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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역방향 랜덤접근채널 할당방법

요약

본 발명은 협대역 시분할 듀플렉싱(narrow band time division duplexing: 이하 "NB-TDD")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uplink) 임의 접근 절차(random access procedure)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

는 임의 접근 절차 및 방법은, 복수의 동기 코드들 중 하나를 상기 이동단말(user equipment: 이하 "UE" 혹은 단말장

치를 혼용한다)이 선택하고 상기 복수의 부 프레임들 중 하나 내의 상기 복수의 타임슬롯들 중 하나의 타임슬롯 내에 

상기 선택된 동기 코드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동기 코드 정보의 전송 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코드 정보와, 상기 동기코드정보를 수신한 시간정보와, 상기 이동단말에 의해 전송된 상기 정보의 전송시점

의 변경을 나타내는 시간조정정보와, 상기 이동단말의 전력 이득의 조정을 나타내는 전력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상기 동기 코드와 매핑 관계를 가지지 않는 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과 매핑관계에 있는 역방향 접근 

채널을 통해 상기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상기 시간조정 정보와 상기 전력 정보에 따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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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RACH, P-RACH, I_FPACH, FPACH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단말장치가 임의 접근채널(Random Access Channel: 이하 "RACH"라 함)을 사

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물리 임의 접근채널(Physical Random Access Channel: 이하 "P-RACH"라 함)을

할당받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기지국이 역방향 파일롯 타임 슬롯(Uplink Pilot time Slot: 이하 "UpPTS"라 함)

으로부터 수신한 동기코드들에 대하여 빠른 물리 접속채널(Fast Physical Access Channel: 이하 "FPACH"라 함)을 

통해 P-RACH을 할당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3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FPACH와 P-RACH가 각 서브 프레임에 할당된 예를 나타낸 도면.

도4는 단말장치가 임의 접근채널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물리 임의 접근채널을 할당받는 과정을 나타

낸 도면.

도5는 기지국이 역방향 파일롯 타임 슬롯으로부터 수신한 SYNC1 코드들에 대 하여 빠른 물리 접속채널과 FPACH의

색인채널(index channel of FPACH: 이하 "I_FPACH")을 통해 P-RACH를 할당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6은 본 발명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I_FPACH의 구성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7은 부호화 된 I_FPACH를 얻는 구체적인 예로 상기 도6의 입력에 대하여 부호화 율이 1/2이며 구속장의 길이가 8

인 길쌈 부호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

도8은 부호화 된 I_FPACH를 얻는 구체적인 예로 상기 도6의 입력에 대하여 (11,5)의 블록 부호화기를 사용하는 경

우를 나타내는 도면.

도9은 I_FPACH를 통하여 전송할 응답의 개수가 하나의 부 프레임(sub frame)에 할당된 P-RACH의 개수보다 작거

나 혹은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개수가 SYNC1 코드의 개수보다 작을 경우 응답이 반복되는 예를 나

타내는 도면.

도10은 FPACH에 포함되는 정보 가운데 전송 시간 변경치의 구간 설정 근거를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임의 접근 절차를 따를 경우 하나의 FPACH를 통하여 동시에 다수의 단말장치를 위한

RACH 데이터 전송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임의 접근 절차에서 사용되는 자원인 I_FPACH, FPACH 그리고 P-RACH 간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채널 할당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랜덤 접근채널(RACH; Random 

Access Channel)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물리 랜덤 접근채널(P-RACH)을 할당받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은 이동통신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통상적인 음성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화상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

통신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통신시스템을 통칭하여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이라 칭한다. 이러한 차세

대 이동통신시스템은 통상적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cdma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동기방식과 비동기방

식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분되는 방식 중 비동기방식은 유럽 및 일본에서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며, 

동기방식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서로 다른 형태로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형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이 UMTS(Universal Mobil

e Telecommunication Systems)이다.

상기 UMTS 시스템 및 기지국간 동기 구조를 가지는 NB-TDD방식 시스템의 기술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NB-TDD방식 시스템의 기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상기 기

술보고서의 내용은 본 발명의 종래기술이 되며 아래와 같은 임의 접근 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협대역 시분할 듀플렉싱(NB-TDD)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의 임의 접근 절차는 시분할 프레임을 통해 기

지국 동기 및 기지국 정보 획득하는 제1 단계, P-RACH 사용권한을 획득하는 제2 단계 및 P-RACH를 사용하여 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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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3 단계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상기 임의 접근 절차를 설명하기 전에 프레임(Radio Frame) 구조를 먼저 설명한다. 하나의 프레임의 길이는 10ms이

고 2개의 서브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상기 각 서브 프레임은 7개의 일반적인 타임 슬롯들, 다운링크 파일럿 타임 슬럿

(Downlink Pilot Time Slot: 이하 "DwPTS"라 한다) 및 업링크 파일럿 타임 슬럿(Uplink Pilot Time Slot: 이하 "UpP

TS"라 한다)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상기 기지국(TURAN: 이하 "기지국"이라 함) 동기 및 기지국 정보 획득 단계를 설명한다.

단말장치는 기지국과의 동기 획득을 위하여 순방향 파일롯 타임 슬롯에 위치하여 수신되는 64비트의 제1 동기코드(

이하 "SYNC 코드"라 함)를 사용한다. 상기 SYNC 코드의 종류는 32가지가 있으며, 각 기지국에는 하나의 SYNC 코드

가 할당된다. 상기 단말장치는 정합 필터(matched filter)를 사용하여 기지국에 할당된 SYNC 코드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말장치는 상기 SYNC 코드의 종류가 식별되면 상기 기지국과의 동기를 획득할 수 있다. 동기획

득에 성공한 상기 단말장치는 상기 기지국(UTRAN)이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지국 정보를 사용하여 임의 접근 절차

에 이용될 P-RACH 및 빠른 물리 접근채널(fast physical access channel: 이하 "FPACH")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기 P-RACH 및 FPACH에 관한 정보에는 P-RACH와 FPACH에 할당된 코드, 확산 계수(spreading factor: 

이하 "SF"라 칭한다), 미드 앰블(midamble) 및 타임 슬롯(time slot) 등이 있다. 한편, 상기 단말장치는 상기 기지국 

정보를 통하여 FPACH와 P-RACH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상기 기지국 동기 및 기지국 정보가 획득되면 RACH를 전송할 물리 채널인 P-RACH 사용권한을 획득해야

한다. 상기 P-RACH 사용권한 획득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상기 각 SYNC 코드는 8개의 제2 동기코드(이하 "SYNC1 코드"라 함- 이하의 설명에서 동기코드는 SYNC 1코드를 

의미한다)들이 할당된다. 상기 단말장치는 상기 제1 단계에서 식별한 SYNC 코드에 할당된 8개의 SYNC1 코드 가운

데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며, 이를 UpPTS를 사용하여 기지국에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이 상기 단말장치가 전송한 SY

NC1 코드를 수신하여 식별한 경우, SYNC1 코드의 도착 시간과 전력을 측정하여 필요한 변경치를 계산한 후 4개의 

부 프레임 이내에 해당 FPACH를 통하여 상기 단말장치에 알려준다. 여기서 해당 FPACH란 단말장치가 선택한 SYN

C1 코드에 할당되는 FPACH로서 SYNC1 코드와 FPACH간의 상관 관계는 상기 제1 단계의 기지국 정보에 포함된다.

FPACH에는 수신한 SYNC1 코드의 종류에 관한 정보와 수신한 부 프레임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상기 SYNC1 코

드를 전송한 단말장치는 4개의 부 프레임 동안 해당 FPACH를 검사하고 자신에게 수신되는 FPACH를 수신함으로써

기지국의 SYNC1 코드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FPACH를 통하여 자신이 선택한 SYNC1 코드에 대하여 응

답을 받은 상기 단말장치는 상기 FAPCH에 대응되는 P- RACH의 사용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상기 제3 단계는 RACH 데이터 전송 단계로, 상기 제2 단계를 통하여 P-RACH 사용권한을 획득한 단말장치가 자신

에게 할당된 P-RACH를 사용하여 RACH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단계이다. 여기서 자신에게 할당된 P-RACH는 단

말장치가 선택한 SYNC1 코드에 대한 응답을 포함한 FPACH에 관련된 것으로 FPACH가 수신된 부 프레임으로부터 

정확히 2개의 부 프레임 이후에 할당된 P-RACH가 된다. 참고로 FPACH와 P-RACH간의 상관 관계는 기지국 정보

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임의 접근 절차 방식에서 SYNC1 코드는 FPACH 그리고 P-RACH와 일대일로 대응된다. 따라서, 

하나의 부 프레임 내에 정의된 FPACH 또는 P-RACH의 개수가 8보다 작은 경우에 SYNC1 코드의 개수가 8보다 작

게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단말장치가 사용할 SYNC1 코드의 수가 작아지므로 충돌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상기 부 

프레임은 NB-TDD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위 시간으로서 5ms의 길이를 갖는다. SYNC1 코

드의 개수를 하나의 부 프레임에 주어진 FPACH 또는 P-RACH의 개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는 SYNC1 코드와 FPA

CH 또는 P-RACH와의 대응으로 인하여 P-RACH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접속 지연시간이 길

어 질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협대역 시분할 다중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임의 접근 시 채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협대역 시분할 다중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물리 임의 접근 채널을 접속하는 시간

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RACH 채널을 접속하는 데 발생하는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협대역 시분할다중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임의 접근 채널 접속 시 기지국이 동

기코드(SYNC1)와 빠른 물리 접근 채널(FPACH)과 물리 임의 접근 채널(P-RACH)의 맵핑에 관계없이 빠른 물리 접

근 채널 및 물리 임의 접근 채널을 할당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협대역 시분할다중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임의 접근 접속 시 각 빠른 물리 접

근 채널과 물리 임의 접근 채널들 각각에 복수개의 동기코드들을 그룹핑하여 수신된 동기코드가 포함된 그룹에 대응

되는 빠른 물리 접근 채널과 물리 임의 접근 채널을 할당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단말이 빠른 물리 접근 채널을(FPACH) 매 부프레임마다 검사하지 않도록 기지국이 상기 

빠른 물리 접근 채널을 전송할 부프레임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전송하여 이동단말이 상기 정보에 따른 부 프레임

만 검사하여 상기 단말이 전송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I_FPACH 신호를 통해 응답 받은 SYNC1 코드를 FPACH신호를 통해서 한번 더 재확인함

으로서 신호의 충돌 확률을 줄이고 P-RACH 채널 할당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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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복수의 부 프레임들 각각을 가지는 프레임들의 열을 가지며 각 부 프레임

은 복수의 타임슬롯들을 가지며 각 타임슬롯은 코드들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복수의 채널들을 가지는 이동통신시스

템에서, 한 셀 영역에 있는 이동단말이 상기 셀 영역내의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 전송을 허락 받는 방법에 있어서, 복

수의 이동단말들에 의해 데이터 전송 요청들을 구별할 수 있는 복수의 동기 코드들 중 하나를 상기 이동단말이 선택

하고 상기 복수의 부 프레임들 중 하나 내의 상기 복수의 타임슬롯들 중 하나의 타임슬롯 내에 상기 선택된 동기 코드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동기 코드 정보의 전송 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코드 정보

