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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은 복수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신할 패킷을, 통신 품질을 위한 요구값을 갖는 정량

적 보증형 패킷이나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도록 구성된 패킷 분류 유닛과, 분류된 모든 정

량적 보증형 패킷 및 분류된 모든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상기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하도록 구성된 송신 순서 제

어기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기지국(base station)으로서,

복수의 이동국(mobile stations)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상기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신할 패킷을, 통신 품질에 대한 요구

값(request value)을 갖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quantitative guarantee type packet) 또는 상기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상

대적 보증형 패킷(relative guarantee type packet)으로 분류하도록 구성된 패킷 분류 유닛(packet classification unit);

및

상기 분류된 모든 정량적 보증형 패킷 및 상기 분류된 모든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그 패킷의 송신 순서

(transmission order)를 제어하도록 구성된 송신 순서 제어기(transmission order controller)

를 포함하고,

상기 송신 순서 제어기가, 상기 송신 순서에 있어서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보다 우선으로 하

고, 동일한 요구값을 가진 복수의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는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복수의 이동국 간에 상기 요구값에 대한 통신 품질이 동일하게 되도록 그 전송 순서를 제어하며,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

에 대하여는 상기 복수의 이동국 간의 무선 품질(radio quality)에 따라 그 전송 순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

국.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순서 제어기가, 상기 요구값에 대한 통신 품질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과 상기 요구값을 비교하여, 그 비교 결

과에 따라 상기 송신 순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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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분류 유닛이, 상기 요구값에 대한 통신 품질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이 상기 요구값보다 더 큰 경우에, 상기 정

량적 보증형 패킷을 상기 패킷들을 저장하기 위한 송신 버퍼에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순서 제어기는, 단위 시간에 송신되는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수가 상기 요구값을 만족시키는 패킷의 수와

같아지도록 상기 송신 순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순서에 따라 상기 패킷에 그 패킷을 송신하기 위한 무선 자원을 할당하도록 구성된 무선 자원 할당 유닛(radio

source assignment unit)을 더 포함하는 기지국.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 할당 유닛은 상기 요구값에 따라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상기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지국.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 할당 유닛은,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과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상기 무선 자원을 할당한 다음, 남은

무선 자원을 상기 패킷을 저장하기 위한 송신 버퍼에 있는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

국.

청구항 12.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분류 유닛은, 코어 네트워크(core network)로부터 도착된 패킷에, 상기 코어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기 패킷에 대

한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에 따라, 상기 요구값을 부여하고, 상기 요구값이 부여된 패킷을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

류하고, 상기 요구값이 부여되지 않은 패킷을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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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4항에 있어서,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패킷으로서 코어 네트워크로 송신할 패킷에 대하여, 상기 패킷이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인지 또

는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인지에 따라, 상기 코어 네트워크에서의 상기 패킷에 대한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결정 유닛(determination unit)을 더 포함하는 기지국.

청구항 14.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서,

복수의 이동국; 및

기지국

을 포함하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복수의 이동국(mobile stations)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상기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신할 패킷을, 통신 품질에 대한

요구값을 갖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 또는 상기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도록 구성된 패킷 분류

유닛; 및

상기 분류된 모든 정량적 보증형 패킷 및 상기 분류된 모든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그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하도

록 구성된 송신 순서 제어기를 포함하는 기지국

을 포함하고,

상기 송신 순서 제어기가, 상기 송신 순서에 있어서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보다 우선으로 하

고, 동일한 요구값을 가진 복수의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는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복수의 이동국 간에 상기 요구값에 대한 통신 품질이 동일하게 되도록 그 전송 순서를 제어하며,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

에 대하여는 상기 복수의 이동국 간의 무선 품질(radio quality)에 따라 그 전송 순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5.

통신 방법으로서,

기지국에서, 복수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상기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신할 패킷을, 통신 품질을 위한 요구값을

갖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 또는 상기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분류된 모든 정량적 보증형 패킷 및 상기 분류된 모든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그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송신 순서를 제어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송신 순서에 있어서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보

다 우선으로 하고, 동일한 요구값을 가진 복수의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는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수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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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송신하는 복수의 이동국 간에 상기 요구값에 대한 통신 품질이 동일하게 되도록 그 전송 순서를 제어하며, 상기 상대

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는 상기 복수의 이동국 간의 무선 품질(radio quality)에 따라 그 전송 순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통신 방법.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출원은 2002년 10월 17일에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제 2003-303464호의 우선권 이익을 주장하는 바이며, 상기 출원

의 전체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써 이용된다.

본 발명은 기지국, 무선 통신 시스템, 그리고 통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실현이 요구되어 있다. 향후,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상이한 서비

스 품질(Quality of Service : QoS)을 고려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 불가결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QoS로 규정되는 트

래픽 특성 및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조건은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므로, 이동국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

션마다의 QoS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QoS를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또한, 향후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는, IP(Internet Protocol)이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의 모든 루트 상의 프로토콜로

이용될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던 무선 통신 시스템도 IP 기반형 시스템

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다. 패킷 통신은 IP 기반형 시스템에서 기본적이다.

그러므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패킷 통신의 QoS를 위한 제어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전파 경로 환경이나 기타 신호의 변동으로 인한 간섭에 따라 이동국의 수신 품질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유선 통

신 시스템과는 상이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한 배경으로부터,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QoS에 관한 여러가지

제어 기술이 제안되어 왔다. 동시에, 어떠한 QoS도 요구하지 않는 이동국 간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송신 순서를 결정하는

스케쥴링 방법도 제안되어 왔다.

예를 들면, 어떠한 QoS도 요구하지 않는 이동국과 QoS를 요구하는 이동국이 혼재하는 환경에 있어서 제어 기술로서, QoS

를 요구하는 이동국과 요구하지 않는 이동국으로 이동국을 분류하고, 또한, QoS를 요구하는 이동국 중에서도 QoS에 대한

요구의 레벨이 높은 QoS 임계 그룹과 레벨이 낮은 QoS 비임계 그룹으로 이동국을 더 분류하여, 스케쥴링을 행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예컨대, Synopsis of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Society

Convention 2002, 2002년 9월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s, p.408, Ono 등

에 의한 'All-IP MOBILE NETWORK ARCHITECTURE PROPOSAL(5), QoS GUARANTEE PACKET SCHEDULER

FOR BASE STATION'를 참조). 이러한 방법에서는, QoS 임계 그룹의 이동국으로 송신되는 패킷이나 요구값을 밑도는

QoS에 관한 실측치를 갖는 이동국으로 송신되는 패킷에 더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지도록 송신 순서가 제어된다.

그러나, 종래 제안되어 온 제어 기법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는, 미리 정해진 QoS나 통신 품질에 관하여 특정 요구값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이동국, 미리 정해진 QoS만을 요구하는 이동국, 통신 품질에 관하여 특정 요구값을 요구하는 이동국 등 여

러가지 이동국이 혼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지국과 복수의 이동국 사이의 패킷 송신이

적절히 제어될 수 없었다. 그 결과, 모든 이동국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동국에서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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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관한 요구값이 만족되지 않거나, 소정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의 QoS를 요구하는 이동국에 과잉으로 무선 자원을 할

당함으로써 무선 자원의 이용 효율이 저하되거나, 어떤 이동국의 통신 품질이 극단적으로 열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

선 통신 시스템이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경우의 문제였다. 앞서의 참조 문헌에 기재된 스케쥴링 방법도 QoS를

충분히 보증할 수 없었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은 TCP/IP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개방형 네트워크이므로, 네트워크 상 여러 호스트로부터의 다양한 패

킷들이 전송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무선 통신 시스템이 IP 기반형 시스템으로 변환되는 경우, 다양한 패킷들을 취급하

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통신 시스템내에 여러가지 이동국이 혼재하는 경우 패킷 송신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복수의 이동국과, 복수의 이동국으로부터 패킷을 수신하고 복수의 이동국으로 패킷을 송신

하도록 구성된 기지국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기지국은, 복수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

신할 패킷을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가지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quantitative guarantee type packet)과 요구값을 가

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relative guarantee type packet)으로 분류하는 패킷 분류 유닛(packet classification

unit)과, 모든 정량적 보증형 패킷 및 모든 상대적 보증형 패킷마다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하는 송신 순서 제어 유닛을 포

함한다.

