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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기지국장치

요약

    
이동국과의 CDMA 신호의 증폭을 행하는 송수신 증폭부와, 상기 송수신 증폭부와 접속되어, 기저대역 확산된 송신신호
를 D/A 전환 후, 직교변조하여, 수신신호를 준동기검파 후, A/D 전환하는 무선부와, 상기 무선부와 접속되어, 송신신호 
및 수신신호에 대하여, 기저대역신호처리를 행하는 기저대역신호 처리부와, 상기 기저대역신호 처리부와 접속되어, 외
부회선과의 인터페이스를 행하는 전송로 인터페이스와, 무선회선 관리, 무선회선의 설정해방 등의 제어를 행하는 기지
국제어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기 외부회선과는, ATM셀을 이용해 행하고 있다. 상기 이동국과의 CDMA 신호를 사
용한 통신은, 복수의 물리채널 상에 복수의 논리채널을 매핑(mapping)하여 행한다. CDMA 신호는, 쇼트와 롱의 두 가
지의 확산시퀀스코드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기지국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CDMA를 사용한 고속 디지털통신으로 이동국과 교
신할 수 있는 기지국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무선기지국은, 최근의 디지털통신기술의 진보에 의해, CDMA 등 새로운 통신방식과 함께 고
속화되고 있다. 또한, 고정국측도 디지털화 되어, ATM망 등의 새로운 교환망을 사용하도록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대응한 새로운 기지국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동국과의 사이는 CDMA에 의해 통신하고, 제어국과의 사이는 ATM에 의해 전송하는 데 최적의, 고속통
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신규의 기지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디지털무선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일정주기마다, 이미 알려진 파일럿 심벌을 송신하고, 수신측
에서는 상기 파일럿 심벌을 수신하여, 수신한 파일럿 심벌을 사용하여 동기검파를 행하고, 상기 주기적으로 송신되는 
파일럿 심벌수가 송신레이트에 의해 전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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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파일럿 심벌수를 적게 함에 따른 동기검파의 정밀도의 열화와, 파일럿 심벌수를 적게 함에 따른 오버헤드(
overhead)의 증가와의 트레이드오프를 최적화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디지털무선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송신측에서는, 일정주기의 슬롯마다에, 이미 알려진 파일럿 
심벌을 송신하여, 복수의 상기 슬롯에 의해 프레임을 구성하고, 수신측에서는, 상기 파일럿 심벌을 수신하고, 수신한 파
일럿 심벌을 사용하여 동기검파를 행하며, 상기 파일럿 심벌은, 이미 알려진 파일럿 심벌부와 프레임동기를 위한 동기
워드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파일럿 심벌부와 프레임동기부와는, 파일럿 심벌 내에서 고정 길이로 번갈아서 송신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수
신측은, 상기 이전 파일럿 심벌부에 의해 동기검파를 하고, 상기 동기워드부에 의해 프레임동기를 취한 후에는, 동기워
드부도 동기검파에 사용된다.

이와 같이, 동기워드를 파일럿 심벌의 일부로 사용함으로써, 동기처리의 오버헤드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는, 디지털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통보되는 정보를 송신
하는 복수의 논리채널을 하나의 물리채널에 대하여 행하는 매핑(mapping)을, 각 논리채널에서 송신하는 데이터의 변
화빈도에 의해 전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매핑은, 논리채널의 출현빈도를 전환하여 행하는 수 있으며, 적어도 하나의 논리채널의 위치를 일정하게 할 수도 
있다.

논리채널로 통보되는 정보는, 예를 들면, 상향간섭전력량이며, 또한, 인접 셀 혹은 자기 셀의 제어채널 정보이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통보되는 정보의 성질에 따른 송신이 가능해져, 효율 좋게 송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는, 디지털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논리채널의 처리단위 인 유니트를 구성하는, 물리채널의 고정시간 길이의 무선프레임의 수를 전송레이트에 의해 전환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구성으로 함으로써, 오류 검출부호(CRC)가 부여하는 단위를 최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처리의 오버헤드가 적어
진다.

본 발명의 제5 실시예는, CDMA를 사용한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동상성분과 직교성분에 대해, 확산부호로서 같은 
쇼트(short)코드와 다른 롱(long)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롱 코드는, 위상을 시프트 한 코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구성으로 함으로써, 자원적으로 한도가 있는 쇼트코드를 쓸데없이 소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본 발명의 제6 실시예는, 디지털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의 물리채
널의 프레임송신 타이밍은, 동일기지국 내의 섹터마다에 랜덤한 시간만큼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개별물리채널마다에, 호출 설정시 정해진 랜덤한 시간만큼 지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랜덤하게 지연시킴으로써, 간헐적으로 송신되는 물리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 간섭전력을 시간적으로 똑같이 
분포시킬 수 있어, 신호끼리의 충돌이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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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7실시예는, CDMA를 사용한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각각 다른 확산코드를 사용하는 복수의 물리채널을 
사용하여 하나의 이동국과 통신을 행하는 다중코드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물리채널 내의 하나의 물리채널에
서, 파일럿 심벌 및 송신전력제어 커맨드를 송신하여, 상기복수의 물리채널을 정리하여, 같은 파일럿 심벌에 의한 동기
검파 및 같은 송신전력 커맨드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하나의 물리채널에서, 파일럿 심벌 및 송신전력 제어커맨드를 보내는 부분의 송신전력을, 그 이외의 데이터부분의 
송신전력보다 크게 한다. 그 크기는, 예를 들면, 파일럿 심벌 및 송신전력 제어커맨드를 보내는 부분의 송신전력을, 그 
이외의 데이터부분의 송신전력의 다중코드 수배로 한다.

    
또한, CDMA를 사용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복수의 물리채널을 사용하여 하나의 이동국과 통신을 행하는 다중코드 전
송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물리채널에 대하여 같은 파일럿 심벌 및 같은 송신전력 제어커맨드로 하여, 상기 복수
의 물리채널의 파일럿 심벌 및 송신전력 제어커맨드 부분만 같은 확산부호를 사용하여 확산시켜 송신하고, 상기 복수의 
물리채널을 정리하여, 같은 파일럿 심벌에 의한 동기검파 및 같은 송신전력 커맨드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를 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다중코드 전송을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8실시예는, CDMA를 사용한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송신전력제어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은, 기지국에서
의 동기가 확립될 때까지 소정의 패턴에 따라서 송신전력제어를 행하고, 기지국에서 동기가 확립되면, 이동국에서의 S
IR 측정결과에 따른 송신전력 커맨드를 수신하며, 이 송신전력 커맨드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를 하며, 기지국에서의 SI
R 측정결과에 의한 송신전력 커맨드를 송신하며, 이동국은, 초기값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를 행하고, 동기가 획득된 후에
는 이동국에서의 SIR 측정결과에 의한 송신전력 커맨드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소정의 패턴은, 미리 정한 값이 될 때까지 송신전력을 빠르게 증가시켜, 그 후는 완만하게 송신전력을 증가시키는 
패턴이며, 또한, 기지국에 있어서 가변이다.

이동국에서의 상기 초기값은, 기지국으로부터 보내지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기지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될 때까지의 사이에, 미리 정한 제2의 패턴의 송신전력 커맨드열을 송신하고, 이동국에
서는, 보내진 송신전력 제어커맨드에 의해 송신전력을 제어할 수도 있으며, 상기 제2의 패턴의 송신전 력 커맨드열은, 
기지국에 의해 가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기지국에서의 동기가 확립할 때까지의 사이의 이동국에서의 송신전력제어를, 이동국에 미리 정해진 패턴으로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서서히 하향 전력제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른 이동국과의 통신에 대한 영향이 적다. 또한, 2단계로 나누
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동기를 확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기지국주도로 전력제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제어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동국에서 제어패턴을고정시키는 경우는 구성이 간단해 진다.

본 발명의 제9실시예는, 기지국과 이동국과의 사이에서, 패킷 디지털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기
지국은, 사용하는 물리무선채널의 전환을 판별하고,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물리무선채널을 
전환하며, 상기 제어는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서 행해지고, 기지국으로부터의 유선구간에 대한 접속제어는 행해지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환은,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트래픽 량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용하는 물리무선채널은, 공통물
리무선채널 및 복수의 개별물리무선채널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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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의 전환제어는, 기지국(BTS)에서만 판단하여 전환제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구간(예를 들면, 
기지국과 제어국(BSC)사이)의 전환제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환제어에서의 제어부하를 경감할 수 있으며, 또한 전
환제어의 고속화를 기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지국계의 장치기능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논리채널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물리채널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물리채널신호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32ksps의 심벌 레이트에 대한 다른 파일럿 심벌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6은 128ksps의 심벌 레이트에 대한 다른 파일럿 심벌 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7은 상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신호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물리채널과 논리채널과의 대응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퍼치채널(Perch Channel)로의 논리채널 매핑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0은 PCH 매핑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11은 FACH 매핑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l2는 개별물리채널로의 DTCH와 ACCH의 매핑을 도시한 도면.

도 13은 ACCH 매핑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14는 Wbit 사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15는 콘벌루션 부호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6은 SFN 송신예를 도시한 도면.

도 17은 SFN 비트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8은 하향 롱 코드 생성기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9는 상향 롱 코드 생성기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0은 쇼트코드 생성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21은 롱 코드 마스크 심벌용 쇼트코드 생성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2는 롱 코드와 쇼트코드를 사용한 확산코드 생성법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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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은 확산부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4는 랜덤 억세스 전송방법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다중코드 전송방법의 예1을 나타내는 도면.

도 26은 다중코드 전송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27은 다중코드 전송방법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8은 ATM셀의 전송에 사용되는 1544kbits/s에 대한 프레임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9는 ATM셀의 전송에 사용되는 6312kbits/s1544kbits/s에 대한 프레임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0은 6312kbit/s의 장치 출력단에서의 펄스 마스크를 도시한 도면.

도 31은 BTS-MCC 사이의 링크 구성예(ATM 커넥션)를 도시한 도면.

도 32는 유휴 셀(idle cell)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3은 AAL-Type2 접속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34는 AAL-5 접속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35는 AAL-2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36은 SAL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37은 AAL-5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38은 타이밍 셀 신호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39는 슈퍼 프레임위치를 도시한 도면.

도 40은 복수 파일럿 블록을 사용하는 전송로 추정을 도시한 도면.

도 41은 SIR 기반의 폐루프(closed loop)에 의한 송신전력제어를 도시한 도면.

도 42는 송신전력제어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43은 폐루프 송신전력제어로의 이행을 도시한 도면.

도 44는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시의 상향 송신전력제어를 도시한 도면.

도 45는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시의 하향 송신전력제어를 도시한 도면.

도 46은 개별물리채널 동기확립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47은 패킷전송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처리 시퀀스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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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8은 상향 개별물리채널(UPCH)에서의 섹터간 핸드오버시의 접속형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49는 하향 개별물리채널(UPCH)에서의 섹터간 핸드오버시의 접속형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50은 상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RACH)에서의 섹터간 핸드오버시의 접속형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51은 하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FACH)에서의 섹터간 핸드오버시의 접속형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52는 공통제어용 채널-개별물리채널의 전환시퀸스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53도는, 개별물리채널-공통제어용물리채널의 전환 시퀀스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54는 셀헤드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55는 대역보증제어 개요를 도시한 도면.