와, 상기 동기코드정보를 수신한 시간정보와, 상기 이동단말에 의해 전송된 상기 정보의 전송시점의 변경을 나타내는

시간조정정보와, 상기 이동단말의 전력 이득의 조정을 나타내는 전력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상기 동기 코드와 매

핑 관계를 가지지 않는 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과 매핑관계에 있는 역방향 접근 채널을 통해 상기 전

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상기 시간조정 정보와 상기 전력 정보에 따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임의 접근 절차는 단말장치가 전송할 데이터가 있음을

기지국으로 알리기 위하여 프리앰블에 사용되는 다수의 SYNC1 코드 중 임의의 하나를 선택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이 SYNC1 코드를 수신하고 상기 SYNC1에 대한 응답으로 전송되는 FPACH를 전송할 부 프레임에 대한

I-FPACH를 상기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장치가 상기 I-FPACH의 상기 부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보

고 상기 부 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전송한 SYNC1 코드에 대한 응답을 FPACH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FPAC

H의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P-RACH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후술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에서는 SYNC1코드(이하 "동기코드"라 함)와 FPACH 자원간의 매핑(mapping) 관계 설정의 변화를 통해서 P-RACH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SYNC1 코드 전송 후 자원의 할당까지의 접속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다. 또한, 하나의 FPACH를 사용하여 다수의 SYNC1 코드에 대하여 동시에 응답을 주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임의 접근 첫 번째 절차에 따른 방법은 동기 코드와 FPACH 및 P-RACH의 매핑을 끊

는 동시에 하나의 FPACH로 여러 개의 SYNC1 코드에 대한 응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채널 효율을 개선하는 특징을 

가진다. 즉, 단말장치가 동기 코드를 전송하면 기지국이 임의로 FPACH 및 P-RACH를 결정하여 응답하는 방법으로 

FPACH 및 P-RACH 자원이 사용되지 않는 일이 없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FPACH나 P-RACH의 사

용효율을 높임으로 인하여 각 동기 코드에 대한 응답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두 번째 방법은 상기 F

PACH 하 나를 사용하여 다수의 동기 코드에 대하여 응답을 동시에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에 비해 순방

향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I_FPACH를 통하여 다수의 SYNC1 코드

에 대한 충돌을 줄임과 동시에 기존의 RACH 할당방법에 비해 순방향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한다.

도1은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해 단말장치가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P-RACH를 할당받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고, 제2도는 기지국 장치에서의 P-RACH 할당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상기 도1 및 도2를 참조하여 상기

첫 번째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도1을 먼저 설명하면, 상기 도1의 101단계에서 사용자 장치(User Equipment: 이하 "UE"라 함)가 RACH를 이

용하여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사용자 UE는 사전에 다운링크 동기를 일차적으로 획득하

고, RACH 전송을 위한 정보를 기지국으로부터 이미 수신했다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또한 UE가 사용할 수 있는 N개

의 동기코드들에 대한 정보는 미리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할 수도 있고 혹은 지정된 SYNC1 중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UE는 내부적으로 RACH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의 요구가 발생하면 102단계에서 상기 N개의 동기코드들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이때 상기 동기코드들의 수인 상기 N은 상위 계층에 의해 정해 질 수도 있고 또는 상수로 결정될 수

도 있다. 하나의 예로서 상기 N은 8이 될 수 있다. 한 셀(Cell)에 주어지는 동기코드들의 수 N이 8일 경우 충돌을 피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동기코드들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기 UE는 상기 동기코 드들 중 하나를 임의로 선

택할 수 있다.

상기 102단계에서 사용할 동기 코드가 선택되면 UE는 103단계에서 UpPTS를 이용하여 상기 선택된 동기코드를 전

송한다. 이때 UE는 업 링크(Up Link) 동기를 맞추기 위한 동작을 동시에 실시하나 본 발명의 요지가 아니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 103단계에서 UpPTS를 통해 선택된 동기코드를 전송 후 UE는 104단계에서 상기 동기 코드를 전송한 이후 검

색된 부 프레임의 수를 카운트하기 위해 이전의 카운트 값을 초기화한다. 상기 카운트 값의 초기화 후 상기 카운트 값

은 매 부 프레임 마다 자신이 보낸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 신호로 수신되는 FPACH 신호인지를 검사하는 부 프레임의 

수를 카운트한 값이다. 상기 UE는 상기 104단계에서 초기화 후 10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카운트 값이 검사할 수 있

는 최대 부 프레임의 수 M을 초과했는지를 비교한다. 상기 105단계에서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M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검사해야 할 최대 부 프레임의 수을 지나지 않았음으로 106단계로 진행하고,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M값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1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0단계는 설정된 최대 부 프레임 내에 상기 전송한 동기코드에 대한 

FPACH를 수신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 UE는 다시 한번 RACH를 할당을 요구하기 위해 동

기코드를 전송하기 위한 단계로 이동한다.

상기 106단계로 진행한 UE는 한 부 프레임 도안 FPACH를 수신하여 송신한 동기코드와 동일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

답인지를 점검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할당된 FPACH인지를 검사한다. 이때 현재 점검하는 부 프레임이 자신이 

송신한 부 프 레임과 같은 부 프레임을 나타내는지 또한 점검하여 다른 부 프레임에 같은 동기코드를 전송한 UE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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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과 구분할 수 있다. 상기 UE가 자신이 송신한 부 프레임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FPACH 정보에 상기 UE가 

동기코드를 전송한 부 프레임이 현재 부 프레임으로부터 몇 번째 부 프레임 전에 전송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

다. 따라서 상기 UE는 서로 다른 부 프레임에서 동일한 동기코드를 송신한 다른 UE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부 

프레임에 동기코드를 전송한 UE를 선택하여 응답을 줄 수 있다. 또한 상기 UE는 FPACH 신호에 들어 있는 동기코드

와 부 프레임 정보로부터 자신에 대한 응답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FPACH 신호에 들어 있는 동기코드에 대

한 정보는 단말이 전송한 시그너처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UE는 매 부 프레임에서 FPACH를 

점검하여 자신이 전송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에 대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한 부 프레임 안에 FPACH가 여

러 개 할당되어 있는 경우는 모든 FPACH를 검토할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동기코드에 FPACH가 대응되어 있는 시

스템에 비해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FPACH나 P-RACH가 사용되지 않는 일이 없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FPACH는 하나의 P-RACH와 대응될 수 있거나 혹은 하나 이상의 P-RACH와 대

응될 수 있다. FPACH가 하나 이상의 P-RACH와 대응되는 경우에는 FPACH와 각각의 P-RACH와의 대응관계를 미

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알려줄 수 있다. 또는 FPACH 정보에 P-RACH에 관한 정보를 삽입하여 대응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상기 도 1의 107단계에서는 상기 106단계에서 수신된 FPACH에 자신에 대한 ACK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다시 말하

면, 수신된 FPACH가 자신에게 수신된 FPACH인 지를 확인한다. UE는 자신이 송신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임이 확

인된 경우에는 108단계로 이동하고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111단계로 이동하여 점검할 부 프레임의 카운트를 1 증가

시킨다. 상기 105단계, 106단계, 107단계와 111단계는 최대 상기 M의 수만큼 반복 수행된다. 예를 들면, M이 2이고

자신의 ACK가 두 번째 sub-프레임에 들어 있는 경우 상기 단계들을 두 번 수행한다. 이에 반해 자신의 ACK가 첫 번

째 sub-프레임에 들어 있는 경우 상기 단계들은 1번 수행된다.

상기 도 1의 108단계로 진행한 UE는 ACK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FPACH에 대하여 FPACH와 대응된 H 부

프레임 후의 P-RACH를 이용하여 RACH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H 값은 일정한 값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예를 들

어 2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즉, FPACH를 통해 ACK 신호를 수신한 UE는 2 부 프레임 후에 할당되어 있는 P-RACH 

채널을 이용하여 RACH 데이터를 전송한다.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수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FPA

CH와 P-RACH의 대응관계를 기지국 정보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FPACH로부터 ACK를 수신한 경우 해당 P-RA

CH를 H 부 프레임 후에서 이용하면 된다. FPACH 정보에 P-RACH에 대한 정보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FPACH 

와 P-RACH 사이의 대응관계가 기지국 정보에서 주어질 필요는 없다. 즉, FPACH 정보에 직접적으로 ACK을 수신한

UE가 사용할 P-RACH에 대한 정보를 내려보내는 경우에는 FPACH를 통해 직접 P-RACH를 지정해 줄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기지국정보에 FPACH와 P-RACH간의 대응관계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다.

상기 도 1의 110단계에서는 상기 105단계에서 M 부 프레임 동안 ACK을 받지 못한 경우 RACH 과정을 다시 시작하

기 위한 지연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물리 계층(Physical Layer)은 상위 맥 계층(MAC Layer)에 ACK을 받지

못한 사실을 보고하고, 맥 계층에서는 임의(random) 지연 시간 후에 다시 RACH 전송을 물리 계층에 요구할 수 있다.

또는 물리계층은 스스로 일정한 지연 시간 후에 다시 RACH 전송을 시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 지연시간(delay)

후에 상기 102단계로 이동하여 RACH 채널 할당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즉, 단말이 전송한 동기코드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FPACH 신호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단말은 동기코드를 다시 전송하게 된다.

상기 도 1의 111단계에서는 상기 107단계에서 주어진 부 프레임 내에 있는 FPACH로부터 ACK 신호를 수신하지 못

한 경우 다음 부 프레임에 FPACH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106단계로 가기에 앞서 상기 103단계에서 동기코드를 전송

한 후 M 부 프레임이 경과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카운트(count) 값을 증가시킨 후 상기 105 단계로 이동하여 다음 

부 프레임에서 FPACH를 점검할 준비를 한다.

도2는 기지국이 UpPTS를 통해 수신한 동기코드들에 대하여 FPACH를 통해 P-RACH를 할당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

면이다.

상기 도2의 201단계에서 기지국은 상기 도1의 101단계에서 UE로부터 UpPTS를 통해 전송되어 온 동기코드들을 매

부 프레임별로 수신한다. 상기 201단계에서 수신되면 기지국은 최근 M개의 부 프레임동안 수신한 동기코드로써 응

답을 전송하지 않은 동기코드들과 현재 부 프레임에 수신한 동기코드들 중 FPACH로 응답을 전송할 동기코드를 선택

한다. 한 부 프레임에서 응답을 줄 수 있는 최대 수는 매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수로 

정해질 수 있다.

상기 202단계에서 응답을 줄 동기코드들이 선택되면, 203단계에서 선택된 동기코드들에 대한 FPACH를 통해 응답

을 전송한다. 이때 상기 FPACH에 포함되는 정보로는 선택된 동기코드 정보, 선택된 동기 코드를 수신한 부 프레임 

정보, 전송 전력 정보 및 전송 시간 정보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FPACH는 하나의 타임 슬롯과 채널화 코드(Channelis

ation Code)를 할당받은 물리채널이다. 이때 하나의 FPACH 물리 채널이 하나 이상의 P-RACH와 대응될 수 있다. 

