:

이하 IR이라 칭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지국 제어 스켸쥴링 방법이란 EUDCH가 설정된 시스템에서는 EUDCH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상향 데이

터의 전송 여부 및 가능한 데이터 레이트의 상한치 등이 기지국에 의해 결정하여 단말로 통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단말

은 상기 통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상향 EUDCH 데이터의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한다. 상기와 같은 경우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채널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MCS 레벨을 결정하게 된다.

도 1은 무선링크에서 E-DCH를 통한 데이터의 전송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참조번호 110은 E-DCH를 지원하는 노드 B를 나타내며 참조번호 101, 102, 103, 104는 E-DCH

를 전송하는 단말들이 된다. 노드 B(110)는 E-DCH를 사용하는 단말들(101 내지 104)의 채널 상황을 파악하여 각 단말들

의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한다. 스케쥴링은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노드 B(110)의 잡음 증가(Rise Over

Thermal: RoT) 값이 목표 값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노드 B(110)에서 멀리 있는 단말(104)에게는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할당하고, 가까이 있는 단말(101)에게는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도 2는 E-DCH를 통한 송수신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과정(203)에서 노드 B(201)와 단말(202)은 E-DCH를 설정한다. 상기 설정 과정(203)은 전용 전송

채널(dedicated transport channel)을 통한 메시지들의 전달 과정을 포함한다. E-DCH의 설정이 이루어지면, 과정(204)

과 같이 단말(202)은 노드 B(201)에게 상태 정보를 알려준다. 상기 상태 정보로는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나타내는 단말 송

신 전력 정보, 단말이 송신할 수 있는 여분의 전력 정보, 단말의 버퍼에 쌓여 있는 송신되어야 할 데이터들의 양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상태 정보를 수신한 노드 B(201)는 과정(211)에서 상기 단말(202)의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과정(211)에서 노

드 B(201)는 단말(202)에게 상향링크 패킷 전송을 허용할 것으로 결정하고, 과정(205)에서 단말(202)에게 스케쥴링 할당

(Scheduling Assignment)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스케쥴링 할당 정보에는 허용된 데이터 레이트와 허용 타이밍 등이 포

함된다.

단말(202)은 과정(212)에서 상기 스케쥴링 할당 정보를 이용하여 상향링크로 전송할 E-DCH의 전송 형식(Transport

format: TF)을 결정하고, 과정(206)과 과정(207)에서 E-DCH를 통해 상향링크(UL)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시에 상기

TF 정보를 노드 B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TF 정보는 E-DCH를 복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전송 형식 자원 지

시자(Transport Format Resource Indicator: 이하 TFRI라 칭함)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과정(207)에서 단말(202)은 노

드 B(201)가 할당해준 데이터 레이트와 채널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된 해당하는 MCS 레벨을 사용하여 상기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과정(213)에서 노드 B(201)는 상기 TFRI와 상기 패킷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판단한다. 과정(208)에서 노드 B(201)는,

상기 판단 결과 어느 하나에라도 오류가 나타난 경우 NACK(Non-Acknowledge)를, 모두 오류가 없을 경우는 ACK

(Acknowledge)를 ACK/NACK 채널을 통해 단말(202)에게 전송한다. ACK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되어 단말(202)은 새로운 사용자 데이터를 E-DCH를 통해 보내지만, NACK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단말(202)은 같은

내용의 패킷 데이터를 E-DCH를 통해 다시 재전송한다.

E-DCH를 통한 전송에서, 단말은 매 전송 시간마다 다른 MCS 레벨을 사용하고 또한 전송하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다

른 확산지수(Spreading Factor: 이하 SF라 칭함)를 사용하므로, 기지국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복조하

기 위해서는 해당 패킷에 대한 제어정보, 즉 TFRI 정보를 정상적으로 획득하여야만 한다.

패킷 데이터를 복조하는데 필요한 TFRI 정보로는, 변조방식(Modulation Format: MF), 확산지수(Spreading Factor: SF),

전송블록 크기(Transport Block Size: TBS)가 있다. E-DCH에서 최대치 대비 평균 전력비(Peak to Average Power

ratio: 이하 PAR이라 칭함)를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변조방식으로는 BPSK, QPSK, 8-PSK 등이 사용

된다. SF의 경우, 상향링크에서는 코드 자원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OVSF(Orthogonal variable

spreading factor)가 사용될 수 있다. TBS의 경우, E-DCH에서는 첨두 데이터 레이트를 2Mbps 정도로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TBS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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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보를 물리계층 시그널링을 통해 모두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계층 비트 수는 다음과 같이 총 11비트가 된다.