도 56은 ATM셀 송출제어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57은 AAL-Type2 셀작성 처리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58은 셀송신 순서데이터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59는 AAL타입5의 포맷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60은 SSCOP 시퀀스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6l은 BTS에서의 SFN 시각 동기확립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62는 BTSSFN Clock 위상보정값 산출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63은 셀 손실 검출순서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64는 BCCH1,2(16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65는 PCH(64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66은 FACH-Long(64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67은 FACH-Short(normal-node)(64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68은 FACH-Short(Ack-mode)(64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나타낸도면.

도 69는 RACH-Long(64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0은 RACH-Short(64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1은 SDCCH(32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2는 ACCH(32/64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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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3은 ACCH(128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4는 ACCH(256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5는 DTCH(32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6은 DTCH(64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7은 DTCH(128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8은 DTCH(256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9는 DTCH(512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80은 DTCH(1024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81은 UPCH(32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82는 UPCH(64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83은 UPCH(128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84는 UPCH(256ksps)논리채널의 코딩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85는 퍼치채널, 공통제어용 물리채널 송신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86은 상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RACH) 송신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87은 개별물리채널 송수신타이밍(비DHO시)을 도시한 도면.

도 88은 개별물리채널 송수신타이밍(DHO시)을 도시한 도면.

도 89는 퍼치채널의 송신패턴을 도시한 도면.

도 90은 하향 공통제어채널(FACH용)의 송신패턴을 도시한 도면.

도 91은 하향 공통제어채널(PCH용)의 송신패턴을 도시한 도면.

도 92는 상향 공통제어채널(RACH용)의 송신패턴을 도시한 도면.

도 93은 개별물리채널(고속 폐루프 송신전력 제어중)의 송신패턴을 도시한 도면.

도 94는 32ksps 개별물리채널(DTX제어)의 송신패턴을 도시한 도면.

도 95는 CPS PDU 조립방법(RACH 이외)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96은 CPS PDU 조립방법(RACH)을 나타내는 순서도.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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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개요

1.1. W-CDMA 무선기지국장치(BTS)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W-CDMA(Wide Code devision Multiple Access)에 의해 이동국과 통신하고, 제
어·교환국과의 사이는,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를 사용하여 통신하는 본 발명의 무선기지국(BTS)이다.

1.2. 약어설명

본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설명을 표 1에 나타낸다.

2. 구조

2.1. 기능구성

 - 9 -



등록특허 10-0349102

 
기지국장치는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구성이다. 도 1의 BTS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본 발명의 기지국장치의 기능구성이
다. 이하의 내용은 기능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꼭 하드웨어구성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 1의 MCC는 기지국을 
제어하는 제어·교환 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2.2. 기능개요

표 2에 각부의 기능개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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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작조건

3.1. 시동 처리(initial processing)

·전원 투입시, 기지국장치는 자율적으로 리셋한다.

· CPU 리셋 시에는 ROM내 프로그램에 의해, 이하의 처리를 행한다.

(1) CPU 내부체크

(2) AP(처리프로그램)의 기동

4. 인터 페이스조건

4.1. 무선 인터페이스

4.1.1. 주요제원

표 3에 이동국과 기지국과의 사이의 무선인터 페이스의 주요 제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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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무선채널 구성

4.1.2.1 논리채널 구성

논리채널구성을 도 2에 나타낸다.

4.1.2.1.1. 동보채널1, 2(BCCH1. BC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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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채널(BCCH)은, 셀, 또는 섹터마다의 시스템적인 제어정보를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기에 알리기 위한 eks방향 채널
이다. 이 동보채널에 의해, SFN(시스템 프레임번호: System Frame Number), 상향 간섭전력량 등의 시간적으로 내
용이 변화하는 정보를 전송한다.

4.1.2.1.2. 페이징 채널(PCH)

페이징 채널은,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에 대해, 넓은 에어리어에 동일한 정보를 일제히 전송하는 단방향 채널이다. 이 
채널은 페이징을 위해 사용된다.

4.1.2.1.3. 하향 억세스 채널-롱(FACH-L)

이 채널은,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에 대해 제어정보, 혹은 사용자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단방향 채널이다. 이 채
널은, 이동국의 재권셀을 망측에서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채널은 비교적 다량의 정보량을 전송하는 경우에 사
용된다.

4.1.2.1.4. 하향 억세스 채널-쇼트(FACH-S)

이 채널은,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에 대해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일방향 채널이다. 이 채
널은, 이동국의 있는 재권셀을 망측에서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비교적 소량의 정보량을 전송하는 경우에 사용된
다.

4.2.1.5. 랜덤 억세스 채널-롱(RACH-L)

이 채널은,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에 대하여 제어정보 혹은 사용자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일방향 채널이다. 이 
채널은, 이동국의 있는 재권셀을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비교적 다량의 정보량을 전송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4.1.2.1.6. 랜덤 억세스 채널-쇼트(RACH-S)

이 채널은,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에 대하여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단방향 채널이다. 이 
채널은 이동국의 있는 재권 셀을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채널은 비교적 소량의 정보량을 전송하는 경우에 사용
된다.

4.1.2.1.7. 고립 개별제어 채널(SDCCH)

이 채널은, 포인트-포인트의 양방향 채널이며, 제어정보를 전송한다. 이 채널은 1물리채널을 독점한다.

4.1.2.1.8 부수 제어 채널(ACCH)

이 채널은, 포인트-포인트의 양방향 채널이며, 제어정보를 전송한다. 이 채널은, 후술하는 개별 트래픽 채널(DTCH)에 
부수된 제어채널이다.

4.1.2.l.9. 개별 트래픽 채널(DTCH)

이 채널은 포인트-포인트의 양방향 채널이며, 사용자정보를 전송한다.

4.1.2.1.10. 사용자 패킷 채널(UPCH)

이 채널은 포인트-포인트의 양방향 채널이며, 사용자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4.1.2.2 물리채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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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물리채널구성을 나타낸다. 표 4에 각 물리채널의 특징을 나타낸다.

4.1.2.2.1. 퍼치채널

퍼치채널은, 이동국의 셀 선택을 위한 수신레벨측정대상 물리채널이다. 또한, 이 채널은, 이동국의 전원을 시동시에 최
초로 포착하는 물리채널이다. 퍼치채널에는, 이동국에서의 시동시의 셀 선택의 고속화를 꾀하기 위해서, 시스템서 유일
한 쇼트코드로 확산되어, 상시 송신되는 제1퍼치채널과, 하향 롱 코드와 대응한 쇼트코드로 확산되고, 일부의 심벌부분
만 송신되는 제2퍼치채널이 있다. 이 채널은,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의 단방향 물리채널이다.

제2퍼치채널로 사용하는 쇼트코드는, 다른 물리채널에서 사용하는 쇼트코드 체계와는 다르다.

4.1.2.2.2. 공통제어용 물리채널

이 채널은, 동일한 섹터에 존재하는 복수의 이동국에서 경합 사용된다. 상향은 랜덤 억세스이다.

4.1.2.2.3. 개별물리채널

개별물리채널은, 이동국과 기지국과의 사이에서 포인트-포인트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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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물리채널신호 포맷

모든 물리채널은, 슈퍼프레임, 무선프레임, 및 타임 슬롯의 3계층 구성을 취한다. 물리채널 및 심벌 레이트에 따라서 무
선프레임 또는 타임 슬롯의 구성(파일럿 심벌수)이 다르다. 상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 이외의 신호포맷을 도 4에 나타
낸다.

심벌 레이트와 파일럿 심벌수와의 관계를 도 5 및 도 6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5 및 도 6은 심벌 레이트에 대한 다른 파일럿 심벌수의 시뮬레이션결과를 나타낸다. 도 5 및 도 6은, 심벌 레이트가 
다른 물리채널에서의 결과 이며, 각각, 32ksps(Symbol Per Second) 및 128ksps의 물리채널에 관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도 5 및 도 6에서, 횡축은 1 time slot ( 0.625msec)마다 포함되는 파일럿 심벌수이다. 종축은 원하는 Eb
/Io이며, 원하는 품질을 충족시키는 상황에 있어서의, 에러 정정 후의 1비트 당에 필요한 수신전력(Eb)과 단위주파수 
대역당의 간섭전력(Io)과의 비율(Eb/Io)이다. Eb는 총 수신전력량을 에러 정정 후의 비트수로 나눈 값이며, 파일럿 심
벌 등의 오버헤드도 수신전력의 일부로서 고려되고 있다. Eb/lo 값이 작을 수록, 작은 수신전력으로 원하는 품질을 충
족시키는 것이 가능해 지고, 용량상 유효하다. 원하는 품질은, 32ksps 물리채널이 음성 전송용인 점을 고려하여, BER
=10-3 , 128 ksps 물리채널은 데이터 전송용인 점을 고려하여, BER=l0 -6 로 하고 있다. 전파전달 조건은, 양도면이 
동일하다.

    
어느 심벌 레이트에서도, 파일럿 심벌수를 적게 함에 따른 동기검파의 정밀도의 열화와, 파일럿 심벌수를 증가시킴에 
따른 오버헤드의 증가와의 트레이드오프에 의해, 용량을 최대로 할 수 있는 파일럿 심벌수의 최적값이 존재하고 있다. 
파일럿 심벌수의 최적값은, 32ksps에서는 6, 128ksps에서는 1 6이 되고, 심벌 레이트에 따라 다르다. 최적 파일럿 심
벌수의 전체 심벌수에 대한 비율은, 32ksps에서는 30%, 128ksps에서는 20%이며, 비율에 있어서도 심벌 레이트에 따
라 다르다.
    

파일럿 심벌수 또는 그 비율을 심벌 레이트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할당한 경우에는, 어느 심벌 레이트에 있어서 용량
을 열화 시킨다.

이상과 같이, 심벌 레이트에 따라서, 용량상 최적의 파일럿 심벌수 및 파일럿 심벌의 비율은 다르기 때문에, 본 발명에 
있어서는 도 4에 나타낸 구성으로 했다.

·상향 공통 제어용 물리채널의 무선프레임 및 타임 슬롯의 신호포맷을 도 7에 나타낸다. 도면 중 숫자는 심벌수를 나
타낸다.

4.1.2.3.1. 슈퍼프레임

슈퍼프레임은 64 무선프레임으로 구성되어, 후술하는 SFN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슈퍼프레임의 선두 무선프레임: SFN mod 64=0

슈퍼프레임의 말미 무선프레임: SFN mod 64=63

4.1.2.3.2. 파일럿 심벌 및 동기워드(SW)

파일럿 심벌 패턴을 표 5에 나타낸다. 표에서 그물친 부분은 프레임 동기를 위한 동기워드(sync word:SW)이다. 동기
워드(SW) 이외의 파일럿 심벌의 심벌 패턴은 “11"이다.

표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일럿 심벌과 동기워드를 함께 보냄으로써, 오버헤드를 적게 하여, 데이터의 전송효율을 높
이고 있다. 또한, 프레임 동기확립 후에는, 동기워드의 부분도 이미 알고있는 고정패턴으로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워드의 부분도 동기검파용의 파일럿 심벌로서 사용할 수 있어, 동기검파의 정밀도는 조금도 열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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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워드(SW)와 파일럿 심벌을 함께 보낸 경우에 수신측의 처리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한다.

1. 먼저, 역확산 처리를 복수의 타이밍으로 행하여, 상관값이 가장 큰 역확산 타이밍을 탐색함으로써, 칩동기의 포착을 
행한다. 이후 포착한 타이밍으로 역확산 처리를 행한다.

