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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향링크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증가시키지 않

으면서 상향링크 전송률을 제어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것이다. 기지국은 단말들에게 제1 단말 식별자와 제2 단말 식별

자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AG)를 전송한다. 제1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였

을 경우, 단말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지시하는 최대 허용 전송률 이내에서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다음 전송

시점에서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한다. 반면 제2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였을 경우, 단말은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다. 이러한 본 발명은 기지국에 의해 할당된 전송률을 단말로 통지하기 위한 하향링크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면서 효과적으로 하향링크 전송의 스케쥴링을 수행하게 된다.

대표도

도 1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의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하는 방법

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절대 전송률 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미리 할당된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지 혹은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무시하는 과

정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와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결정된 최대 허용 전송률 이내에서 상향링크 데

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면,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목표 전송률로 단번에 변화시키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면,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목표 전송률에 도달할 때까지

매 전송시점마다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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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 대해 고유하게 설정되고,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을 포

함하는 미리 정해지는 단말 그룹에 대해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을 포함하는 미리 정해지는 단말 그룹에 대

해서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 대해 고유하게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과정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부가된, 마스킹된 CRC를 검출하고, 상기 마스킹된 CRC를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로 역마스킹하는

과정과,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로 역마스킹된 CRC를 이용하여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검사하여, 상기 CRC 검사결과가 실패힌 경

우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로 역마스킹된 CRC를 이용하여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검사하여, CRC 검사결과가 성공인 경우 상

기 마스킹된 CRC를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로 역마스킹하는 과정과,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로 역마스킹된 CRC를 이용하여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검사하여, 오류가 없는 경우 상기 절대 전

송률 정보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

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8.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의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하는 단말

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절대 전송률 보를 수신하는 절대 전

송률 정보 수신부와,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을 위해 할당된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을 관리하며,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

1 단말 식별자를 가지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대 전

송률 정보의 수신 모드를 ON으로 설정하고,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면 상기 상대 전송률 정

보의 수신 모드를 OFF로 설정하며,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 혹은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에 따라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을

결정하는 제어기와,

상기 수신 모드가 ON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상대 전송률 정

보 수신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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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면,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절

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목표 전송률로 단번에 변화시키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면,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절

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목표 전송률에 도달할 때까지 매 전송시점마다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단말 장치.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 대해 고유하게 설정되고,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을 포

함하는 미리 정해지는 단말 그룹에 대해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장치.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을 포함하는 미리 정해지는 단말 그룹에 대

해서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장치.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 대해 고유하게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장치.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검사기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부가된, 마스킹된 CRC(Cyclic Redundancy Check codes)를 검출하는 CRC 검출기와,

상기 마스킹된 CRC를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로 역마스킹하고,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로 역마스킹된 CRC를 이용하여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검사하여, 상기 CRC 검사 결과가 성공인 경우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

는 것으로 판단하며, 상기 CRC 검사 결과가 실패힌 경우 상기 마스킹된 CRC를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로 역마스킹하고, 상

기 제2 단말 식별자로 역마스킹된 CRC를 이용하여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검사하여, 오류가 없는 경우 상기 절대 전송

률 정보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CRC 검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장치.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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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의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하는 방법

에 있어서,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을 위한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을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단말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단말에게 통지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과, 여기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할 것을 지시하고,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최대 허용 전송

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며,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을 나타내는 절대 전송률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상기 선택된 단말 식별자를 추

가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절대 전송률 정보

가 나타내는 목표 전송률로 단번에 변화시킬 것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

타내는 목표 전송률에 도달할 때까지 매 전송시점마다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 대해 고유하게 설정되고,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을 포

함하는 미리 정해지는 단말 그룹에 대해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을 포함하는 미리 정해지는 단말 그룹에 대

해서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 대해 고유하게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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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하는 과정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대한 CRC(Cyclic Redundancy Check codes)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CRC를 상기 선택된 단말 식별자로 마스킹하는 과정과,

상기 마스킹된 CRC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추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방법.

청구항 22.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의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하는 기지

국 장치에 있어서,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을 위해 단말에게 할당된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을 관리하며, 상기 단말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단말에게 통지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스케쥴러와, 여기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

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할 것을 지시하고,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의 변화를 나타내

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며,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을 나타내는 절대 전송률 정보를 생성하는 전송률 정보 생성기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상기 선택된 단말 식별자를 추가하는 추가기와,

상기 선택된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 송신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기지국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절대 전송률 정보

가 나타내는 목표 전송률로 단번에 변화시킬 것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장치.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

타내는 목표 전송률에 도달할 때까지 매 전송시점마다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장

치.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 대해 고유하게 설정되고,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을 포

함하는 미리 정해지는 단말 그룹에 대해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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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을 포함하는 미리 정해지는 단말 그룹에 대

해서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장치.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 대해 고유하게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장치.

청구항 28.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기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대한 CRC(Cyclic Redundancy Check codes)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CRC를 상기 선택된 단

말 식별자로 마스킹하는 CRC 생성기와,

상기 마스킹된 CRC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추가하는 CRC 추가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향상된 상향링크 전송채널

(Enhanced Uplink Dedicated transport Channel)을 가지는 사용자 단말의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유럽식 이동통신 시스템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과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s)을 기반으로 하고 광대역(Wideband) 부호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WCDMA라 칭

함)을 사용하는 제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시스템은, 이동 전

화나 컴퓨터 사용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패킷 기반의 텍스트, 디지털화된 음성이나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데

이터를 2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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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떠한 종단에라도 항상 접속이 가능하다.

특히 UMTS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단말(User Equipment: UE)로부터 기지국(Base Station: BS or Node B)으로의 역방

향(Reverse), 즉 상향링크(Uplink: UL) 통신에 있어서 패킷 전송의 성능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향상된 상향링크 전

용채널(Enhanced Uplink Dedicated Channel: 이하 EUDCH 또는 E-DCH라 칭함)이라는 전송채널을 사용한다. E-DCH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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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B

Controlled-Scheduling) 등의 기술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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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는 기지국과 단말 사이의 채널 상태에 따라 데이터 채널의 변조방식과 코딩방식을 결정해서,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여

주는 기술이다. 변조방식과 코딩방식의 조합은 MCS(Modulation and Coding Scheme)라고 하며, 지원 가능한 변조 방식

과 코딩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MCS 레벨의 정의가 가능하다. AMC는 MCS의 레벨을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채널 상태

에 따라 적응적으로 결정해서,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여준다.

HARQ는 초기에 전송된 데이터 패킷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상기 오류 패킷을 보상해 주기 위해 패킷을 재전송하는 기법

을 의미한다. 복합재전송 기법은, 오류 발생시 최초 전송시와 동일한 포맷의 패킷들을 재전송하는 체이스 컴바이닝 기법

(Chase Combining: 이하 CC이라 칭함)과, 오류 발생시 최초 전송시와 상이한 포맷의 패킷들을 재전송하는 중복분 증가

기법(Incremental Redundancy: 이하 IR이라 칭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은, E-DCH를 통한 상향 데이터의 전송 여부 및 가능한 데이터 전송률의 상한치 등을 기지국에 의해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전송률 정보를 단말로 전송하면, 단말이 상기 전송률 정보를 참조하여 가능한 상향링크 E-DCH의

데이터 전송률을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도 1은 전형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E-DCH를 통한 상향링크 데이터의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여기서 참조번호

110은 E-DCH를 지원하는 기지국, 즉 노드 B(Node B)를 나타내며, 참조번호 101, 102, 103, 104는 E-DCH를 사용하고

있는 단말들을 나타낸다.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단말들(101 내지 104)은 각자 E-DCH(111, 112, 113, 114)을 통해 기지

국(110)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110)은 E-DCH를 사용하는 단말들(101 내지 104)로부터 제공된 버퍼 상태(Buffer Occupancy), 요청 데이

터 전송률 및 채널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각 단말 별로 E-DCH 데이터의 전송 가능 여부를 알려주거나 혹은 E-DCH 데이

터의 전송률을 지시하는 스케쥴링 허용 정보(Scheduling Grants)를 전송한다. 이를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이

라 칭한다. 스케쥴링은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지국의 측정 잡음증가(Noise Rise) 값이 목표 값을 넘지 않도

록 하면서 기지국에서 멀리 있는 단말들(예를 들어 103, 104)에게는 낮은 데이터 전송률을 할당하고, 가까이 있는 단말들

(예를 들어 101, 102)에게는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단말들(101 내지 104)은 상기 스케쥴링

허용 정보에 따라 E-DCH 데이터의 최대 허용 데이터 전송률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데이터 전송률로 E-DCH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향링크에서 서로 다른 단말들이 송신한 상향링크 신호들은 상호간에 동기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직교성이 없어서 상

호간에 간섭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지국이 수신하는 상향링크 신호들이 많아질수록 특정 단말의 상향링크 신호

에 대한 간섭의 양도 많아지게 되어 수신 성능이 저하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기 특정 단말의 상향링크 송신전력을

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상기 증가된 상향링크 송신전력이 다시 다른 상향링크 신호에 대해 간섭으로 작용하여 기지

국의 전체 수신 성능을 저하시킨다. 결국 기지국이 수신 성능을 보장하면서 수신할 수 있는 상향링크 신호의 전체 전력은

제한되게 된다. ROT(Rise Over Thermal)는 기지국이 상향 링크에서 사용하는 무선자원을 나타내며,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1

상기에서 I0은 기지국의 전체 수신 대역에 대한 전력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로서 기지국이 수신하는 전

체 상향링크 신호의 양을 나타낸다. N0은 기지국의 열잡음 전력 스펙트럼 밀도이다. 따라서 허용되는 최대 ROT는 기지국

이 상향 링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무선자원이 된다.