무선 통신 시스템과 기지국에 따라, 패킷 분류 유닛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가지는 패킷(이하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라 함)과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패킷(이하 '상대적 보증형 패킷'이라 함)으로 패킷을 분류한다. 송신 순서

제어기는 그 분류된 모든 정량적 보증형 패킷과 상대적 보증형 패킷마다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그러므로, 미리 규

정된 QoS나 통신 품질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값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이동국, 미리 규정된 QoS 만을 요구하는 이동국, 통

신 품질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값을 요구하는 이동국 등 여러가지 이동국이 무선 통신 시스템 내에 혼재하는 경우, 기지국

이 복수의 이동국에 대한 패킷 송신을 적절히 제어할 수가 있다. 그 결과, 기지국은 모든 이동국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통신 방법은 기지국이 복수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신할 패킷을 통신 품질에 관

한 요구값을 가지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과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는 단계와, 기지국이 그

분류된 모든 정량적 보증형 패킷 및 모든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발명의 구성

삭제

본 발명의 기지국은, 복수의 이동국(mobile stations)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상기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신할 패킷을, 통

신 품질에 대한 요구값(request value)을 갖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quantitative guarantee type packet) 또는 상기 요구

값을 가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relative guarantee type packet)으로 분류하도록 구성된 패킷 분류 유닛(packet

classification unit); 및 상기 기지국과 상기 복수의 이동국 간의 무선 품질(radio quality)에 따라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

의 전송 순서를 제어하도록 구성된 송신 순서 제어기(transmission order controller)를 포함한다.

또,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의 기지국은, 복수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상기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신할 패킷을, 통신

품질에 대한 요구값을 갖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 또는 상기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도록 구성

된 패킷 분류 유닛; 및 동일한 요구값을 갖는 복수의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복수의 이동국 간에 상기 요구값에 대한 통신 품질이 동일하게 되도록, 전송 순서를 제어하는 송신 순서 제어기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요구값에 대한 통신 품질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측정 유닛

(measurement unit)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송신 순서 제어기는, 상기 측정 유닛에 의하여 측정된 값과 상기 요구값을 비교

하여, 그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요구값에 대한 통신 품질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측정 유닛을 더 포함하

고, 상기 측정 유닛에 의하여 측정된 값이 상기 요구값보다 더 큰 경우, 상기 패킷 분류 유닛이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상기 패킷을 저장하기 위한 송신 버퍼에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송신 순서 제어기는, 단위 시간에 송신되는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

킷의 수가 상기 요구값을 만족시키는 패킷의 수와 같아지도록 상기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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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송신 순서에 따라, 상기 패킷에 그 패킷을 송신하기 위한 무선 자원을

할당하도록 구성된 무선 자원 할당 유닛(radio source assignment unit)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무선 자원 할당 유닛은 상기 요구값에 따라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

킷에 상기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여기서, 상기 무선 자원 할당 유닛은,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과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

킷에 상기 무선 자원을 할당한 다음, 남은 무선 자원을 상기 패킷을 저장하기 위한 송신 버퍼에 존재하는 상기 정량적 보증

형 패킷에 할당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기지국은, 코어 네트워크(core network)로부터 도착한 패킷에, 상기 코어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기 패킷에 대한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에 따라, 상기 요구값을 부여하도록 구성된 부여 유닛(attaching unit)을

더 포함하고, 상기 패킷 분류 유닛은, 상기 요구값이 부여된 패킷을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고, 상기 요구값이

부여되지 않은 패킷을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패킷으로서 코어 네트워크로 송신할 패킷에 대하

여, 상기 패킷이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인지 또는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인지에 따라, 상기 코어 네트워크에서의 상기

패킷에 대한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결정 유닛(determination unit)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은, 복수의 이동국; 및 복수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상기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신할 패킷을, 통신 품질에 대한 요구값을 갖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 또는 상기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

으로 분류하도록 구성된 패킷 분류 유닛, 및 상기 기지국과 상기 복수의 이동국 간의 무선 품질에 따라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전송 순서를 제어하도록 구성된 송신 순서 제어기를 포함하는 기지국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 방법은, 기지국에서, 복수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상기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신할 패킷을,

통신 품질을 위한 요구값을 갖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 또는 상기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과 상기 복수의 이동국 간의 무선 품질에 따라 상기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전송 순서를 제어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은, 복수의 이동국; 및 복수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상기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신할 패킷을, 통신 품질에 대한 요구값을 갖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 또는 상기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도록 구성된 패킷 분류 유닛, 및 동일한 요구값을 갖는 복수의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복수의 이동국 간에 상기 요구값에 대한 통신 품질이 동일하게 되도록, 전송

순서를 제어하는 송신 순서 제어기를 포함하는 기지국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통신 방법은, 기지국에서, 복수의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및 상기 복수의 이동국으로 송

신할 패킷을, 통신 품질을 위한 요구값을 갖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 또는 상기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

로 분류하는 단계; 및 동일한 요구값을 갖는 복수의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상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복수의 이동국 간에 상기 요구값에 대한 통신 품질이 동일하게 되도록, 전송 순서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통신 시스템(1)은 기지국(10)과 복수의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과 코어 네트

워크(core network)(30)로 구성된다. 무선 통신 시스템(1)은 셀룰러 시스템(cellular system)을 채용하고 있다. 코어 네

트워크(30)는 QoS 제어 방법으로서 차별형 서비스 방법(Differentiated Service : Differserv)을 사용하고 있다. Diffserv

는,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패킷에 대하여 각 노드가 도 2에 도시된 DSCP(Diffserv code points)

라 불리는 식별자를 제공하고, 각 노드가 각 패킷에 부여된 DSCP에 따라 패킷을 전송하거나 송신 스케쥴링을 수행하는 방

법이다.

코어 네트워크(30)에서는, 통합형 서비스(Integrated Service : IS) 등 기타 QoS 제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Intserv는

각 노드가 자원 예약 프로토콜(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 RSVP)을 사용하여 통신 품질에 관한 요청에 따라 자원

을 예약하는 방법이다. Intserv에 있어서 규정되는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에는 보증형 서비스(Guaranteed Service :

GS), 제어형 부하(Controlled Load : CL), 베스트 에퍼트(Best Effort : BE) 등이 있다. 또한, 각 노드 간에는, 통신 품질을

위한 요구값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값에 대응하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의 Diffserv는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대규모 네트워크에도 이용 가능한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Diffserv는 QoS 서비

스 품질의 클래스 단위에 의한 품질 보증을 대충하게 된다. 반면, 후자의 Intserv는 각 노드간에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

에 따른 품질을 제공하는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Intserv는, 네트워크가 대규모인 경우, 각 노드에 있어서의 자원 예약으

로 인한 처리 지연에 따라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의 통신 품질이 열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코어 네트워크(30)에서는, 이동

국의 요청에 따라 QoS 제어 방법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에 따라 서비스를 요구하

는 이동국에는 Diffserv가 이용되고,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요구하는 노드에는 Intserv가 이용된다.

복수의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은 각각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국(A)(20a) 내지 이동

국(E)(20e)은 QoS에 관한 요청이나 통신 품질에 관한 요청에 있어서 서로 다른 요구를 한다. 이동국(A)(20a)은 '평균 전송

속도가 1 Mbps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등의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가진다. 또한, 코어 네트워크(30)에서 이동국(A)

(20a)으로 송신된 패킷은 도 2에 도시된 Diffserv에 있어서 지정된 'EF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D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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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101110'이 제공된다. 또한, 이동국(C)(20c)은 '평균 전송 속도가 32kbps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등의 통신 품질에 관

한 요구값을 가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가지는 이동국

(이하 '정량적 보증형 이동국'이라 함)이다. 전송 속도, 예컨대, 전송 지연이나 지터 등이 아니라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이

지정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예를 들면, 이동국은 '최대 허용 지연을 100msec 이하로 해야 한다' 등의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가질 수가 있다.

이동국(B)(20b) 및 이동국(E)(20e)은 인터넷 QoS에 대응하는 QoS를 요구하고 있어, Diffserv에 있어서 지정된 QoS 서비

스 품질의 클래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동국(B)(20b)은 도 2에 도시된 Diffserv에 있어서 지정된 'AF4 서비스 품질의 클래

스'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동국(E)(20e)은 도 2에 도시된 Diffserv에 있어서 지정된 'AF3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를 요구

하고 있다. 또, 이동국(D)(20d)은 어떠한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나 통신 품질에 관한 어떠한 요구값도 요구하지 않는

베스트 에퍼트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의 이동국이다. 전술된 바와 같이, 이동국(B)(20b), 이동국(E)(20e) 및 이동국(D)

(20d)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이동국(이하 '상대적 보증형 이동국'이라 함)이다.

전술된 바와 같이, 기지국(10)이 커버하는 셀(10a) 내에는, 미리 정해진 어떠한 QoS나 통신 품질에 관한 어떠한 특정 요구

값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이동국(D)(20d), 미리 정해진 QoS 만을 요구하는 이동국(B)(20b) 및 이동국(E)(20e), 그리고 통

신 품질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값을 요구하는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 등 여러가지 이동국이 혼재하고 있다. 네

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애플리케이션마다 QoS 및 QoS에 대응하는 통신 품질설정하고 제공하거나, 이와 달리 이동국이 사

용하는 애플리케이션마다 그 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QoS를 제공하도록 이동국이 기지국(10)에 요구

하고, 네트워크 사업자가 요청된 QoS에 따라 소정의 통신 품질을 이동국으로 제공한다. 네트워크 사업자와 서비스 레벨

약정(Service Level Agreement : SLA)을 맺음으로써, 이동국 사용자는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SLA에 따른 품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기지국(10)은 셀(10a) 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으로부터 패킷을 수신하고 그 이동국들

로 패킷을 수신한다. 도 3은 기지국(10)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으며, 도 4는 기지국(10)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패킷 도착으

로부터 스케쥴링까지의 처리를 도시하고 있다. 또한, 도 3 및 도 4는 기지국(10)이 다운링크를 통하여 복수의 이동국(A)

(20a) 내지 이동국(E)(20e)으로 패킷을 송신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10)은 안테나

(11)와 송신기(12)와 수신기(13)와 제어 장치(14)와 버퍼(15)를 구비한다. 제어 장치(14)는 기지국(10)을 제어한다. 제어

장치(14)는 패킷 분류 유닛(14a)과 스케쥴링 처리 유닛(14b)과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과 접수 제어기(14d)를 구비한

다.