2. 고정패턴인 파일럿 심벌(동기워드(SW) 이외의 파일럿 심벌)을 사용하여 위상 회전량을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사
용하여 동기검파를 행하여, 동기워드(SW)의 복조를 행한다. 이 위상 회전량의 추정치를 사용한 복조방법에 대해서는, 
일본국 특원평 6-140569「동기검파 장치」를 참조했으면 한다.

3.복조한 동기워드(SW)를 사용하여 프레임동기를 확립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조한 동기워드(SW)의 비트열이, 소정의 
패턴과 어느정도 합치하고 있는 가를 조사하여, 비트 에러율을 고려하여 가장 그럴 듯한 비트열인지를 판정한다.

4.프레임동기를 확립한 후에는, 동기워드(SW)의 비트열은 자명하기 때문에, 파일럿 심벌인 고정패턴과 동등하게 취급
할 수 있다. 이 다음에서는, 동기워드(SW)를 포함하는 전부를 파일럿 심벌로서 사용하여, 위상 회전량을 추정하여, 동
기검파를 행하여 데이터부분의 복조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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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송출 순서는 좌로부터 우로, "I" , "Q"의 순서로 송신한다.

·하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에서는, 무선프레임 단위의 버스트송신이 될 수 있다. 버스트송신 시에는, 버스트의 마지막 
끝에 파일럿 심벌이 부가된다. 부가되는 파일럿 심벌의 심벌수 및 심벌 패턴은, 표 5의 슬롯#1의 패턴이다.

·상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은 1무선프레임에서 1버스트가 된다. 따라서 1무선프레임의 마지막 끝에 파일럿 심벌이 부
가된다. 부가되는 파일럿 심벌의 심벌수 및 심벌 패턴은, 표 5의 슬롯#l의 패턴이다.

4.1.2.3.3 TPC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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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전력제어(TPC) 심벌 패턴과 송신전력 제어량과의 관계를 표 6에 나타낸다.

4.1.2.3.4. 롱 코드 마스크심벌

·롱 코드 마스크 심벌은 쇼트코드만으로 확산되고, 롱 코드는 사용되지 않는다.

·롱 코드 마스크 심벌 이외의 퍼치채널의 심벌은 도 20에 나타낸 계층화 직교부호계열의 쇼트코드를 사용하지만, 롱 
코드 마스크심벌을 확산하는 쇼트코드는, 부호길이 256의 직교 Gold 부호를 사용한다.

상세한 것은 4.1.4.1.3에서 기술한다.

·롱 코드 마스크심벌은, 제1 및 제2 퍼치채널에만 1 slot 당 1 symbol이 포함되고, 그 심벌 패턴은 "11"이다.

·퍼치채널에서는, 2개의 확산코드를 사용하여, 각각으로 롱 코드 마스크심벌을 송신한다. 특히 제2 퍼치채널에서는 롱 
코드 마스크심벌 부분만 송신되고, 다른 심벌은 송신되지 않는다.

4.1.2.4. 논리채널의 물리채널 상으로의 매핑

도 8은 물리채널과, 매핑되는 논리채널과의 대응을 나타낸다.

4.1.2.4.1. 퍼치채널

도 9에 퍼치채널 상으로의 논리채널 매핑 예를 도시한다.

· BCCH1과 BCCH2만이 매핑 된다.

· BCCH1은 슈퍼프레임의 선두에는 반드시 매핑된다.

·슈퍼프레임 선두의 BCCH1 이외의 매핑에 대해서는, 지정된 구조정보에 따라서, BCCH1 혹은 BCCH2가 매핑 된다.

· BCCH1 및 BCCH2는 2무선프레임에서 1무선 유니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2×N 무선프레임이 연속하여 송신되고, 
하나의 레이어3 메시지를 전송한다.

BCCH1 및 BCCH2에서 전송되는 레이어3 메시지는, 슈퍼프레임을 거치지 않는다.

· BCCH1 및 BCCH2는, BTS에서 생성한, 예를 들면, 이하의 정보를 무선유니트마다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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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N (System Frame Number)

·상향 간섭전력량

상향 간섭전력량은 시간에 따라 함께 전송내용이 변화한다. 상향 간섭전력량은 BTS에서 측정한 최신의 측정결과이다.

    
· BCCH1과 BCCH2는 보내는 정보의 성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BCCH1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보
를 전송하고, BCCH2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보를 보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BCCH1과 BCCH2가 출현하는 빈도
(송신하는 빈도)를 변경하여, BCCH1은 빈도를 적게, BCCH2는 빈도를 많게 하면 변화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이 BCCH1과 BCCH2의 출현빈도는, 정보가 변화하는 빈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BCCH1을 슈퍼프레임중
의 소정의 위치 예를 들면 선두와 한가운데의 2군데에 배치하여, 다른 위치에는 모두 BCCH2를 배치할 수도 있다. 시간
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정보로서는, 예를 들면 인접셀 혹은 자체셀의 제어채널의 코드번호 등이 있다. 상기의 상향 간섭
전력량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이다.
    

·상기에서는 2개의 동보채널(BCCH1과 BCCH2)을 설치하는 예로 설명하고 있지만, 3개 이상의 동보채널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들의 복수의 동보채널을 각각 출현빈도를 변화하여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4.1.2.4.2. 공통제어용 물리채널

·하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에는 PCH와 FACH만이 매핑 된다. 상향공통제어용 물리채널에는 RACH가 매핑 된다.

·1하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에는, FACH 또는 PCH중 어느 한편만 매핑 된다.

·1하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 상에 매핑 되는 논리채널이 PCH용인지 또는 FACH용인지는, 설정된 공통제어용 물리채
널마다 지정된다.

    
·FACH가 매핑되는 하나의 하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과, 하나의 상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이 쌍으로 사용된다. 쌍의 
지정은 확산코드의 쌍으로 지정된다. 이 쌍의 지정은 물리채널로서의 대응이며, FACH 및 RACH의 사이즈(S/L)에 대
해서는 대응을 한정하지 않는다. 1이동국이 수신하는 FACH와 송신하는 RACH는, 쌍인 하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 상
의 FACH와상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상의 RACH를 사용한다. 또한 후술하는 BTS로부터의 수신RACH에 대한 Ack 송
신처리에 있어서, Ack는, 수신RACH가 전송된 상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과 쌍인 하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상의 FAC
H-S로 전송된다.
    

4.1.2.4.2.1. 공통제어용 물리채널로의 PCH의 매핑방법

도 10에 PCH의 매핑방법을 나타낸다.

·PCH는 1슈퍼프레임 내에서 복수의 군으로 나누어지고, 군마다에 레이어3 정보를 전송한다.

·군의 수는 1공통제어용 물리채널 당 256군이다.

· PCH의 각 군은 4타임 슬롯 분의 정보량을 가지며, 2개의 착신 유무 표시부(PD부)와 4개의 착신지 사용자 식별번호
부(1Ｉ부)의 6정보부로 구성된다.

·각 군에 있어서, PD부는 I부에 앞서서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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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에 있어서, 6개의 정보부는 24 slot의 범위에 소정의 패턴으로 배치된다. 이 24 slot에 걸친 패턴을, 4 slot
씩 비끼어서 복수의 군을 한 개의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상에 배치한다.

·슈퍼프레임의 선두심벌이, 1군의 PCH의 PD부의 선두심벌이 되도록 1군의 PCH는 배치된다. 순차적으로 4 타임슬롯
씩 비끼어서 2군, 3군, · · ·으로 순차적으로 각 군의 PCH가 PCH용 무선프레임 내에 배치된다.

·군번호의 후미의 군에 대해서는, 슈퍼프레임을 걸쳐 배치된다.

4.1.2.4.2.2.공통제어용 물리채널로의 FACH의 매핑방법

도 11에 FACH의 매핑 예를 도시한다.

·1공통물리채널상의 임의의 FACH용 무선프레임을, FACH-L 또는 FACH-S중 어느 쪽의 논리채널에도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수시, 송신요구가 가장 빨랐던 쪽의 논리채널이 FACH용 무선프레임으로 송신된다.

·FACH에서 전송해야 할 정보길이가 소정값보다 긴 경우에 FACH-L을 사용하고, 소정값 이하의 경우에 FACH-S를 
사용한다.

· FACH-S는 하나의 FACH용 무선프레임에 4FACH-S가 시간다중 되어 전송된다.

·하나의 FACH-S는 4타임 슬롯으로 구성되며, 1무선프레임 내에 4 타임 슬롯간격으로 배치된다. 또한, 4개의 각 FA
CH-S는 1슬롯씩 비껴서 배치된다. 4개의 FACH-S가 사용하는 타임 슬롯은 아래와 같다.

제1 FACH-S:제1, 5, 9, 13 타임 슬롯

제2 FACH-S:제2, 6, 10, 14 타임 슬롯

제3 FACH-S:제3, 7, 11, 15 타임 슬롯

제4 FACH-S :제4, 8, 12, 16 타임 슬롯

·송신요구가 가장 빨랐던 논리채널이 FACH-S인 경우, 그 시점에서 버퍼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다른 FACH-S를, 동
일한 FACH용 무선프레임 내에 최대 4시간 다중시켜 전송할 수 있다. 그 시점에서 FACH-L도 축적되어 있으며, FAC
H-L의 송신요구 타이밍보다도 늦게 송신요구가 생긴 FACH-S에 대해서도, 다중시켜 전송할 수 있다.

·이동국은 하나의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상의 모든 FACH-S와, FACH-L을 동시에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지국으
로부터 복수의 FACH 전송용의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이 송신되는 경우에서도, 이동국은 하나의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을 
수신하면 된다. 이동국은, 복수의 FACH 전송용의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중 어느 것을 수신할 것인지는, 이동국과 BTS
에서 정합한다.

· FACH-S에는 2모드의 전송포맷이 있다. 하나는 지정되는 레이어3 이상의 정보를 전송하는 포맷(레이어3 전송모드)
이다. 또 하나는 RACH의 수신에 대한 ACK를 전송하는 포맷(ACK 모드)이다.

·ACK 모드의 FACH-S에는 최대 7이동국에 대한 ACK를 탑재할 수 있다.

·ACK 모드의 FACH-S는 반드시 제1 FACH-S로 전송된다.

·ACK 모드의 FACH-S는, 송신요구 타이밍이 다른 FACH보다도 느린 경우에도, 최우선하여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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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H 무선유니트로 전송되는 상위의 정보형태(CPS)의 정보량이, 복수의 FACH 무선유니트 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연속된 송신이 보증된다. 도중에 다른 CPS가 인터럽트되어 전송되는 일은 없다. ACK 모드 FACH-S는 상
기한 바와 같이 최우선하여 전송되지만, 인터럽트되어 전송되는 일은 없다.

·하나의 CPS를 복수 FACH무선유니트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FACH-L 혹은 FACH-S중 어느 한쪽만 사용하고, FA
CH-L과 FACH-S의 양쪽을 혼재시켜 사용하는 일은 없다.

· 하나의 CPS를 복수의 FACH-S 무선유니트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제n FACH-S 무선유니트에 연
속되는 것은 제n+1 FACH-S 무선유니트이다. 단 제4FACH-S 무선유니트에 연속되는 것은, 제1 FACH-S 무선유니
트이다.

4.1.2.4.2.3. 공통제어용 물리채널로의 RACH의 매핑방법

· RACH-S는 16ksps의 상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에 매핑 된다.