기지국의 전체 ROT는 셀간 간섭, 음성 트래픽 그리고 E-DCH 트래픽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을 사

용한다면 여러 단말들이 동시에 높은 데이터 전송률의 패킷을 전송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전체 ROT를 목표

(target) ROT로 유지하여 수신 성능을 항상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은, 특정 단말에게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말에게는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ROT가 목표 ROT 이상으

로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한다.

이러한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의 경우, 한 셀에서 E-DCH 서비스를 수행하는 단말들이 많을 때 스케쥴링 허용 정보의 시그

널링으로 인한 하향링크 시그널링의 오버헤드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말들의 수가 매우 많다면 기지국이 스케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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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허용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하향링크 전송 전력의 소모가 커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수신하

기 위한 많은 하향링크 채널코드들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셀에서 하향링크 용량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을 위한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서 하향링크의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은, 기지국이 상향링크 패킷 데

이터 서비스를 스케줄링하면서 발생하는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향링크 전송 채널을 통해서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국이 하향링크 시그널링 오버헤드

를 감소시키면서 공용 식별자와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스케줄링 허용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

한다.

본 발명은, 기지국이 하향링크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최소화 시키면서 전송하는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단말이 효과적으로

수신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의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을 위한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을 할당받는 과정과,

기지국으로부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절대 전송률 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지 혹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무시하는 과

정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와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결정된 최대 허용 전송률 이내에서 상향링크 데

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의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하는 단말 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절대 전송률 보를 수신하는 절대 전

송률 정보 수신부와,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을 위해 할당된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을 제공받으며,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지 혹은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검사기와,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을 위해 할당된 상기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을 관리하고 상기 검사기로 제공하며, 상

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를 가지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대 허용 전

송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대 전송률 정보의 수신 모드를 ON으로 설정하고,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상기 제2 단말 식별

자를 가지면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의 수신 모드를 OFF로 설정하는 제어기와,

상기 수신 모드가 ON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상대 전송률 정

보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상대 전송률 정보에 따른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의 증가 혹은 감소 명령을 상기 제어기로 전달하는 상대 전송

률 정보 식별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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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의 상향

링크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을 위한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을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단말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단말에게 통지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과, 여기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할 것을 지시하고,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최대 허용 전송

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며,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을 나타내는 절대 전송률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상기 선택된 단말 식별자를 추

가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의 상향

링크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하는 기지국 장치에 있어서,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을 위해 단말에게 할당된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을 관리하며, 상기 단말을 위한 최대

허용 전송률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단말에게 통지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 단말 식별자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스케쥴러와, 여기서 상기 제1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

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할 것을 지시하고, 상기 제2 단말 식별자는 상기 단말에게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의 변화를 나타내

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며,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을 나타내는 절대 전송률 정보를 생성하는 전송률 정보 생성기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상기 선택된 단말 식별자를 추가하는 추가기와,

상기 선택된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상기 단말로 송신하는 송신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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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주요한 특징은 WCDMA 시스템의 E-DCH 서비스와 같이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을 지원하는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서, 하향링크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가능한 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기지국이 하향링크를 통해 단말

들에게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전송하고 단말들이 상기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다.

먼저 2가지의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 방식을 설명한다. 하나는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만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전송률 스

케쥴링(Rate scheduling)이고, 다른 하나는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과 함께 단말의 송수신 시점까지 제어하는 시전송률 스

케쥴링(Time and rate scheduling)이다.

전송률 스케쥴링 방식에서, 단말은 매 전송시점(Transport Time Interval: 이하 TTI라 칭함)마다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

하며 데이터 전송률이 기지국에 의해서 제어되기 때문에, 기지국은 모든 단말들에게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매 TTI마다 알

려주어야 한다. 이때 상기 스케쥴링 허용 정보로서 데이터 전송률의 절대적인 값을 알려주면 시그널링 오버헤드가 너무 크

기 때문에, 기지국은 전송률의 절대 값 대신 전송률의 증가 또는 감소를 알려주는 상대 전송률 정보(relative grant: RG)를

시그널링한다. 일반적으로 상대 전송률 정보는 전송률의 증가(UP)/감소(DOWN)/유지(KEEP)를 나타내는 1비트의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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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여기서 유지는 불연속전송모드(Discontinuous transmission: DTX)를 의미한다. 상대 전송률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한 단말에 대해서 한 순간에 기지국이 제어할 수 있는 전송률의 변화량이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단말이 매우 높은 전송률

을 요구하는 경우, 기지국은 여러 TTI 동안 여러 번의 상대 전송률 정보를 상기 단말에게 시그널링함으로써 상기 단말의

전송률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단말이 원하는 전송률을 얻기 위한 시간 지연이 크다.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를 시그널링하는 물리 채널로는 전용 채널(Dedicated Channel)과 공용 채널(Common channel)이

있다. 전송률 스케쥴링 방식에서 모든 단말은 매 TTI마다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한다. 따라서 전용 채널을 이용하는 경

우에는 각 단말들을 식별하기 위해 단말 고유의 채널코드(channelization code)를 할당하는 코드분할 다중화(Code

Division Multiple) 또는 단말 고유의 전송시점(timing)을 할당하는 시간분할 다중화(Time Division Multiple: TDM)가 사

용될 수 있다. CDM 방식을 위한 채널코드들은 단말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서로 직교하는 특성을 갖는다.

시전송률 스케쥴링 방식에서, 단말은 스케쥴링 허용 정보로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절대 전송률 정보(absolute grant:

AG)에 따라서 E-DCH 트래픽을 전송하고,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E-DCH 트래픽을 송신하지 않는

다. 시전송률 스케쥴링 방식에서 절대 전송률 정보는 전송률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지국은 매 전송시점에서 특정

전송률을 단말에게 할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이 8kbps ~ 1Mbps의 전송률들을 지원한다면, 기지국은 한 전송시점에

서는 8kbp를 할당하고 다음 전송시점에서는 1Mbps를 할당할 수 있다. 또는 기지국은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전송하지 않

음으로써, 단말의 E-DCH 전송을 차단하거나 최소 전송률로 데이터 전송하는 자율 전송(autonomous transmission) 모드

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시전송률 스케쥴링은 전송률 스케쥴링과 달리 하나의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데

이터 전송률(Target data rate)까지 단번에 변경할 수 있으므로 스케쥴링에 따른 시간지연을 줄일 수 있다.

절대 전송률 정보(AG)는 공용 채널을 통해서 운반되고 단말 인식자(UE-id)를 이용해서 단말들에 의해 식별된다. 상기 단

말 식별자는 CRC(Cyclic Redundancy Check codes)와 같은 오류검출 정보에 마스킹되므로, 절대 전송률 정보는 단말 식

별자에 따른 고유한 CRC(이를 UE-ID_specific CRC라 칭함)와 단말에게 허용된 최대 허용 전송률의 절대값을 포함한다.

단말은 매 스케쥴링 주기마다 공용 채널을 통해 수신된 스케쥴링 허용 정보에 대해서 CRC 검사를 수행하는데, 만일 상기

단말을 위한 것이 아니면 CRC 검사에 실패하여 상기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폐기한다. 만일 CRC 검사에 성공하면, 단말은

상기 스케쥴링 허용 정보에 따라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률을 조정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국이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단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한다.

- 셀 내에서 갑자기 간섭이 증가하여 전체 RoT가 증가하는 경우

- 우선순위가 높은 단말이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요구하여 다른 많은 단말들의 전송률을 일시에 줄이는 경우

- 셀의 부하가 충분하여 많은 단말들로부터 한꺼번에 상향링크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앞서 언급한 두 스케쥴링 방식들은 모두, 한 셀에서 E-DCH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들의 수가 증가하는 상기의 경우들에

대해, 스케쥴링 허용 정보의 시그널링으로 인한 하향링크 오버헤드를 고려해야 한다. 전송률 스케쥴링 방식에서, 모든 단

말들은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코드 채널을 항상 가지고 있으므로, 단말들의 수가 증가해도 새로운 채널 코드

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시그널링해야 하는 단말들의 수가 증가하면 상대 전송률 정보의 시그널링을 위한 하향

링크 전송 전력이 커지게 된다. 시전송률 스케쥴링 방식의 경우, 한 시점에서 스케쥴링해야 하는 단말들의 수가 많아지면

새로운 채널코드들이 필요하게 되어 하향링크의 코드자원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셀에서 사용 가능한 코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셀의 하향링크 용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향링크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스케쥴링 방식으로 셀 내의 모든 단말들을 한꺼번에 시그널

링하는 공통 제어 스케쥴링(Common Control Scheduling)이 있다. 공통 제어 스케쥴링 방식은 셀 전체의 공통적인 스케

쥴링 허용 정보를 시그널링하는 방식으로, 기지국은 셀의 RoT 레벨이 E-DCH를 위한 목표 RoT 레벨보다 높으면 데이터

전송률의 감소를 지시하는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모든 단말들에게 전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률의 증가를 지시

하는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모든 단말들에게 전송한다. 공통 제어 스케쥴링 방식은 적은 시그널링 채널과 전송 전력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감소시키지만, 각 단말들을 우선순위나 서비스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QoS에 따라

개별적으로 스케쥴링할 수 없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공용 시그널링 방식과 전용 스케쥴링 방식을 혼용하여 전송한다.