즉, 하나의 FPACH 물리 채널로 여러 동기코드들에 대한 응답을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동기코드와 FPACH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의의 동기코드에 주어진 FPACH 중 임의의 FPACH를 대응시켜 응답을 줄 수 있

다. 기지국은 204단계에서 상기 203단계에서 응답을 전송한 FPACH에 대응되는 P-RACH 채널을 수신한다. 상기 F

PACH와 P-RACH는 시간적으로 H 부 프레임의 간격을 둔다. 상기 H값은 일 예로 2일 수 있다. 즉, FPACH를 전송 

후 2 부 프레임 후에 상기 FPACH에 대응되는 P-RACH 채널을 수신한다. 상기 H 값은 FPACH와 P-RACH간의 시

간 간격을 나타내며, 이 것은 FPACH와 P-RACH간의 대응관계를 나타낸다. 즉 각각의 FPACH는 H 부 프레임 후의 

PRACH와 대응한다. 상기 H값은 미리 기지국 정보로 정해지거나 FPACH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하나의 UE가 P-RACH를 할당받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한 UE는 주어진 N개의 동기코드(SYN1 codes) 중에서 하나의 동기코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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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UpPTS를 통해 한 UE로부터 동기코드를 수신한 기지국은 RACH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UE에

게 임의의 동기코드들 중 ACK 신호를 전송할 동 기코드를 선택하여 그 정보를 포함하여 FPACH를 이용하여 ACK신

호를 M 개의 부 프레임 이내에 전송한다.

3단계: FPACH 신호를 수신한 UE는 FPACH로부터 H 부 프레임 후에 주어진 FPACH와 관계를 갖는 P-RACH를 이

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N값은 동기코드의 개수로써 1보다 큰 수로써 8값이 기본 값으로 쓰일 수 있다. 상기 M 값은 해당 cell에 주어진 

부 프레임 당 주어지는 P-RACH의 개수 또는 FPACH의 개수 L 그리고 상기 L값과 N값에 의존한 값으로 정해지거나

기지국정보로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부프레임에 2개의 FPACH를 전송하고 상기 N값이 8인 경우, 또한 

P-RACH의 개수, 즉 L이 2일 경우 상기 M값은 2가 될 수 있다.

표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 예에 대한 동기코드와 FPACH, P-RACH사이의 Mapping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N=8, M=

2, L=2, H=2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sub-Frame # n n+1 n+2 n+3 n+4 n+5 n+6 n+7

Selected SYN

C1 codes

S1 S

2 S3
S2 S5

S1 S3 S4 S

6
- S8

FPACH
F1_1_S1 F

2_1_S3

F1_2_S2 F

2_1_S2

F1_1_S3 F

2_1_S4

F1_2_S1 F

2_2_S6
F1_1_S8 -

P-RACH
R1(n+3) R

2(n+3)

R1(n+4) R

2(n+4)

R1(n+5) R

2(n+5)

R1(n+6) R

2(n+6)

R1(n+7) 

-

상기 표1의 실시 예에서는 다음을 가정한다.

- N = 8 : 동기코드의 수

- M = 2 : UE가 FPACH를 계속적으로 수신할 부프레임 수 = 기지국이 ACK을 전송할 수 있는 동기코드가 들어 있는

최근 부프레임의 수

- L = 2 : 한 부프레임내 할당된 PRACH의 수

- H = 2 : 대응되는 FPACH와 PRACH 사이의 시간 차이 (부-프레임)

상기 실시예의 표 1에서 선택된 동기코드들은 UE가 전송하여 기지국이 수신한 동기코드를 뜻하며 이 값은 S1, S2, S

3, S4, S5, S6, S6, S7, S8 중의 하나가 된다.

상기 표 1에서 FPACH는 F_1_n_Sk와 F_2_n_Sk로 표현되고 있다. 이때 F_1_n_Sk는 두 개의 FPACH중 첫 번째 FP

ACH를 가리키며, F_2_n_Sk는 두 번째 FPACH를 가리킨다. 상기 n값은 동기코드를 받은 부프레임의 위치를 가리킨

다. 즉 n값이 1인 경우 상기 F_1_n_Sk에 대한 동기코드를 받은 부프레임이 바로 앞 부프레임임을 나타내고 n값이 2

인 경우 동기코드를 받은 부프레임이 두 부프레임 전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상기 Sk값은 수신된 동기코드를 가리킨다

. 즉, Sk는 S1, S2, S3, S4, S5, S6, S7, S8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F_1_1_S1는 첫 번째 FPACH가 바로 앞 부프레

임에서 동기코드 S1을 받았고 이것에 대한 ACK을 보낸다는 정보를 가리킨다. F_1_2_S2는 첫 번째 FPACH가 바로 

두 부프레임전에 동기코드 S2을 받았고 이것에 대한 ACK을 보낸다는 정보를 가리킨다.

상기 표 1에서 P-RACH는 R1(n), R2(n)로 표현되고 있다. R1(n)은 n번째 부프레임의 첫 번째 P-RACH를 가리키고 

R2(n)은 n번째 sub-프레임의 두 번째 P-RACH를 가리킨다. 이때 R1(n)은 n-2번째 부프레임의 첫 번째 FPACH과 

대응하고 R2(n)는 n-2번째 sub-프레임의 두 번째 FPACH과 대응한다.

이하 기지국이 n 번째 부 프레임에서 세 개의 UE들로부터 각각의 동기코드들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표1에 따른 부 

프레임들과 동기코드, FPACH 및 P-RACH의 송수신 관계를 설명한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세 개의 UE들로부터 각각 S1, S2, S3 동기코드들을 수신한다. 상기 n 번째 부 프레임에서 동기

코드들을 수신한 기지국은 상기 동기코드들 중 S1과 S3 동기코드를 선택하고, n+1 번째 부 프레임에서 임의의 FPA

CH를 이용하여 ACK를 전송한다. 기지국은 첫 번째 FPACH(F1_1_S1)를 이용하여 S1에 대한 ACK을 그리고 두 번

째 FPACH(F2_1_S3)를 이용하여 S3에 대한 ACK을 전송하였다. 상기 표1에서 FPACH와 대응되는 P-RACH 사이의

시간 차이 H가 2이므로 n 번째 부 프레임에서 S1을 전송한 UE는 n+3 번째 부 프레임에서 첫 번째 P-RACH(R1)를 

통해 RACH 데이터를 전송하고, S3를 전송한 UE는 n+3 번째 부 프레임에서 두 번째 P-RACH(R2)를 이용하여 RAC

H 데이터를 각각 전송한다.

상기 표 1에서, n+1번째 부 프레임에서 기지국은 두 개의 동기코드들 S2, S5를 수신한다. 기지국은 n 번째 부 프레임

에서 수신한 동기코드 중 ACK을 전송하지 않은 동기코드 S2와 n+1 번째 부 프레임에서 수신한 S2, S5 동기코드들 

중 ACK을 줄 동기코드를 결정하여 이에 대한 ACK을 n+2 번째 부 프레임에서 전송한다. 상기 표 1에서는 n 번째 부 

프레임에 수신한 S2와 n+1 번째 부 프레임에 수신한 S2가 n+2번째 부 프레임에서 FPACH를 통해 ACK을 받았다. 

F1_2_S2의 의미는 첫 번째 FPACH를 이용하여 두 부 프레임 전, 즉 n 번째 부 프레임에서 수신한 S2 동기코드에 대

한 ACK을 전송한다는 것이다. F2_1_S2는 두 번째 FPACH를 이용하여 바로 전 부 프레임 즉 n+1 번째 부 프레임에

서 수신한 S2 동기코드에 대한 ACK을 전송한다는 의미이다.



등록특허  10-0416972

- 7 -

상기 표 1에서, n+2번째 부 프레임에서 기지국은 네 개의 동기코드들 S1, S3, S4, S6을 수신한다. 기지국은 상기 수

신된 동기코드들 중 S3와 S4를 선택하고 n+3 번째 부 프레임에서 S3, S4에 대한 ACK들을 첫 번째 FPACH(F1_1_S

3)와 두 번째 FPACH(F2_1_S4) 각각을 통해 전송하고 n+4 번째 부 프레임에서 S1, S6에 대한 ACK들을 각각 첫 번

째 FPACH(F1_2_S1)과 두 번째 FPACH(F2_2_S6)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각 n+5 번째 부 프레임에서 P

-RACH R1, R2을 이용하여 RACH 데이터를 동기코드 S3, S4를 송신했던 UE들이 송신하고 n+6 번째 부 프레임에

서는 동기코드 S1, S6를 송신한 UE들이 할당된 P-RACH를 통해 RACH 데이터를 송신한다.

n+4 번째 부 프레임에서 기지국이 수신한 동기코드 S8에 대해서 n+5 번째 부 프레임에서 첫 번째 FPACH를 이용하

여 ACK을 송신하고 이에 대하여 n+7 번째 부 프레임에서 첫 번째 P-RACH를 이용하여 RACH 데이터를 송신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n+1 번째 부 프레임에서 전송된 동기코드 S5에 대해서는 P-RACH의 전송이 실패한 경우를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과도한 트래픽이 시간적으로 집중될 때 생기는 현상이다.

전체적인 트래픽의 양은 적으나 상기 예에서처럼 과도한 트래픽이 집중될 확률이 큰 경우는 M값을 증가시키는 방법

을 통해 동기코드를 전송한 모든 UE들에게 P-RACH 채널을 할당해 줄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두 번째 방법을 이하 도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한 부 프레임 당 주어진 P-RACH 자원의 개수가 사용 가능한 동기코드의 개수보다 작은 경

우에도 모든 동기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사용 가능한 동기코드들의 개수를 모두 이

용함으로 인해 충돌확률을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사용가능한 동기코드의 수를 8로 가정한다. 

또한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개수가 2인 것으로 가정하자.

종래 기술에서 동기코드와 P-RACH는 일대일 대응 관계가 있으므로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개수가 

2일 경우 동기코드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P-RACH를 요구하는 UE의 개수가 많은 경우 같은 동기코드

를 동시에 선택하여 전송할 확률이 높아져 UE들이 전송하는 RACH의 충돌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8개

의 동기코드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이러한 충돌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도 3에서와 같이 매 부 프레임은 두 개의 P-RACH 채널과 두 개의 FPACH 채널을 갖는다. 사용 가능한 8개의 

동기코드를 모두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도 3에서와 같이 각 부 프레임의 P-RACH와 FPACH채널을 구분할 수 있다. 