RACH-L은 64ksps의 상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에 매핑 된다. RACH-S, RACH-L 모두 1무선프레임(10ms)으로 구
성된다. 단 무선구간전송 시에는 무선프레임의 가장 후미에 4심벌의 Pilot symbol를 부가하여 전송된다.

·이동국은 RACH를 송신할 때, RACH-L과 RACH-S를 전송정보량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한다.

·기지국은 RACH-L 또는 RACH-S를 정상적으로 수신한 경우, 이동국에 대해 FACH로서 Ack를 송신한다. RACH와 
Ack를 송신하는 FACH와의 대응은, 동일한 RL-ID를 양채널에 대해서 할당하는 것으로 지정된다.

·이동국의 RACH의 송신프레임 타이밍은, Ack을 송신하는 FACH를 매핑하는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의 프레임 타이밍
에 대해, 소정의 오프셋(offset)만 지연시킨 타이밍이다. 오프셋 값은 16종류가 있다. 이동국은 복수종류의 오프셋 내
의 1타이밍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RACH를 송신할 수 있다.

·기지국은, RACH-L과 RACH-S를, 모든 종류의 오프셋 타이밍으로 동시에 수신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4.1.2.4.3 개별물리채널

· SDCCH와 UPCH는, 1개별물리채널을 독점한다.

·32∼256ksps의 개별물리채널에 대해서는 DTCH와 ACCH는, 시간 다중시켜 서로 1개별채널을 공유한다.

·512ksps 및 1024ksps의 개별물리채널에 대해서는 ACCH는 다중되지 않고, DTCH에서만 독점된다.

·DTCH와 ACCH의 시간다중은, 타임 슬롯마다, 타임 슬롯내의 논리채널용 심벌을 분할하여 사용한다. 분할의 비율은 
개별물리채널의 심벌 레이트마다 다르다. 도 12에 개별물리채널로의 DTCH와 ACCH의 매핑방법을 나타낸다.

· ACCH의 무선유니트를 구성하는 무선프레임 수는, 개별물리채널의 심벌 레이트에 따라 다르다. ACCH의 무선유니
트는 슈퍼프레임과 동기하여 배치되고, 단수 또는 복수의 무선프레임중 모든 타임 슬롯에 걸쳐, 타임 슬롯 수에 맞춰 분
할하여, 배치된다. 도 13에 개별물리채널의 슈퍼프레임으로의 ACCH의 매핑방법을 심벌 레이트마다 나타낸다.

·심벌·레이트마다에 무선유니트를 구성하는 무선프레임 수가 다른 것은, 무선유니트 단위로 오류검출부호(CRC)가 
부여되어 있고, 이 단위에서 오류의 검출 및 정정을 행하기 때문에, 1슈퍼프레임(64무선프레임)에 대한 무선유니트를 
많게 하면 오류 처리의 오버헤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ACCH의 코딩처리에 대해서는, 도 72∼도 74 참조).

또한, 심벌 레이트가 적은 데도, 1슈퍼프레임에 대한 무선유니트 수를 많게 하면, 오류 검출부호의 비율이 높아져, 실질
적으로 송신되는 정보량이 적어지는 것도 이유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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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코드전송 시에는, ACCH 무선유니트는 물리채널사이에 걸치지 않고, 특정의 1코드(물리채널)만으로 전송된다. 
특정의 1코드는 지정되어 있다.

4.1.2.5. 논리채널 코딩

도 64 내지 도 84에, 기지국(BTS)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 논리채널의 코딩처리를 나타낸다.

4.1.2.5.1. 오류 검출부호(CRC)

오류 검출부호(CRC)는, CPSPDU(common part sublayer protocol data unit), 내부호화 단위 또는 선택합성단위마
다 부가된다.

4.1.2.5.1.1. 생성다항식

(1) 16 bit CRC

·적용처: DTCH와 PCH를 제외한 모든 논리채널의 CPSPDU, 모든심벌레이트의 UPCH의 내부호화 단위, 32kspsDT
CH의 선택합성 단위, SDCCH, FACH-S/L, RACH-S/L의 내부호화 단위

·생성다항식: GCRC16(X)=X16 +X12 +X5 +1

(2) 14 bit CRC

·적용처저: 모든 심벌 레이트의 ACCH

·생성다항식: GCRC14(X)=X14 +X13 +X5 +X3 +X2 +1

(3) 13 bit CRC

·적용처: 64/128/256kspsDTCH의 선택합성 단위

·생성다항식:

GCRC13(X)=X 13 +Xl2 +X7 +X6 +X5 +X4 +X2 +1

(4) 8 bit CRC

·적용처: PCH의 CPSPDU

·생성다항식: GCRC8(X)=X8 +X7 +X2 +1

4.1.2.5.1.2. CRC 연산적용범위

·CPSPDU 마다 CRC : CPSPDU 전체

·ACCH·DTCH 선택합성 단위마다 CRC: 테일비트를 제외한 전체.

·SDCCH, FACH, RACH, UPCH 내부호화 단위마다 CRC: 테일비트를 제외한 전체.

·도 64 내지 도 84에 CRC 연산적용범위 및 CRC bit를 빗금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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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1.3. CRC check 결과용도

·CPSPDU마다 CRC: 상위 레이어의 재송 프로토콜(SSCOP, 레이어3재송)에서의 재송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

· ACCH·DTCH선택합성 단위마다 CRC: (i) 외측루프(outer-loop)송신전력제어, (ii) 선택합성용 신뢰도정보

·UPCH내부호화 단위마다 CRC: outer-loop 송신전력제어

·RACH의 내부호화 단위: 레이어1 재송

· SDCCH의 내부호화 단위: (i) outer-loop 송신전력제어, (ii) 유선전송의 필요성 판정

4.1.2.5.1.4. CRC 초기화

·CRC 연산기의 초기값은 "all 0 "이다.

4.1.2.5.2. PAD

·적용처저: DTCH 이외의 논리채널의 CPSPDU

·PAD는, CPSPDU의 길이를 내부호화 단위길이 또는 선택합성 단위길이의 정수 배로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1 oct 단위로 CPSPDU 내에 포함된다.

·PAD의 비트는 ALL '0'이다.

4.1.2.5.3. Length(길이)

·적용처: DTCH 이외의 논리채널의 CPSPDU

·길이는, CPSPDU 단위 내에서의 Padding의 정보량(옥테트 수)을 나타낸다.

4.1.2.5.4. Wbit

·내부호화 단위마다(ACCH는 선택합성 단위마다)에, CPSPDU의 선두, 계속, 종료를 나타낸다. Wbit의 비트 패턴과 
지정내용과의 대응을 표 7에 나타낸다. 사용방법 예를 도 14에 나타낸다.

·Wbit를 사용한 CPSPDU의 조립처리의 순서도를, 도 95 및 도 96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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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5. 내부호

·내부호는 콘벌루션 부호화이다. 콘벌루션 부호기 구성을 도 15에 나타낸다.

·논리채널마다의 내부호화의 제원을 표 8에 나타낸다.

·콘벌루션 부호기의 출력은, 출력0, 출력1, 출력2의 순서로 출력한다.(부호화율1/2에서는 출력1까지. )

·부호기의 시프트레지스터의 초기값은 "all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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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6. 외부호화

 - 25 -



등록특허 10-0349102

 
(1) Reed-Solomon 부복호화

·부호형식: Galois체 GF(28)상에서 정의되는 원시RS부호(255,251)로부터의 단축부호RS(36,32)

·원시다항식: p=X8 +X7 +X2 +X+1

·부호생성 다항식: G(x)=(X+α 120 )(X+α121 ) (X+α122 )(X+α123 )

·회선전환모드에서의 비제한 디지털전송 시에만 외부호화 처리가 적용된다. 전송속도에 상관없이, 64kbps (1B)마다 
외부호화 처리가 행해진다.

(2) 심벌 인터리브

·8 bit의 심벌단위로 인터리브를 행한다.

·인터리브의 깊이는, DTCH의 심벌 레이트에 상관없이 36심벌이다.

(3) 외부호 처리동기

·80ms마다의 데이터를 하나의 외부호 처리단위로 한다

·외부호 처리는 무선프레임에 동기하여 처리된다. 외부호 처리단위내의 각 무선프레임에는 순서번호가 부여되고, 전송
순서에 0∼7의 번호가 부여된다. 이 순서번호에 따라서 외부호 처리동기를 확립한다. 동기보호단수는 아래와 같다. (디
폴트값: 2)

전방보호단수: NF (디폴트값: 2)

후방보호단수: NR (디폴트값: 2)

4.1.2.5.7. 상향 간섭량

·BCCH1 및 BCCH2에 의해 통보된다.

·섹터마다의 최신의 상향 간섭량(열잡음을 포함한 총수신 전력)측정값

·측정방법은 측정파라미터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

·비트값과 상향 간섭량의 값과의 대응의 1예를 표 9에 나타낸다. 비트는 표의 좌측의 비트로부터 송신된다.

·측정개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트는 유휴 패턴(4.1.10참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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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8. SFN(System Frame Number)

·시스템프레임 번호(SFN)는, BCCH1 및 BCCH2에 의해 통보된다.

·무선프레임과 1 대 1 대응한 값이며, 10msec 무선프레임마다 하나씩 증분된다.

·BCCH1 및 2의 송신타이밍에서 2무선프레임중 선두무선프레임에서의 SFN 값이 BCCH1 및 BCCH2로써 송신된다. 
도 16에 SFN 송신예를 나타낸다.

·기지국은 전송로에서 지정된 타이밍을 기초로 카운터값을 생성한다.

·값의 범위: 0∼216-1 SFN=216-1 의 무선프레임의 다음 무선프레임은 SFN=0이다.

·비트 배치: 도 17에 도시한다. 도면의 MSB측으로부터 송신된다.

·SFN 값의 용도:

(1) 상향 롱 코드 위상계산: 발착신 접속시 및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시의 상향 롱 코드 위상을 4.1.3 및 도 85 내지 도 
8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산하여, 롱 코드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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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퍼프레임동기: SFN 값 mod 64=0인 무선프레임이 슈퍼프레임의 선두프레임이며, SFN 값 mod 64=63인 무선
프레임이 슈퍼프레임의 최종프레임이다.

4.1.2.5.9 송신전력

·송신전력은, BCCH1 및 BCCH2에 의해 통보된다.

·퍼치채널의 송신전력을 나타낸다.

·값의 범위: 6dBm∼43dBm

·비트 배치: dBm 단위의 수치의 6 bit 2진수 표기(ex 6dBm→"000110")이다. MSB 측으로부터 송신된다.

4.1.2.5.10. PID(패킷 ID: Packet ID)

·적용처: RACH-S/L, FACH-S/L

·공통제어용 물리채널 상에서, 전송정보가 관련되는 호 또는 이동국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이다.

·정보길이: 16 bit

· FACH의 PID 값은 전송정보와 함께 지정된다. RACH로 전송된 PID 값은 전송정보와 함께 통지한다.

·용도: 주로 아래의 2종류가 있다.

I) SDCCH 설정요구, 설정응답

이동국으로부터 BTS로의 RACH에서의 SDCCH 설정요구 및 BTS로부터 이동국으로의 FACH에서의 설정응답에 대해 
사용된다. 설정응답을 전송하는 FACH의 PID는, 설정요구를 전송한 RACH의 PID와 동일하다. 본 용도에서의 PID 값
은 이동기에 의해 랜덤하게 선택한 값이다.

ii) 패킷전송

RACH 및 FACH에서의 패킷데이타 전송. 본 용도에서의 PID값은 기지국에 의해 결정되어, 기지국은 섹터마다 독특한 
값을 선택한다.