그러나 이들 정보는 상향 링크의 자원을 사용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상향 링크에 직접적인 간섭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E-DCH의 복조에 필요한 변조방식과 전송블록 크기 및 확산지수 등의 관련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적은 양의 정보만으로

도 기지국이 패킷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복조하게 하기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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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에서 기지국이 단말로부터 상향링크의 향상 전용 채널(E-DCH)을 통해서 수신된 패킷 데이터를 복조함에 있어서 필요

한 제어정보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송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과 AMC에 의해 상향링크 패킷 전송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상향링크의 향상 전용

채널에서 상향 링크의 오버헤드를 줄이면서 패킷 데이터를 복조하는데 필요한 제어정보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송신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향링크의 향상 전용 채널에 대한 TFRI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 시스템

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블록 크기(TBS)를 결정하는 과정과,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과 미리 설정되는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

의 전송을 위해 상기 결정된 전송블록 크기에 대응되는 변조방식과 확산지수의 조합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전송블록 크기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에 대한 제어정보에 실어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블록 크기(TBS)를 결정하는 상위계층 프로세서와,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과 미리 설정되는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

의 전송을 위해 상기 결정된 전송블록 크기에 대응되는 변조방식과 확산지수의 조합을 결정하는 결정기와,

상기 전송블록 크기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에 대한 제어정보에 실어 전송하는 송신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

스 방법에 있어서,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전송블록 크기(TBS)를 포함하는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과 미리 설정되는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

의 전송을 위해 상기 전송블록 크기에 대응되는 변조방식과 확산지수의 조합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변조방식과 상기 확산지수를 이용하여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비동기 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

스 장치에 있어서,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전송블록 크기(TBS)를 포함하는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제어채널 수신기와,

등록특허 10-0678182

- 12 -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과 미리 설정되는 복수의 천공한도 값들에 따라,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

의 전송을 위해 상기 전송블록 크기에 대응되는 변조방식과 확산지수의 조합을 결정하는 결정기와,

상기 변조방식과 상기 확산지수를 이용하여 상기 상향링크 전송채널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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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에서는 비동기 WCDMA 시스템에서 상향링크의 향상 전용 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나타내는 전송블록 크기(TBS) 정보만을 기지국에게 알려주어 기지국이 변조방식(MF)과 확

산지수(SF)를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향링크의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명세서에서는 단말

이 전송블록 크기에 따라 대응하는 변조방식과 확산지수를 결정하는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한 동작은 기지국이 단

말로부터 통보된 전송블록 크기에 따라, E-DCH의 변조방식과 확산지수를 제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향링크에서는 AMC 기술이 사용될 때 각 MF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SF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지원

가능한 OVSF 코드들의 수와 MF의 전송 조합들 중에서 각 단말이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물리적인 전송 조합은 UE의 능

력(capability)과 상위계층 시그널링에 의해서 설정된다. 비동기 방식에서는 데이터 채널의 전송율을 확산지수(SF)로 구분

하는데, 데이터 전송율이 증가할수록 SF는 낮아지게 된다. 전송율은 단위시간 동안 전송 가능한 데이터 크기를 나타내므

로 곧 SF는 전송 데이터 크기에 관련된다. 만일 단말이 BPSK, QPSK, 8-PSK를 지원하고 모든 OVSF 코드를 사용 가능하

다면, 다음과 같은 조합들이 가능하다.

QPSK와 8-PSK의 경우 BPSK에 비해서 PAR이 커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즉

(BPSK,4)의 조합에서 전송 가능한 패킷 데이터의 사이즈보다 큰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적합

하다.

도 3은 각 MF/SF 조합에 따라 전송 가능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

기란 부호화된 전송블록 크기를 의미한다.

상기 도 3에서 참조번호 302는 각 MF/SF 조합에서 1/3의 부호율이 사용될 때 천공 없이 전송 가능한 전송블록 크기

(TBS)를 나타낸 것이고, 참조번호 304는 각 MF/SF 조합에서 1/3의 부호율이 사용될 때 천공을 통해 지원 가능한 전송블

록 크기(TBS)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MF/SF 조합의 인덱스들은 순서대로 1은 BPSK와 SF=256, 2는 BPSK와

SF=128, 3은 BPSK와 SF=64, 4는 BPSK와 SF=32, 5는 BPSK와 SF=16, 6은 BPSK와 SF=8, 7은 BPSK와 SF=4, 8은

QPSK와 SF=4, 9는 8-PSK와 SF=4를 의미한다.