즉, 기지국은 매 스케쥴링 주기에서 각 단말의 요청 데이터 전송률 및 단말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각 단말의 전송률을 결정

하고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송할지 결정한다. 상기 스케쥴링 허용 정보는 전용 시그널링 방식을 사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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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공용 시그널링 방식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단말은 먼저 전용 채널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전용 스케쥴링 허용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해당 단말에게 송신된 전용 스케쥴링 허용 정보가 없으면 공용채널을 통해서 공용 스

케쥴링 허용 정보를 읽게 된다.

도 2a와 도 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단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송률을 지시하는 경우와 일부 단말들에게

공통적으로 전송률을 지시하는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 예로서 절대 전송률 정보(AG)를 전송하는 경우를 도

시하였다.

도 2a를 참조하면, 기지국(201)은 E-DCH 데이터 전송을 스케쥴링하기 위해 E-AGCH(Enhanced uplink Absolute Grant

Channel)(202)을 통해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한다. 이때 E-DCH를 가지는 5개의 단말들 UE1(203) 내지 UE5(207)가

존재하므로 상기 E-AGCH(202)는 고유한 채널코드들 또는 시간구간을 가지는 개별적인 5개의 채널들 E-AGCH1 내지

E-AGCH5로 구분된다. 한다. 매 스케쥴링 주기에서 기지국(201)은 UE1(203) 내지 UE5(207)를 위한 전송률들을 결정하

고, 각각의 전송률을 지시하는 절대 전송률 정보들을 UE1(203) 내지 UE5(207) 각각을 위한 개별적인 채널들 E-AGCH1

내지 E-AGCH5를 통해 전송한다. 따라서 이 경우 매 전송시점마다 각각의 절대 스케쥴링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최대 5개

의 채널들이 필요하다.

만일 우선순위가 높은 한 단말, 예를 들어 UE5(207)가 높은 전송률을 요구하는 경우, 기지국(201)은 UE5(207)에게는 높

은 전송률을 할당하지만, 다른 단말들 UE1(203) 내지 UE4(206)에게는 공통적으로 낮은 전송률을 할당한다. 이러한 경우

상기 단말들 UE1(203) 내지 UE4(206)에게로 전송되는 스케쥴링 허용 정보는 모두 동일하므로, 상기 일부 단말들(203 내

지 206)에 대해 공용 시그널링 방식이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를 도 2b에 도시하였다.

도 2b를 참조하면, 기지국(201)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UE5(207)에게는 전용 시그널링 채널인 E-AGCH5(215)를 통

해 높은 전송률을 할당하고, 나머지 UE1(203) 내지 UE4(206)에게는 공용 시그널링 채널인 E-AGCH(209)을 통해서 일

괄적으로 낮은 전송률을 할당한다. 이와 같이 일부 단말들(203 내지 206)에게 전송률을 일괄적으로 알려주면 동시에 전송

해야 하는 채널들의 수는 도 2a의 5개에 비하여 2개로 줄어든다.

하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1 실시예>>

할당된 전송률의 절대값을 전달하여 단말의 상향링크 전송률을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무선망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는 각 단말에게 공용 식별자(common UE-ID)와 전용 식별자(dedicated UE-ID)를 할당하고, 기지국은

필요에 따라서 각 단말에게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하거나 공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향상된 상향링크 공용 제어 채널인 E-AGCH

(Enhanced uplink Absolute Grant Channel)의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절대 전송률 정보(AG)(302)는 할당된 최대 허용 전송률의 절대값을 담고 있으며, CRC 필드(304)는 단

말 식별자(UE-id)로 마스킹된 CRC를 담고 있다. 상기 CRC(304)는 특정 단말 식별자에 의해 마스킹되므로, 상기 절대 전

송률 정보(302)는 상기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단말에 의해서만 복호되고 다른 단말 식별자를 가지는 단말에서는 CRC 에

러로 인해 무시된다. 상기 CRC 필드(304) 대신에 상기 특정 단말 식별자가 포함될 수 있다.

단말이 E-AGCH를 통해 자신에게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위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UE-ID로 마스킹된 CRC를 이용한 CRC 체크 방법이다. 둘째로, CRC는 공통으로 사용하되 E-AGCH 데이

터에 UE-ID를 삽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말은 CRC 체크를 통해 에러 없는 E-AGCH 데이터를 얻은 후, 상기 E-AGCH

데이터를 읽고 UE-id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에게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인지를 판단한다.

한 단말의 E-DCH 통신이 시작될 때, 무선망 제어기는 상위 계층 시그널링을 통해 상기 단말에게 공용 시그널링을 위한 공

용 식별자와 전용 시그널링을 위한 전용 식별자를 모두 할당한다. 이때 무선망 제어기는 기지국의 스케쥴링 방식과 단말의

E-DCH 서비스 종류 등과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셀 내의 모든 단말들에게 하나의 공용 식별자를 설정하거나, 또는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구분되는 단말들의 그룹별로 공용 식별자들을 설정한다. 이러한 상위계층 시그널링을 통해서 한 셀의 일부

또는 전체 단말들에게 공용 식별자들을 설정하면, 기지국은 스케쥴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기 공용 식별자들을 바탕

으로 공용 시그널링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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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단말 식별자들 외에, 기지국이 단말들의 송수신 동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선망 제어기는 시그널링하는 공용 제어(common control)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려주는 공용 제어 식별자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즉, RNC는 각 기지국의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하기 <표 1>과 같이 UE-id들을 할당한다.

[표 1]

ID 종류 포함된 정보 설명

전용 UE-ID 절대 전송률 기지국이 특정 단말의 전송률만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

공용 UE-ID 절대 전송률 기지국이, 모든 단말들 혹은 단말 그룹의 전송률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

공용 제어 UE-ID 공용 제어 정보 기지국이, 공용 제어 ID가 할당된 단말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

여기서, 공용 제어정보는 단말의 E-DCH 송신을 위한 스케쥴링 허용 정보가 아니라 기지국의 상황에 맞추어 단말의 동작

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일 예로서 하기 <표 2>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하기 <표 2>는 공용 제어 정보가 5비트인 경우,

공용 제어 정보의 필드 값에 따른 제어 내용의 일 예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필드 값 이름 제어내용

00000 ONLY_MINSET_ID 모든 단말들의 전송률을 가장 낮은 전송률로 낮출 것을 지시

00001 REQ_NOT_ALLOWED
셀의 로드가 많아서 스케쥴링 할 수 없으므로 전송률 요구를 전송하

지 말 것을 지시

00010 DATA_RATE_SCALE_DOWN 모든 단말들의 전송률을 한단계씩 낮출 것을 지시

00011 DATA_RATE_SCALE_UP 모든 단말들의 전송률을 한단계씩 높이도록 지시

00100 DATA_RATE_SCALE_TWO DOWN 모든 단말들의 전송률을 두단계씩 낮추도록 지시

00001 DATA_RATE_SCALE_TWO UP 모든 단말들의 전송률을 두단계씩 높이도록 지시

하기 <표 3>은 전용 UE-ID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절대 전송률 정보의 구조이다.

[표 3]

이름 제어내용

E-TFI 적용해야 하는 전송률

Validity duration_indicator
절대 전송률 정보가 해당 TTI에만 유효한지 혹은 다음 절대 전송률 정보의 수신시까지

유효한지를 알려줌

ALL_Process_indicator 상기 전송률을 해당 TTI에만 적용할지 혹은 모든 HARQ 프로세스에 적용할지를 알려줌

하기 <표 4>는 공용 UE-ID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절대 전송률 정보의 구조이다.

[표 4]

이름 제어내용

E-TFI 적용해야 하는 전송률

All_UE_indicator
절대 전송률 정보를 모든 단말들에게 적용할지 혹은 일부 특정 단말들에게만 적용할지 여부

를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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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4>와 같이 구성되는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한 단말은 ALL_UE_indicator에 따라 상응하는 동작을 취한다. 이

때, 단말이 상기 ALL_UE_indicator를 해석하는 방법은 하기 <표 5>와 같이 정의된다.

[표 5]

ALL_UE_indicator 제어내용

0 이전에 데이터 전송이 없었던 단말들만 주어진 전송률을 적용한다.

1 공용 UE-ID가 설정된 모든 단말들에 주어진 전송률을 적용한다.

기지국은 매 스케쥴링 주기에서 E-DCH 서비스를 위해 통신하고 있는 단말들의 절대 전송률 정보와 시그널링 방식을 결정

한다. 여기서 시그널링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따라서 정해진다. 일 실시예로서 기지국은 한 셀에

서 같은 절대 전송률 정보를 가진 단말들의 수가 소정 개수 이상인 경우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공용 시그

널링 방식을 선택한다. 다른 실시예로서 기지국은 특정 단말 그룹에게 동일한 절대 전송률 정보를 할당하고, 상기 단말 그

룹에게 공용 시그널링 방식을 이용하여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하기로 결정한다. 나머지 단말들을 위해서는 전용 시

그널링 방식을 선택한다.