송신기(12)는 안테나(11)를 통하여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으로 패킷을 송신하는 송신 유닛이다. 송신기

(12)는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으로부터 입력된 무선 자원을 할당하여 패킷을 송신한다. 또, 코어 네트워크(30)로부터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으로 송신된 패킷이 기지국(10)에 도착하면, 송신기(12)는 목적지가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인 패킷이 도착했음을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에 대하여 통지한다. 또한, 송신기(12)는

접수 제어기(14d)로부터의 입력된 이동국으로부터의 접수 요청에 대한 응답을 이동국에 송신한다.

수신기(13)는 안테나(11)를 통하여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으로부터 제어 정보를 수신한다. 기지국(10)으로

부터 송신지가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인 패킷을 수신한 경우,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은 QoS

및 통신 품질에 관한 정보(이하 'QoS 정보'라 칭함)나, 패킷의 송신 순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지국(10)이 이용하는 정보

(이하 '스케쥴링 정보'라 칭함) 등의 제어 정보를 기지국(10)에 송신한다. 그러므로, 수신기(13)는 이동국(A)(20a) 내지 이

동국(E)(20e) 각각으로부터 송신된 QoS 정보나 스케쥴링 정보 등의 제어 정보를 수신한다. 수신기(13)는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 각각으로부터 수신한 제어 정보를 패킷 분류 유닛(14a)과 스케쥴링 유닛(14b)으로 입력한다. 또, 수

신기(13)는 이동국으로부터의 신규 접속 요청을 수신한다. 수신기(13)는 수신한 접속 요청을 접수 제어기(14d)에 입력한

다.

버퍼(15)는 패킷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패킷 저장 유닛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퍼(15)는 복수의 송신 버퍼(151

내지 15N)로 구성된다. 복수의 송신 버퍼(151 내지 15N)는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마다 분할되거나 QoS 서

비스 품질의 클래스마다 분할될 수 있다. 송신 버퍼(151 내지 15N)가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마다 분할되었

을 경우, 각 송신 버퍼(151 내지 15N)는 각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으로 송신된 패킷을 저장한다. 반면, 송신

버퍼(151) 내지 송신 버퍼(15N)가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마다 분할되었을 경우, 각 송신 버퍼(151 내지 15N)는 각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에 속하는 패킷을 저장한다. 또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송신 버퍼(151 내지 15N)는 정

량적 보증형 패킷을 저장하는 1번부터 n번까지의 송신 버퍼와 상대적 보증형 패킷을 저장하는 n+1번부터 N번까지의 송

신 버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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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분류 유닛(14a)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가지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과 요구값을 가지지 않는 상대적 보증형 패

킷으로 패킷을 분류한다.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어 네트워크(30)로부터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

(20e)으로 패킷(2)이 송신되면, 패킷 분류 유닛(14a)은 그 도착 패킷을 정량적 보증형 패킷과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

류하여, 해당하는 송신 버퍼(151 내지 15N)에 저장한다. 이 때, 이하 설명되는 바와 같이 패킷 분류 유닛(14a)이 패킷을 분

류하여 대응하는 송신 버퍼에 저장할 수 있다. 패킷 분류 유닛(14a)이 이동국마다 또는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마다를

위한 대응 송신 버퍼에 각각의 패킷을 저장한 다음, 패킷 분류 유닛(14a)은 각각의 송신 버퍼를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저장

된 송신 버퍼나 상대적 보증형 패킷이 저장된 송신 버퍼로 분류한다. 이와 달리, 패킷 분류 유닛(14a)은 각 패킷을 분류하

고 이동국마다 또는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마다를 위한 대응 송신 버퍼에 각 도착 패킷을 저장함으로써 각각의 패킷을

대응 송신 버퍼에 저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패킷 분류 유닛(14a)은 수신기(13)로부터 입력된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으로부터의 QoS

정보나 패킷에 부여된 QoS 정보에 따라 패킷을 분류하고,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마다 또는 QoS 서비스 품

질의 클래스마다를 위한 대응 송신 버퍼(151 내지 15N)에 이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패킷 분류 유닛(14a)은 QoS 정보로

서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송신한 정량적 보증형 이동국을 목적지로 하는 패킷을 정량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여 정

량적 보증형 패킷을 저장하는 1번 내지 n번의 송신 버퍼에 이를 저장한다. 또한, 패킷 분류 유닛(14a)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요구하지 않고 DSCP 등의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에 관한 정보를 송신한 상대적 보증형 이동국을 목적지로

하는 패킷을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여 상대적 보증형 패킷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응하는 QoS 서비스 품질

의 클래스를 위한 n+1번 내지 N번의 송신 버퍼에 이를 저장한다.

또한, 코어 네트워크(30)에 있어서 Diffserv 등의 QoS 제어 방법이 적용되고 DSCP 등의 QoS 정보를 갖는 헤더를 갖춘 패

킷이 도착했을 경우, 패킷 분류 유닛(14a)은 패킷에 부여되어 있는 DSCP 등의 QoS 정보에 따라 패킷을 분류하고 대응하

는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를 위한 송신 버퍼에 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도착한 패킷이 QoS 정보를 갖지 않으며

이동국으로부터 어떠한 QoS 정보도 없는 경우, 패킷 분류 유닛(14a)은 패킷을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여 베스트

에퍼트 클래스를 위한 송신 버퍼에 이를 저장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무선 통신 시스템(1)의 경우, 패킷 분류 유닛(14a)은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을 목적지로 하는

패킷을 정량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고, 도 4에 도시된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저장하는 1번 내지 n번의 대응 송신 버퍼

에 저장한다. 또, 패킷 분류 유닛(14a)은 이동국(B)(20b), 이동국(D)(20d), 및 이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패킷을 목

적지로 하는 패킷을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여, 도 4에 도시된 상대적 보증형 패킷을 저장하는 n+1번 내지 N번의

대응 송신 버퍼에 저장한다.

스케쥴링 유닛(14b)은 스케쥴링, 즉 분류된 모든 정량적 보증형 패킷 및 모든 상대적 보증형 패킷을 위하여 패킷의 송신 순

서를 제어하는 스케쥴링을 행하는 송신 순서 제어기이다. 스케쥴링 유닛(14b)은 버퍼(15)에 저장되어 있는 분류 패킷의 송

신 순서를 제어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스케쥴링 유닛(14b)은 송신 순서에 있어서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

하여 상대적 보증형 패킷보다 앞서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더 높은 우선 순위를 갖도록 한다. 즉, 스

케쥴링 유닛(14b)은 송신 순서에 있어서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상대적 보증형 패킷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송신

순서 결정시, 스케쥴링 유닛(14b)은 버퍼(15)내에 존재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우선하여 송신되

도록 송신 순서를 정한다.

그런 다음, 스케쥴링 유닛(14b)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스케쥴링 유닛(14b)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

에 대하여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도록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또한, 스케쥴링 유닛(14b)은 바람직하게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간의 공평성 또는 QoS 클래스

간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이로써, 이동국 간 또는 QoS 클래스 간의 공평성이 유지될 수 있다.