부호화시 부호화된 정보 데이터를 천공하는 비율(즉 천공율)에 따라서 실제 부호율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

기 천공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특정 데이터 비트 크기(여기에서는 500비트)에 대하여 가능한 MF/SF 조합들은 도 3에

X로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블록의 크기(TBS) Ninfo가 500비트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MF/SF 조합들은 다음과 같이

총 4개이다.

500비트의 정보를 전송하고자 할 때 상기와 같이 여러 MF/SF 조합들이 가능한 경우, 단말은 적절한 조합을 선택하여 기

지국에게 통보한다. 실제로 전송 효율의 관점에서 고려해보면 같은 변조방식을 사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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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같다면 천공 없이 전송하는 것이 가장 전송 효율이 높다. 따라서 단말은 하나의 정보 데이터의 크기에 대해서 가능

한 여러 MF/SF 조합들 중, 해당 TBS의 패킷 데이터를 가능한 한 천공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MF/SF 조합을 선택한

다.

상기의 예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합으로는 (7:BPSK,SF=4)과 (8: QPSK,SF=4)가 있다. 상기 두 조합들은 참

조번호 302로 나타낸 모두 천공 없이 전송 가능한 전송블록 크기가 500비트보다 크다. 상기 두 조합들은 모두 500비트의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천공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효율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BPSK,4)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부호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송 효율이 떨어져도 같은 전송블록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다른 MF/SF 조합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향링크의 경우에는 하향링크에 비하여 하나의 단말이 사용

할 수 있는 OVSF 코드의 제한이 거의 없으므로 각 TBS에 대해서 전송효율이 가장 좋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향링크에서는 같은 전송블록 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AMC를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BPSK, QPSK, 8-PSK

중 전송 효율이 가장 높은 변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런데, 다른 변조방식 사이에서는 같은 변조방식일 경우

와 달리 천공을 해도 다른 변조방식보다 전송 효율이 좋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최대 천공되는 정도(Puncturing Limit: PL)

를 제한함으로써 특정 TBS에서 전송효율을 최대로 갖는 MF/SF 조합을 결정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변조방식(MF)과 확산지수(SF)의 조합과 전송블록 크기(TBS)의 일대일 매핑 관

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 참조번호 402는 각 MF/SF 조합에서 1/3의 부호율이 사용될 때 천공 없이 전송 가능한

TBS를 나타낸 것이고, 참조번호 404는 각 MF/SF 조합에서 1/3의 부호율이 사용될 때 천공에 의해 전송 가능한 TBS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TBS와 MF/SF 조합은 일대일로 매핑되며, 이러한 매핑 정보는 통신이 시작되기 이전에 단

말과 노드 B 사이에 미리 약속된다. 단말에서는 TBS에 따라 E-DCH의 전송을 위한 변조방식과 확산지수의 조합을 결정

한 후, TFRI 정보에 E-DCH에서 사용되는 변조 파라미터들 중 TBS만을 실어 전송한다. 그러면 노드 B는 상기 TBS를 통

하여 E-DCH 데이터의 MF/SF 조합을 인지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TBS를 이용하여 변조방식(MF)과 확산지수(SF)를 결정하는 장치의 구성을 나

타낸 것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결정기(502)는 TBS(501)를 입력으로 하고, 미리 저장된 천공한도(Punctruing Limit:

이하 PL이라 칭함) 값들(505)에 따른 결정식 f()에 의해 MF(503)과 SF(504)를 결정한다. 상기 MF(503)과 SF(504)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천공 없이 보다 높은 효율의 변조방식을 사용하도록 결정된다. 상기 천공한도(PL) 값은 천

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계 비율을 의미하는 파라미터이다.

상기 MF/SF를 구하는 동작은 상향링크 전송 경로의 래이트 매칭 과정의 직전에 수행된다. 래이트 매칭은 각 전송채널에서

부호화 이후 래이트 매칭의 입력이 되는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들을 물리채널 비트 크기에 맞추어 반복 또는 천공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 상향링크에서는 매 TTI(Transport Transmission Interval)마다 전송채널의 데이터 비트들을 최대한 천공

하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물리채널 비트 크기를 결정한다. 상기 물리채널 비트 크기가 결정되면, 상기 물리채널 비트 크기

에 따라 MF와 SF가 결정된다. 전송채널 송신기는 래이트 매칭된 전송블록을 상기 결정된 MF와 SF에 따라 변조 및 확산하

여 상기 결정된 물리채널 비트 크기를 가지는 물리채널 프레임을 생성하게 된다.