·값의 범위: 16bit 분의 범위의 값을 상기 용도마다 분할하여 사용. 표 10에 용도마다의 값의 범위의 예를 나타낸다.

·비트 구성: PID값(0∼65535)을 2진 16bit로 나타낸다. MSB 측으로부터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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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11. Mo

·Mo는, FACH-S의 모드를 식별하기 위한 비트이다.

·비트구성의 예를 표 11에 나타낸다.

4.1.2.5.12. U/C

·적용처: RACH-S/L, FACH-S/L, 모든 심벌 레이트의 UPCH

·U/C 비트는, CPSSDU에 탑재되는 정보가, 사용자정보인지 제어정보인지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이다.

·비트 구성 예를 표 12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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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13. TN

·적용처: RACH-S/L, FACH-S/L, 모든 심벌 레이트의 UPCH

·TN 비트는, CPSSDU에 탑재되는 정보의 기지국측 종단노드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이다.

·비트구성예를 표 13에 나타낸다.

4.1.2.5.14. Sequence Number (S bit)

·적용처: RACH

·시퀀스 번호는, RACH의 MS-BTS간 재송(레이어1 재송)을 고려한 후에, 높은 효율로 CPS의 조립을 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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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범위: 0∼15

·본값과 CRC 체크결과를 바탕으로 CPS를 조립한다.

·CPSPDU의 선두무선유니트에 있어서 "0"이다.

· W bit 및 S bit를 사용한 RACH의 CPSPDU 조립방법의 순서도를 도 96에 나타낸다.

4.1.2.5.15. PD부

·적용처: PCH

· PD 부에는, PD1과 PD2가 있으며, 사용방법은 동일하다.

·이동국에 대하여 착신정보의 유무 및 BCCH의 수신의 필요성을 지시하기 위한 식별자이다. PD1과 PD2를 다른 타이
밍으로 송신함으로써, 타임 다이버시티 효과에 의한 이동국에서의 수신품질향상을 도모한다.

·비트 구성예를 표 14에 나타낸다.

4.1.2.5.16. CPSSDU 최대길이

논리채널에 관계없이, 최대길이는 LCPS이다. LCPS는 시스템 파라미터로서 설정된다.

4.1.3. 기지국송신·수신타이밍

·도 85 내지 도 88에 chip rate=4.096 Mcps의 경우의 물리채널마다의 무선프레임 송수신타이밍 및 롱 코드 위상의 
구체예를 도시한다.

·BTS는 전송로에서 기준이 되는 프레임 타이밍(BTS 기준 SFN)을 생성한다

·각종 물리채널의 무선프레임 송수신타이밍은, BTS 기준 SFN에 대하여 오프셋 한 타이밍으로서 설정된다. 각종 물리
채널의 무선프레임 송수신타이밍 오프셋값을 표 15에 나타낸다.

·BTS 기준 SFN=0의 프레임 타이밍의 선두 칩을 롱 코드 위상=0으로 한 위상을 BTS 기준 롱 코드 위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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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물리채널의 롱 코드 위상은, BTS 기준 롱 코드 위상에 대하여 오프셋 한 위상으로서 설정된다. 각종 물리채널의 
롱 코드 오프셋값을 표 15에 함께 나타낸다.

* 1: < 는 chip 단위 인 TDHO를 심벌단위로 잘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 2: 340×C는 1/2 slot에 해당하는 칩수이다. 따라서 C는 칩레이트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 C=1, 4, 8, 16(chip rat
e= 1.024, 4.096, 8.192, 16,384 Mcps)

·퍼치채널 이외의 물리채널에 대해서는 SFN은 부여되지 않지만, 퍼치채널의 SFN에 대응한 프레임 넘버(FN)를 모든 
물리채널에서 고려한다. FN은 전송신호 상에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퍼치채널 내의 SFN으로부터 소정의 대응
에 따라, 이동국내 및 기지국내에서 물리채널마다 생성된다. SFN FN과의 대응을 도 85 내지 도 88에 함께 나타낸다.

·표 15에서의 오프셋값 TSECT , TDHO , TCCCH , TFRAME , TSLOT 에 관해 이하에 기술한다.

TSECT

·섹터마다 다르다. (기지국내(섹터간)에서는 동기를 취하고 있지만, 기지국간은 비동기이다. )

·섹터내의 모든 물리채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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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범위는 슬롯간격 이내 칩단위이다.

·하향 개별물리채널의 롱코드 위상은, 이 오프셋값으로 통일화되어, 하향 직교화에 의한 간섭량 감소를 도모한다.

·롱 코드 마스크 심벌을 이동국측에서 수신할 수 있으면, 롱 코드의 위상(TSECT) 을 알 수 있어, 이것을 사용하여 송
수신할 수 있다.

·섹터사이에서 이 오프셋값을 다르게 함으로써, 롱 코드 마스크 심벌이 섹터사이에서 동일 타이밍이 되는 것을 막고, 
이동국의 셀선택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TCCCH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의 무선프레임·타이밍용의 오프셋값이다.

·공통제어용 물리채널마다 설정 가능하다.

·섹터내의 복수의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사이에서, 송신패턴이 일치하는 빈도를 감소시켜, 하향 간섭량의 동일화를 도모
한다.

·값의 범위는 슬롯간격 이내 심벌단위이다. 값은 칩단위로 지정되지만,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의 심벌이 단위에 잘라 버
려진 값을 오프셋 한다.

TFRAME

·개별물리채널의 무선프레임·타이밍용의 오프셋값이다.

·개별물리채널마다 설정 가능하다.

·호 설정시에 기지국측에서 TFRAME을 정하고, 이동국측에 알린다. 상향 송신도 이 오프셋값을 사용하여 송신된다.

·기지국내의 처리는, 모두 이 오프셋에 동기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에 지연이 없다.

·유선 ATM 전송의 고 효율화를 위한, 전송 트래픽의 동일화(랜덤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값의 범위는 1무선프레임간격 이내 slot(0.625ms)단위이다.

TSLOT

·개별물리채널의 무선프레임·타이밍용의 오프셋값이다.

·개별물리채널마다 설정 가능하다.

·송신패턴이 일치하는 것을 막고, 간섭의 동일화를 도모한다.

·값의 범위는 슬롯간격 이내 심벌단위이다. 값은 칩단위로 지정되지만,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의 심벌이 단위에 잘라 버
려진 값을 오프셋한다.

TDHO ,

·개별물리채널의 무선프레임·타이밍용 및 상향 롱 코드 위상용의 오프셋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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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에 의한, 상향 송신타이밍과 DHO앞 퍼치채널 수신타이밍과의 타이밍차의 측정값이다.

·값의 범위는 상향 롱 코드 위상범위(0∼2l6-1 무선프레임) 이내 칩단위이다.

·기지국(BTS)에 있어서, 상향 물리채널의 수신타이밍은 표15에 거의 일치하지만, 이동국과 기지국과의 전파지연, 및 
그 전파지연의 변동에 따라, 격차가 생긴다. 기지국(BTS)은 이 격차를 버퍼(Buffer) 등으로 흡수하여 수신한다.

·개별물리채널의 무선프레임 타이밍에 있어서, 하향에 대하여 상향은 2분의 1 타임 슬롯간격 지연시킨다. 이에 따라 
송신전력제어지연을 1타임 슬롯으로 하여, 제어오차의 감소를 꾀한다. 구체적인 타이밍차의 설정방법은 도 85 내지 도 
88 참조.

·상향공통제어용 물리채널(RACH)에 대해서

· RACH의 무선프레임 타이밍은, 대응하는 하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의 무선프레임 타이밍에 대하여, 오프셋 한 타이
밍이 된다. 오프셋값은 타임 슬롯간격의 4단계이다.

·무선프레임의 선두를 롱 코드 위상의 초기값에 맞춘다. 따라서 롱 코드 위상도 4종류의 오프셋값을 가진다.

·이동국은 4종류의 오프셋 타이밍 내, 임의의 타이밍을 선택하여 송신 가능하다. 따라서 BTS는 상시 동시에 모든 종
류의 오프셋 타이밍으로 송신된 RACH를 수신할 수 있다.

4.1.4. 확산코드

4.1.4.1. 생성방법

4.1.4.1.1. 하향 롱 코드

·이하의 생성다항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M시퀀스를 사용한 Gold부호이다.

(시프트레지스터1) X18 +X7 +1

(시프트레지스터2) X18 +X10 +X7 +X5 +1

·하향 롱 코드 생성기의 구성을 도 18에 나타낸다.

·시프트레지스터1의 값을 롱 코드 번호, 시프트레지스터2의 값을 올(all)1로 한 상태를, 그 롱 코드 번호에 있어서의 
초기 상태로 한다. 따라서 롱 코드 번호의 범위는, 00000h∼3FFFFh이다. 롱 코드 번호의 MSB 측이, 도 18의 생성기
의 시프트레지스터1의 좌측에 입력된다.

·하향 롱 코드는 1무선프레임 주기이다. 따라서 롱 코드 생성기의 출력은, 10msec분의 출력에서 정지하고, 위상0부
터 10msec째의 위상까지의 패턴을 반복한다. 따라서 칩레이트에 따라 위상의 범위는 표 16과 나타낸 바와 같이 다르
다. 또한, 4,1.5.3에 설명한 바와 같이, 롱 코드 위상은, 동상 성분용과 직교분용으로 시프트만큼 어긋나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동상성분과 직교성분을 식별한다. 표 16에 시프트(shift)=1024로 한 경우의 양 성분용의 위상을 나타낸다.

·롱 코드 생성기는, 초기 위상의 상태로부터 임의의 클럭시프트시킨 상태를 실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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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2. 상향 롱 코드

·이하의 생성다항식으로부터 얻어진 M시퀀스를 사용한 Gold부호이다.

(시프트 레지스터1) X41 +X3 +1

(시프트 레지스터2) X41 +X20 +1

·상향 롱 코드와 생성기의 구성을 도 19에 나타낸다.

·시프트 레지스터1의 값을 롱 코드 번호, 시프트 레지스터2의 값을 모두 1로 한 상태를, 그 롱 코드 번호에서의 초기 
상태로 한다. 따라서 롱 코드 번호의 범위는, 00000000000h∼1FFFFFFFFFFh이다. 롱 코드 번호의 MSB측이, 도 1
9의 생성기의 시프트 레지스터1의 좌측에 입력된다.

·상향 롱 코드는 216 무선프레임주기(=210 슈퍼프레임주기)이다. 따라서 롱 코드 생성기의 출력은, 2 16 무선프레임 
분의 출력까지에서 중단하여, 위상 0으로부터 216 무선프레임 분의 위상까지의 패턴을 반복한다. 따라서 칩레이트에 따
라서 위상의 범위는 표 17과 같이 다르다. 또한, 4.1.5.3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롱 코드 위상은 동상성분용과 직교성분
용으로, 시프트 만큼 다르다. 따라서 표 17에 시프트=1024로 한 경우의 양쪽 성분용의 위상을 나타낸다.

·롱 코드 생성기는, 초기 상태로부터 임의의 클럭 시프트 시킨 상태를 실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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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l.3. 쇼트코드

4.1.4.1.3.1. 롱 코드 마스크심벌 이외의 심벌용 쇼트코드

·퍼치채널 이외의 모든 물리채널의 심벌과, 퍼치채널의 롱 코드 마스크심벌 이외의 심벌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나타내
는 계층화 직교부호시퀀스를 사용한다.