예컨대, 이동국 간 공평성을 고려하는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동일한 QoS 클래스의 이동국의 품질이 공평하게 되도

록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또한, 스케쥴링 유닛(14b)은 이동국 간 송신 기회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송신 순서를 제어한

다. QoS 클래스 간 공평성을 고려하는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상이한 QoS 클래스의 이동국 간에 품질의 명확한 차이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이와 같이, 스케쥴링 유닛(14b)은 QoS 클래스에 따라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송신 버퍼가 이동국마다 분할된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바람직하게 이동국 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보증형 패

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반면, 송신 버퍼가 QoS 클래스마다 분할된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바람직하게 QoS 클래

스 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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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스케쥴링 유닛(14b)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도록, 예컨대, 라운드 로빈(Round

Robin : RR)이나 가중치형 페어 큐잉(Weighted Fair Queueing : WFQ) 등의 송신 순서 결정 방법을 적용하고, 이동국(A)

(20a) 내지 이동국(E)(20e) 간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RR은 모든 이동국마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WFQ는, 모든 송신 버퍼마다 적절한 무선 자원 할당량을 결정하

는데 이용되는 가중치 인자를 각각의 송신 버퍼에 제공하고, 주어진 가중치 인자에 따라 기지국(10)에 의하여 각각의 송신

버퍼에 할당가능한 전체 무선 자원의 양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바람직하게 전송 속도나 송신 지연 등의 통신 품질에 관하여 동일한 요구값을 가지는

복수의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요구값이 같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송수신하는 복수의 이동국 간에 요구되는 요구

값에 대한 통신 품질이 동등해지도록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따라서, 기지국(10)은 같은 요구값을 요구하는 복수의 이동국

간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통신 품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동국 간에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스케쥴링 유닛(14b)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도록 가중치형 라운드 로빈(Weighted Round

Robin : WRR)이나 클래스 기반형 큐잉(Class-Based Queueing : CBQ) 등의 송신 순서 결정 방법을 적용하고, QoS 클래

스 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WRR은 이동국마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RR 방법을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순서에 대하여 각 QoS 클래스의 가중치 인자를 부여함으로써 최종적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스케쥴링 유닛(14b)은 WFQ 및 WRR 방법에 사용된 가중치 인자나 RR 및 WRR 방법에 사용된

미리 정해진 순서 등 스케쥴링 정보로서, 수신기(13)로부터 입력된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으로부터의 스케

쥴링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케쥴링 유닛(14b)은, 예를 들어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정량적 보

증형 패킷에 대한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요구되는 요구값이 예를 들어 전송 속도인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단위 시간

에 송신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수가 전송 속도 등의 요구값을 만족시키는 패킷수와 같아지도록, 송신 순서를 제어한

다. 구체적으로,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평균 전송 속도가 R(kbps) 이상이어야 한다'는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 이하 설명한다.

송신 순서 제어를 행하는 주기는 '△T(msec)'로 주어진다. 전술한 요구값을 가지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저장하는 송신

버퍼로부터 꺼내진 다음 단위 시간△T에 송신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수가 'n'으로 주어딘다. 패킷의 사이즈는 k(비트)

라고 한다. 이 때, 다음 식 1을 만족시키면 요구값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식 1을 변형하여 식 2를 얻을 수 있다. 따

라서, 식 2를 만족시키는 패킷수 n은 요구값을 만족시키는 패킷수이다.

nk/(△T×10-3)≥R×103 (1)

n≥R△T/k (2)

스케쥴링 유닛(14b)은 상기 식 2를 이용하여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먼저, 스케쥴링 유닛(14b)은 식 2를 만족시키는 최소

의 자연수 n을 계산한다. 스케쥴링 유닛(14b)은 식 2를 만족시키는 값으로 계산된 최소의 자연수 n을, 송신 순서 제어시 꺼

내어 송신할 패킷 수로 결정한다. 그리고, 스케쥴링 유닛(14b)은 가중치 인자를 이용하는 WFQ나 WRR 등의 송신 순서 결

정 방법을 적용할 때, 미리 정해진 패킷의 수 'n'을 가중치 인자로서 사용한다.

이로써, 스케쥴링 유닛(14b)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 수가 요구값을 만족시키는 패킷 수와 같아지도록 송신 순서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지국(10)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다. 더하여, 식 2를 만족시

키는 최소의 자연수 n은 송신 순서 제어시 꺼내어 송신하는 패킷수로 결정된다. 따라서, 기지국(10)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

이 요구값을 큰 폭으로 웃도는 평균 전송 속도로 송신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정량적 보증형 패킷 송신에 필요 이상의 무

선 자원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지국(10)은 무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할당된 무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 후 무선 자원이 남아 있는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한편,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한 송신 순서를 결정시 모든 무선 자원이 다

사용된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그 타이밍에서의 송신 순서 제어를 종료한다. 그리고,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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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 보증형 패킷에 무선 자원을 할당한 때, 스케쥴링 유닛(14b)은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으로부터 나머지 무선 자원량

의 통지를 받는다. 그러므로, 스케쥴링 유닛(14b)은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으로부터의 통지에 따라 무선 자원이 남아

있는지 판정한다.

스케쥴링 유닛(14b)은 바람직하게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10)과 복수의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 간

무선 품질에 따라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한 송신 순서를 제어한. 상대적 보증형 패킷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가지

지 않기 때문에, 통신 품질의 요구값을 보증하기 위한 엄밀한 제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스케쥴링 유닛(14b)은 무선

품질에 따른 송신 순서를 제어함으로써, 제한된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스케쥴링 유닛(14b)은 기지국

(10)과 각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 간 무선 채널의 전송 품질을 무선 품질로서 사용할 수 있다. 스케쥴링 유

닛(14b)은, 예컨대, 비트 에러율(Bit Error Rate : BER)이나 신호 대 간섭 파워 비율(Signal to Interference power

Ratio : SIR) 등의 수신 품질이나, 데이터 수신 실패율(data reception failure ratio)을 무선 품질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케쥴링 유닛(14b)은 바람직하게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해서도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QoS 클

래스 간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케쥴링 유닛(14b)은 QoS 클래스에 따라 송신 순

서를 제어한다. 또, 스케쥴링 유닛(14b)은 바람직하게 QoS가 같은 클래스의 각 이동국과 기지국 간 무선 품질에 따라 송신

순서를 제어하고, QoS 클래스 간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QoS 클래스의 이동국에 대한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또,

복수의 송신 버퍼가 이동국마다 분할되는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바람직하게 각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의 무선 품질

에 따라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반면, 복수의 송신 버퍼가 QoS 클래스마다 분할되는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바람직하게 QoS 클래스 간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구체적으로, 스케쥴링 유닛(14b)은, 예컨대, Max. C/I 방법이나 비례 공평성(Proportional Fairness : PF) 방법 등의 송신

순서 결정 방법을 사용하여, 각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과 기지국 사이의 무선 품질에 따라 상대적 보증형 패

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Max. C/I 방법은 송신 순서를 결정할 때 가장 수신 품질이 양호한 이동국에 대해서 기지국

(10)이 할당 가능한 모든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무선 자원의 이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PF 방법은

송신 순서를 결정하는 타이밍에서의 순간 전송 속도의 계측치와 일정 시간 동안 평균 전송 속도의 계측치 간 최대 비율을

갖는 이동국으로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무선 자원 이용 효율은 Max. C/I 방법과 비교하여 약간 저하되

지만, 수신 품질이 양호하지 않은 이동국에 무선 자원이 할당될 기회를 늘려, Max. C/I 방법 보다 이동국 간 송신기회의 공

평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스케쥴링 유닛(14b)은 WRR이나 CBQ 등의 송신 순서 결정 방법에 의하여,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해서도, QoS의

클래스 간의 공평성을 고려한 송신 순서 제어를 수행한다. 스케쥴링 유닛(14b)은, Max C/I 방법에 이용되는 SIR 등의 수신

품질이나, WRR을 위하여 이용되는 가중치 인자와 미리 정해진 송신 순서 등의 스케쥴링 정보로서, 수신기(13)로부터 입

력되는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으로부터의 스케쥴링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PF 방법을 사용하는 경

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송신 순서를 결정하는 타이밍에서의 순간 전송 속도나, 지정된 시간 주기 동안 평균 전송 속도를

측정한다.

이와 같이 하여 패킷의 송신 순서를 결정한 스케쥴링 유닛(14b)은 정해진 패킷 송신 순서를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에

입력한다. 도 1에 도시된 무선 통신 시스템(1)의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을 목적지

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이동국(B)(20b), 이동국(D)(20d), 및 이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상대적 보증

형 패킷보다 앞서는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그런 다음, 스케쥴링 유닛(14b)은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을 목적지

으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결정하고, 그 다음, 이동국(B)(20b), 이동국(D)(20d), 이동국(E)(20e)을 목

적지로 하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결정한다.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스케쥴링 유닛(14b)에 의하여 제어된 패킷 송신 순서에 따라, 패킷 대 패킷 송신을 위한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스케쥴링 유닛(14b)으로부터 입력된 패킷의 송신 순서에 따라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또한,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버퍼(15)로부터 패킷을 꺼내고,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그리고, 무선 자원 할

당 유닛(14c)은 무선 자원을 할당받은 패킷을 송신기(12)에 입력한다. 또한,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예를 들어, 주파

수 대역, 송신 전력, 또는 타임 슬롯 등을 무선 자원으로서 할당한다.