먼저 전송채널 데이터를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비트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결정기(502)는 래이트 매칭 이후 얻게 될 데이

터 비트 크기를 예상한다. 이를 예측된 전체 전송 데이터 비트 크기(expected total transmit data bit size)라 칭한다. 여

기서 전체라 함은 하나의 물리채널로 다중화되는 복수의 전송채널들의 데이터 비트들의 합을 의미한다.

x번째 전송채널에서 j번째 TF들의 조합(TF Combination: 이하 TFC라 칭함)을 사용하는 경우, 래이트 매칭의 입력인 전

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로는 Nx,1, Nx,2,…Nx,j가 있다. 래이트 매칭은 각각의 전송채널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되지만 복

수의 전송채널들은 하나의 물리채널로 다중화되므로,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는 래이트 매칭 이후 얻게 될 전체

전송 데이터 비트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예측된 전체 전송 데이터 비트 크기는 각 전송채널 데이터가 래이트 매칭을 통과한 이후의 데이터 비트들의 합이 된다. 천

공이나 반복을 하지 않는 경우 래이트 매칭은 각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예측된 전체 전송 데

이터 비트 크기는 모든 전송채널들의 데이터 비트들의 합이다. 그런데 각 전송채널의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들은 일괄적으

로 다중화되지 않고 각 전송채널의 중요도에 따라서 래이트 매칭을 통해 합해진다. 상기 래이트 매칭 비율은 상위 계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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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널링을 통해 알려지는 래이트 매칭 속성 값 RM에 의해 결정된다. 즉 모든 전송채널들에 대해 x번째 전송채널 데이터 비

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에 대한 x번째 전송채널의 래이트 매칭 속성 값 RMx의 비율로써 주어진다. 따

라서, 천공이나 반복이 없는 경우 예측되는 전체 전송 데이터 비트 크기는 다음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만약에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채널 데이터의 크기가 커서 천공 없이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비트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

우, 래이트 매칭은 전송채널 데이터를 천공한다. 미리 설정되는 천공한도 PL에 따라 최대 개수의 비트들이 천공된 경우 실

제 전체 전송 데이터 비트 크기는, 하기 <수학식 2>와 같게 된다.

수학식 2

상기 PL은 전송채널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의 천공 비율을 제한하기 위한 값이다. 상기 PL은 전송

채널들에 대해 공통으로 주어진다.

결정기(502)는 상기 <수학식 1>의 데이터 크기 또는 상기 <수학식 2>의 데이터 크기를 만족하는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선택하고, 상기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대응하는 변조방식과 확산지수를 결정한다.

이하 상기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따라 MF와 SF를 구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첫 번째 실시예는 E-DCH를 위한 복수의 변조방식들 각각에 대해 대응하는 천공한도(PL)들을 설정한다. 이와 같이 변조

방식에 따라 PL 값을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는 변조방식에 따라서 전송 효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향링크에서는 같은 전송블록 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AMC를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BPSK, QPSK, 8-PSK 중 전송 효

율이 가장 높은 변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각 변조방식은 어느 정도까지는 천공을 해도 바로 상위의

변조방식보다 더 좋은 전송 효율을 가진다. 따라서 각 변조방식 별로 최대 천공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천공한도(PL)를 설정

할 수 있다. 특정 변조방식에 대응하는 천공한도는, 상기 특정 변조방식이 적어도 바로 상위의 변조방식보다 높은 전송효

율을 가지도록 하는 최대의 천공율로 정해진다. 변조방식별 PL 값들은 실험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적응적인 PL 값들이 상

위 시그널링에 의해 단말에게 통보된다.

예를 들면 QPSK 방식과 천공에 의한 3/4의 부호율을 사용하는 경우와 8-PSK와 1/2의 부호율을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

TBS를 갖는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QPSK 방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가 전송 효율이 더 좋으므로 MF

를 QPSK로 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여기서 패킷 데이터를 최대한 천공하여 BPSK로 전송한 경우에도 QPSK로 전송

한 경우보다 전송 효율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BPSK의 전송을 위해 미리 정해지는 천공한도(Puncturing Limit)

PLbpsk를 사용한다. 또한 패킷 데이터를 최대한 천공하여 QPSK로 전송한 경우에 8-PSK로 전송한 경우보다 전송 효율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QPSK의 전송을 위해 미리 정해지는 천공한도 PLqpsk를 사용한다. 즉 각 변조방식들에 대해 상위

변조방식보다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천공한도들이 설정된다.