·계층화 직교부호시퀀스로 이루어진 쇼트코드는 코드종별 번호(Class)와 코드번호(Number)로 지정된다. 쇼트코드 
종별번호마다 쇼트코드 주기는 다르다.

·쇼트코드를 CClass (Number)로 표시하고, 쇼트코드의 생성방법을 도 20에 나타낸다.

·쇼트코드 주기는 심벌주기이다. 따라서, 칩레이트(확산대역)가 동일하면, 심벌 레이트에 따라서 쇼트코드 주기는 다
르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수도 심벌 레이트에 따라서 다르다. 심벌 레이트와 쇼트코드 종별, 쇼트코드 주기, 쇼트
코드 수와의 대응을 표 18에 나타낸다.

·쇼트코드 번호 체계는, 코드종별 번호 및 코드번호로 구성된다. 코드종별 번호 및 코드번호는, 각각 2진표시 4bit 및 
12bit로 표시된다.

·쇼트코드 위상은, 변복조심벌에 동기한다. 즉 심벌의 선두칩이 쇼트코드 위상=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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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3.2. 롱 코드 마스크 심벌용 쇼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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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치채널의 롱 코드 마스크심벌에는, 다른 심벌과는 달리, 이하의 생성 다항식으로부터 얻어지는 M시퀀스를 사용한 
직교골드(Gold) 부호이다.

(시프트 레지스터1) X8 +X4 +X3 +X2 +1

(시프트 레지스터2) X8 +X6 +X5 +X3 +1

·롱 코드 마스크심벌용 쇼트코드 생성기의 구성을 도 21에 나타낸다.

·시프트 레지스터1의 초기값은 롱 코드 마스크심벌용 쇼트코드 번호 NLMS (값의 범위: 0∼255)이다. N LMS 의 MS
B측이 도 21의 시프트 레지스터1의 좌측에 입력된다.

·시프트 레지스터2의 초기값은 모두 1이다.

. 시프트 레지스터2의 올(all) 1을 검출하면, 시프트를 멈추고 "0"을 삽입한다.

·쇼트코드 출력의 1칩째는 0이 된다.

·주기는 퍼치채널의 1심벌(256칩)이다.

4.1.4.2.확산코드 배치방법

4.l.4.2.1. 하향 롱 코드

·시스템 운용상은, 1셀 내의 모든 섹터에서 공통의 하나의 롱 코드 번호를 배치한다. 구성상 섹터마다 다른 롱 코드 번
호를 배치할 수 있다. 롱 코드 번호는 지정된다.

·섹터 내에서 송신되는 각종 복수의 하향 물리채널에 사용되는 하향 롱 코드는, 모든 물리채널에서 동일한 롱 코드 번
호를 사용한다.

·롱 코드 위상에 대해서는 4.1.3 참조.

4.1.4.2.2. 상향 롱 코드

·상향 물리채널마다 롱 코드 번호를 배치한다. 롱 코드 번호는 지정된다.

·TCH, ACCH, UPCH를 매핑하는 개별물리채널은, 이동국마다 배치된 상향 롱 코드를 사용한다. 다른 논리채널을 매
핑하는 개별물리채널 및 공통물리채널은, 기지국마다 배치된 상향 롱 코드를 사용한다.

·롱 코드 위상에 대해서는 4.1.3 참조.

4.1.4.2.3. 쇼트코드

4.1.4.2.3.1. 퍼치채널 이외의 물리채널용 쇼트코드

·물리채널마다, 상향/하향마다 배치한다. 쇼트코드 번호는 지정된다. 구성상, 동일 섹터 내에서의 동일 쇼트코드 번호
의 동시사용도 가능하다.

4.1.4.2.3.2. 퍼치채널용 쇼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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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퍼치채널의 롱 코드 마스크심벌 이외의 심벌용의 쇼트코드 번호는 모든 셀에서 공통이며, C8 (0)이다. (단, 지정
되는 임의의 쇼트코드를 제1 퍼치채널로서 사용 가능하다.)

·제1 퍼치채널의 롱 코드 마스크심벌용 쇼트코드 번호는, 모든 셀에서 공통이며, N LMS =1이다. (단, 지정되는 임의
의 롱 코드 마스크심벌용 쇼트코드 번호 NLMS 를 제1 퍼치채널의 롱 코드 마스크심벌에 대해 사용 가능하다. )

·제2퍼치채널의 롱 코드 마스크심벌용 쇼트코드 번호는, 시스템으로서 소정의 복수의 쇼트코드 내의 하나를 각 섹터로
써 사용한다. 소정의 쇼트코드의 쇼트코드 번호는, BSC 및 이동국에 기억되어 있다. (단, 지정되는 임의의 롱 코드 마
스크심벌용 쇼트코드를 제2퍼치채널에 대해 사용 가능하다.)

·제2퍼치채널의 롱 코드 마스크심벌용 쇼트코드 번호와 동일 섹터 내에서 사용되는 하향 롱 코드와는, 1대 다 대응하
고 있다. 대응예를 표 19에 나타낸다. 이 대응은 BSC 및 이동국에 기억되어 있다. (단, 제2퍼치채널에 대해, 지정되는 
임의의, 롱 코드 마스크심벌용 쇼트코드와 하향 롱 코드를 동일 섹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

4.1.5. 확산변조신호 생성방법

4.1.5.1. 확산변조방식

상향·하향 : QPSK(단 BPSK에도 적응 가능하다)

4.1.5.2. 쇼트코드 할당 방법

·지정된 쇼트코드 번호체계(코드종별 번호 Class, 코드번호 Number)에 따라서, 동일한 쇼트코드를 동상성분용 쇼트
코드: SCi 및 직교성분용 쇼트코드: SCq에 할당한다. 즉,

SCi=SCq=Cclass (Number)

·상향/하향, 각각에 쇼트코드 번호체계가 지정된다. 따라서 상향과

하향에서 상이한 쇼트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4.1.5.3. 롱 코드 할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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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 코드 번호: LN에서, 롱 코드 생성기를 초기 상태(시프트 레지스터1에 롱 코드 번호, 시프트 레지스터2에 모두 1
을 설정한 상태)로부터 클럭시프트수: 클럭(Clock) (초기 상태를 0으로 한다)만 동작시킨 시점에서의 롱 코드 생성기 
출력값을 GLN (Clock)으로 하면, 도 85 내지 도 88에 나타내는 롱 코드 위상: PH에서의 동상 성분용 롱 코드 생성기 
출력값: LCi(PH), 및 직교성분용 롱 코드 생성기 출력값: Lcq(PH)은, 상향/하향 모두 아래와 같다.

LCi(PH)=GLN (PH)

LCq(PH)=G LN (PH+Shift) (BPSK의 경우는 0 )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의 롱 코드 위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4.1.4.1참조.

4.1.5.4. 롱 코드+ 쇼트코드 생성법

도 22에 롱 코드와 쇼트코드를 사용한 동상 성분용 확산코드: Ci 및 직교 성분용 확산코드: Cq의 생성법을 나타낸다.

4.1.5.5 확산부 구성

송신데이터의 동상성분: Di, 직교성분: Dq을, 확산코드 Ci, Cq에서 확산하여, 확산신호의 동상성분: Si, 직교성분: Sq
을 생성하는 확산부의 구성을 도 23에 나타낸다.

4.1.6. 랜덤 억세스제어

·도 24에 랜덤 억세스 전송방법의 예를 나타낸다.

·이동국은, 하향 공통제어채널의 수신프레임 타이밍에 대해, 랜덤하게 지연시킨 타이밍으로 RACH를 송신한다. 랜덤
한 지연량은 도 85 내지 도 88에 나타내는 16종류의 오프셋 타이밍이다. 이동국은, RACH를 송신할 때마다 오프셋 타
이밍을 랜덤하게 선택한다.

· RACH의 송신은 한 번의 송신에 대해, 1무선프레임이다.

·기지국은 내부호화 단위의 CRC check 결과가 OK인 RACH를 검출한 경우, 검출한 시점에서 송신되고 있는 FACH 
무선프레임의 다음 FACH 무선프레임에서,

FACH-S의 ACK 모드를 사용하여 CRC OK였던 RACH의 PID를 송신한다.

·이동국은, 송신해야 할 RACH 무선프레임이 복수인 경우, 앞 무선프레임에 대한 ACK를 ACK 모드 FACH-S로 수신
한 후에, 다음 무선프레임을 송신한다.

·이동국은, 송신해야 할 1CPS 정보가, 복수 RACH 무선유니트로 이루어진 경우, 복수의 RACH 무선유니트 모두에 대
해 동일한 PID값을 사용한다. 또한 RACH-L 또는 RACH-S중 어느 한쪽을 사용하여, 1CPS 정보의 전송에 RACH-
L 및 RACH-S의 쌍방을 혼재시켜 사용하지 않는다.

·이동국은 RACH를 송신 후, TRAmsec 경과하더라도 ACK 모드 FACH-S에 의해, 송신한 RACH의 PID값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 RACH의 재송을 행한다. 이 때의 PID값은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최대 재송회수는 NRA이다(제1회 째
의 송신과 합쳐서, 동일 RACH 무선유니트가 최대 NRA+ 1회 송신된다).

·FACH-S의 ACK 모드는, CRC OK을 검출한 RACH의 PID를, 최대 7개까지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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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은, FACH용 무선프레임 송신타이밍 직전까지, CRC OK를 검출한 RACH에서 ACK를 반송하지 않은 것이 있
는 경우, CRC OK를 수신한 타이밍이 오래된 것으로부터 우선하여 제1 FACH-S로 ACK 모드 FACH-S를 송신한다. 
단, CRC OK을 검출하고 나서 TACKmsec 이상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ACK 모드 FACH-S의 송신대상으로부터 제외
시킨다.

4.1.7. 다중코드전송

·지정된 1RL-ID가 복수의 개별물리채널(확산코드)로 구성되는 경우, 이하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송하여, 1RL-I
D 내의 모든 개별물리채널에서 일괄하여 파일럿 동기검파, 및 송신전력 제어 등을 행한다. 1이동국에 대하여, 복수의 
RL-ID가 할당된 경우에는, RL-ID마다 독립적으로 파일럿 동기검파, 및 송신전력제어를 행한다.

·1RL-ID 내의 모든 개별물리채널에서 프레임 타이밍, 롱 코드 위상은 일치한다.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의 송신방법을, 아래에 나타내는 2예중 어느 하나 또는 병용하여, 동기검파의 특성향상, 및 
TPC 심벌의 오류율감소를 꾀한다.

예1(도 25 참조)

· 1RL-ID 내의 복수의 개별물리채널 중 1개별물리채널만으로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을 송신한다.

·다른 개별물리채널에서는,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부분은 송신하지 않는다.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을 송신하는 개별물리채널에서는, 파일럿 심벌, TPC 심벌 이외의 심벌에서의 송신전력에 
대해, 1RL-ID의 개별물리채널 수배의 송신전력으로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을 송신한다

·파일럿부의 진폭을 작게 할수록 채널추정 정밀도가 열화하는 것과, 파일럿부의 진폭을 크게 함에 따른 오버헤드의 증
가와의 트레이드오프에 의해, 진폭값의 비에는 Eb/Io를 최소로 하는 용량상의 최적값이 존재한다.