여기서 특정 단말 그룹이라 함은 유사한 상태 정보를 보고하는 단말들이나, 동일한 QoS를 가지는 단말들, 혹은 동일한 서

비스 종류 등에 따른 단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즉 기지국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단말 그룹을 먼저 설정하고, 상기 단말 그룹

에 대해 절대 전송률 정보를 결정한 다음 공용 시그널링 방식을 이용하여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절대

전송률 정보와 시그널링 방식이 결정되면, 기지국은 상기 결정된 시그널링 방식에 따라 전용 혹은 공용 UE-ID로 마스킹된

CRC를 상기 결정된 절대 전송률 정보와 함께 전송한다.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공용 UE-ID와 전용 UE-ID 및 공용 제어 UE-ID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기지국이

상기 단말에게 공용 UE-ID 및 전용 UE-ID를 이용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하고, 또한 공용 제어 UE-ID를 통해서 공

용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UE-ID들에 대해 수신 우선순위를 정하여 동작한다. 즉, 기지국이 단말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 시그널링하는 공용 제어 정보는 위급한 상황에서 단말의 송신 동작을 제어하는 경우에 사용되므

로, 단말은 절대 전송률 정보를 알려주는 UE-ID들보다 먼저 공용 제어 UE-ID를 이용하여 공용 제어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도 4를 참조하면, 402단계에서 상기 단말은 E-AGCH를 통해 전송되는 E-AGCH 데이터를 수신한다. 단말은 404단계에

서 먼저 공용 제어 UE-ID를 이용해서 상기 E-AGCH 데이터를 CRC 체크하고, 406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CRC 체크에 성

공하였는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단말은 상기 E-AGCH 데이터를 시그널링 정보와 마스킹된 CRC로 구분하고, 상기 마

스킹된 CRC를 상기 공용 제어 UE-ID로 역마스킹하여 원래의 CRC를 획득한 후, 상기 원래의 CRC에 의해 상기 시그널링

정보의 오류 유무를 검사한다. 상기 CRC체크가 성공하였으면 상기 E-AGCH 데이터가 공용 제어정보를 포함함을 의미하

므로, 408단계에서 단말은 상기 E-AGCH 데이터의 공용 제어 정보를 해석한다.

상기 408단계에서의 확인 결과 상기 공용 제어 정보가 전송률을 한단계씩 낮추거나 최소 전송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송신 제한 정보인 경우, 단말은 41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공용 제어 정보에 따라서 E-DCH의 전송률을 제한한다. 이때, 단

말은 전용 UE-ID 또는 공용 UE-ID를 통한 절대 전송률 정보의 수신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406단계에서 공용

제어 UE-ID에 따른 CRC체크가 실패하였거나 상기 408단계에서 확인한 공용 제어정보가 송신 제한 정보와 상관없는 정

보(예를 들어 전송률 요구)인 경우, 단말은 410단계로 진행하여 전용 UE-ID를 이용하여 상기 E-AGCH 데이터의 CRC 체

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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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단계에서 상기 CRC 체크 결과를 확인하여, 전용 UE-ID를 이용하여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가 존재할 경우, 416단계

에서 단말은 E-DCH의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데이터 전송률로 갱신하고, 426단계로 진

행하여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의 범위 내에서 E-DCH 데이터를 전송할 실제 전송률을 결정한다. 상기 실제 전송률은, 단말

이 전송할 데이터의 양과 단말 상태 정보를 참고하여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 이내에서 선택된다.

반면 상기 414단계에서 CRC체크가 실패한 경우 즉, 전용 UE-ID를 이용하여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단말은 418단계로 진행하여 공용 UE-ID를 이용하여 상기 E-AGCH 데이터의 CRC를 체크한다. 420단계에서의 확

인 결과 상기 CRC체크가 성공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획득했을 경우, 422단계에서 단말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따라

최대 허용 전송률을 갱신하고 상기 426단계로 진행하여 실제 전송률을 결정한다. 이때 상기 전송률은 단말이 전송할 데이

터의 양과 단말 상태 정보를 참고하여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 이내에서 선택된다. 한편, 상기 420단계에서 CRC체크가 실

패했을 경우 단말은 424단계로 진행하여 E-DCH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거나 또는 자율 전송모드(autonomous

transmission mode)로 동작하게 된다.

상기 422 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상기 422단계에서 단말은 먼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포함된

ALL_UE_indicator를 읽는다. 상기 ALL_UE_indicator가 1이면 모든 단말이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적용받음을 의미하

므로, 단말은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공용 UE-ID를 통해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데이터 전송률로 갱신한

다. 반면 ALL_UE_indicator가 0이면, 422단계에서 단말은 이전에 데이터 전송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에 데이

터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공용 UE-ID를 통해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에 포함된 E-TFI가

나타내는 전송률로 설정한다. 도시하지 않을 것이나 상기 422단계에서 만일 이전 데이터 전송이 있었을 경우, 단말은 상기

424단계로 진행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송신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기지국의 송신장치는 E-AGCH 데이터

를 전송한다.

도 5를 참조하면, 스케줄러(502)는 RNC로부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을 위한 전용 UE-ID 및 공용 UE-ID를

할당받아 저장하고 있으며, E-DCH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단말에게 최대 허용 전송률을 할당한다. 여기서 상기 스케

쥴러(502)는 상기 단말이 보고한 버퍼상태와 전력상태 및 셀의 RoT 레벨을 바탕으로 상기 단말의 최대 허용 전송률을 할

당하고, 또한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에 따라 시그널링 방식을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시그널링 방식에 따른 단말 식별자

(UE-ID), 즉 전용 UE-ID 또는 공용 UE-ID를 CRC 생성기(504)에게 전달한다. 예를 들어 상기 스케줄러(502)는 상기 할

당된 최대 허용 전송률과 동일한 최대 허용 전송률을 할당받은 단말들의 수가 소정 개수 이상이면 공용 시그널링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결정하여 공용 UE-ID를 상기 CRC생성기(504)로 전달한다. 다른 경우 상기 스케줄러(502)는 특정 그룹의

단말들에게 동일한 전송률들을 할당하고, 상기 그룹의 단말들에 대해 공용 시그널링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결정한다.

전송률 정보 생성기(506)는 상기 할당된 최대 허용 전송률에 따른 절대 전송률 정보를 생성하며, CRC 생성기(504)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대해, 상기 전달된 전용 UE-ID 또는 공용 UE-ID로 마스킹된 CRC를 생성한다. CRC 추가기(508)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상기 마스킹된 CRC를 추가한다. 상기 마스킹된 CRC는 상기 UE-ID를 포함하게 되므로 단말 특

정 CRC(UE_ID-specific CRC)라고도 칭한다. 상기 마스킹된 CRC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호화기(510)를 거쳐 부호화된 후 변조기(512)에 의해 변조되고, 확산기(514)에 의해 E-AGCH의 채널코드 CAG로 확산

되어 E-AGCH 데이터가 된다. 다중화기(516)는 상기 E-AGCH 데이터를 다른 채널들의 확산된 데이터와 다중화하여 전

송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수신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단말의 수신장치는 E-AGCH 데이터를 수

신한다. 여기에서는 공용 제어 UE-ID를 제외하고,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의 구조만을 도시하였다.

도 6을 참조하면, 수신신호는 역확산기(612)에 의해 E-AGCH의 채널코드 CAG로 역확산되고, 복조기(610)에 의해 복조된

후 복호기(608)에 의해 복호되어 CRC 검출기(606)로 입력된다. 상기 CRC 검출기(606)는 상기 복호된 데이터에서 마스킹

된 CRC를 추출하여 CRC 검사기(614)로 전달한다. CRC 검사기(614)는 E-DCH 제어기(602)로부터 단말의 전용 UE-ID

와 공용 UE-ID를 모두 전달받으며, 매 스케쥴링 주기마다 먼저 상기 전용 UE-ID를 가지고 상기 마스킹된 CRC를 역마스

킹하여 상기 복호된 데이터에 대한 CRC 검사를 수행하고, 상기 CRC 검사결과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용 UE-ID를 가

지고 상기 마스킹된 CRC를 역마스킹하여 상기 복호된 데이터에 대한 CRC 검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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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검사기(614)는 상기 UE-ID들에 의한 CRC 결과를 판별하여 상기 CRC 검출기(606)로 전달한다. CRC 검출기(606)

는 어느 하나의 UE-ID로라도 CRC 검사에 성공한 경우 상기 복호된 데이터 중 상기 마스킹된 CRC를 제외한 나머지인 절

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률 정보 판단기(604)로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복호된 데이터를 폐기한다. 이때 상기

CRC 검출기(606)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전용 UE-ID에 의해 해석되었는지 혹은 공용 UE-ID에 의해 해석되었는지

를 상기 전송률 정보 판단기(604)로 제공한다. 전송률 정보 판단기(604)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전용 UE-ID에 관련

된 것인지 혹은 공용 UE-ID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로부터 최대 허용 전송률을 갱신하고, 상기 갱

신된 최대 허용 전송률을 E-DCH 제어기(602)로 전달하여 E-DCH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용되도록 한다.

<<제2 실시예>>

상향링크 전송률을 증가(UP), 감소(DOWN) 또는 유지(KEEP)시키는 상대 전송률 정보(RG)를 전달하여 단말의 상향링크

전송률을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무선망 제어기는 단말들에게 공용 코드와 전용 코드를 할당하며, 기지국은 필요에 따라서

각 단말에게 전용 코드를 이용하여 상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하거나 공용 코드를 이용하여 상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한다.

무선망 제어기는 직교코드들을 단말들에게 할당함에 있어서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상위계층 시그널링을

통해서 전용 코드와 공용 코드를 모두 설정한다. 이때, 무선망 제어기는 각 셀들의 모든 단말들에게 하나의 공용 코드를 설

정하거나,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구분되는 한 그룹의 단말들에게 하나의 공용 코드를 설정한다. 또한 단말들은 기본적으

로 전용코드를 가진다. 여기서 상기 단말 그룹은 유사한 상태 정보를 보고하는 단말들이나, 동일한 QoS를 가지는 단말들,

혹은 동일한 서비스 종류를 가지는 단말들 등이 될 수 있다.