즉 n번째 부 프레임의 P-RACH는 R1, R2로 FPACH는 F5, F6으로 구분하고 n+1번째 부 프레임의 P-RACH는 R3,R

4로 FPACH는 F7, F8로 구분한다. n+2번째 부 프레임의 P-RACH는 R5, R6으로 FPACH는 F1, F2로 구분하고 n+

3번째 부 프레임의 P-RACH는 R7, R8로 FPACH는 F3, F4로 구분하고 n+4번째 부 프레임의 P-RACH는 R1, R2로 

FPACH는 F5, F6으로 구분한다. 상기 각 FPACH와 P-RACH는 타임 슬롯 단위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상기 도 3에서와 같이 구분된 Channel 들에 대하여 n번째 부 프레임에서 동기코드를 전송한 UE는 동기코드 S1을 전

송한 경우에는 n+2번째 부 프레임의 FPACH F1 채널을 수신하여 자신에 대한 ACK신호를 점검한 후 ACK을 수신한

경우에는 n+4번째 부 프레임의 P-RACH 채널인 R1을 이용하여 RACH 데이터를 전송한다. 즉 동기코드 Sk를 선택

하여 전송한 UE는 FPACH Fk를 수신하고 ACK을 수신한 경우에는 PRACH Rk를 이용하여 RACH데이터를 전송한

다. 이때 동기코드를 전송한 부 프레임과 수신할 FPACH의 시간적인 관계는 기지국정보에 의해 주어질 수 있고 혹은 

동기코드의 수와 한 부 프레임내의 FPACH의 수와 P-RACH의 수를 이용해 구할 수도 있다.

상기 동기코드의 수와 한 부 프레임내의 FPACH의 수와 P-RACH의 수를 이용한 동기코드전송시간과 FPACH수신 

시간사이의 관계는 하기 예와 같을 수 있다.

A : 동기코드의 수

B : 한 부 프레임 내의 FPACH의 수 또는 P-RACH의 수

M : 동기코드를 송신한 후 FPACH를 수신하기 위한 최대 부 프레임 수

라고 하면 상기 M은 이하 수학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

M= 

상기 수학식1에서 ??x??값은 x를 넘는 최소 정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예에서 A=8, B=2이므로 M=4값이 된다. 상기 도 3에서 n번째 부 프레임에서 동기코드를 송신한 UE는 

선택한 동기코드에 따라 FPACH를 수신할 부 프 레임이 정해진다. 즉 동기코드 S1을 선택한 UE는 2 개의 부 프레임 

후의 n+2번째 부 프레임에 할당된 F1을 수신한다. 동기코드 S3을 선택한 UE는 3 부 프레임후의 n+3번째 부 프레임

에 할당된 F3을 수신한다. 동기코드 S5를 선택한 UE는 4 부 프레임 후의 n+4 번째 부 프레임에 할당된 F5를 수신한

다. 이때 동기코드를 송신한 부 프레임에서 FPACH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한 System인 경우에는 동기코드 S5 또는 S

6을 선택한 UE는 동기코드를 송신한 부 프레임의 F5 또는 F6을 수신한다. 동기코드 S7을 선택한 UE는 1 부 프레임 

후의 n+1 번째 부 프레임에 할당된 F7을 수신한다. 동기코드 S2, S4, S6, S8을 선택한 UE는 상기의 예를 따른다.

또한 기지국은 상기 예에 합당한 동작을 취한다. 즉 예를 들어, n+4번째 부 프레임에서는 n번째, n+1번째, n+2번째,

n+3번째 (또는 n+1번째, n+2번째, n+3번째, n+4번째) 부 프레임에서 수신한 동기코드들 중 S5와 S6에 대한 ACK

을 F5와 F6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이때 FPACH를 통하여 전송될 정보는 상기 설명된 바와 같다.

FPACH를 수신하여 ACK을 수신한 UE는 수신된 FPACH와 대응하는 P-RACH를 이용하여 RACH 데이터를 전송한

다. 이때 FPACH와 P-RACH사이의 관계는 미리 정해지거나 기지국 정보를 이용해 수신될 수도 있다. 상기 도 3에서

는 FPACH는 P-RACH와 2개의 부 프레임을 사이에 두고 대응을 갖는 것으로 가정했다. 즉 n번째 부 프레임의 F5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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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은 n+2 번째 부 프레임의 R5와 R6에 각각 대응하고 n+1 번째 부 프레임의 F7과 F8은 n+3 번째 부 프레임의 R7

과 R8에 각각 대응한다.

따라서 상기 서술된 방법에 의하면 한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수가 사 용가능한 동기코드의 수보다 작은 경

우에도 사용가능한 동기코드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수의 동기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많은 수의 

동기코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충돌확률을 줄일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기지국에 의해 한 부 프레임당 FPACH와 P-RACH의 개수가 결정되어 전송된다. 이 때 FPACH와 P-RACH

의 대응관계가 결정된다. 사용가능한 동기코드 종류와 개수는 미리 정해질 수도 있고 또는 기지국에 의해 결정되어 

상기 정보와 함께 전송될 수 있다.

2 단계: 동기코드의 개수와 FPACH 또는 P-RACH의 개수를 바탕으로 UE가 ACK을 수신할 구간의 길이 즉 몇 개의 

부 프레임을 수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때 동기코드의 개수는 사용가능한 동기코드총수로 결정된다. 또한 하나의 

FPACH 또는 P-RACH에 동기코드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방법이외에 두 개 이상의 동기코드를 group으로 하여 하나

의 FPACH 또는 P-RACH와 대응시키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서술에서 수학식 1의 동기코드의 수 A

는 동기코드의 Group수가 된다.

3 단계: 매 부 프레임의 UpPTS를 이용하여 UE는 선택한 동기코드를 전송한 후 해당 FPACH를 수신한다.

4 단계: 매 부 프레임의 UpPTS를 수신한 기지국은 상기 M 부 프레임동안 수신된 동기코드들 중 현재 부 프레임에서

ACK을 전송할 수 있는 FPACH에 해당하는 동기코드들 중 하나의 선택하여 ACK을 전송한다.

5 단계: ACK을 수신한 UE는 수신한 FPACH와 대응하는 P-RACH를 이용하여 P-RACH를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에서 부 프레임들에 FPACH를 할당하는 방법은 주어진 동기코드의 수 또는 동기코드의 Group의 수와 한

부 프레임에 주어진 FPACH 또는 P-RACH의 개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동기코드의 Group의 수를 G라 하고 한 

부 프레임에 주어진 FPACH의 개수와 P-RACH의 수가 같이 그 값이 Q라 가정하자. 이 때 G값은 Q값보다 크거나 같

은 수이다.

이 경우 FPACH를 할당하는 방법은 하기와 같다.

K*Q=최소공배수(G,Q)라 할 때 K 값은 동기코드 그룹과 FPACH를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기 부 프레임의 

개수를 나타낸다.

(1) K값이 2의 배수인 경우:

두 개의 부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프레임을 K/2 모듈로를 취하여 나머지가 0의 값을 갖는 프레임의 첫 번째 부 프레임

부터 순서적으로 연속되는 인덱스를 갖는 FPACH를 Q개씩 할당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K값이 2의 배수가 아닌 경우:

두 개의 부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프레임을 K 모듈를 취하여 나머지가 0의 값을 갖는 프레임의 첫 번째 부 프레임부터

순서적으로 연속되는 인덱스를 갖는 FPACH를 K 부 프레임까지 Q개씩 할당하고 다음 K 부 프레임동안 다시 순서적

으로 연속되는 인덱스를 갖는 FPACH를 K 부 프레임까지 Q개씩 할당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도 3은 G=8, Q=2, K=4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나타낸다.

표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 예에 대한 FPACH의 할당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FPACH의 부 프레임 관계가 G=4, Q=3, K

=2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n 프레임 n+1 프레임 n+2 프레임 n+3 프레임 n+4 프레임

1sub 프레

임

2sub 프레

임

1sub 프레

임

2sub 프레

임

1sub 프레

임

2sub 프레

임

1sub 프레

임

2sub 프레

임

1sub 프레

임

2sub 프레

임

F1 F2 F3 F4 F1 F2 F3 F4 F1 F2 F3 F4 F1 F2 F3 F4 F1 F2 F3 F4 F1 F2 F3 F4 F1 F2 F3 F4 F1 F2

상기 표 2에서 n 프레임은 K/2(=2) 모듈을 취하여 나머지가 0의 값을 갖는 프레임으로써 FPACH가 첫 번째 부 프레

임에 F1부터 시작되어 F3까지 할당하고 다음 두 번째 부 프레임에 F4부터 F2까지 할당된다. n+1프레임은 K/2모듈

을 취하여 나머지가 1의 값을 갖는 프레임이다. n+2프레임은 K/2모듈을 취하여 나머지가 0인 프레임으로 n프레임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도4는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해 단말장치가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P-RACH를 할당받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4를 참조하면, 401단계는 상기 단말장치가 RACH를 이용하여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

상기 단말장치는 사전에 기지국 동기를 일차적으로 획득하고, RACH 전송을 위한 정보를 기지국으로부터 이미 수신

했다고 가정한다. 또한, 상기 단말장치는 사용 가능한 동기 코드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기지국 정보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지정된 동기 코드들 중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단말장치는 상기 401단계에서 데이터의 전송 요구가 발생하면 402단계로 진행하여 주어진 N개의 동기 코드들 

중에서 임의로 1개의 동기코드를 선택한다. 이 때, 상기 동기 코드의 개수(N)는 상위 계층에 의해 정해지거나 상수로 

결정될 수도 있다. 예컨대, 상기 동기 코드의 수는 8이 될 수 있다. 한 셀(Cell)에 주어지는 동기 코드의 수가 8일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주어진 동기 코드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 유리하다. 상기 단말장치가 SYNC1 코드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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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은 랜덤(Random)하게 할 수 있다.

상기 단말장치는 403단계에서 상기 402단계에서 선택된 동기코드를 UpPTS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이 때, 상기 단말

장치는 역방향 동기를 맞추기 위한 동작을 동시에 실시한다. 상기 동기 코드를 UpPTS를 이용하여 전송한 후 상기 단

말장치는 404 단계에서 상기 동기코드의 전송에 대한 응답, 즉 I_FPACH를 수신하기 위해 부 프레임 의 수를 카운트

하기 위한 카운트(count) 값의 초기화를 수행한다.

상기 단말장치가 I_FPACH를 점검하는 최대 부 프레임 수를 나타내는 M이 1인 경우에는 후술할 405단계, 411단계, 

412단계 및 413단계로 이루어지는 카운트를 변경하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상기 M 값은 상위 계층의 신호메시지

로 전송되거나 매 부 프레임에 주어진 P-RACH의 수에 의존된 값으로 결정될 수 있다.