천공은 전송채널 비트 크기, 즉 전송블록 크기를 원하는 물리채널 비트 크기로 매칭시키는 래이트 매칭(Rate Matching)에

의해 이루어진다. 래이트 매칭은 상위계층 시그널링에 의해 알려진 래이트 매칭 속성 값(Rate Matching Attribute value)

RM에 의해 전송블록을 천공(혹은 반복)함으로써 수행된다. 따라서 래이트 매칭된 전송블록의 크기는 Ninfo와 RM의 곱으

로 나타내어진다. 또한 BPSK를 사용하는 경우에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비트 크기는 Nmax,bpsk이고 PLbpsk가 적용되는 경

우 가능한 최대 전송채널 비트 크기는 1/PLbpsk와 Nmax,bpsk의 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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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을 만족하는 Ninfo에 해당하는 TBS의 변조방식은 BPSK로 결정되하

고, 을 만족하는 Ninfo에 해당하는 TBS의 변조방식은 8-PSK로 결정되며, 나

머지 TBS의 변조방식은 8-PSK로 결정되는 것이 E-DCH의 전송 효율을 가장 최적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도 5의 결정식 f()는 다음 <수학식 3>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에서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가 I개의 전송채널들에 의해서 서비스되고, 각 전송채널의 전송 형식(TF)은 매 전송 시간 주기(Transmission Time

Interval: TTI) 별로 전송 형식 조합 세트(Transport Format Combination Set: 이하 TFCS라 칭함) 중에서 하나의 전송

블록 조합(Transport Format Combination: 이하 TFC라 칭함)을 선택함으로써 정해진다.

수학식 3

여기서 RMx는 상위 계층 시그널링에 의해 주어지는 x번째 전송채널의 레이트 매칭 속성 값이고, PLbpsk 및 PLqpsk는

BPSK와 QPSK에 대한 최대로 천공되는 비트들의 비율, 즉 천공한도를 나타낸 것이다. SET0은 SF들과 물리채널 개수

(Nphy)의 조합으로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의 집합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집합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

SF(minSF)와 물리채널 개수(Nphy)는 상위 계층 시그널링에 의해 주어진다. E-DCH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SF들이나

물리채널 개수가 매 TTI별로 달라지는 경우, 단말은 임의로 SET0을 결정한다. 상기 SET0의 예는 다음과 같다.

SET0 = {N256, N128, ... NminSF, 2×NminSF, ... Nphy ×NminSF}

또한 Nx,j는 j번째 전송형식 조합(TFC)을 사용하는 x번째 전송채널에서 레이트 매칭(즉 천공) 이전의 부호화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Ndata,j는 j번째 전송형식 조합(TFC)에서의 전송 가능한 물리 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Nmax,bpsk는 BPSK의 사용시 최소 SF로 전송 가능한 물리 채널에서의 데이터 비트 크기로서 여기에서는

NminSF와 동일하다. Nmax,qpsk는 QPSK 사용시 최소 SF로 전송 가능한 물리 채널에서의 데이터 비트 크기이다. SF(Ndata,j)

는 Ndata,j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SF를 의미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첫 번째 실시예에 따라 상기 결정기(502)에서 전송블록 크기(501)를 이용하여 변조방식(503)과 확산지

수(504)를 결정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여기에서는 단말이 E-DCH의 수신에 사용하기 위한 파라미터들(MF와

SF)을 결정하는 동작으로서 설명할 것이나, 동일한 설명이 기지국이 E-DCH 데이터의 수신에 사용하기 위한 파라미터들

(MF와 SF)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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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6을 참조하면, 과정(601)에서 단말은 BPSK를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Nmax,bpsk)가, 앞

서 언급한 <수학식 2>와 같은 BPSK의 천공한도(PLbpsk)를 적용하여 최대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지 판단한다. 만일 크거나 같으면 과정(602)에서 E-DCH의 변조방식(MF)은 BPSK로 결정된다. 그러면 과정(606)에

서 SET1은, 모든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의 조합(SET0) 내에서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큰

값을 가지는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들의 조합으로 설정된다. 여기서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는 앞서 언급

한 <수학식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과정(609)에서 단말은 상기 SET1이 비어있지 않은지, 즉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큰 값을 가지는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상기 SET1이 비어있지 않으면 과정(610)에서 단말은 상기 SET1

내에서 최소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해당하는 SF를 E-DCH 데이터를 확산하기 SF로 결정하고, 반면 상기 SET1

이 비어있으면 과정(611)에서 상기 SET0 내의 최소 SF(minSF)를 E-DCH 데이터를 위한 SF로 결정한다.