기지국은 매 스케쥴링 주기에서 E-DCH 서비스를 위해 통신하고 있는 단말들의 상대 전송률 정보와 시그널링 방식을 결정

한다. 여기서 시그널링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따라서 정해진다. 일 실시예로서 기지국은 증가/감

소/유지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공용 시그널링 방식으로 결정한다. 다른 실시예로서 기지국은

셀 내의 특정 단말 그룹의 전송률들을 일괄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공용 시그널링 방식을 선택하고 나머지 단말

들을 위해서는 전용 시그널링 방식을 선택한다. 상대 전송률 정보와 시그널링 방식이 결정되면, 기지국은 상기 결정된 시

그널링 방식에 따른 직교코드로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를 확산하여 전송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전용 코드와 공용 코드를 할당

받는다.

도 7을 참조하면, 702단계에서 단말은 매 스케쥴링 주기에서 직교코드로 확산된 상대 전송률 정보를 포함하는 E-RGCH

(Enhanced uplink Dedicated Channel-Relative Grant channel) 데이터를 수신한다. 704단계에서 단말은 먼저 전용 코

드를 이용하여 상기 E-RGCH 데이터를 해석하여 상대 전송률 정보를 획득하고 706단계에서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를 판

별한다. 이때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는 하기 <표 6>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표 6]

값 종래 기술 본 발명

+1 증가(UP) 증가(UP)

0 유지(KEEP) 공용 시그널링 정보 수신

-1 감소(DOWN) 감소(DOWN)

상기 706단계에서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가 증가(+1) 또는 감소(-1)일 경우, 708단계에서 단말은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

에 따라 E-DCH의 최대 허용 전송률을 소정 값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반면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가 0인 경우, 710단

계에서 단말은 공용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E-RGCH 데이터를 다시 해석하여 상대 전송률 정보를 획득하고, 712단계에서

상기 공용 코드로 해석된 상대 전송률 정보를 판별한다. 상기 714단계에서 단말은 상기 712단계의 판별에 따라 E-DCH의

최대 허용 전송률을 증가, 감소 또는 유지한다. 즉 단말은 공용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한 상대 전송률 정보가 +1이면 최대

허용 전송률을 증가시키고, -1이면 감소시키며, 0이면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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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송신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기지국의 송신장치는 E-RGCH 데이터

를 전송한다.

도 8을 참조하면, 스케줄러(802)는 E-DCH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단말에게 최대 허용 전송률을 할당한다. 상기 스케

줄러(802)는 상기 단말이 보고한 버퍼상태와 전력상태 및 셀의 RoT 레벨을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최대 허용 전송률을 할

당하고, 상기 할당된 최대 허용 전송률에 따라 시그널링 방식을 결정한다. RG(Relative Grant) 정보 생성기(804)는 상기

할당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단말의 현재 최대 허용 전송률과 비교하여, +1,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상대 전송률

(RG)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는 변조기(806)에 의해 변조된다. 한편 RG 코드 제어기(814)는 상기 스케줄

러(802)에 의해 결정된 시그널링 방식에 따라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를 위한 직교코드를 선택한다. 상기 직교코드는 공용

시그널링 방식의 경우 공용 코드로 선택되고, 전용 시그널링 방식의 경우 전용 코드로 선택된다.

상기 변조된 상대 전송률 정보는 곱셈기(808)에 의해 상기 선택된 직교코드 SRG와 곱해진 후, 확산기(810)에 의해 E-

RGCH의 채널코드 CRG로 확산되어 E-RGCH 데이터가 된다. 다중화기(812)는 상기 E-RGCH 데이터를 다른 채널들의 확

산된 데이터와 다중화하여 전송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수신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단말의 수신장치는 E-RGCH 데이터를 수

신한다.

도 9를 참조하면, 수신신호는 역확산기(910)에 의해 E-RGCH의 채널코드 CRG로 역확산되고, 곱셈기(908)에 의해 소정

직교코드 SRG와 곱해진 후 복조기(906)에 의해 복조되어 RG 정보 식별기(904)로 입력된다. RG 코드 제어기(912)는 E-

DCH 제어기(902)로부터 단말의 전용 코드와 공용 코드를 모두 전달받으며, 매 스케쥴링 주기마다 먼저 상기 전용 코드를

곱셈기(908)로 설정하고, 상기 전용 코드로 해석된 상대 전송률 정보가 '유지'가 아니면 공용 코드를 역확산기(908)로 설

정한다.

상기 RG 정보 식별기(904)는 상기 전용 코드로 해석된 상대 전송률 정보의 값이 '유지('0')'인지를 판별하고, 만일 '유지'가

아니면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에 따른 증가 또는 감소 명령을 E-DCH 제어기(902)로 전달한다. E-DCH 제어기(902)는 상

기 증가 또는 감소 명령에 따라 현재의 최대 허용 전송률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 후, 상기 변경된 최대 허용 전송률의 범위

내에서 E-DCH 전송률을 결정한다.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가 전용 코드를 가지고 해석되었고 그 값이 '유지'이면, 상기 RG 정보 식별기(904)는 RG 코드 제어

기(912)에게 공용 코드를 설정할 것을 요청한다. 상기 RG 코드 제어기(912)는 상기 요청에 따라 곱셈기(908)에 공용 코드

를 설정한다. 곱셈기(908)는 동일한 E-RGCH 데이터를 상기 공용 코드와 다시 곱하여 복조기(906)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곱셈기(908)에 의해 공용 코드와 곱해지고 상기 복조기(906)에 의해 복조되어 얻어진 새로운 상대 전송률 정보가 상

기 RG 정보 식별기(904)로 입력되며, E-DCH 제어기(902)는 상기 RG 정보 식별기(904)에 의한 상기 새로운 RG 정보의

식별결과에 따라 현재의 최대 허용 전송률을 증가, 유지 또는 감소시킨다.

<<제3 실시예>>

제3 실시예는, 앞서 언급한 제1 실시예에서와 같이 동작하는 단말이,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운반하는 향상된 상향링크 공

용 제어 채널인 E-SGCH(Enhanced - Scheduling Grant Channel)를 수신할 때 CRC 체크를 통해서 스케쥴링 허용 정보

와 공용 제어 정보를 구별하지 않아도 되도록, 스케쥴링 허용 정보와 공용 제어 정보를 구별 짓는 인식자를 사용한다.

제1 실시예에서 단말이 CRC 체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용 UE-ID와 공용 UE-ID 및 공용제어 UE-ID 등 비교적 많은

UE-ID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실제 매 TTI별로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읽어야 하는 단말에게 수신 동작의 복잡

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3 실시예는, E-SGCH 데이터의 헤더부분에 스케쥴링 허용 정보인지 공용

제어 정보인지를 나타내는 인식자를 삽입하여 CRC 체크 동작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이하,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E-SGCH 데이터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 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참조부호 1000은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이하 '스케쥴링 데이터'라 칭함)의 구조이고,

참조부호 1010은 공용 제어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이하, '공용 제어 데이터'라 칭함)의 구조이다. 상기 스케쥴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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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는 D/C(Dedicated or Common indicator)(1002)와 스케쥴링 허용 정보(1004)와 UE-ID를 가지는 CRC(1006)로

구성되고, 상기 공용 제어 데이터(1010)는 D/C(1012)와 공용 제어 정보(1014)와 UE-ID를 가지지 않는 CRC(1016)로 구

성된다.

상기 D/C들(1002, 1012)은 해당 데이터가 스케쥴링 허용 정보인지 공용 제어 정보인지를 나타낸다. 일 예로 ' 0'은 공용

제어 정보를 나타내고, '1'은 절대 전송률 정보를 나타낸다. 상기 스케쥴링 허용 정보(1004)는 각 단말 또는 여러 단말들에

게 할당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지시한다. 상기 UE-ID를 가지는 CRC(1006)는 전용 또는 공용으로 할당된 UE-ID를 이용

하여 마스킹된 CRC이다. 상기 공용 제어 정보(1014)는 기지국이 단말의 동작을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상기

UE-ID를 가지지 않는 CRC(1016)는 어떠한 UE-ID로도 마스킹되지 않은 일반적인 CRC이다.

제3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수신된 E-SGCH 데이터에 포함된 D/C를 이용하여, 상기 D/C 이후에 스케쥴링 허용 정

보(1004)가 이어지는지 혹은 공용 제어 정보(1014)가 이어지는지 판단한다. 상기 판단 결과 상기 D/C가 스케쥴링 허용 정

보(1004)를 나타내는 경우, 상기 단말은 UE-ID를 가지는 CRC(1006)를 이용하여 상기 스케쥴링 허용 정보(1004)에 대해

CRC 검사를 한다. 이때 단말은 먼저 전용 UE-ID를 이용하여 CRC 검사를 수행하고 다음으로 공용 UE-ID를 이용하여

CRC 검사를 수행한다. 또한 상기 판단 결과 상기 D/C가 공용 제어 정보(1014)를 나타내는 경우, 상기 단말은 UE-ID를 가

지지 않는 CRC(1016)를 이용하여 상기 공용 제어 정보(1014)에 대해 CRC 검사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D/C는 CRC 체

크 이전에 해석된다.