상기 단말장치는 405단계에서 현재의 카운트 값을 I_FPACH 신호를 점검하는 최대 부 프레임의 값인 M 값과 비교한

다. 상기 카운트 값이 M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406단계로 진행한다. 하지만, 상기 카운트 값이 M 값보다 큰 

경우에는 413단계로 진행한다. 즉, 상기 카운트 값이 M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설정된 최대 부 프레임이 지나

지 않았으므로, 상기 단말장치가 선택한 동기코드 코드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406단계로 진행한다. 이에 반하여, 

상기 카운트 값이 M 값보다 큰 경우에는 설정된 최대 부 프레임 안에 응답 신호를 받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을 의미하

므로, 상기 단말장치는 다시 한번 전송을 시도하는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상기 단말장치는 상기 406단계로 진행하면 하나의 부 프레임 동안 I_FPACH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I_FPACH를 

점검하여 상기 송신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인지를 검사한다. 상기 I_FPACH는 매 부 프레임마다 하나씩 존재하며, 

상기 기지국이 응답을 주는 동기코드의 종류와 각 코드가 수신된 시간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I_FPACH를 

사용하여 상기 기지국은 최대 8개의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을 동시에 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각 단말장치

는 자신이 선택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부 프레임에서 다른 단말장치에 의해 선택

된 동일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과도 구분할 수 있다. 상기 단말장치가 자신이 송신한 부 프레임인 것을 확인하는 방

법은 상기 I_FPACH 정보에 포함된 단말장치가 동기코드를 전송한 부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상

기 I_FPACH에는 단말장치가 동기코드를 전송한 부 프레임이 현재 부 프레임으로부터 몇 번째 부 프레임 전에 전송

하였는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부 프레임에서 동일한 동기코드를 송신한 단말장치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특정 부 프레임에 동기코드를 전송한 단말장치를 선택하여 응답을 줄 수 있다. 한편, 단말장치는 I_FPACH 

신호에 들어 있는 동기코드와 부 프레임 정보로부터 자신에 대한 응답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I_FPACH 신호

에 들어있는 동기코드에 대한 정보는 단 말장치가 전송한 동기코드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상기 I_FPACH

의 구성 및 부호화 방법은 후술하도록 한다.

상기 도4의 407단계에서는 상기 406단계에서 수신된 FPACH에 자신이 선택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이 있는 지 확

인한다. 상기 단말장치는 자신이 송신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408단계로 진행하고,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411단계로 진행하여 점검할 부 프레임의 카운트 값을 1 증가시킨다. 상기 405단계, 406단계, 407단계와

411단계는 최대 상기 M 만큼 반복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M 이 2 이고 자신의 응답이 두 번째 부 프레임에 들어 

있는 경우 상기 단계들을 두 번 수행한다. 이에 반해 자신의 응답이 첫 번째 부 프레임에 들어 있는 경우 상기 단계들

은 한 번 수행된다.

상기 단말장치는 상기 408단계로 진행하면 상기 406 단계에서 상기 I_FPACH가 지정한 FPACH를 검색하여 P-RAC

H를 전송할 때 필요한 전송 시간의 변경치와 전송 전력의 변경치를 알아낸다. 이때, 상기 단말장치는 해당 FPACH가 

자신에게 할당된 FPACH 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상기 I_FPACH를 통하여 임의의 FPACH를 지정하는 방법과 FPAC

H의 구성은 후술하도록 한다.

상기 단말장치는 409단계에서 해당 FPACH가 자신에게 할당된 FPACH임을 재확인한 후 자신에게 할당된 것임이 재

확인되면 410단계로 진행한다. 하지만, 상기 409단계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기 단말장치는

412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단말장치는 상기 110단계로 진행하면 응답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된 FPACH에 대응된 H 부 프레임 후

의 P-RACH를 이용하여 RACH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H 값은 일정한 값으로 결정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H 값은

2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즉, 상기 FPACH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한 단말장치는 2 부 프레임 후에 할당되어 있는 P-R

ACH를 이용하여 RACH 데이터를 전송한다.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수가 1개 이상일 경우 FPACH와

P-RACH의 대응관계는 기지국 정보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FPACH로부터 응답을 수신한 경우 해당 P-RA

CH를 H 부 프레임 후에 이용하면 된다. 상기 FPACH 정보에 P-RACH에 대한 정보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FPAC

H와 P-RACH 사이의 대응관계가 기지국 정보에서 주어질 필요가 없다. 즉, 상기 FPACH 정보에 직접적으로 응답을 

수신한 단말장치가 사용할 P-RACH에 대한 정보를 내려보내는 경우에는 FPACH를 통해 직접 P-RACH를 지정해 줄

수 있으므로 기지국 정보에 FPACH와 P-RACH간의 대응관계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다.

상기 413단계는 상기 405단계에서 M 부 프레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상기 단말장치가 임의 접근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지연 과정을 나타낸다. 이 경우 물리 계층은 상위 MAC 계층에 응답을 받지 못한 사실을 보고하고, 상

기 MAC 계층은 임의 지연 시간 후에 다시 RACH 전송을 상기 물리 계층에 요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상기 물리 

계층은 스스로 일정한 지연 시간 후에 다시 RACH 전송을 시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 지연시간 후에 임의 접근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즉, 상기 단말장치가 전송한 동기코드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I_FPACH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는 단말은 동기코드를 다시 전송하게 된다.

상기 411단계는 상기 407단계에서 I_FPACH로부터 응답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단말장치가 다음 부 프레임의 I_FPA

CH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406단계로 진행하기에 앞서 상기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야 함을 나타낸다.

상기 412단계는 상기 409단계에서 FPACH 확인 절차에 실패한 상기 단말장치가 다음 부 프레임에서 I_FPACH를 수

신하기 위해 상기 406 단계로 진행하기에 앞서 상기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야 함을 나타낸다. 이 경우 상기 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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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기 카운트 값을 2 증가시켜야 한다.

도5는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해 기지국이 이동국으로부터 UpPTS를 통해 수신한 동기코드들에 대하여 I_FPACH와 FP

ACH를 통해 P-RACH를 할당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5를 참조하면, 기지국은 501 단계에서 동기코드들을 매 부 프레임별로 수신한다. 상기 기지국은 502단계에서

최근 M개의 부 프레임동안 수신한 동기코드 가운데 응답을 전송하지 않은 동기코드들과 현재 부 프레임에 수신한 동

기코드들 중 I_FPACH로 응답을 전송할 동기코드를 선택한다. 한 부 프레임에서 응답을 줄 수 있는 최대 수는 매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수로 정해 질 수 있다. 상기 기지국은 503 단계에서 I_FPACH를 

이용하여 상기 선택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을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이때 포함되는 정보로는 선택된 동기코드의 색

인(index)과 선택된 동기코드를 수신한 부 프레임 정보 등이 된다. 즉, 각 기지국에 할당된 동기코드 8개를 구분하기 

위한 색인값과 단말장치로부터 동기코드를 몇 부 프레임 전에 수신했는지에 대한 수신시간에 대한 정보이다. 상기 기

지국 은 504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동기코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로 전송 전력의 변경치와 전송 시간의 변경치 등을 

포함한 FPACH 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서술한 정보 외에도 FPACH는 I_FPACH를 통하여 어떠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인지를 확인한 단말장치가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응답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즉, 다시 한

번 자신이 전송한 신호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거침으로 인하여 신호의 충돌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 FPACH 신호가 전송되는 시점은 상기 503단계의 I_FPACH가 전송되는 시

점을 기준으로 한 부 프레임 후가 된다. 상기 FPACH는 하나의 타임 슬롯과 채널화 코드(channelization code)를 할

당받은 물리 채널이다. 이때 하나의 FPACH가 하나 이상의 P-RACH와 대응될 수 있다. 즉, 하나의 FPACH로 다수의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을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동기코드와 FPACH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

의의 동기코드를 주어진 FPACH 중 임의의 FPACH를 이용하여 응답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동기코드와 FPACH 및 P

-RACH와 일대일 대응이 주어지는 종래 기술의 시스템과 비교해 P-RACH가 할당 가능한 경우 즉시 할당해 줄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P-RACH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 접근 절차에서의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504단계에서 응답을 전송한 FPACH에 대응한 P-RACH를 505단계에서 수신한다. 상기 FPACH

와 상기 P-RACH는 시간적으로 H 부 프레임의 간격을 둔다. 상기 H 값은 일 예로 5 부 프레임일 수 있다. 상기 H 값

은 상기 FPACH와 상기 P-RACH간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며, 이것은 상기 FPACH와 상기 P-RACH간의 대응관계를

나타낸다. 즉, 각각의 FPACH는 H 부 프레임후의 P-RACH와 대응한다. 상기 H값은 미리 기지국 정보로 정해지거나 

상기 FPACH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임의의 단말장치가 P-RACH를 할당받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단말장치는 주어진 N개의 동기코드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코드를 선택한 후 UpPTS를 이용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2단계: UpPTS를 통해 동기코드를 수신한 기지국은 임의로 응답 신호를 전송할 동기코드를 선택한 후 M개의 부 프

레임 내에 I_FPACH를 이용하여 응답 신호를 전송한다.

3단계: 상기 I_FPACH 신호를 수신한 단말장치는 하나의 부 프레임후의 FPACH를 사용하여 관련정보를 수신후 상기

FPACH 신호를 수신한 부프레임으로부터 H 부 프레임 후에 주어진 FPACH와 관계를 갖는 P-RACH를 이용하여 데

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N값은 동기코드의 개수로서 1보다 큰 정수 값이며, 8이 기본 값으로 쓰일 수 있다.

다음은 본 발명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I_FPACH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단말장치는 상기 I_FPACH를 통한 신호

의 정보를 통하여 매 부 프레임마다 FPACH를 열어보지 않고 단지 I_FPACH 신호의 정보만을 보고 단말이 자신의 동

기코드에 대한 응답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단말은 I_FPACH를 통해 자신이 전송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이 있

으면 그로부터 한 개의 부 프레임후의 기지국으로부터의 FPACH 신호를 확인하게 된다. 상기 FPACH 신호를 통하여

단말은 자신이 전송한 동기코드 에 대한 응답인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동기코드에 대한 정보와 실제 할당받게 될 P-R

ACH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즉, 상기 I_FPACH를 통하여 기지국은 자신이 식별한 동기코드 가운데 선별적으

로 혹은 임의로 몇 개의 코드를 선정하여 P-RACH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기지국이 하나의 I_FPACH

를 통하여 동시에 줄 수 있는 응답의 최대 값은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개수와 동일하다. 또한, 상기 

P-RACH 개수의 최대 값은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동기코드의 개수와 동일하다. 즉, 상기 I_FPACH를 통하여 기

지국은 최대로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동기코드 개수 만큼에 대한 응답을 동시에 줄 수 있다. 각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동기코드에 대한 색인: 기지국은 자신이 수신 및 판별한 동기코드들 중에서 응답을 줄 즉, P-RACH에 대한 사용권

한을 줄 단말이 전송한 동기코드의 색인 정보를 I_FPACH를 통하여 알려준다. 단말장치는 동기코드 색인 정보를 통

하여 해당 I_FPACH가 어떠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는지 알 수 있다.

2) 동기코드의 도착시간: 기지국은 I_FPACH를 통하여 응답을 주는 동기코드가 과거 어느 시점에 도착하였는가에 대

한 정보를 알려준다. 단말장치는 이를 통하여 다른 부 프레임에서 선택된 동일한 동기코드를 판별할 수 있으며, 매 부 

프레임마다 단말장치가 선택할 수 있는 동기코드의 개수를 최대화할 수 있다.