한편 상기 과정(601)에서 BPSK를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Nmax,bpsk)가 앞서 언급한 <수학식

2>와 같은 최대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작으면, 단말은 과정(603)으로 진행하여 QPSK를 사용하는 경우

의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Nmax,qpsk)가, QPSK의 천공한도(PLqpsk)를 적용하여 최대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

트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지 판단한다. 만일 크거나 같으면, 과정(604)에서 E-DCH의 변조방식(MF)은 QPSK로 결정되고

과정(607)에서 E-DCH의 SF는 SET0의 최소 SF로 결정된다. 반면 QPSK를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Nmax,qpsk)가, QPSK의 천공한도(PLqpsk)를 적용하여 최대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작으면, 과정

(605)에서 E-DCH의 변조방식(MF)은 8-PSK로 결정되고 과정(608)에서 E-DCH의 SF는 SET0의 최소 SF(minSF)로 결

정된다.

이상과 같이 단말은 먼저 각 변조방식별로 주어진 PL값을 이용하여 SF와 MF를 결정한다. QPSK와 8-PSK의 경우 E-

DCH를 위한 SF는 가능한 최소 SF로 결정되지만, BPSK의 경우는 다양한 SF가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단말은 MF가

BPSK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 TBS에 대해서 천공을 하지 않고 전송 가능한 SF를 E-DCH를 위한 SF인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전송채널을 사용하여 E-D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SF가 4이고 PLbpsk는 0.5이고, PLqpsk는 0.75

이며 RM은 1인 경우, 상기 <수학식 3>은 다음 <수학식 4>과 같이 간략화된다.

수학식 4

상기 <수학식 2>를 참조하여, 먼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 Nj는 500비트인 경우를 설명한다. Nmax,bpsk는 640이므로,

Nmax,bpsk - PLbpsk×Nj 는 390이 된다. 그러므로 상기 전송채널 데이터의 MF는 BPSK로 결정된다. BPSK에 대한 SF를

구하기 위해 SET1을 구해보면 SET1은 단지 N4만을 포함한다. SET1의 최소 구성요소가 전송 가능한 Ndata,j가 되므로,

Ndata,j는 N4가 되고, 상기 전송채널 데이터의 SF는 4로 결정된다. 즉 Nj는 500비트인 경우 MF는 BPSK이고 SF는 4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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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Nj는 1500비트인 경우, Nmax,bpsk - PLbpsk×Nj는 -360이므로 Nmax,qpsk - PLqpsk×Nj를 구하여 보면 155가 된

다. 그러면 상기 전송채널 데이터의 MF는 QPSK로 결정되고, QPSK에서 SF는 최소값으로 고정되므로 상기 전송채널 데

이터의 SF는 4로 결정된다. 즉 Nj는 1500비트인 경우 MF는 QPSK이고 SF는 4가 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두 번째 실시예를 설명한다.

두 번째 실시예는 단지 하나의 변조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 복수의 PL 값들을 사용하여, 첫 번째 PL 값으로 지원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일부 MCS 레벨들에 대해 상기 첫 번째 PL 값보다 천공정도

(puncturing rate)가 큰 두 번째 PL 값을 적용하여 다시 지원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구한다. 이는 첫번째

PL 값으로 지원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더 많은 양의 비트들을 천공하기 위함이다. 상

기 두번째 PL 값은 사용되는 물리채널의 종류, 즉 MCS 레벨에 따른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상기 두

번째 PL 값이 적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는 상위 계층 시그널링에 의해 주어지거나, 또는 최대

MCS 레벨에 대응하는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로 정해진다. 또한 상기 PL들은 최대 전송 가능한 전송율을 고려하여 상

위 계층 시그널링에 의해 설정되거나, 미리 약속된 값들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IR 방식의 HARQ가 사용되는 경우 오류 발생시 최초 전송시와 상이한 비트들이 재전송되므로, 래이트 매칭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들에 대해 보다 많은 비트들을 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인 전송시의 PL과, 상기

PL보다 천공정도가 큰 PL_IR이 함께 사용된다.