먼저,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한 송신 순서가 스케쥴링 유닛(14b)으로부터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으로 입력된다. 그리

고,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시점에 남아 있는 무선 자원의 양을 스케쥴링 유닛(14b)에 통지한다. 그 결과,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무선 자원을 할당한 시점에 모든 무선 자원이 사용되었을 경우,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무선 자원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스케쥴링 유닛(14b)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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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무선 자원을 할당한 후 무선 자원이 남아 있다면, 스케쥴링 유닛(14b)

은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한 송신 순서를 결정한다.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가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으로 입

력된다. 따라서,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나머지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한편, 무선 자원

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한 송신 순서를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가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으로 입력되지 않는다. 이 때,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무선 자원

의 할당을 종료한다.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과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무선 자원을 할당한 후 무선 자원이 아직 남아 있

는 경우,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버퍼(15) 내에 존재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남아 있는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이

로써, 기지국(10)은 남아 있는 무선 자원을 낭비하는 일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바람직하게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에 따라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가지는 요구값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

한 최소의 무선 자원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계산된 최소량의 무선 자원을 정량적 보증형 패킷

에 할당한다. 여기서,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평균 전송 속도가 R(kbps)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

을 가지며, 무선 자원으로서 프레임마다 분할된 타임 슬롯을 할당받은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기지국(10)과 각 이동국 간 무선 채널의 전송 속도를 'C(kbps)'라 하고, 단일 프레임 내의 모든 타임 슬롯의 수를 'l'이라 한

다. 정량형 보증 패킷에 할당된 타임슬롯의 수는 'm'이라 한다. 이런 경우, 다음의 식 3을 만족시키면 요구값을 만족시킬 수

있다. 식 3을 변형하여 식 4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식 4를 만족하는 타임슬롯의 수 'm'은 요구값을 만족시키는 타임슬롯

의 수와 같아진다.

(mC×103)/l ≥ R×103 (3)

m ≥ lR/C (4)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식 4를 만족시키는 최소의 자연수 'm'을 계산한다.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가지는 요구값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무선 자원인 타임슬롯의 수 'm'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그 계산된 수 'm'의 타임슬롯을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할당한다. 따라서, 기지국(10)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다. 또한, 기지국(1O)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가지는 요구값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량의 무선 자원을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할당한다. 그러므로, 지국(10)은 요구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선 자원량을

큰 폭으로 웃도는 양의 무선 자원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할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지국(10)은 무선 자원

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할당할 무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무선 통신 시스템(1)의 경우, 먼저,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을 목적

지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그런 다음,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은 이동국(B)(20b), 이동국

(D)(20d), 및 이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접수 제어기(14d)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송수신 하는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이 필요로 하는 무선 자원량에

따라, 이동국으로부터의 접속 요구의 접수를 제어한다. 접수 제어기(14d)는 수신기(13)로부터 이동국으로부터의 신규 접

속 요구를 획득한다. 그런 다음, 접수 제어기(14d)는 이동국으로부터의 접속 요구에 대한 응답을 송신기(12)로 입력한다.

기지국(10)에 접속하는 모든 정량적 보증형 이동국에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송신하고 그로부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수

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선 자원량이 기지국(10)의 전체 무선 자원량보다 적은 양이 되도록, 접수 제어기(14d)가 이동국으

로부터의 접속 요구의 접수를 제어한다.

구체적으로, 접수 제어기(14d)는, 이미 기지국(1O)에 접속되어 있는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으로 정량적 보증

형 패킷을 송신하고 그로부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선 자원량을, 무선 기지국(10)에 대한 신규

접속을 요구한 정량적 보증형 이동국으로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송신하고 그로부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수신하기 위하

여 필요한 무선 자원량에 더하여 전체량을 구한다. 접수 제어기(14d)는 그 전체량과 기지국(10)의 전체 무선 자원량을 비

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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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체량이 기지국(10)의 전체 무선 자원량을 넘는 경우, 접수 제어기(14d)는 정량적 보증형 이동국으로부터의 신규 접속

요구를 거부한다. 반면, 그 전체량이 지국(10)의 전체 무선 자원량보다 적은 경우, 접수 제어기(14d)는 정량적 보증형 이동

국의 신규 접속 요구를 받아들인다. 또한, 접수 제어기(14d)는 상대적 보증형 이동국으로부터의 접속 요구는 자원량을 판

단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접수 제어기(14d)는 그 시점에 기지국(10)이 가지고 있는 무선 자원량의 잔량에 따라서

접수를 제어할 수도 있다. 이로써, 기지국(10)은 기지국(10)에 접속되어 있는 정량적 보증형 이동국이 필요로 하는 무선 자

원량을 기지국(10)의 전체 무선 자원량보다 적은 값이 되도록 제어할 수 있고, 따라서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위하여 요구

되는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다.

도 5는 이동국(A)(20a)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동국(B)(20b) 내지 이동국(E)(20e)이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음에 유

의해야 한다. 도 5에는, 이동국(A)(20a)가 다운링크를 통하여 기지국(10)으로부터 이동국(A)(20a)에 송신된 패킷을 수신

하는 경우가 도시되어 있다. 이동국(A)(20a)은 안테나(21)와 수신기(22)와 제어 정보 발생 유닛(23)과 송신기(24)를 구비

한다. 수신기(22)는 안테나(21)를 통하여 기지국(10)으로부터 송신된 패킷을 수신한다. 또한, 수신기(22)는, 안테나(21)를

통하여, 기지국(10)으로부터, 이동국(A)(20a)을 목적지로 하는 패킷이 기지국(10)에 도착했음을 통지한다. 수신기(22)는,

패킷이 도착한 것을 알리는 통지를 제어 정보 발생 유닛(23)으로 입력한다. 또한, 수신기(22)는 기지국(10)으로부터 접속

요구에 대한 응답을 수신한다.

제어 정보 발생 유닛(23)은 제어 정보를 발생시킨다. 제어 정보 발생 유닛(23)은 QoS 정보나 스케쥴링 정보 등의 제어 정

보를 발생시킨다. 정량적 보증형 이동국의 경우, 발생된 QoS 정보는, 예컨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 등이다. 반면, 상대

적 보증형 이동국의 경우, 발생된 QoS 정보는, 예컨대, DSCP 등의 QoS 클래스에 관한 정보이다.

발생된 스케쥴링 정보로는 WFQ 및 WRR 등에 사용되는 가중치 인자와, RR 및 WRR 등이 사용되는 미리 정해진 순서와,

Max. C/I 방법에 사용되는 SIR 등의 수신 품질 등이 있다. 제어 정보 발생 유닛(23)은 패킷 도착의 통지가 수신기(22)로부

터 입력되는 경우 제어 정보를 발생시킨다. 제어 정보 발생 유닛(23)은 발생된 제어 정보를 송신기(24)에 입력한다. 송신기

(24)는 안테나(21)를 통하여 무선 기지국(10)으로 제어 정보를 송신한다. 송신기(24)는 제어 정보 발생 유닛(23)으로부터

입력된 제어 정보를 기지국(10)에 송신한다. 또한, 송신기(24)는 기지국(10)에 접속 요구를 송신한다.

〔통신 방법〕

다음으로, 전술한 무선 통신 시스템(1)을 사용하는 통신 방법을 설명한다. 도 6은 기지국(10)이 커버하는 셀(10a) 내에 존

재하는 모든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마다 복수의 송신 버퍼(151 내지 15N)가 분할되는 경우 통신 방법의 절

차를 도시하고 있다. 먼저, 기지국(10)은 코어 네트워크(30)로부터 기지국(10)에 도착한 패킷을 그 패킷의 목적지에 따라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마다의 대응 송신 버퍼(151 내지 15N)에 저장한다(S101). 그런 다음, 기지국(10)은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마다의 패킷이 저장된 송신 버퍼(151 내지 15N)를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저장된 송

신 버퍼와 상대적 보증형 패킷이 저장된 송신 버퍼로 분류한다(S102).

기지국(10)은, 송신 순서에 있어서,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을 목적지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이

동국(B)(20b), 이동국(D)(20d), 및 이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보다 우선순위를 준다. 그런 다음,

기지국(10)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도록 RR이나 WFQ를 사용하여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

을 목적지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S103). 복수의 송신 버퍼(151 내지 15N)가 전술한 이동국

마다 분할되는 경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가 이동국 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제어된다. 기지국(10)은 단계(S103)

에서 제어된 송신 순서에 따라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S104).

단계(104)에 뒤이어, 기지국(10)은 무선 자원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S105), 무선 자원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송신 순서 제어를 종료한다. 반면, 단계(S105)에서, 무선 자원이 남아 있는 경우, 기지국(10)은 Max. C/I 방법이나 PF

방법 등을 적용하여 이동국(B)(20b), 이동국(D)(20d) 및 이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

서를 제어한다(S106). 전술된 바와 같이 복수의 송신 버퍼(151 내지 15N)가 이동국마다 분할되는 경우, 각 이동국과 기지

국 사이의 무선 품질에 따라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가 제어된다. 기지국(10)은 단계(S106)에서 제어된 송신 순서

에 따라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S107).