상기 기술한 동기코드에 대한 색인의 비트 길이( )와 동기코드의 도착시간의 길이(l_"time")는 각각 하기의 <수학

식 2>과 <수학식 3>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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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상기 <수학식 2>에서 N은 동기코드의 개수이며, [x]는 x를 넘는 최소정수를 나타낸다.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3>에서 M은 단말장치가 I_FPACH를 계속적으로 수신할 부 프레임의 수, 즉 기지국이 응답을 전송할 수

있는 동기코드가 들어있는 최대 부 프레임의 수를 나타낸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단말장치가 기지국의 응답을 대기

하는 부 프레임의 수로, 단말은 상기 부프레임마다 I_FPACH를 통해 응답신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

기 단말은 상기 M개의 최대 부 프레임동안 응답을 받지 못하면, 임의 지연 시간후에 임의 접근 절차를 다시 시도하게 

된다.

도6은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I_FPACH의 구성의 일 예를 보여주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6은 매 프레임 할당된 P-

RACH의 개수와 동기코드의 개수가 8이며, 단말장치가 I_FPACH를 계속적으로 수신할 부 프레임의 수가 4인 경우를

나타낸다.

상기 도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I_FPACH는 8개의 응답영역"ACK_0(601-1), ACK_1601-2), ... , A

CK_7(601-8)"으로 구성된다. 상기 각 응답 영역은 하나의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을 준다. 또한, 각 응답 영역은 3비트

의 동기코드에 대한 색인 영역(603)과 2비트의 해당 동기코드의 도착시간을 나타내는 영역(605)으로 구성됨을 보여

준다. 따라서 I_FPACH는 40비트의 길이를 가진다.

상술한 상기 I_FPACH는 길쌈 부호화기나 블록 부호화기를 사용하여 부호화 될 수 있다. 상기 길쌈 부호화기를 사용

하여 상기 I_FPACH를 부호화 할 경우, NB-TDD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1/2 혹은 1/3 부호화 율을 가지는 길쌈 

부호화기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블록 부호화기가 사용될 경우 입력에 해당하는 정보 비트의 수(n)는 하기의 <수학식

4>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출력에 해당하는 부호 비트의 수(m)는 <수학식 5>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수학식 4

수학식 5

상기 <수학식 4>과 상기 <수학식 5>에서 M과 N의 의미는 상기 <수학식 2>과 상기 <수학식 3>에서의 의미와 동일하

다.

도7은 상기 도6의 예를 따라 I_FPACH가 구성될 경우 길쌈 부호화기를 사용하여 I_FPACH를 부호화하는 예를 나타

낸다. 상기 도7의 예에서는 부호화 율이 1/2이고, 구속장의 길이가 9인 길쌈 부호화기가 사용되었다. 상기 도6의 예와

동일한 40비트의 I_FPACH 정보는 꼬리 비트 삽입(Padding of tail bits: 701)에 의해 8비트 의 꼬리 비트(tail bit)가 

연접(concatenation)된 후 길쌈 부호화기(703)에 입력된다. 상기 길쌈 부호기(703)는 부호화 율이 1/2이므로 96비트

의 부호화된 출력을 발생한다. 상기 길쌈 부호기(703)에서 출력되는 부호화된 96비트들은 펑처링(Puncturing: 705)

로 입력된다. 상기 펑처링(705)는 상기 96비트의 부호화된 신호 중 8 비트를 천공(puncturing)한 후 88비트의 부호

화된 I_FPACH를 출력한다. 이는 NB-TDD의 순방향 채널에서 하나의 물리적인 채널의 비트 수와 동일하다.

도8은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블록 부호화기를 사용하여 I_FPACH를 부호화하는 예를 나타낸다. 이는 상기 도6의 예

와 동일한 형태로 I_FPACH가 구성될 경우 상기 <수학식 3>과 상기 <수학식 4>에 의하여 m과 n은 11과 5가 된다. 

즉, 8개의 응답 영역은 각각 (11,5) 블록 부화기(801)를 사용하여 부호화되며, 결과적으로 88비트의 부호화된 I_FPA

CH가 얻어진다. 상기 도8의 예에서는 상기 도6에서와 동일한 40비트의 I_FPACH가 (11,5) 블록 부호화기의 입력이 

된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응답에 해당하는 5비트씩이 독립적으로 (11,5) 블록 부호화기에 입력되어 11 비트의 부호

화된 출력을 가지며, 전체적으로는 88비트의 부호화 된 I_FPACH 신호가 얻어진다.

상기 (11,5) 블록 부호화기(801)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발명의 출원일과 동일하게 출원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채

널부호화 복호화 장치 및 방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만약,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동기코드의 개수보다 P-RACH의 개수가 작은 경우 혹은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

된 동기코드의 개수와 P-RACH의 개수는 동일 하지만 임의의 부 프레임 동안 기지국이 응답을 줄 수 있는 동기코드

의 개수가 P-RACH의 개수보다 작을 경우 기지국은 동일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을 반복하여 전송할 수 있다. 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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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코드에 대한 반복 회수는 하기의 <수학식 6>와 <수학식 7>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하기 <수학식 6>는 기본적으로 

기지국이 선택한 각 응답이 공통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반복 회수를 의미하며, 하기 <수학식 7>은 추가적으로 1번 

더 반복되어야 할 응답의 개수를 의미한다.

수학식 6

수학식 7

상기 <수학식 6>와 상기 <수학식 7>에서 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N은 동기코드의 개수

를 나타내며, A는 하나의 부 프레임 동안 기지국이 응답을 주는 동기코드의 개수를 의미한다. 참고로 상기 A의 최대

값은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수와 동일하다. 기지국은 A개의 응답 가운데 임의로 혹은 선별적으로 R 

2 개를 선정하여 한번 더 반복할 수 있다.

도9는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I_FPACH를 통한 신호에 동일한 응답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예를 나타낸다.

이 경우 동기코드의 개수는 8로 가정하였 으며,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수와 기지국이 응답을 주는 

수는 3으로 가정하였다.

상기 도9에서와 같이 3개의 응답은 상기 <수학식 6>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2번 반복된다. 즉 상기 A는 3이되고 동기

코드들의 수 N이 8이므로 [8/3]이 되므로 []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2가 되므로 기본적으로 2번 반복되며, 상기 <
수학식 7>에 의하여 3개의 응답 가운에 2개(ACK_0, ACK_1)가 추가적으로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R

2는 (2.67-2)×3≒2이므로 세 개의 응답 중 2개만 추가적으로 반복된다.

다음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하나의 FPACH를 사용하여 다수의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 정보를 주는 방법에 대한 설

명이다.

먼저 기지국이 FPACH를 통하여 단말장치에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각 정보의 비트 길이에 대하여 논한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임의 접근 절차에서 FPACH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송 전력의 변경치: 기지국은 단말장치가 UpPTS를 통하여 전송한 동기코드의 수신 전력을 측정한 후 요구되는 

P-RACH의 수신 전력과의 차에 해당하는 값을 단말장치에 알려준다.

2) 전송 시간의 변경치: 기지국은 단말장치가 UpPTS를 통하여 전송한 동기코드의 도착 시간을 측정한 후 이를 바탕

으로 단말장치가 P-RACH 신호를 전송할 시간에 대한 변경치를 계산하여 단말장치에 알려준다.

3) 응답의 재확인 값: I_FPACH를 통하여 자신이 선택한 동기코드에 대하여 기지국이 응답하였음을 확인한 단말장치

가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응답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의 <표 3>은 상기 제시한 각 정보가 가지는 비트 수와 표현 가능한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하기의 <표 3>에서 

와 l_"time"는 I_FPACH에 포함되는 동기코드의 색인과 도착시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표 3]

길 이 (최소/최대) 범 위 (최소/최대)
해 상 도 (최대/최소

)
비 고

전송 전력의 변경

치
4 / 5 [bit] -24 ~ 24 / -48 ~ 48 [dB] 3 / 3 [dB] 필 수

전송 시간의 변경

치
5 / 10 [bit]

-32 ~ 96 / -32 ~ 96 [chi

p]
4 / 0.125 [chip] 필 수

응답의 재확인 값 l index /l index +l time [bit] - - 필 수

미사용 (reserved) 2 [bit] - - 선 택

합 계 (최소/최대)
9 + l index / 17 +l index +l time [bi

t]
- - -

상기 <표 3>에서 각 정보가 가지는 길이의 최소 값, 최대 값 그리고 범위 및 해상도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송 전력의 변경치: 역방향 전용 채널(dedicated channel)의 폐 루프 전력 제어(closed loop power control)가 8

0 [dB]의 유동(dynamic) 범위를 가지며, 해상도는 1, 2 또는 3 [dB]의 값을 가진다. 임의 접근 절차의 경우 단말장치

가 UpPTS를 사용하여 동기코드를 전송할 경우 기지국의 동기 채널의 전력을 기준으로 안전한 정도의 전력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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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한다. 또한 임의 접근 절차가 역방향 전용 채널의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한 사전 단계로 사용될 경우 전용 채널의

사용을 통하여 또 다시 전력 제어가 일어나므로 기존 역방향 전용 채널에서 사용되는 폐 루프 전력 제어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밀도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해상도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은 3 [dB]로 결정하였으며, 조정 가능한 범위

는 4 비트일 경우 ±24 [dB]로서 48 [dB]의 유동 범위를 가지며 5비트일 경우 조정 가능한 범위는 ±48 [dB]로서 9

8 [dB]의 유동 범위를 가지도록 하였다.

2) 전송 시간의 변경치: 상기 도10은 NB-TDD의 부 프레임의 구조와 기지국이 판별 가능한 UpPTS의 도착 시간을 

나타낸다. 즉, 기지국(UTRAN-1000)은 역방향 파일럿 타임 슬롯(Up Link Pilot Time Slot: UpPTS- 1007)와 순방

향 파일롯 타임 슬롯(down link pilot time slot: DwPTS-1003) 사이에 96칩(chip) 길이의 보호구간(Guard Period: 

GP-1005)을 가지며, 상기 UpPTS(1007)과 타임 슬롯1(Time Slot #1: TS1-1009) 사이에 32(chip) 길이의 보호구

간(1008)를 갖는다. UE(1010)과 UE(1020)도 동일하다. 상기 UE(1010)이 상기 UpPTS(1015)를 통해 송신하는 동

기코드가 상기 기지국(1000)의 보호구간(1007)보다 앞서 도착하면 기지국은 상기 UE(1010)이 전송한 동기코드를 

판별하지 못하므로 변경 시간의 최대값은 96 칩(chip)이 된다. 또한 기지국은 UpPTS의 후반부에 위치한 32 칩(chip)

의 보호구간(1008)보다 늦게 도착하는 동기코드도 판별하지 못하므로 변경 시간의 최소값은 -32 칩(chip)이 된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구간의 전송 시간 변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5 ~ 10 비트의 전송 시간 변경치를 사용하며 각 비트

에서의 해상도는 4 칩(chip) ~ 0.125 칩(chip)이 된다.

3) 응답의 재확인 값: 응답을 재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I_FPACH에 포 함되는 각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 정보를

그대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응답의 재확인 값의 길이는 다음의 <수학식 8>에 의해 결정된다.

수학식 8

상기 <수학식 8>에서의 M과 N의 의미는 상기 <수학식 2>과 상기 <수학식 3>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응답의 재확인 값이 가지는 최소의 길이는 이다. 상기 응답의 재확인 값이 의 길이를 가지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동기코드에 대한 색인을 그대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기코드의 도착시간과 비트별 배타적 논리

합(X-OR)하는 것이 될 수 있다.