이후, 단말은 상기 스케쥴링 허용 정보를 해석하여 E-DCH의 최대 허용 전송률을 결정하거나, 혹은 상기 공용 제어 정보를

해석한다.

<<제4 실시예>>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에 따라 단말의 상향링크 전송률을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E-DCH를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송률

을 지시하기 위해서 절대 전송률 정보(AG)를 전송하는 채널과 상대 전송률 정보(RG)를 전송하기 위한 채널이 동시에 설정

되어 있는 경우, 스케쥴러는 단말의 전송률을 두 단계 이상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대 전송률 정

보를 전송하고, 한 단계만을 증가/감소시키거나 또는 유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한다.

제4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각 단말에게 공용 UE-ID(common UE-id)와 전용 UE-ID(dedicated UE-id)를 할당한다. 그리

고 기지국은 필요에 따라서 상기 단말에게 전용 UE-ID를 이용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하거나 공용 UE-ID를 이용하

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한다.

제4 실시예에서 전용 UE-ID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절대 전송률 정보의 구조는 제1 실시예에서의 <표 3>과 동일하다. 반

면 제4 실시예에서 공용 UE-ID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절대 전송률 정보의 구조는 E-TFI가 나타내는 전송률까지 최대 허

용 전송률을 단계적으로 변경시킬지, 단번에 변경시킬지를 알려주는 인식자를 포함한다.

하기 <표 7>은 공용 UE-ID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절대 전송률 정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이름 제어내용

E-TFI 적용해야 하는 전송률

All_UE_indicator
절대 전송률 정보를 모든 단말들에게 적용할지 혹은 일부 특정 단말들에게만 적용할지 여부

를 알려줌

Ramping_indicator
주어진 전송률까지 단번에 증가시키고 RG를 수신할지 혹은 주어진 전송률까지 서서히 증가

시키고 RG를 수신하지 않을지 여부를 알려줌

상기 <표 7>에서 ALL_UE_indicator는 하기 <표 8>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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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ALL_UE_indicator 제어정보

0 이전에 데이터 전송이 없었던 단말들만 주어진 전송률을 적용한다.

1 공용 UE-ID가 설정된 모든 단말들에 주어진 전송률을 적용한다.

상기 <표 7>에서 Ramping_indicator는 하기 <표 9>과 같이 정의된다.

[표 9]

Ramping_indicator 제어정보

0 주어진 전송률까지 단번에 증가시키고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함

1 주어진 전송률까지 서서히 증가시키고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음

제4 실시예에서 단말이 전용 UE-ID를 이용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구체적인 동작은 제1 실시예의 경우와

동일하다. 반면 공용 UE-ID를 이용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단말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포함된

Ramping_indicator에 따라 E-TFI가 나타내는 전송률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허용 전송률을 변경하거나 단번에 변경한다.

또한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포함된 ALL_UE_indicator에 따라 이전에 데이터 전송이 없었던 경우에만 상기 E-TFI를

적용하거나 혹은 항상 E-TFI를 적용한다.

복수개의 단말들이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여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목표 전송률까지

단번에 증가시키게 되면, 큰 간섭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용 UE-ID를 가지는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한 단말

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포함된 Ramping_indicator에 따라, 최대 허용 전송률을 목표 전송률까지 여러 TTI 에 걸쳐

서 단계적으로 데이터 전송률을 변경함으로써 간섭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공용 UE-ID를 가지는 절대 전송률 정보

가 나타내는 목표 전송률이 현재 최대 허용 전송률보다 낮은 경우, 단말은 상기 목표 전송률까지 최대 허용 전송률을 단번

에 감소시킨다.

단말이 공용 UE-ID를 가지는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여 목표 전송률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상대 전송률 정보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공용 UE-ID로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단말은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거나, 수신한 상대 전송률 정보를 폐기한다. 반면 전용 UE-ID로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한 경우, 단말

은 목표 전송률까지 최대 허용 전송률을 단번에 증가시킨 후 다음 전송 시점(TTI)에서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여 최대

허용 전송률을 갱신한다.

하기에서 제4 실시예의 바람직한 동작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 전송률 정보의 구조와 기지국의 동작 및 단말의 동작

을 기술하기로 한다.

제4 실시예에서 절대 전송률 정보를 포함하는 E-AGCH 데이터의 구조는 앞서 언급한 도 3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앞부분

의 절대 전송률 정보(302)는 할당된 최대 허용 전송률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뒷부분의 UE-ID를 가지는 CRC(304)는 공용

채널을 통해 전송된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302)가 적용되는 단말을 CRC 체크를 통해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상기

CRC(304)로 인해 단말은 기본적으로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302)의 에러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UE-ID를 가지는

CRC(304)는 UE-ID로 마스킹되어 있어서 다른 UE-ID를 가진 단말의 CRC 체크에서는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해

당 UE-ID를 할당받은 단말만이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302)를 얻게 된다.

단말이 E-AGCH를 통해 자신에게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E-ID로 마스킹된 CRC를 이용한 CRC 체크 방법을 통해서 각 단말에게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를 구

별하는 것이다. 둘째로, UE-ID로 마스킹되지 않은 CRC를 사용하되 상기 E-AGCH 데이터에 UE-ID를 추가로 삽입한다.

이런 경우 단말은 CRC 체크를 하여 에러 없는 E-AGCH 데이터를 얻은 후 상기 E-AGCH 데이터의 UE-ID를 확인하여 자

신에게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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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공통 시그널링과 전용 시그널링 방식을 동시에 사용함에 있어서,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RNC는 E-DCH를 설정하고자 하는 단말들에게 공용 UE-ID와 전용 UE-ID를 상위 계층 시그널링 통해서 부여한

다. 또한 스케줄링을 위한 상기 공용 UE-ID와 전용 UE-ID 외에 기지국이 단말의 송수신 동작을 제한하기 위한 공용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공용 제어 UE-ID가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

RNC는 기지국의 스케쥴링 방식과 단말의 E-DCH 서비스 종류 등과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셀 내의 모든 단말들에게 동일

한 공용 UE-ID를 설정하거나 혹은 일부 단말들을 포함하는 단말 그룹 별로 공용 UE-ID를 할당할 수 있다. 여기서 단말

그룹은, 유사한 상태 정보를 보고하는 단말들이나, 동일한 QoS를 가지는 단말들, 혹은 동일한 서비스 종류 등 가지는 단말

들이 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지국 스케쥴러는 매 스케쥴링 주기에서 각 단말의 절대 전송률 정보와 시그널링 방식을 결정한다. 시그널링 방식을 결정

하는 기준은 시스템 설계 및 기지국 스케쥴러의 구현에 따라서 정해진다. 일 실시예로서 기지국은 한 셀에서 동일한 절대

전송률 정보를 가진 단말들의 수가 소정 개수 이상인 경우,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공용 시그널링 방식을

선택한다. 다른 실시예로서 기지국은 특정 단말 그룹에 속한 단말들에게 동일한 절대 전송률 정보를 할당하고, 상기 단말

그룹에게 공용 UE-ID를 통해 tkdrl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하기로 결정한다. 또는 셀의 로드가 적고 스케쥴링 하고자 하

는 단말들의 수가 적은 경우, 기지국은 공용 UE-ID를 사용하여 상기 셀의 모든 단말들에게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할 수

도 있다. 절대 전송률 정보와 시그널링 방식이 결정되면 기지국은 전용 혹은 UE-ID로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대한 CRC

를 마스킹하여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와 함께 전송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1102단계에서 단말은 매 스케쥴링 주기에 맞추어 E-AGCH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단말은 1104단계

에서 먼저 공용 제어 UE-ID를 이용해서 상기 E-AGCH 데이터를 CRC 체크하고, 1106 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CRC 체크

에 성공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CRC체크가 성공하였으면 상기 E-AGCH 데이터가 공용 제어정보를 포함함을 의미하

므로, 1108 단계에서 단말은 상기 E-AGCH의 공용 제어 정보를 해석한다.

상기 1108단계에서 확인 결과, 상기 공용 제어 정보가 전송률을 한 단계씩 낮추거나 최소 전송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송신 제한 정보인 경우, 단말은 111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공용 제어 정보에 따라서 E-DCH의 전송률을 제한한다. 이때,

단말은 전용 UE-ID 또는 공용 UE-ID를 통한 절대 전송률 정보의 수신을 시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1106 단계에서

CRC체크가 실패하였거나 상기 1108 단계에서 확인한 공용 제어 정보가 송신 제한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예를 들어 전송

률 요구)인 경우, 단말은 1110단계로 진행하여 전용 UE-ID를 이용하여 상기 E-AGCH 데이터의 CRC 체크를 수행한다.

1114단계에서 상기 CRC 체크 결과를 확인하여, 전용 UE-ID를 이용하여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가 존재할 경우, 1116

단계에서 단말은 E-DCH의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데이터 전송률로 갱신하고, 1126단계

로 진행하여 다음 TTI에서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상대 전송률 정보(RG) 수신 모드를 ON으로 설정한다. 반

면 상기 1114 단계에서 CRC 체크에 실패한 경우, 즉 상기 전용 UE-ID를 이용하여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단말은 1118단계로 진행하여 공용 UE-ID를 이용하여 상기 E-AGCH 데이터의 CRC를 체크한다. 1120단계에

서 상기 CRC 체크가 성공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획득하면, 1122단계에서 단말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따라 최대 허

용 전송률을 갱신하고, 1128 단계로 진행하여 다음 TTI 부터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도록 RG 수신 모드를 OFF

로 설정한다.