단계(107)에 뒤이어, 무선 기지국(10)은 무선 자원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S108), 무선 자원이 남아 있지 않은 경

우, 송신 순서 제어를 종료한다. 반면, 단계(S108)에서, 무선 자원이 남아 있는 경우, 기지국(10)은 단계(S103)로 돌아가

버퍼(15)내에 존재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남아 있는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이와 같이, 단계(S104)에서 할당된

양 이상의 무선 자원량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할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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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기지국(10)이 커버하는 셀(10a) 내에 존재하는 모든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이 QoS 클래스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무선 기지국(10)이 QoS 클래스 수만큼의 송신 버퍼(151 내지 15N)를 구비하고, 복수의 송신 버퍼(151 내

지 15N)가 QoS 클래스마다 분할된 경우에 있어서의 통신 방법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먼저, 기지국(10)은 코어 네트워크(30)로부터 기지국(10)에 도착한 패킷을 QoS 클래스마다의 대응 송신 버퍼(151 내지

15N)에 패킷의 클래스에 따라 저장한다(S201). 그런 다음, 기지국(10)은 QoS 클래스마다의 패킷이 저장된 송신 버퍼(151

내지 15N)를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저장된 송신 버퍼와 상대적 보증형 패킷이 저장된 송신 버퍼로 분류한다(S202).

기지국(10)은, 송신 순서에 있어서,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을 목적지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

에 대하여, 이동국(B)(20b), 이동국(D)(20d), 및 이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보다 우선순위를 준

다. 그리고, 기지국(10)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도록 WRR이나 CBQ를 적용하여 이동국(A)(20a) 및 이

동국(C)(20c)을 목적지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S203). 이와 같이, 복수의 송신 버퍼(151 내

지 15N)가 QoS 클래스마다 분할된 경우, QoS 클래스 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단계(S204 및 S205)는 도 6에 도시된 단계(S104 및 S105)와 같다.

단계(S205)에서, 무선 자원이 남아 있는 경우, 기지국(10)은 WRR이나 CBQ를 사용하여 이동국(B)(20b), 이동국(D)(20d)

및 이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S206). 이와 같이, 복수의 송신 버퍼

(151 내지 15N)가 QoS 클래스마다 분할된 경우, QoS 클래스 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

어한다. 단계(S207 및 S208)는 도 6에 도시된 단계(S107 및 S108)와 같다.

도 8은, 복수의 송신 버퍼(151 내지 15N)가,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는 이동국마다 분할되고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는 QoS 클래스마다 분할된 경우의 통신 방법의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먼저, 기지국(10)은 코어 네트워크(30)로부

터 기지국(10)에 도착한 패킷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인지 여부를 결정한다(S301). 도착한 패킷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인 경

우에, 기지국(10)은 패킷의 목적지에 따라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마다의 대응 송신 버퍼에 그 패킷을 저장

한다(S302). 반면, 도착한 패킷이 상대적 보증형 패킷인 경우, 기지국(10)은 패킷의 클래스에 따라 QoS 클래스마다의 대

응 송신 버퍼에 그 패킷을 저장한다(S303).

기지국(10)은 도착한 패킷을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나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면서, 버퍼(15) 내의 패킷에 대하여

단계(S301) 내지 단계(S303)를 몇 분간 반복함으로써 그 도착한 패킷을 이동국마다나 대응 송신 버퍼나 QoS 클래스마다

의 대응 송신 버퍼에 저장한다. 그 결과, 기지국(10)은 패킷을 분류하고 이를 대응 송신 버퍼에 저장한다.

그런 다음, 기지국(10)은, 송신 순서에 있어서,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을 목적지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이동국(B)(20b), 이동국(D)(20d), 및 이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보다 우선순위를 준다.

그리고, 기지국(10)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도록 RR이나 WBQ를 적용하여 이동국(A)(20a) 및 이동국

(C)(20c)을 목적지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S304). 이와 같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버

퍼가 이동국마다 분할된 경우, 이동국 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가 제어된다. 단계(S305 및

S306)는 도 6에 도시된 단계(S104 및 S105)와 같다.

단계(S306)에서, 무선 자원이 남아 있는 경우, 기지국(10)은 WRR이나 CBQ를 사용하여 이동국(B)(20b), 이동국(D)(20d)

및 이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S307). 이와 같이, 상대적 보증형 패킷을

위한 송신 버퍼가 QoS 클래스마다 분할된 경우, QoS 클래스 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

어한다. 단계(S308 및 S309)는 도 6에 도시된 단계(S107 및 S108)와 같다.

도 9는, 복수의 송신 버퍼(151 내지 15N)가,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는 QoS 클래스마다 분할되고 상대적 보증형 패

킷에 대하여는 이동국마다 분할된 경우의 통신 방법의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먼저, 기지국(10)은 코어 네트워크(30)로부

터 기지국(10)에 도착한 패킷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인지 여부를 결정한다(S401). 도착한 패킷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인 경

우에, 기지국(10)은 패킷의 클래스에 따라 매 QoS 클래스마다의 대응 송신 버퍼에 그 패킷을 저장한다(S402). 반면, 도착

한 패킷이 상대적 보증형 패킷인 경우, 기지국(10)은 패킷의 목적지에 따라 이동국(B)(20b), 이동국(D)(20d), 및 이동국

(E)(20e)마다의 대응 송신 버퍼에 그 패킷을 저장한다(S403). 기지국(10)은 도착한 패킷을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나 상대

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면서, 버퍼(15) 내의 패킷에 대하여 단계(S401) 내지 단계(S403)를 몇 분간 반복함으로써 그

도착한 패킷을 이동국마다나 대응 송신 버퍼나 QoS 클래스마다의 대응 송신 버퍼에 저장한다. 그 결과, 기지국(10)은 패킷

을 분류하고 이를 대응 송신 버퍼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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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기지국(10)은, 송신 순서에 있어서,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을 송신 목적지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

킷에 대하여, 이동국(B)(20b), 이동국(D)(20d), 및 이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보다 우선순위를

준다. 그리고, 기지국(10)은,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도록 WRR이나 CBQ를 적용하여 이동국(A)(20a) 및

이동국(C)(20c)을 송신 목적지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S404). 이와 같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

의 송신 버퍼가 QoS 클래스마다 분할된 경우, QoS 클래스 간 공평성을 고려하여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가 제어

된다. 단계(S405 및 S406)는 도 6에 도시된 단계(S104 및 S105)와 같다.

단계(S406)에서, 무선 자원이 남아 있는 경우, 기지국(10)은 Max. C/I 방법이나 PF 방법을 사용하여 이동국(B)(20b), 이

동국(D)(20d) 및 이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S407). 이와 같이, 상대적

보증형 패킷을 위한 송신 버퍼가 이동국마다 분할된 경우, 각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의 무선 품질에 따라 상대적 보증형 패

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단계(S408 및 S409)는 도 6에 도시된 단계(S107 및 S108)와 같다.

통신 방법은, 도 6 내지 도 10에 도시된 단계(S103)와 단계(S106), 단계(S203)와 단계(S206), 단계(S304)와 단계(S307),

단계(S404)와 단계(S407) 등의 송신 순서 결정을 위한 복수의 단계를 포함하며, 각 단계에서 송신 순서를 결정한다.

도 10은 무선 자원 할당 방법의 절차를 도시한다. 기지국(10)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가지는 요구값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무선 자원량을 계산한다(S501). 그런 다음, 기지국(10)은 계산된 양의 무선 자원을 송신 순서에 따라 정량

적 보증형 패킷에 할당한다(S502).

통신 시스템(1), 기지국(10), 제어 장치(14) 및 통신 방법에 따르면, 패킷 분류 유닛(14a)은 패킷을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나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스케쥴링 유닛(14b)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된 모든 패킷 및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된 모든 패킷에 대한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그러므로,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통신 시스템

(1) 내에, 미리 정해진 QoS 요청이나 통신 품질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값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이동국(D)(20d), 미리 정해

진 QoS 만을 요구하는 이동국(B)(20b) 및 이동국(E)(20e), 통신 품질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값을 요구하는 이동국(A)

(20a) 및 이동국(C)(20c) 등의 여러가지 이동국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코어 네트워크(30)로부터 이동국(A)(20a) 내지 이

동국(E)(20e)을 목적지로 하는 패킷(2)이 도착했을 경우, 기지국(10)은 복수의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 사이

의 패킷 송신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지국(10)은 모든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

에 관한 통신 시스템(1), 기지국(10), 제어 장치(14) 및 통신 방법은 도 11에 도시된 상황하에서, 패킷을 분류하고 송신 순

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스케쥴링 유닛(14b)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상대적 보증형 패킷보다 우선하는 송신 순서를 부여한다. 그러

므로, 기지국(10)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최우선 순위로 송신하고,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보증할 수 있다. 또, 스케쥴

링 유닛(14b)은 QoS 클래스에 따라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그러므로, 기지국(10)은 각 QoS 클래스의 QoS를 보증할 수 있

다.

또한, 스케쥴링 유닛(14b)은 기지국(10)과 복수의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 사이의 무선 품질에 따라 송신 순

서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지국(10)은 무선 품질을 고려하여 송신 순서를 제어할 수 있고,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지국(10)은 스케쥴링 유닛(14b)에 의하여 제어된 패킷 송신 순서에 따라, 패킷 대 패킷 송신을 위

하여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기지국(10)은 송신 순서에 따라 효율적으

로 무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변형된 실시예〕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로 한정되지 않으며, 여러가지의 변형이 가능하다.