4) 미사용: 추후 FPACH에 새롭게 포함될 정보 혹은 각 정보의 범위와 해상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FPACH에 필

요한 비트 수의 변경에 대비하기 위한 비트로서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11은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해 전송 전력의 변경치가 5 비트, 전송 시간의 변경치가 10 비트 그리고 응답의 재확인 

값이 3 비트의 길이를 가지며, 2 개의 동기코드에 대하여 동시에 변경치를 알려주고자 할 경우 FPACH의 구성과 이

를 길쌈 부호화기를 사용하여 부호화하는 예를 나타낸다. 상기는 본 발명의 실시예로 FPACH의 정보 비트수는 변경 

가능하다. 상기 도11의 예에서는 부호화 율이 1/2이 고 구속장의 길이가 9인 길쌈 부호화기(1101)가 사용되었다. 구

체적으로, 36비트의 FPACH 정보는 꼬리비트 삽입(1101)에서 8비트의 꼬리 비트가 연접된 후 길쌈 부호화기(1103)

에 입력된다. 상기 길쌈 부호화기(1103)은 상기 8비트의 코리비트가 연접된 FPACH를 부호화 하여 88비트의 부호화

된 FPACH를 출력한다. 결론적으로 36비트의 FPACH 정보는 8비트의 꼬리비트가 연접된 후 길쌈 부호화기(1103)에

서 부호화 된어 88비트의 부호화된 FPACH를 출력한다.

상기 FPACH의 길이가 36비트를 넘을 경우 부호화된 FPACH에 천공이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

에 12비트가 필요한 경우, 3개의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을 하나의 FPACH를 통하여 동시에 전송할 수 도 있다.

상기 설명한 하나의 FPACH를 사용하여 다수의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과 더불어 하나의 FPAC

H를 사용하여 하나의 동기코드에 대해서만 응답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는 FPACH에 포함되는 

정보의 부호화 율을 보다 높여 전송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FPACH의 전송이 보장된다.

도12는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해 I_FPACH를 통하여 응답을 받은 위치에 따라 단말장치가 확인하여야할 FPACH와 RA

CH 데이터를 전송할 P-RACH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 상기 도12에서 I_FPACH(1210)은 ACK_0, ACK_1,...ACK_

L-1로 구성된다. 상기 "L"은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개수이다.

상기 도12에서 ACK_0, ACK_1, ..., ACK_L-1은 전술한 도9에서와 같이 동일한 응답이 반복되더라도 이를 하나로 

고려한 경우 각각의 응답을 나타낸다. 즉, 상기 도9에서와 같이 ACK_0과 ACK_1이 세 번 반복되고 ACK_2가 두 번 

반복될 경우, 상기 도12에서의 I_FPACH(1210)는 ACK_0, ACK_1 및 ACK_2와 같이 세 개의 응답으로 구성됨을 가

정한다.

상기 도12에서 FPACH(single: 1220)은 하나의 FPACH를 사용하여 하나의 동기코드에 대하여 동시에 응답을 주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I_FPACH(1210)에 포함되는 각 응답과 FPACH 그리고 P-RACH는 일대일로 매핑될 수 있

다. 한편, 상기 도12에서 FPACH(double: 1230)은 하나의 FPACH를 사용하여 두 개의 동기코드에 대하여 동시에 응

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며, FPACH(triple 1240)은 하나의 FPACH를 사용하여 세 개의 동기코드에 대하여 동시에 

응답을 주는 경우를 나타낸다. 각각의 경우 하나의 부 프레임에 포함된 FPACH의 수는 하기의 <수학식 9>과 <수학식

10>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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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9

n_FPACH(=number of FPACH) = 

수학식 10

n_FPACH(=number of FPACH) = 

상기 <수학식 9>과 상기 <수학식 10>에서 L은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수이며, 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의미한다.

임의의 기지국에서 FPACH(double 1230)이 사용되며 "L"이 2의 배수가 아닐 경우 FPACH( -1)에는 동일

한 단말에 적용될 전송 전력의 변경치와 전송 시간의 변경치와 같은 정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FPACH(tr

iple 1240)이 사용되며 "L"이 3의 배수가 아닐 경우 ACK_L-1을 통하여 응답을 받은 단말장치는 해당 FPACH인 FP

ACH( -1)을 통하여 두 번 혹은 세 번 반복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FPACH를 통하여 중복된 정보

를 받는 단말장치도 실제 RACH 데이터를 전송하는 P-RACH는 하나만 사용한다.

하기의 <표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대한 동기코드, I_FPACH, FPACH 및 P-RACH 사이의 매핑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N=8, M=2, L=2, H=2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sub- Frame # … n n+1 n+2 n+3 n+4 n+5 n+6 n+7 n+8

…

Detected  SYNC1 co

des
…

S1 S2 S

3
S2 S5

S1 S3 S4 S

6
- S8 … … … …

…

I_FPACH … …
1_S1, 1_S

3
2_S2, 1_S2

1_S3, 1_S

4

2_S1, 2_S

6
1_S8 … … …

…

…

FPACH (double) … … … 1_S1, 1_S3 2_S2, 1_S2 1_S3, 1_S4 2_S1, 2_S6 1_S8, 1_S8 … …

…

P-RACH … … … … …
R1_1_S1 R2_1_

S3

R1_2_S2 R2_1_

S2

R1_1_S3 R2_1_

S4

R1_2_S1 R2_2_

S6
R1_1_S8 -

상기 <표 4>의 실시 예에서는 다음을 가정한다.

- N = 8 : 동기코드의 수, 각각의 코드는 "S1, S2, ??, S8"로 표기 및 식별 됨

- M = 2 : 단말장치가 I_FPACH를 계속적으로 수신할 부 프레임 수 = 기지국이 응답을 전송할 수 있는 동기코드가 

들어 있는 최근 부 프레임의 수

- L = 2 :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수

- H = 2 : 대응되는 FPACH와 P-RACH 사이의 시간 차이 (부 프레임)

- FPACH(double: 1230) : 하나의 FPACH를 사용하여 2 개의 동기코드에 대하여 동시에 응답을 줄 수 있음. 결과적

으로 FPACH의 수는 1이 됨

상기 실시 예의 <표 4>에서 "Detected SYNC1 codes"는 단말장치가 전송하여 기지국이 수신한 동기코드를 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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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S1, S2, S3, S4, S5, S6, S6, S7, S8 중의 하나가 된다.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P-RACH의 개수가 2인 점을 감안하면 기지국은 I_FPACH를 통하여 2개의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각각의 응답은 n_Sk로 표기 및 식별된다. n값은 M보다 작은 양의 정수 값으로 

동기코드를 수신한 부 프레임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본 예에서는 1 또는 2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즉, n값이 1인

경우 해당 동기코드를 받은 시점이 바로 이전 프레임임을 나타내며, n값이 2인 경우 해당 동기코드가 이전 2개의 부 

프레임 이전에 수신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상기 Sk값은 수신된 동기코드를 가리키는 값으로 본 예에서는 S1, S2,

..., S8 가운데 하나가 된다.

상기 <표 4>에서 FPACH(double)은 두 개의 n_Sk를 포함한다. 여기서 n과 Sk의 의미는 I_FPACH의 경우와 동일하

다.

상기 <표 4>에서 P-RACH는 R1_n_Sk, R2_n_Sk로 표현된다. R1과 R2는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두 개의 P-RA

CH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며, n_Sk는 I_FPACH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상기 <표 4>를 예로 하여 설명하면, n번째 부 프레임에서 기지국은 세 개의 동기코드(S1, S2, S3)를 수신한다. n 번째

부 프레임에서 수신된 동기코드들 중 S1과 S3을 선택하여 n+1 번째 부 프레임에서 I_FPACH를 이용하여 응답을 전

송한다. 전술한 도6의 예에서와 같이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동기코드의 개수가 8 임을 감안하면 하나의 I_FPAC

H에 가능한 응답 영역의 개수는 8이며, 상기 <수학식 6>와 상기 <수학식 7>에 의하여 n 번째 부 프레임에서 선택된 

S1과 S3에 대한 응답은 각각 4번씩 반복되어 전송될 수 있다. n+2번째 부 프레임에서 기지국은 FPACH를 이용하여 

S1과 S3에 대한 응답 정보를 전송하였다. FPACH에는 상기 <표 3>에서 언급한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n

번째 부 프레임에서 S1과 S3을 전송한 단말장치들은 n+4번째 부 프레임에서 첫 번째 P-RACH(R1)와 두 번째 P-R

ACH(R2)를 이용하여 RACH데이터를 각각 전송한다.

상기 <표 4>에서, n+1번째 부 프레임에서 기지국은 두 개의 동기코드 S2와 S5를 수신한다. 기지국은 n번째 부 프레

임에서 수신한 동기코드 중 응답을 전송하지 않은 동기코드 S2와 n+1번째 부 프레임에서 수신한 S2, S5 중 응답을 

줄 동기코드를 결정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n+2번째 부 프레임에서 전송한다. 상기 <표 2>에서는 n번째 부 프레임에

서 수신한 S2와 n+1번째 부 프레임에서 수신한 S2가 n+2번째 부 프레임에서 I_FPACH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 전술

한 도6의 예에서와 같이 I_FPACH의 응답 영역이 단말이 전송한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 동기코드의 색인과 단말이 전

송한 SYN1 코드의 도착시간을 포함하므로 기지국은 n 번째 부 프레임에서 도착한 S2 (2_S2)와 n+1 번째 부 프레임

에서 도착한 S2 (1_S2)를 구분하여 응답을 줄 수 있다. n 번째 부 프레임에서 S2를 선택한 단말장치와 n+1 번째 부 

프레임에서 S2를 선택한 단말장치는 도12의 예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할당된 응답 정보가 포함된 FPACH와 RACH 

데이터를 전송할 P-RACH에 대한 매핑 관계를 알 수 있다.

상기 <표 4>의 예에서, n+2번째 부 프레임에서 기지국은 네 개의 동기코드 S1, S3, S4, S6을 수신한다. 기지국은 n+

3번째 부 프레임에서 S3, S4에 대한 응답을 전송하고 n+4번째 부 프레임에서 S1, S6에 대한 응답을 전송하였다. 이

에 대하여 각각 n+6 번째 부 프레임에서 P-RACH R1, R2를 이용하여 동기코드 S3, S4를 송신했던 단말장치들이 P

-RACH를 통하여 데이터를 송신하고 n+7번째 부 프레임에서는 동기코드 S1, S6을 송신한 단말장치들이 할당된 P-

RACH를 통해 RACH 데이터를 송신한다.

기지국은 n+4번째 부 프레임에서 수신한 동기코드 S8에 대해서 n+5번째 부 프레임에서 I_FPACH를 이용하여 응답

을 송신하고, 단말장치는 n+8번째 부 프레임에서 첫 번째 P-RACH를 이용하여 RACH 데이터를 송신한다.