파일럿 심벌 TPC 심벌부분(파일럿부)의 송신전력과, 데이터 심벌부분(데이터부)의 송신전력과의 비율의 최적값을 평
가한 시뮬레이션결과를 도 26에 나타낸다.

도 26에서, 횡축은 파일럿부의 송신파의 진폭(AP)과 데이터부의 송신파의 진폭값(AD)의 비이다. 여기서, 파일럿부의 
진폭 및 데이터부의 진폭은 각각, 도 25의 AP 및 AD이다(도 25의 종축은 송신전력이기 때문에, 진폭값의 2승으로서 
AP2 , AD2 로 표기). 종축은 도 5 및 도 6과 같이 요구되는 소요의 Eb/Io 이다. 요구되는 품질은 BER=10 -3 이며, 다
중코드 수는 3이다.

도 26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용량상 최적이 되는 것은, AP가 AD의 2배가 되는 경우이다. 송신전력의 비율로 생각
하면, 데이터부의 송신전력의 모든 물리채널 분의 합계 값은, 3다중코드전송의 경우, 3AD 2 가 되고, 파일럿부의 송신전
력은, AP2 =(2AD)2 =4AD2 가 된다. 따라서, 최적의 송신전력의 비율은, 파일럿부의 송신전력을 데이터부의 4/3배로 
한 경우가 된다.

이상과 같이, 파일럿부와 데이터부의 송신전력의 비율에는 최적값이 존재하고, 그 최적값은 다중코드 수에 따라서 다르
다. 이 때문에, 파일럿부와 데이터부의 송신전력의 비율을 가변하게 한다.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을 송신하는 개별물리채널은 지정된다.

예2 (도 27 참조)

·1RL-ID 내의 모든 개별물리채널에 있어서,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부분만, 특정한 1개별물리채널로 사용하고 있
는 쇼트코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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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1개별물리채널은 지정된다.

·같은 쇼트코드를 사용하여 확산시키면, 파일럿부는 동상으로 가산되기 때문에, 외견상 송신전력을 강하게 하여 송신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4.1.8. 송신전력제어

각 물리채널의 송신패턴을 도 89 내지 도 94에 나타낸다.

4.1.8.1. 퍼치채널

·제1퍼치채널은, 타임 슬롯마다 포함되는 롱 코드 마스크심벌 이외는, 지정된 송신전력 PP1에서 상시 송신된다.

·제1퍼치채널은, 타임 슬롯마다 포함되는 롱 코드 마스크심벌은 PP1에 대하여, 지정된 값 Pdown만큼 송신전력을 낮
춰 송신한다.

·제1 퍼치채널은, 매핑되는 BCCH1 및 BCCH2의 전송정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 상기 방법으로 송신된다. 전송정
보가 없는 경우에는 유휴패턴(PN 패턴)을 전송한다.

·제2퍼치채널은, 타임 슬롯마다 포함되는 롱 코드 마스크심벌 부분만 송신되고, 다른 심벌은 송신되지 않는다.

·제2퍼치채널의 롱 코드 마스크심벌은, 제1퍼치채널의 롱 코드 마스크심벌과 동일한 타이밍으로 송신된다. 송신전력
은 지정된 PP2이며, 불변이다.

·PP1, Pdown, PP2의 값에 대해서는, 인접섹터에 재권하는 이동국이 섹터판정 가능해지도록 결정된다.

4.1.8.2. 하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FACH용)

· FACH-L, FACH-S 모두 송신정보가 없는 무선프레임에서는, 파일럿 심벌을 포함하여, 무선프레임의 모든 기간에 
걸쳐 송신 OFF이다.

·FACH-L의 송신정보가 있는 무선프레임에서는, 무선프레임의 모든 기간에 걸쳐, 지정된 송신전력값 PFL로 송신된
다. 송신정보마다 송신전력값이 지정된다. 따라서 무선프레임마다 송신전력값은 가변될 수 있다. 무선프레임 내에서는 
지정된 송신전력값 PFL로 일정하다.

·무선프레임 내의 4개의 FACH-S의 일부만 송신정보가 있는 경우, 송신정보가 있는 FACH-S의 타임 슬롯만이 지정
된 송신전력값으로 송신된다. Normal mode FACH에 대해서는 송신정보마다 송신전력값이 지정된다. 따라서 무선프레
임 내의 FACH-S마다 송신전력값 PFS1∼PFS4는 가변이다.

·무선프레임 내의 4개의 모든 FACH-S에 송신정보가 있는 경우, 무선프레임의 모든 기간에 걸쳐 송신된다. 단, 송신
전력값은, FACH-S마다 가변이다.

·Ack mode FACH-S의 송신전력은 상시 동일 값이며, 지정된 송신전력 PACK로 송신된다.

    
·송신정보가 있는 FACH-L 또는 FACH-S의 타임 슬롯에 있어서, 논리채널용 심벌부분의 양측에서 파일럿 심벌이 
반드시 송신되도록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송신정보가 있는 FACH의 타임 슬롯의 뒤쪽에, 송신정보가 없는 FACH의 
타임 슬롯이 인접하는 경우에는, 송신정보가 없는 FACH의 타임 슬롯에 있어서도, 송신정보가 있는 FACH의 타임 슬롯
에 인접하는 파일럿 심벌만 송신할 필요가 있다. 이 파일럿 심벌의 송신전력값은, 송신정보가 있는 인접한 FACH-S의 
타임 슬롯의 송신전력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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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정보가 있는 FACH의 타임 슬롯이 인접하는 경우, 뒤쪽의 타임 슬롯의 파일럿 심벌(앞쪽의 타임 슬롯과 인접하
는 파일럿 심벌)의 송신전력은, 인접하는 타임 슬롯의 송신전력이 높은 쪽으로 한다.

·PFL, PFS1∼PFS4의 값에 대해서는, RACH에 포함된다, 이동국의 퍼치채널 수신SIR 값을 기초로 결정된다.

4.1.8.3. 하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PCH용)

·각 군에 2개있는 PD부는, 모든 군에서 상시 송신된다. 송신전력은 지정된 송신전력값 PPCH로 한다.

·PD부의 송신시에는, PD부가 매핑되는 타임 슬롯의 PD부와 동시에, 파일럿 심벌도 함께 송신된다. 후에 인접하는 타
임 슬롯의 파일럿 심벌은 송신되지 않는다.

    
·각 군의 I부는 4타임 슬롯으로 분할되고(I1∼I4), 착신정보가 있는 군의 I만 송신되며, 착신정보가 없는 군의 I부는 
송신되지 않는다. 송신전력은 지정된 송신전력값 PPCH로 한다. 착신정보가 있는 군의 I부가 매핑되는 타임 슬롯은, 논
리채널용 심벌부분의 양측에서 파일럿 심벌이 반드시 송신되 도록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착신정보가 있는 군의 I부의 
타임 슬롯의 뒷쪽에, 착신정보가 없는 군의 I부의 타임 슬롯이 인접하는 경우에는, 착신정보가 없는 군의 I부의 타임 슬
롯에서도 파일럿 심벌만 송신할 필요가 있다.
    

·PPCH의 값에 대해서는, 섹터 내의 거의 모든 이동국이 수신 가능하도록 결정된다.

4.1.8.4. 상향 공통제어용 물리채널(RACH)

·송신정보가 있는 경우만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다. 1무선프레임단위로 송신된다.

· RACH-L 및 RACH-S의 송신전력 PRL 및 PRS는, 이동국에 있어서 개방루프에 의해 결정되고, 무선프레임 내에서
는 일정하게 한다.

·무선프레임의 가장 후미에는 파일럿 심벌이 부가되어, 송신된다. 이 파일럿 심벌의 송신전력은 선행하는 무선프레임
의 송신전력과 동일하다.

4.l.8.5. 하향 개별물리채널

    
·발착신 접속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시에 관계없이, 하향 개별물리채널의 초기 설정시에는, 지정된 송신전력값 PD
로 송신을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송신전력을 증가시켜, 통신전력값이 PD가 될 때까지 송신전력제어를 행한다. 또한 그 
후, 상향 개별물리채널의 수신동기가 확립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송신전력을 증가시킨다(상세한 것은 5.2.1.2 2 참조). 
상향 개별물리채널의 수신동기확립이 완료되고, 상향 TPC 심벌의 복호가 가능해질 때까지는, 일정한 송신전력 PD로 
연속 송신한다.
    

· PD 값에 대해서는, FACH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상향 개별물리채널의 수신동기확립이 완료되고, 상향 TPC 심벌의 복호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TPC 심벌의 복호 결과
에 따라서, 고속 폐루프 송신전력제어를 행한다.

·고속 폐루프 송신전력제어에서는, TPC 심벌의 복호 결과에 따라서, 타임 슬롯마다 1dB의 제어단계에서 송신전력을 
조정한다. 하향 개별물리채널의 송신전력 제어방법의 상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5.2.1.1을 참조해 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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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상향 개별물리채널

·발착신 접속시에는, 이동국은 하향 개별물리채널의 수신동기확립 처리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한 후, 상향 개별물리채
널의 송신을 개시한다. 송신개시 시의 최초의 타임 슬롯의 송신전력값은, RACH와 같이 개방루프에서 결정되고, 이후
의 타임 슬롯의 송신전력값은, 하향 개별물리채널중의 TPC 심벌의 복호 결과에 따라서 고속 폐루프 송신전력제어가 행
해 진다. 상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5.2.1.1을 참조해 주길 바람.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시에는, 상향 개별물리채널은 신규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 송신전력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시의 고속 폐루프 송신전력제어에 의해 타임 슬롯마다 제어된다. 상향 개별물리채널의 송신전력제어방법의 상세한 설명
에 관해서는 5.2.1.1을 참조해 주길 바람.

4.1.9. DTX 제어

본 제어는 개별물리채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4.1.9.l. DTCH, ACCH용 개별물리채널

4.1.9.1.l. 송신

·음성 서비스용의 개별물리채널(32ksps)에 대해서만, 음성정보가 있는 경우에 DTCH용 심벌을 송신 ON으로 하고, 
없는 경우에 송신 OFF로 한다. 송신패턴의 예를 도 94에 나타낸다.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은, 음성정보의 유무 및 제어정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 송신된다.

·송신 ON시의 송신전력(Pon)과, 송신 OFF시의 송신전력(Poff)과의 전력비는, 5.1.1. 송신특성의 송신 ON/OFF 비
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송신 ON/OFF의 패턴은 무선프레임 내의 16 타임 슬롯 모두에서 동일하다.

· DTX 제어는 무선프레임(10msec)단위로 행해진다.

·데이터 전송용의 개별물리채널(64sps 이상)에 대해서는 DTX 제어는 행하지 않는다. 상시 송신 ON이다.

·음성정보의 유무 및 제어정보의 유무를 통지하기 위한 정보는 전송되지 않는다.

4.1.9.1.2. 수신

·음성정보의 유무 및 제어정보의 유무의 판정방법을 표 20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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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에서 심벌평균 수신전력은, 1무선프레임 내에서의 대응하는 심벌 모두의 수신전력 평균값이다.

· PDTX(dB)는 시스템 파라미터이다.

4.1.9.2. SDCCH용 개별물리채널

·전송해야 할 제어정보가 있는 경우에 SDCCH용 심벌을 송신 ON으로 하고, 없는 경우에 송신 OFF로 한다.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은, 제어정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 송신된다.

·송신 ON시의 송신전력(Pon)과, 송신 OFF시의 송신전력(Poff)과의 전력비는, 5.1.1. 송신특성의 송신 ON/OFF 비
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송신 ON/OFF의 패턴은 무선프레임 내의 16 타임 슬롯 모두에서 동일하다.