상기 1122 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상기 1122 단계에서 단말은 먼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포함

된 ALL_UE_indicator를 확인한다. 상기 ALL_UE-indicator 가 1이면 모든 단말들에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적용됨을

의미하므로, 단말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전송률(전송률_AG라 칭함)로 최대 허용 전송률를 갱신하고 상기

1128단계로 진행한다. 반면 상기 ALL_UE_indicator가 0인 경우, 단말은 이전에 데이터 전송을 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

여, 이전에 데이터 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전송률_AG로 최대 허용 전송률를 갱신하

고 상기 1128단계로 진행한다. 도시하지 않을 것이나 상기 1122단계에서 만일 이전 데이터 전송이 있었다면, 단말은

1124단계로 진행하여 이전 최대 허용 전송률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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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1122단계에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증가시키는 경우, 단말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포함된 램핑 지시자

(Ramping_indicator)를 확인한다. 상기 램핑 지시자가 0으로 셋팅되어 있으면 단말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포함된 E-

TFI가 나타내는 전송률까지 단번에 최대 허용 전송률을 증가시키고, 상기 램핑 지시자가 1로 셋팅되어 있는 경우 단말은

상기 E-TFI가 나타내는 전송률까지 최대 허용 전송률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

반면 상기 1120단계에서 상기 CRC 체크가 실패한 경우는 공용 UE-id를 통한 절대 전송률 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이

므로, 단말은 상기 1124단계로 진행하여 이전 최대 허용 전송률을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는 어떠한 절대 전송률 정보도

수신하지 못한 경우로서 단말은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여 이후 동작을 진행하게 된다.

다음은 상기 도 11에서 설명한 절차를 이용하여 최대 허용 전송률을 갱신한 단말이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실제

전송률을 결정하는 방법을 도 1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2를 참조하면, 1202단계에서 전송할 E-DCH 데이터가 발생하면 단말은 1204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최대 허용 전송률

이 전용 UE-ID를 이용하여 갱신되었는지 또는 공용 UE-ID를 이용하여 갱신되었는지를 체크한다. 전용 UE-ID를 이용하

여 갱신된 경우에는 1206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206 단계에서 단말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과 단말 상태 정보를

참고하여, 상기 갱신된 최대 허용 전송률 이내에서 실제 전송률을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전송 파워가 충분하다면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도시하지 않을 것이나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이 공용 UE-ID를 통해서 설정된 경우, 단말은 상기 공용 UE-ID를 가지는 절

대 전송률 정보의 램핑 지시자를 확인한다. 만일 상기 램핑 지시자가 0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단말은 1206 단계로 진행한

다. 반면 램핑 지시자가 1로 세팅되어 있으면 단말은 1208단계로 진행하여 이전 전송에 사용된 전송률을 미리 설정된 델

타 값(delta)만큼 변경시키고, 상기 변경된 전송률과 현재 최대 허용 전송률을 비교한다. 상기 델타 값은 한 전송시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전송률의 최대 변화량으로서 상위 시그널링에 의해서 설정되거나 미리 지정될 수 있다. 상기 변경된 전송

률이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보다 작으면, 1210단계로 진행하여 단말은 실제 전송률을 결정하게 된다. 상기 1210단계에서

단말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과 단말 상태정보(예를 들어 power margin, )를 참고하여 상기 변경된 전송률 이내

에서 실제 전송률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상기 1208단계에서 상기 변경된 전송률이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 이상이면,

1212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212단계에서 단말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과 단말 상태정보(예를 들어 power

margin)를 참고하여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 이내에서 실제 전송률을 선택한다.

제4 실시예에서 단말과 기지국이 절대 전송률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는 제1 실시예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도시 및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제5 실시예>>

기지국 제어 스케쥴링에 따라 단말의 상향링크 전송률을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단말은 절대 전송률 정보(AG)를 수신하기

위한 패스트 램핑 UE-ID(fast ramping UE-ID)와 슬로우 램핑 UE-ID(slow ramping UE-ID)를 가진다. 패스트 램핑

UE-ID와 슬로우 램핑 UE-ID는 전용 시그널링 혹은 공용 시그널링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용 제어

UE-ID를 가질 수 있다. 기지국은 단말의 상항링크 패킷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AG)를 전

송하는 채널과 상대 전송률 정보(RG)를 전송하는 채널을 동시에 설정한다.

패스트 램핑 UE-ID로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한 단말은 목표 전송률까지 단번에 최대 허용 전송률을 증가시키고 상대 전

송률 정보를 수신하며, 슬로우 램핑 UE-ID로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한 단말은 목표 전송률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증가시키고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다. 슬로우 램핑 UE-ID로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한 단말은 단계

적으로 데이터 전송률를 증가시키므로, 상대 전송률 정보(RG)는 단말에게 의미가 없다. 따라서 슬로우 램핑 UE-ID로 절

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한 단말은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거나, 수신한 상대 전송률 정보를 폐기한다. 반면 패스트

램핑 UE-ID로 절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한 경우, 단말은 목표 전송률까지 최대 허용 전송률을 단번에 증가시킨 후 다음 전

송 시점(TTI)에서 상대 전송률 정보(RG)를 수신하여 E-DCH 전송에 이용한다.

단말의 E-DCH 통신이 시작될 때, RNC는 상위 계층 시그널링을 통해 상기 단말에게 패스트 램핑 UE-ID와 슬로우 램핑

UE-ID를 모두 할당한다. 이때 RNC는 기지국의 스케쥴링 방식과 단말의 E-DCH 서비스 종류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을 고

려하여, 셀 내의 단말들에게 패스트 램핑 UE-ID와 슬로우 램핑 UE-ID를 할당한다. 하기에 패스트 램핑 UE-ID와 슬로우

램핑 UE-ID의 사용에 대한 여러 예들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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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경우, RNC는 패스트 램핑 UE-ID를 각 단말에 할당하고, 슬로우 램핑 UE-ID를 각 단말 그룹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5 실시예에 따른 상세 동작은 제4 실시예의 경우와 동일하다.

두 번째 경우, RNC는 패스트 램핑 UE-ID와 슬로우 램핑 UE-ID를 각 단말 그룹에 할당한다.

세 번째 경우, RNC는 패스트 램핑 UE-ID와 슬로우 램핑 UE-ID를 각 단말에 할당한다.

네 번째 경우, RNC는 패스트 램핑 UE-ID는 각 단말 그룹에 할당하고, 슬로우 램핑 UE-ID는 각 단말에 할당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 그룹은, 유사한 상태 정보를 보고하는 단말들이나, 동일한 QoS를 가지는 단말들, 혹은 동일한 서비스 종류를 가

지는 단말들이 될 수 있다.

다음의 <표 10>는 제5 실시예에 따른 UE-ID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ID 종류 E-AGCH에 포함된 정보 설명

패스트 램핑 UE-ID 절대 전송률
- 목표 전송률까지 단번에 최대 허용 전송률을 증가 시킴

-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

슬로우 램핑 UE-ID 절대 전송률
- 목표 전송률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허용 전송률을 증가 시킴

-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음

공용 제어 UE-ID 공용 제어 정보
기지국이, 공용 제어 UE-ID가 할당된 단말들을 제어하고자 할

때 사용

도 13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여기서 단말은 패스트 램핑 UE-ID와 슬로우 램

핑 UE-ID 및 공용 제어 UE-ID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수신된 절대 전송률 정보가 패스트 램핑 UE-ID를 가지고 수신되었

는지 슬로우 램핑 UE-ID를 가지고 수신되었는지에 따라 동작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1302단계에서 단말은 매 스케쥴링 주기에 맞추어 E-AGCH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단말은 1304단계

에서 먼저 공용 제어 UE-ID를 이용해서 상기 E-AGCH 데이터에 대한 CRC 체크를 수행하고, 1306 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CRC 체크에 성공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CRC체크가 성공하였으면 상기 E-AGCH 데이터가 공용 제어정보를 포함함

을 의미하므로, 1308 단계에서 단말은 상기 E-AGCH 데이터의 공용 제어 정보를 해석한다.

상기 1308단계에서의 확인 결과, 상기 공용 제어 정보가 전송률을 한 단계씩 낮추거나 최소 전송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

는 송신 제한 정보인 경우, 단말은 131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공용 제어 정보에 따라서 E-DCH의 전송률을 제한한다. 이

때, 단말은 패스트 램핑 UE-ID 또는 슬로우 램핑 UE-ID를 통한 절대 전송률 정보의 수신을 시도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1306 단계에서 공용 제어 UE-ID에 따른 CRC체크가 실패하였거나 상기 1108 단계에서 확인한 공용 제어 정보가 송신 제

한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예를 들어 전송률 요구)인 경우, 단말은 1310단계로 진행하여 패스트 램핑 UE-ID를 이용하여

상기 E-AGCH 데이터의 CRC 체크를 수행한다.

1314단계에서 상기 CRC 체크 결과를 확인하여, 패스트 램핑 UE-ID를 이용하여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가 존재할 경우,

1316단계에서 단말은 E-DCH의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전송률로 설정하고, 1326단계로

진행하여 다음 TTI 에서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상대 전송률 정보(RG) 수신 모드를 ON으로 설정한다. 반면

상기 1314단계에서 CRC 체크에 실패한 경우, 즉 상기 패스트 램핑 UE-ID를 이용하여 전송된 절대 전송률 정보가 존재하

지 않을 경우, 단말은 1318단계로 진행하여 슬로우 램핑 UE-ID를 이용하여 상기 E-AGCH 데이터의 CRC를 체크한다.