상기 실시 예에서 n+1번째 부 프레임에서 전송된 동기코드 S5는 P-RACH의 사용 권한 획득이 실패한 경우에 해당

한다. 이 경우 최대 대기 부프레임의 수가 4 부 프레임이므로 4 부 프레임까지 I_FPACH 신호를 통한 응답신호 대기 

후 일정정도의 지연시간을 거친 후 다시 임의 접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과도한 트 래픽이 시간적으로 

집중될 때 생기는 현상이다.

전체적인 트래픽의 양은 적으나 상기 예에서처럼 일정시간에 과도한 트래픽이 집중될 확률이 큰 경우는 M 값을 증가

시키는 방법을 통해 동기코드를 전송한 모든 단말장치에게 P-RACH 채널을 할당해 줄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임의 접근 절차를 위한 자원인 UpPTS, FPACH, P-RACH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

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임의 접근 절차의 충돌 확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RACH 접속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접속을 보장함에 따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통 채널인 RACH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부 프레임들 각각을 가지는 프레임들의 열을 가지며 각 부 프레임은 복수의 타임슬롯들을 가지며 각 타임슬롯

은 코드들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복수의 채널들을 가지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한 셀 영역에 있는 이동단말이 상기 

셀 영역내의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 전송을 허락 받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이동단말들에 의해 데이터 전송 요청들을 구별할 수 있는 복수의 동기 코드들 중 하나를 상기 이동단말이 선

택하고 상기 복수의 부 프레임들 중 하나 내의 상기 복수의 타임슬롯들 중 하나의 타임슬롯 내에 상기 선택된 동기 코

드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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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기 코드 정보의 전송 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코드 정보와, 상기 동기코드정보를 수신한 시간정보와,

상기 이동단말에 의해 전송된 상기 정보의 전송시점의 변경을 나타내는 시간조정정보와, 상기 이동단말의 전력 이득

의 조정을 나타내는 전력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상기 동기 코드와 매핑 관계를 가지지 않는 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과 매핑관계에 있는 역방향 접근 채널을 통해 상기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상기 시간조정 정보와 상기 

전력 정보에 따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이 상기 선택한 동기코드와 상기 동기코드를 전송한 시간정보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동기코드 정보와 상기 동기코드가 일치할 경우 상기 채널을 통해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이 상기 동기코드의 전송 후 상기 동기코드들의 수를 한 부 프레임 내에 할당된 채널의

수로 나누어 구해진 수의 부 프레임들 동안 채널의 수신 여부를 확인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복수의 부 프레임들 각각을 가지는 프레임들의 열을 가지며 각 부 프레임은 복수의 타임슬롯들을 가지며 각 타임슬롯

은 코드들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복수의 채널들을 가지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한 셀 영역을 가지는 기지국이 상기 

셀 영역내의 이동단말들로 데이터 전송을 허락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부 프레임 내에 복수의 이동단말로부터 상기 이동단말들 각각에 의해 데이터 전송 요청들을 구별할 수 있는 복

수의 동기 코드들을 상기 부 프레임 내의 상기 복수의 타임슬롯들 각각으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들 각각에 대해 동기코드가 수신된 부 프레임의 시간과 상기 동기코드가 상기 부 프레임 내의 슬롯에서

미리 알고 있는 수신시간으로부터 수신 지연시간과 상기 동기코드의 전력을 측정하고, 상기 동기코드와 상기 동기코

드가 수신된 부 프레임의 시간정보와 상기 지연시간정보와 상기 측정된 전력에 대한 역방향 전력제어정보를 포함하

는 데이터를 상기 동기 코드와 매핑 관계를 가지지 않는 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을 통해 상기 데이터를 전송 후 상기 채널과 매핑관계에 있는 역방향 접근 채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로부

터 상기 시간조정 정보와 상기 전력제어 정보에 따른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동기코드의 수신 후 상기 동기코드들의 수를 한 부 프레임 내에 할당된 채널의 수로 나누어 구해

진 수의 부 프레임들 내에 채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복수의 부 프레임들 각각을 가지는 프레임들의 열을 가지며 각 부 프레임은 복수의 타임슬롯들을 가지며 각 타임슬롯

은 코드들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복수의 채널들을 가지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한 셀 영역에 있는 이동단말이 상기 

셀 영역내의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 전송을 허락 받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이동단말들에 의해 데이터 전송 요청들을 구별할 수 있는 복수의 동기 코드들 중 하나를 임의의 이동단말이 

선택하고 상기 복수의 부 프레임들 중 하나 내의 상기 복수의 타임슬롯들 중 하나의 타임슬롯 내에 상기 선택된 동기 

코드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기지국이 상기 이동단말 각각의 동기코드 내에 있는 상기 복수의 부 프레임들 중 하나 내의 상기 복수의 타임슬롯들 

중 하나의 타임슬롯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들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동기코드가 수신된 부 프레임의 시간과 상기 동기

코드가 상기 부 프레임 내의 슬롯에서 미리 알고 있는 수신시간으로부터 수신 지연시간과 상기 동기코드의 전력을 측

정하고, 상기 동기코드와 상기 동기코드가 수신된 부 프레임의 시간정보와 상기 지연시간정보와 상기 측정된 전력에 

대한 역방향 전력제어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상기 동기 코드와 매핑 관계를 가지지 않는 순방향 채널을 통해 송신

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동기 코드 정보의 전송에 응답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코드 정보와, 상기 동기코드정

보를 수신한 시간정보와, 상기 이동단말에 의해 전송된 상기 정보의 전송시점의 변경을 나타내는 시간조정정보와, 상

기 이동단말의 전력 이득의 조정을 나타내는 전력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상기 동기 코드와 매핑 관계를 가지지 않

는 순방향 채널을 통해 수신하고, 상기 순방향 채널과 매핑관계에 있는 역방향 접근 채널을 통해 상기 전송하고자 하

는 데이터를 상기 시간조정 정보와 상기 전력 정보에 따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동기코드의 수신 후 상기 동기코드들의 수를 한 부 프레임 내에 할당된 채널의 수로 나누어 구해

진 수의 부 프레임들 내에 순방향 채널을 통해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복수의 부 프레임들 각각을 가지는 프레임들의 열을 가지며 각 부 프레임은 복수의 타임슬롯들을 가지며 각 타임슬롯

은 코드들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복수의 채널들을 가지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한 셀 영역에 있는 이동단말이 상기 

셀 영역내의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 전송을 허락 받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이동단말들에 의해 데이터 전송 요청들을 구별할 수 있는 복수의 동기 코드들 중 하나를 상기 이동단말이 선

택하고 상기 복수의 부 프레임들 중 하나 내의 상기 복수의 타임슬롯들 중 하나의 타임슬롯 내에 상기 선택된 동기 코

드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동기코드의 전송 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동기코드에 대한 채널이 수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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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 프레임을 지시하는 정보를 인덱스 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인덱스 채널 지시 정보에서 지시하는 채널을 통해 시간정보와 전력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과 매핑관계에 있는 역방향 접근 채널을 통해 상기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상기 시간조정 정보와 상기 

전력 정보에 따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스 채널 지시 정보가 상기 동기코드에 대한 색인 필드와 상기 동기코드의 도착시간 필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을 수신하는 부 프레임이 상기 인덱스 채널을 수신 한 다음 부 프레임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코드에 대한 색인 필드의 길이는 이하의 수학식 11에 의해 계산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수학식 11

상기 N은 동기코드의 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도착시간 필드의 길이는 이하의 수학식 12에 의해 계산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수학식 12

상기 M은 인덱스 채널을 검사해야 하는 최대 부 프레임 수

청구항 13.
복수의 부 프레임들 각각을 가지는 프레임들의 열을 가지며 각 부 프레임은 복수의 타임슬롯들을 가지며 각 타임슬롯

은 코드들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복수의 채널들을 가지는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에서, 한 셀 영역에 있는 이동단

말들로 임의 채널 데이터 전송을 허락 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이동단말들 중 임의의 이동단말로부터 데이터 전송 요청들을 구별할 수 있는 복수의 동기 코드들 중 하나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동기코드의 전송 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동기코드에 대한 채널이 수신되

는 부 프레임을 지시하는 정보를 인덱스 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인덱스 채널 지시 정보에서 지시하는 채널을 통해 시간정보와 전력제어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과 매핑관계에 있는 역방향 접근 채널을 통해 상기 시간조정 정보와 상기 전력 정보에 따라 시간 및 전력 조

절된 임의 접근 데이터를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수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인덱스 채널을 통해 복수개의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을 줌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인덱스 채널을 통해 응답을 줄 수 있는 동기코드의 수는 8개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응답을 줄 수 있는 동기코드의 개수가 임의 채널의 개수보다 작을 경우 동일한 동기

코드에 대한 응답을 반복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각 동기코드에 대한 반복 회수는 이하의 수학식 13에 의한 기본 반복과 수학식 14에 의한 추

가 반복에 의해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수학식 13

수학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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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은 동기코드의 수이고, 상기 A는 하나의 부 프레임 동안 기지국이 응답을 주는 동기코드 수이다.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채널을 사용하여 두 개의 동기코드에 대하여 응답을 주는 경우 하나의 부 프레임 내에 

포함되는 채널의 수는 이하 수학식 15에 의해 구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수학식 15

n_FPACH(=number of FPACH) = 

상기 L은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채널의 수이고, 상기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다.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채널을 사용하여 세 개의 동기코드에 대하여 응답을 주는 경우 하나의 부 프레임 내에 

포함되는 채널의 수는 이하 수학식 16에 의해 구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수학식 16

n_FPACH(=number of FPACH) = 

상기 L은 하나의 부 프레임에 할당된 채널의 수이고, 상기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다.

청구항 20.
복수의 부 프레임들 각각을 가지는 프레임들의 열을 가지며 각 부 프레임은 복수의 타임슬롯들을 가지며 각 타임슬롯

은 코드들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복수의 채널들을 가지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임의 접근 데이터 전송 허락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이동단말들에 의해 데이터 전송 요청들을 구별할 수 있는 복수의 동기 코드들 중 하나를 상기 이동단말이 선

택하고 상기 복수의 부 프레임들 중 하나 내의 상기 복수의 타임슬롯들 중 하나의 타임슬롯 내에 상기 선택된 동기 코

드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이 이동단말이 송신한 동기코드를 수신하고 상기 동기코드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동기코드에 대한 채널

이 수신되는 부 프레임을 지시하는 정보를 인덱스 채널을 통해 송신한 후 상기 지시된 채널을 통해 시간정보와 전력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이동단말에 대한 응답을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이 상기 인덱스 채널을 수신하고, 상기 인덱스 채널이 지시하는 상기 동기코드에 대한 채널을 포함하는

부 프레임의 채널을 통해 시간정보와 전력제어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시간정보와 전력제어 정보를 전송할 임의 채널

데이터에 적용하여 상기 채널을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등록특허  10-0416972

- 19 -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416972

- 20 -

도면3



등록특허  10-0416972

- 21 -

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416972

- 22 -

도면6



등록특허  10-0416972

- 23 -

도면7



등록특허  10-0416972

- 24 -

도면8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