E-DCH에 적용되는 변조방식이 단지 BPSK 뿐이고 복수 개의 물리 채널들을 지원하는 경우, 복수의 PL값들을 이용하여

MF 및 SF를 결정하는 본 발명의 두 번째 실시예는 하기 <수학식 5>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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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Mx는 상위 계층 시그널링에 의해 주어지는 x번째 전송채널의 레이트 매칭 속성 값이고, PL0 및 PL1은 서로 다른

천공한도 값들을 나타낸다. 상기 PL1은 상기 PL0보다 큰 천공정도를 나타낸다. Nx,j는 j번째 전송형식 조합(TFC)을 사용

하는 x번째 전송채널에서 레이트 매칭(즉 천공) 이전의 부호화된 데이터 비트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Ndata,j는 j번째 전송

형식 조합(TFC)에서의 전송 가능한 물리 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SET0은 SF들과 물리채널 개수

(Nphy)의 조합으로 전송 가능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의 집합을 나타낸 것으로, 상기 집합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

SF(minSF)와 물리채널 개수(Nphy)는 상위 계층 시그널링에 의해 주어진다. E-DCH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SF나 물리채

널 개수가 매 TTI별로 달라지는 경우, 단말은 임의로 SET0을 결정한다. 상기 SET0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ET0 = {N256, N128, N64, ... , NminSF, 2×NminSF, 3×NminSF, ... Nphy×Nmin SF}

또한 SET4는 상기 PL1이 적용되도록 미리 정의 되거나 상위 시그널링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들

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 예로서 SET4는 최대 MCS 레벨에 관련된 최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만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수학식 5>를 참조하여 단말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말은 상기 SET0 내에서, 천공되지 않은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큰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Ndata)들을

SET1로 설정한다. 상기 SET1이 비어있지 않고 상기 SET1의 최소 구성요소가 단지 하나의 물리채널만을 필요로 하는 경

우, E-DCH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는 상기 SET1의 최소 구성요소(min SET1)로 결정된다. 상기 SET1이 비어있거

나 상기 SET1의 최소 구성요소가 부가의 물리채널(additional physical channel)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단말은 상기 SET0

내에서, PL0에 따라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큰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Ndata)들을 SET2로 설정한다.

상기 SET2가 비어있지 않은 경우, E-DCH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는 상기 SET2의 최소 구성요소(min SET2)로 결

정된다. 이때 만일 상기 결정된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가 SET2의 최대 구성요소가 아니고, 상기 결정된 물리채널 데

이터 비트 크기 다음의 구성요소(follower)가 부가적인 물리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상기 다음의 구성요소를 물리채

널 데이터 비트 크기로 최종 결정한다. 즉, 상기 SET2가 적어도 2개의 구성요소들을 가지며 단지 하나의 물리채널만을 필

요로 하는 적어도 하나의 구성요소가 존재한다면, E-DCH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는 상기 하나의 물리채널만을 필요

로 하는 적어도 하나의 구성요소 중 최대의 구성요소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SET2가 {N16, N8, N4, 2×N4}라면, 최소의 구성요소는 N16이지만 다음 요소인 N8, N4가 하나의 물리채널만을

이용하므로, N4가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로 최종 선택된다. 그러면 SF는 4로 결정된다.

한편 상기 SET2가 비어있다면, 단말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포함하는

SET4 내에서, 상기 PL0보다 천공정도가 큰 PL1에 따라 최대로 천공된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보다 큰 물리채널 데이

터 비트 크기(Ndata)들의 집합을 SET3으로 설정하고, E-DCH의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상기 SET3의 최소 구성요

소로 결정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MF/SF를 결정하는 단말 송신기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MAC(Medium Access Control) 계층 프로세서(701)는 입력 데이터를 E-DCH를 통해 전송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전송형식 조합(TFC)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전송형식 조합에 따른 데이터 블록들을 생성한다. 상기 TFC

는 기지국에 의해서 설정된 최대 허용 데이터 레이트 내에서 단말의 가능한 파워 레벨과 채널 상황을 만족하도록 결정되는

데이터 블록의 크기와 개수이다. 전송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 즉 전송블록 크기 TBS는 상기 데이터 블록의 크기와 개수의

곱으로 결정된다.