(변형된 실시예 1)

스케쥴링 유닛(14b)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 요구되는 요구값을 고려하여 통신 품질을 측정하는 측정 유닛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스케쥴링 유닛(14b)은 요구값과 측정값을 비교하고, 그 비교 결과에 따라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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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평균 전송 속도에 대한 요구값이 요구되는 경우, 도 3에 도시된 스케쥴링 유닛(14b)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저

장된 송신 버퍼를 모니터한다. 그리고, 스케쥴링 유닛(14b)은 단위 시간에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에 의해 정량적 보증

형 패킷이 저장된 송신 버퍼로부터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꺼내진 속도, 즉, 송신 버퍼로부터 송신된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 속도를 지정된 매 주기마다 측정한다. 스케쥴링 유닛(14b)은 이러한 송신 속도를 평균 전송 속도로서 측정한다. 요구

되는 요구값을 고려한 통신 품질을 위하여, 통신 품질에 대응하는 다른 것을 측정할 수도 있고 통신 품질 자체를 측정할 수

도 있다.

그런 다음, 스케쥴링 유닛(14b)은 평균 전송 속도의 요구값과 측정한 송신 속도를 비교한다. 측정한 송신 속도가 평균 전송

속도의 요구값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은 그 이동국을 목적지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우선

순위를 갖도록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반면, 측정 송신 속도가 평균 전송 속도의 요구값을 넘는 경우, 스케쥴링 유닛(14b)

은 그 이동국을 목적지로 하는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뒤에 송신되도록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따라서, 기지국(10)은 통신 품질에 관한 실제 측정값과 요구값 사이 비교 결과에 따라 송신 순서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므

로, 기지국(10)은 요구값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다. 또한, 기지국(10)은 통신 품질에 관하여 측정값이 요구값을 큰 폭으

로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지국(10)은 또한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기지국(10)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에 필요 이상의 무선 자원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지국(10)은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을 위한 무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스케쥴링 유닛(14b)에 의한 측정값이 요구값을 웃도는 경우, 패킷 분류 유닛(14a)은 송신 버퍼(151 내지 15N)에 정량

적 보증형 패킷을 저장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균 전송 속도에 대한 요구값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에 관하여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스케쥴링 유닛(14b)은, 단위 시간에, 정량적 보증형 패킷이 저장된 송신 버퍼로부터 정

량적 보증형 패킷이 송신되는 송신 속도를 측정한다. 스케쥴링 유닛(14b)은 그 측정 전달 속도를 패킷 분류 유닛(14a)에

입력한다(S601).

패킷 분류 유닛(14a)은 평균 전송 속도의 요구값과 스케쥴링 유닛(14b)으로부터 입력된 송신 속도를 비교한다(S602). 측

정한 송신 속도가 평균 전송 속도의 요구값을 넘는 경우, 패킷 분류 유닛(14a)은 기지국(10)에 새로 도착한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파기하여, 송신 버퍼(151 내지 15N)에 저장하지 않는다. 즉, 패킷 분류 유닛(14a)은 송신 버퍼(151 내지 15N)에

대한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저장을 억제한다(S603).

따라서, 전송 속도에 있어서 실제 전송 속도가 요구값을 크게 넘지 않도록 실제 전동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송신

버퍼에 저장할 수 없는 패킷을 일정 주기 동안 저장하기 위한 일시 버퍼를 제공하고, 기지국(10)에 새로 도착한 정량적 보

증형 패킷을 그 일시 버퍼에 저장함으로써, 패킷 분류 유닛(14a)은 그러한 패킷을 송신 버퍼에 저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리고, 여분의 무선 자원이 있을 때 패킷 분류 유닛(14a)은 그 일시 버퍼로부터 패킷을 꺼내 송신 버퍼에 저장할 수 있다.

반면, 단계(S602)에서, 측정 송신 속도가 평균 전송 속도의 요구값 이하인 경우, 통상적으로 패킷 분류 유닛(14a)은 기지

국(10)에 새로 도착한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대응 송신 버퍼(151 내지 15N)에 저장한다. 이와 같이, 기지국(10)은 전송 속

도를 제어한다. 기지국(10)은 일정 주기마다 단계(S601 내지 S603)를 반복한다.

이로써, 기지국(10)은 측정된 통신 품질이 요구값을 크게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지국(10)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요구값을 보증하면서, 그 요구값을 보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을 넘는 무선 자원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지국(10)은 상대적 보증형 패킷의 송신을 위해서 무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변형된 실시예 2)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도 3 및 도 5를 참조하여, 기지국(10)이 다운링크를 통하여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에

패킷을 송신하는 경우와, 이동국(A)(20a)이 그 다운링크를 통하여 기지국(10)으로부터 송신된 패킷을 수신하는 경우에 대

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지국이 업링크를 통하여 이동국으로부터 패킷을 수신하는 경우와, 이동국이 업링크를 통하여

기지국에 패킷을 송신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신 방법이 구현될 수 있다. 이 때, 기지국은 이동국의 QoS 클래스나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기지국은 이동국이 패킷을 송신하는 타이밍을 제어해야 한다. 도 13은 업

링크를 통하여 이동국으로부터 패킷을 수신하는 경우의 기지국(210)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14는 업링크를 통하여

기지국으로 패킷을 송신하는 경우의 이동국(220)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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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210)은 안테나(211)와, 송신기(212)와, 수신기(213)와, 제어 장치(214)를 구비한다. 제

어 장치(214)는 이동국 분류 유닛(214a)과, 스케쥴링 유닛(214b)과, 무선 자원 할당 유닛(214c)과, 접수 제어기(214d)를

구비한다. 접수 제어기(214d)는 도 3에 도시된 접수 제어기(14d)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에 유의한다. 기지국(210)에

송신될 패킷이 발생하면, 이동국(22)은 그 이동국의 QoS 클래스나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 등의 QoS 정보와 스케쥴링 정

보를 기지국(210)에 송신한다. 그러므로, 수신기(212)는 안테나(211)를 통하여 이동국(220)으로부터 송신된 QoS 정보 및

스케쥴링 정보 등의 제어 정보를 수신한다. 이로써, 기지국(210)은 이동국의 QoS 클래스나 통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수신기(212)는 그 수신 QoS 정보를 이동국 분류 유닛(214a)에 입력하고, 그 수신 스케쥴링 정보를 스케쥴

링 유닛(214b)에 입력한다. 또한, 수신기(213)는 안테나(211)를 통하여 이동국(220)으로부터 송신된 패킷을 수신한다. 수

신기(213)는 그 수신 패킷을 코어 네트워크에 송신한다. 그런 다음, 수신기(213)는 이동국(220)으로부터의 접속 요구를

수신한다. 수신기(212)는 그 수신 접속 요구를 접수 제어기(214d)에 입력한다.

이동국 분류 유닛(214)은 수신기(212)로부터 입력된 QoS 정보에 따라 이동국을 정량적 보증형 이동국과 상대적 보증형

이동국으로 분류한다. 이동국 분류 유닛(214a)은 또한 대응 QoS 클래스 내에서 각각의 이동국을 정량적 보증형 이동국이

나 상대적 보증형 이동국으로 분류한다. 이동국 분류 유닛(214a)은 분류 결과를 스케쥴링 유닛(214b)에 입력한다. 이와

같이, 이동국 분류 유닛(214)은, 이동국(22)을 정량적 보증형 이동국이나 상대적 보증형 이동국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동국

(220)으로부터 송신된 패킷을 정량적 보증형 패킷과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는 패킷 분류 유닛으로서 기능한다.

스케쥴링 유닛(214b)은 이동국 분류 유닛(214)으로부터 입력된 분류 결과와 수신기(213)로부터 입력된 스케쥴링 정보를

사용하여, 정량적 보증형 이동국 및 상대적 보증형 이동국마다 그 이동국(220)으로부터 송신된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

한다. 즉, 스케쥴링 유닛(214b)은 각 이동국(220)의 송신 버퍼에 저장된 패킷의 송신 순서를 결정한다. 스케쥴링 유닛

(214b)은 도 3에 도시된 스케쥴링 유닛(14b)과 동일한 방법으로 송신 순서를 결정함에 유의한다. 스케쥴링 유닛(214b)은

결정한 패킷 송신 순서를 무선 자원 할당 유닛(214c)에 입력한다. 그러므로, 스케쥴링 유닛(214c)은 매 정량적 보증형 이

동국 및 매 상대적 보증형 이동국마다 그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함으로써, 매 정량적 보증형 패

킷 및 매 상대적 보증형 패킷마다 패킷의 송신 순서를 제어한다.

무선 자원 할당 유닛(214c)은 스케쥴링 유닛(214b)으로부터 입력된 송신 순서에 따라 이동국(220)으로부터 송신된 패킷

에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이와 같이, 기지국(210)은 이동국(220)으로부터의 패킷을 송신하는 타이밍을 제어한다. 무선 자

원 할당 유닛(214c)은 도 3에 도시된 무선 자원 할당 유닛(14c)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는 점에 유의한

다. 무선 자원 할당 유닛(214c)은 그 무선 자원 할당 결과를 송신기(212)에 입력한다.