1320단계에서 상기 CRC 체크가 성공하여 절대 전송률 정보를 획득하면, 단말은 1322단계로 진행하여 최대 허용 전송률

을 상기 슬로우 램핑 UE-ID를 통해 수신한 절대 전송률 정보가 나타내는 전송률로 설정하고, 1328단계로 진행하여 다음

TTI에서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거나 수신된 상대 전송률 정보를 무시하도록 RG 수신 모드를 OFF로 설정한다.

상기 1322 단계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앞서 설명한 1122 단계의 경우와 같다. 반면 상기 1320단계에서 상기 CRC 체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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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경우는 슬로우 램핑 UE-ID를 통한 절대 전송률 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단말은 1324단계로 진행하여

이전 최대 허용 전송률을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는 어떠한 절대 전송률 정보도 수신하지 못한 경우로서 단말은 상대 전송

률 정보를 수신하여 이후 동작을 진행하게 된다.

상기 도 13에서 설명한 절차를 이용하여 최대 허용 전송률을 설정한 단말이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률을 결정하

는 방법은 도 12에 설명된 방법과 동일하다.

제 5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구조 및 동작은 앞서 언급한 제1 실시예의 경우와 유사하다. 제 5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동

작을 앞서 언급한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기지국의 스케줄러(502)는 RNC로부터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을 위한 패스트 램핑 UE-ID 및 슬로우 램핑

UE-ID를 할당받아 저장하고 있으며, E-DCH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단말에게 최대 허용 전송률을 할당한다. 여기서

상기 스케쥴러(502)는 상기 단말이 보고한 버퍼상태와 전력상태 및 셀의 RoT 레벨을 바탕으로 상기 단말의 최대 허용 전

송률을 할당하고, 또한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을 단말에게 통지하는데 사용할 단말 식별자(UE-ID)를 결정한다. 이때 단말

이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스케쥴러(502)는 패스트 램핑 UE-ID를 CRC 생성기(504)로 제공한

다. 반면 상기 단말이 상대 전송률 정보를 수신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스케쥴러(502)는 슬로우 램핑 UE-ID를

CRC 생성기(504)로 제공한다. 이외에 스케쥴러(502)는 패스트 램핑 UE-ID 혹은 슬로우 램핑 UE-ID를 선택하기 위해 여

러 가지 기준들을 고려할 수 있다.

전송률 정보 생성기(506)는 상기 할당된 최대 허용 전송률에 따른 절대 전송률 정보를 생성하며, CRC 생성기(504)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대해, 상기 전달된 패스트 램핑 UE-ID 또는 슬로우 램핑 UE-ID로 마스킹된 CRC를 생성한다. CRC

추가기(508)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상기 마스킹된 CRC를 추가한다. 상기 마스킹된 CRC는 상기 UE-ID를 포함하게

되므로 단말 특정 CRC(UE_ID-specific CRC)라고도 칭한다. 상기 마스킹된 CRC와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는 부호화기

(510)를 거쳐 부호화된 후 변조기(512)에 의해 변조되고, 확산기(514)에 의해 E-AGCH의 채널코드 CAG로 확산되어 E-

AGCH 데이터가 된다. 다중화기(516)는 상기 E-AGCH 데이터를 다른 채널들의 확산된 데이터와 다중화하여 전송한다.

한편 도시하지 않을 것이나, 기지국은, 기지국 스케쥴러(502)에 의해 결정된 상기 최대 허용 전송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

대 전송률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를 변조하고 상기 단말에 대해 할당된 직교코드 및 E-RGCH의 채널코

드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수신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단말의 수신장치는 E-AGCH 데이터와

E-RGCH 데이터를 수신한다. 또한 공용 제어 UE-ID에 의해 공용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구조는 생략하였다.

도 14를 참조하면, 수신신호는 역확산기(1402)에 의해 E-AGCH의 채널코드 CAG로 역확산되고, 복조기(1404)에 의해 복

조된 후 복호기(1406)에 의해 복호되어 CRC 검출기(1408)로 입력된다. 상기 CRC 검출기(1408)는 상기 복호된 데이터에

서 마스킹된 CRC를 추출하여 CRC 검사기(1414)로 전달한다. E-DCH 제어기(1412)는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스케쥴링

을 위해 RNC로부터 할당된 패스트 램핑 UE-ID 및 슬로우 램핑 UE-ID를 관리하며, 이들을 CRC 검사기(1414)로 제공한

다. CRC 검사기(1414)는 상기 E-DCH 제어기(1412)로부터 단말의 패스트 램핑 UE-ID와 슬로우 램핑 UE-ID를 모두 전

달받으며, 매 스케쥴링 주기마다 먼저 상기 패스트 램핑 UE-ID를 가지고 상기 마스킹된 CRC를 역마스킹하여 CRC 검사

를 수행하고, 상기 CRC 검사결과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슬로우 램핑 UE-ID를 가지고 상기 마스킹된 CRC를 역마

스킹하여 CRC 검사를 수행한다.

CRC 검사기(1414)는 상기 UE-ID들에 의한 CRC 결과를 판별하여 상기 CRC 검출기(1408)로 전달한다. CRC 검출기

(1408)는 어느 하나의 UE-ID로라도 CRC 검사에 성공한 경우 상기 복호된 데이터 중 상기 마스킹된 CRC를 제외한 나머

지인 절대 전송률 정보를 전송률 정보 판단기(1410)로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복호된 데이터를 폐기한다.

이때 CRC 검출기(1408)는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가 패스트 램핑 UE-ID에 관련된 것인지 혹은 슬로우 램핑 UE-ID에 관

련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ID 정보를 상기 전송률 정보 판단기(1410)로 통보한다. 전송률 정보 판단기(1410)는 상기 ID 정

보에 따라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를 이용하여 최대 허용 전송률을 갱신하고, 상기 갱신된 최대 허용 전송률을 E-DCH 제어

기(1412)로 전달하여 E-DCH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용되도록 한다.

한편, 상기 절대 전송률 정보에 관련된 상기 ID 정보는 E-DCH 제어기(1412)로 전달된다. E-DCH 제어기(1412)는 상기

패스트 램핑 UE-ID에 관련된 절대 전송률 정보가 수신되었는지 혹은 상기 슬로우 램핑 UE-ID에 관련된 절대 전송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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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수신되었는지에 따라 상대 전송률 정보(RG)를 수신할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즉, 상기 패스트 램핑 UE-ID에 관련된

절대 전송률 정보가 수신되었다면 RG 수신 모드는 ON으로 설정되며, 상기 슬로우 램핑 UE-ID에 관련된 절대 전송률 정

보가 수신되었다면 RG 수신 모드는 OFF로 설정된다. 상기 RG 수신 모드는 RG 수신 제어기(1430)로 제공된다.

RG 수신 제어기(1430)는 상기 RG 수신 모드에 따라 제1 RG 수신 스위치(1418)를 제어한다. 상기 제1 RG 수신 스위치

(1418)는 상기 RG 수신 모드가 ON인 경우에만 수신신호를 역확산기(1420)로 전달한다. 상기 제1 RG 수신 스위치(1418)

를 통과한 수신신호는 역확산기(1420)에 의해 E-RGCH의 채널코드 CRG로 역확산되고, 단말에 할당된 직교코드 SRG와 곱

셈기(1422)에 의해 곱해진 후 복조기(1424)에 의해 복조되어 RG 정보 식별기(1426)로 입력된다.

상기 RG 정보 식별기(1426)는 상기 곱셈기(1422)로부터 제공된 상대 전송률 정보의 값이 '유지('0')'인지를 판별하고, 만

일 '유지'가 아니면 상기 상대 전송률 정보에 따른 증가 또는 감소 명령을 제2 RG 수신 스위치(1428)를 통해 E-DCH 제어

기(1412)로 전달한다. 상기 제2 RG 수신 스위치(1428)는 제1 RG 수신 스위치(1418)와 마찬가지로, 상기 RG 수신 모드가

ON 인 경우에만 상기 증가 또는 감소 명령을 E-DCH 제어기(1412)로 전달한다. E-DCH 제어기(1412)는 전송률 정보 판

단기(1410)로부터 최대 허용 전송률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기 저장하고 있는 최대 허용 전송률을 상기 증가 또는 감소

명령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시킨 후, 상기 변경된 최대 허용 전송률의 범위 내에서 E-DCH 전송률을 결정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들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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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라 상향링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절대 전송률 정보와 상대 전송률 정보

를 효율적으로 전송함으로써, 기지국에 의해 할당된 최대 허용 전송률을 단말로 통지하기 위한 하향링크 시그널링 오버헤

드를 감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절대 전송률 정보를 시그널링 하는 경우 발생하는 간섭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형적인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E-DCH를 통한 상향링크 데이터의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

도 2a와 도 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모든 단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송률을 지시하는 경우와 일부 단말들

에게 공통적으로 전송률을 지시하는 경우를 비교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절대 전송률 정보(AG)를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송신 장치를 나타낸 구조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수신 장치를 나타낸 구조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송신 장치를 나타낸 구조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수신 장치를 나타낸 구조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하향링크 시그널링 정보의 전송을 위한 데이터 구조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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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라 상향링크 전송률을 결정하는 단말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라 상향링크 전송률을 결정하는 단말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수신 장치를 나타낸 구조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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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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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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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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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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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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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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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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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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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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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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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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