상기 결정된 TBS는 내부 프리미티브의 형태로, 물리 계층(700)의 MF/SF 결정기(705)로 제공된다. 상기 MF/SF 결정기

(705)는 상기 TBS와 미리 설정된 래이트 매칭 속성 값 및 PL 값들을 이용하여 앞서 설명한 실시예들을 통해 적합한 MF/

SF 및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결정한다. 상기 SF와 상기 MF는 각각 확산기(703)와 변조기(704)로 제공되며, 상기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는 래이트 매칭기들(710)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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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계층 프로세서(701)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블록들은 각 전송채널별로 부호화기들(702)에 의하여 부호화된 후 래이

트 매칭기들(710)을 거쳐 다중화기(711)로 입력된다. 여기서 래이트 매칭기들(710)은 상기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에

따라 상기 데이터 블록들을 래이트 매칭(즉 천공)한다. 다중화기(711)는 래이트 매칭된 전송채널 데이터들을 다중화한다.

상기 다중화된 데이터는 상기 물리채널 데이터 비트 크기를 가지게 되며, 확산기(703)에서 상기 MF/SF 결정기(716)에 의

해 결정된 확산지수(SF)를 사용하여 확산된다. 상기 확산된 데이터는 변조기(704)에서 상기 MF/SF 결정기(705)에 의해

결정된 변조방식(MF)에 따라서 변조된다. 상기 변조된 데이터는 RF부(712)를 거쳐 반송파에 실려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

다.

한편 상기 결정된 TBS를 포함하는 제어정보는 E-DCH를 위한 제어채널 송신경로의 부호화기(707)와 확산기(708) 및 변

조기(709)를 거쳐 기지국으로 전송된다. RF부(712)는 상기 변조기(704)로부터 제공되는 E-DCH의 패킷 데이터와, 상기

변조기(709)로부터 제공된 제어채널의 제어정보를 RF 신호로 변환하여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MF/SF를 결정하는 기지국 수신기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안테나로 수신되어 RF부(812)에 의해 기저대역으로 변환된 단말의 수신 데이터는 E-DCH의 데이

터와 제어정보를 포함하며 복조기들(804, 809)로 각각 제공된다.

먼저, 상기 제어정보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복조기(809)는 데이터와 제어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수신 데이터를 복조하고,

역확산기(808)는 상기 복조된 데이터를 제어채널의 채널코드로 역확산하여 제어신호를 추출한다. 상기 제어신호는 복호

기(807)에 입력된다. 복호기(807)는 상기 제어신호를 복호하여 얻은 제어정보를 MAC 계층 프로세서(801)로 전달한다.

상기 제어정보는 E-DCH 데이터의 TBS를 포함하며, 복호기(807)는 상기 TBS를 MF/SF 제어기(805)로 전달한다. MF/

SF 제어기(805)는 상기 TBS를 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실시예들에 따라 MF/SF를 결정하여 역확산기(803) 및 복조기(804)

를 각각 제공한다.

상기 복조기(804)는 상기 MF/SF 제어기(805)에 의해 결정된 MF에 의해서 데이터와 제어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수신 데이

터를 복조하고, 역확산기(803)는 상기 복조된 데이터를 상기 MF/SF 제어기(805)에 의해 결정된 SF에 따른 채널코드로 역

확산하여 물리채널 데이터를 추출한다. 상기 물리채널 데이터는 역다중화기(811)에서 전송채널별로 역다중화된 후 래이

트 디매칭기들(810)을 거쳐 복호기들(802)로 입력된다. 복호기들(802)은 상기 래이트 디매칭기들(810)로부터 전달된 각

전송채널별 데이터를 복호하여 MAC 계층 프로세서(801)로 전달한다. MAC 계층 프로세서(801)는 상기 복호된 데이터를

상위계층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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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된 상향링크 전용 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패킷 데이터의 전송블록 크기들과 대응하는

변조방식과 확산지수의 조합들을 일대일로 매핑하여, 전송블록 크기만을 포함하는 제어정보를 기지국으로 전달한다. 기지

국은 제어정보에 포함된 전송블록 크기를 참조하여 MF와 SF값을 계산을 통해서 얻는다. 이러한 본 발명은 제어정보의 전

송에 필요한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형적인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나타낸 개념도.

도 2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3은 변조방식(MF)과 확산지수(SF)의 조합들에 대해서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전송블록 크기(TBS)들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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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변조방식과 확산지수의 조합들에 대한 전송블록 크기들의 일대일 매핑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전송블록 크기를 이용하여 변조방식과 확산지수를 결정하는 결정기의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전송블록 크기를 이용하여 변조방식과 확산지수를 결정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

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 송신기의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 수신기의 구성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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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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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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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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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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