송신기(212)는 무선 자원 할당 유닛(214c)으로부터 입력된 무선 자원 할당 결과를 이동국(220)에 송신한다. 또한, 송신기

(212)는 접수 제어기(214d)로부터 입력되는 이동국(220)으로부터의 접속 요구에 대한 응답을 이동국(220)으로 송신한

다.

도 14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이동국(220)은 안테나(221)와 수신기(222)와 제어 정보 발생 유닛(223)과 송신기(224)와

송신 버퍼(225)를 구비한다. 수신기(222)는 안테나(221)를 통하여 기지국(210)으로부터 무선 자원 할당 결과를 수신한

다. 수신기(222)는 수신한 무선 자원 할당 결과를 송신기(224)로 입력한다. 또한, 수신기(222)는 기지국(210)으로부터의

접속 요구에 대한 응답도 수신한다. 송신 버퍼(225)는 이동국(220)에 의하여 발생하여 기지국(210)으로 송신할 패킷을 저

장한다. 각각의 패킷은 이동국(22)에서 각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발생한다. 발생한 패킷은 송신 버퍼(225)에 즉시 저

장된다.

패킷이 송신 버퍼(225)에 저장된 경우, 제어 정보 발생 유닛(223)은 그 패킷 송신에 이용될 QoS 정보 및 스케쥴링 정보 등

의 제어 정보를 발생시킨다. 제어 정보 발생 유닛(223)은 도 5에 도시된 제어 정보 발생 유닛(23)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어

정보를 발생시킨다. 제어 정보 발생 유닛(223)은 생성된 제어 정보를 송신기(224)에 입력한다. 송신기(224)는 안테나

(221)를 통하여 제어 정보 발생 유닛(223)으로부터 입력된 제어 정보를 기지국(210)으로 송신한다. 또한, 송신기(224)는

안테나(211)를 통하여 송신 버퍼(225)내의 패킷을 기지국(210)으로 송신한다. 송신기(224)는 송신 버퍼(225)로부터 패킷

을 꺼내어, 수신기(222)로부터 입력된 무선 자원 할당 결과에 따라 패킷을 순차적으로 송신한다. 또한, 송신기(224)는 기

지국(210)에 접속 요구를 송신한다.

(변형된 실시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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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된 패킷 분류 유닛(14a)은 코어 네트워크(30)로부터 도착한 패킷에 대하여 그 패킷의 코어 네트워크(30) 내에

서의 QoS 클래스에 따라 요구값을 부여하는 부여 유닛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패킷 분류 유닛(14a)은 요구값이 부

여된 패킷을 정량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고, 요구값이 부여되지 않은 패킷을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한다.

코어 네트워크(30)에서는, 적어도 2이상 유형의 QoS 클래스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어 네트워크(30)에서, 높은

우선순위의 QoS 클래스와 낮은 우선순위의 QoS 클래스 2종류의 클래스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서 설명한다. 코어

네트워크(30)에서, QoS 클래스를 나타내는 식별자가 각 패킷 헤더에 제공되고, 그 식별자에 따라 송신 제어가 수행된다.

그리고, 패킷 분류 유닛(14a)은 코어 네트워크(30)로부터 기지국(10)에 도착한 패킷에 부여되어 있는 식별자로부터 그 패

킷의 코어 네트워크(30)내에서의 QoS 클래스를 파악할 수 있다.

도착한 패킷의 QoS 클래스가 높은 우선순위 클래스인 경우, 패킷 분류 유닛(14a)은, 그 도착한 패킷에 대하여, 송신 제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지국(10)에 의해서 이용되는 통신 품질을 위한 목표값으로서 높은 우선순위 클래스에 대응하는 통

신 품질에 관한 요구값을 부여한다. 반면, 도착한 패킷의 QoS 클래스가 낮은 우선순위 클래스인 경우, 패킷 분류 유닛

(14a)은 그 도착한 패킷에 요구값을 부여하지 않는다. 패킷 분류 유닛(14a)은 전술한 방식으로 코어 네트워크(30)내에서

QoS 클래스에 따라 요구값의 부여를 완료한 다음, 패킷을 분류한다. 패킷 분류 유닛(14a)은 요구값이 부여된 패킷을 정량

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하고, 요구값이 부여되지 않은 패킷을 상대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한다.

이로써, 기지국(10)은 코어 네트워크(30)로부터 도착한 패킷에 대하여, 코어 네트워크(30)에 있어서의 QoS 클래스에 따

라, 송신 제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지국(10)에 의해서 이용되는 목표값으로서 요구값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지국

(10)은 코어 네트워크(30)에서 QoS 클래스를 고려하여 패킷을 분류할 수 있고, 코어 네트워크(30)에서의 QoS 클래스를

반영한 송신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우선적으로 송신되어 기지국(10)에 도착한, 코어 네트워크(30)내에서 높은 우

선순위 클래스에 속하는 패킷은 정량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되어 우선적으로 송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코어 네트워크

(30)로부터 이동국으로 전체를 통하여 패킷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도 13에 도시된 수신기(213)는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어 코어 네트워크(30)로 송신되는 패킷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

인지 상대적 보증형 패킷인지에 따라, 그 수신한 패킷의 코어 네트워크(30)에 있어서의 QoS 클래스를 결정하는 결정 유닛

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된 패킷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인 경우, 수신기(213)는 그 패킷의 코어

네트워크(30)에 있어서의 QoS 클래스를 높은 우선순위 클래스로 결정한다. 그런 다음, 수신기(213)는 수신한 패킷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 클래스를 나타내는 식별자를 부여하여 그 패킷을 코어 네트워크(30)로 송신한다. 그렇지않고, 이동국으로

부터 수신한 패킷이 상대적 보증형 패킷인 경우, 수신기(213)는 그 패킷의 코어 네트워크(30)에 있어서의 QoS 클래스를

낮은 우선순위 클래스가 되도록 결정한다. 그런 다음, 수신기(213)는 수신한 패킷에 낮은 우선순위 클래스를 나타내는 식

별자를 부여하여 그 패킷을 코어 네트워크(30)로 송신한다.

따라서, 기지국(10)은 코어 네트워크(30)로 송신되는 패킷에 대하여 그 패킷이 정량적 보증형 패킷인지 상대적 보증형 패

킷인지를 고려하여 코어 네트워크(30)내에서의 QoS 클래스를 결정하여, 이를 송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지국(10)은 기

지국(10)에 의하여 수행된 패킷 분류 및 송신 제어의 결과를 코어 네트워크(30)에 반영할 수 있다. 예컨대, 기지국(10)에

의하여 정량적 보증형 패킷으로 분류되어 우선적으로 송신된 패킷이 코어 네트워크(30)에서도 우선적으로 송신될 수 있으

므로, 이동국으로부터 코어 네트워크(30)까지 전체적으로 패킷의 품질이 유지된다.

(변형된 실시예 4)

스케쥴링 유닛(14b)은 상대적 보증형 패킷과 마찬가지로, 정량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도, 복수의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과 기지국(10) 사이의 무선 품질을 고려하여 송신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스케쥴링 유닛(14b)은 정

량적 보증형 패킷 마찬가지로, 상대적 보증형 패킷에 대하여도, 이동국(A)(20a) 내지 이동국(E)(20e) 간 공평성을 고려하

여 송신 순서를 제어할 수 있다. QoS 클래스로는, 도 2에 도시된 QoS 클래스 이외에도, 예컨대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3 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IMT-2000)에 있어서 4종류의 클래스 등 다양한 QoS 클래스가 있다.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은, 송신 버퍼(151 내지 15N)가 이동국마다 분할되는 경우이거나 QoS 클래스마다 분할되는

경우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다운링크를 통한 것이거나 업링크를 통한 것이거나 패킷의 송수신에도 적

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셀룰러 시스템 뿐만 아니라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및 고정 무선 시스템 등의 다

른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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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 내에 여러가지 이동국이 혼재하는 경우, 패킷의 송신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기지국, 제어 장치, 무선 통신 시스템 및 통신 방법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패킷 도착으로부터 스케쥴링까지의 처리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이동국에 의하여 송신 버퍼가 분할되는 경우 통신 방법의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에 의하여 송신 버퍼가 분할되는 경우 통신 방법의 절차를 도

시하는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송신 버퍼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위하여 이동국에 의하여 분할되고, 상대적 보증형

패킷을 위하여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에 의하여 분할되는 경우 통신 방법에 관한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송신 버퍼가 정량적 보증형 패킷을 위하여 QoS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마다 분할되고, 상

대적 보증형 패킷을 위하여 이동국마다 분할되는 경우 통신 방법에 관한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의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이동국이 혼재하는 상황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변형된 실시예에 따른 전송 속도 제어 방법의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3은 본 발명의 변형된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4는 본 발명의 변형된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5는 본 발명의 변형된 실시예에 따른 QoS의 서비스 품질의 클래스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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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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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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