· DTX 제어는 무선프레임(10msec)단위로 행해진다.

·수신측에서는, 상시, 도 95의 CPS-PDU 조립방법에 따른 처리를 행한다. 굳이 제어정보의 유무를 판정할 필요는 없
다.

4.1.9.3. UPCH용 개별물리채널

·전송해야 할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정보가 있는 경우에 UPCH용 심벌을 송신 ON으로 하고, 없는 경우에 송신 OFF로 
한다.

·BTS는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에 대해서는, 3개의 모드를 가진다. 모드는 지정되어 있다.

모드1

·무선프레임마다 송신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하기의 조건1 및 2 모두를 충족시킨 시점에서, 무선프레임중의 모든 파일
럿 심벌 및 TPC 심벌의 송신을 정지한다. 그 후, 조건3 또는 조건4 중 어느 하나를 검출한 시점에서 무선프레임중의 모
든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의 송신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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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1: 송신해야 할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 정보가 없어진 후FNDATA 무선프레임 이상 경과

조건2: 수신무선프레임의 CRC NG를, 연속하여 FCRC 무선프레임 이상 검출

조건3: 송신해야 할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정보가 발생

조건4: 수신 무선프레임의, CRC OK를 검출

·이동국에서는, 송신해야 할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정보의 유무와, 동기되지 않은 검출결과를 이용하여,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의 송신 ON/OFF를 판단한다.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의 송신을 정지한 후, 송신해야 할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정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유
휴패턴을 삽입한 무선프레임을 FIDL 프레임송신 한 후, 송신해야 할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정보를 삽입한 무선프레임을 
송신한다. 당연히, 유휴패턴을 삽입한 무선프레임으로부터,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도 송신한다.

모드2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정보가 없는 무선프레임에서는, 일부의 슬롯에서만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을 송신한다.

·송신빈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Pfreq 에 의해,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정보가 없는 무선프레임으로 파일럿 심벌 및 TP
C 심벌을 송신하는 슬롯을 지정한다. Pfreq 와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을 송신하는 슬롯과의 대비를 표 21에 나타낸
다.

·고속 폐루프 송신전력제어는, BTS가 송신한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에 대해 결정된 이동국으로부터의 TPC 심벌
에 대해서만 따르며, 송신하지 않는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에 대해서 결정된 이동국으로부터의 TPC 심벌은 무시하
도록 한다. 따라서, 송신전력 제어간격은 P freq 의 값에 따라 변한다.

모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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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은,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정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 송신된다.

·UPCH용 심벌 및 모드1에서의 파일럿 심벌 및 TPC 심벌에 대해서, 송신 ON시의 송신전력(Pon)과, 송신 OFF시의 
송신전력(Poff)과의 전력비는, 5.1.1. 송신특성의 송신 ON/OFF 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송신 ON/OFF의 패턴은 무선프레임내의 16 타임 슬롯 모두에서 동일하다.

·DTX 제어는 무선프레임(10msec)단위로 행해진다.

·수신측에서는, 상시, 도 96의 CPS-PDU 조립방법에 따른 처리를 행한다. 굳이 제어정보 또는 사용자정보의 유무를 
판정할 필요는 없다.

4.1.10. 비트송신방법

·CRC 비트는 고차에서 저차의 순으로 송출한다.

·TCH는 입력의 순서로 송출한다.

·테일비트는 모두 "0"를 송출한다.

·더미비트는 "1"으로 한다.

·더미는 CRC 부호화의 대상이다.

·유휴패턴은, 선택합성단위 또는 내부호화 단위의 CRC 부호화 필드(도 64 내지 도 84의 빗금 친 부분) 모두에 삽입
된다. CRC 체크 비트(Check bit)도 포함한다. 그 패턴은 임의의 PN 패턴으로 한다. 논리채널마다 모든 내부호화 단위 
또는 선택합성 단위로 동일한 패턴으로 한다. 또한 본 패턴은 수신측에서 오류가 없으면 CRC 체크결과가 NG가 되도록 
하는 패턴으로 한다.

4.1.11. 착신호출제어

4.1.11.1. 기지국(BTS) 동작

·이동국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군으로 나눠져, 군마다 착신호출된다.

·BTS에서 군분리가 행해져, 착신이 있었던 이동국 식별번호를 포함하는 착신정보와 함께, 대응하는 군번호가 지정된
다. BTS는, 지정된 군번호의 PCH의 I부(I1∼I4)에서 착신정보를 전송한다.

·BTS는, 착신정보가 없는 군의 PCH에 대해서는, PCH 내의 2개의 PD부(PD1, PD2)를 모두 "전부 0"으로 하여 송신
하고, I부는 송신하지 않는다.

·BTS는 착신정보의 전송을 지정 받은 경우, 함께 지정된 군번호에 대응하는 PCH의 PD1 및 PD2를 "전부 1"로 하여, 
동일한 PCH 내의 I부에서 지정된 착신정보를 전송한다.

4.1.11.2. 이동국 동작

·이동국은 보통 8bit의 PD1만 수신한다. PD1의 앞쪽에 인접하는 파일럿 심벌(4심벌)을 사용하여 동기검파 수신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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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1의(연판정) 다수결 처리를 행한다. 처리에 의해서 계산된 값은, 수신품질의 열화가 없는 상태에서, PD부가 모두 
0의 경우는 "0", 모두 1의 경우는 정(+)인 최대값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처리결과와 판정임계값(M1, M2 단 M1M2)
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동작한다.

(1) 처리결과가 판정임계값 M1이상이면, 자국이 속하는 군중 어느 하나의 이동국에 착신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동일 
PCH의 I부를 수신한다.

(2) 처리결과가 판정임계값 M2미만이면, 자국이 속하는 군에는 착신이 없다고 판단하여, 1슈퍼프레임 후의 자국이 속
하는 군의 PD1의 수신타이밍까지 수신 OFF로 한다.

(3) 처리결과가 M2이상 M1미만 인 경우, 동일 PCH 내의 PD2를 수신하고, 상기(1) 및 (2)의 처리를 행한다. PD2에
서도 처리결과가 M2이상 M1미만인 경우는, 동일 PCH의 I부를 수신한다.

(4) 상기 (2) 또는 (3)의 처리에 의해 I부를 수신하여, I부에 포함되는 착신정보로부터 자국에 대한 착신의 유무를 판
단한다.

4.2 전송로 인터페이스

4.2.1. 주요 제원

4.2.1.1. 1.5 Mbps

ATM 셀의 매핑을 도 28에 나타낸다.

4.2.1.2. 6.3Mbps

ATM 셀로의 매핑을 도 29에 나타낸다. 펄스마스크는 도 30에 나타낸다.

4.2.2. 프로토콜

4.2.2.1. ATM 레이어

기지국(BS)-교환국간 인터페이스에서의 ATM 레이어의 VPI, VI, CI D의 코딩을 나타낸다. 도 31에 BTS-MCC간의 
링크구성을 나타낸다.

(l) 인터페이스 사양

회선번호: 기지국-교환국간의 HWY마다 할당된다. 물리적인 HWY 인터페이스 실장위치와 회선번호와의 대응은 고정
적으로 미리 설정된다. 회선번호의 값의 범위는 1.5M-HWY이면 0∼3, 6.3M-HWY이면 0뿐이다.

VPI: VPI 값은 '0'만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VCI: 256/VPI

CID: 256/VCI

(2) ATM 커넥션(connection)

VCI=64:타이밍 셀용. BTS마다 가장 작은 번호의 회선번호값을 사용한다. 슈퍼프레임 위상보정용 이외의 VCI의 종별
로서 하기의 종별을 설정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 VCI 종별로 사용되는 AAL-Typ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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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MCC간 제어신호용: AAL-Type5

·페이징용: AAL-Type5

·MS-MCC간 전송신호용: AAL-Type2

BTS에 복수의 회선번호가 설정되는 경우, 상기의 슈퍼프레임 위상보정용 이외의 종별은, 임의의 회선번호 상에 임의의 
수를 할당 가능하도록 한다. 슈퍼프레임 위상보정용 이외의 종별과, 회선번호 및 VCI 값과의 대응에 대해 설정된다.

(3) 쇼트 셀 커넥션

CID값의 사용방법에 대해 설정된다.

(4) AAL-Type 지정방법

유선회선 설정시에 지정된다. 사용하는 전송정보 종별과 AAL-Type의 대응의 예를 표 22에 나타낸다. 단, 전송정보 
종별과 AAL-Type과의 대응을 임의로 설정 가능하다.

(5)유휴셀

ATM 회선상의 유휴셀은 도 32에 나타낸다, ITU-T표준의 유휴셀을 사용한다.

4.2.2.2. AAL-Type2

AAL-Type2는, 기지국과 교환국 사이의 인터페이스(Super A 인터페이스)구간에서 전송되는 복합셀(AAL type2)의 
ATM 적응 레이어의 프로토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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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L-Type2 처리부

AAL-Type2의 접속형태를 도 33에 나타낸다.

(2)대역보증제어

· Super-A 구간에 있어서, 각종 서비스품질(지연, 폐기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품질클래스마다 최저대역을 보증하
는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

·AAL-Type2에서는 쇼트 셀 레벨로 품질클래스로 나누어진 대역보증을 행한다.

·쇼트 셀의 품질클래스는, (최대 허용 지연시간, 최대 셀폐기율)에 의해 이하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품질클래스1 (5ms, 10 -4 )

품질클래스2 (5ms, 10 -7 )

품질클래스3 (50ms, 10 -4 )

품질클래스4 (50ms, 10 -7 )

·유선회선 설정시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응한 품질클래스가 지정된다.

·품질클래스에 맞춰 쇼트 셀의 송신순서를 설정하여, 품질클래스마다 대역을 확보한다. 구체적인 대역의 확보방법에 
대해서는 5.3.5에 기술한다.

·하나의 전송정보 단위가 쇼트 셀의 최대 길이보다 긴 경우에는, 전송정보를 분할하여 복수의 쇼트 셀로 전송한다. 이 
경우, 분할한 복수의 쇼트 셀은 1VCI 내에서 연속하여 전송된다. 연속성은 동일 VCI 내에서만 보증되고, 다른 VCI 사
이에서는 보증되지 않는다. 즉, 다른 VCI의 표준 셀이 인터럽트되어 전송될 수 있다.

4.2.2.3. AAL-Type5

기지국과 교환국 사이의 Super A 인터페이스 상에서 전송되는 ATM 셀의 AAL에는, AAL type2와 AAL type5룰 사
용한다. AAL type5에서는, 기지국과 교환국사이에서 SSCOP 프로토콜이 지원된다.

(1) AAL-5처리부

AAL-5의 접속형태를 도 34에 나타낸다.

(2) 대역보증제어

Super-A 구간에서, 각종 서비스품질(지연, 폐기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품질클래스마다 최저 대역을 보증하는 제어
가 필요하게 된다. 하기에 그 품질클래스의 종별을 나타낸다.

·AAL-5에서는 VCI 레벨로 품질클래스로 나누어진 대역보증을 행한다.

·품질클래스는, (최대 허용 지연시간, 최대 셀폐기율)에 의해 이하의 5종류로 나누어진다.

인터럽트 (0, 0) ※ 최우선 셀

 - 50 -



등록특허 10-0349102

 
품질클래스1 (5ms, 10 -4 )

품질클래스2 (5ms, 10 -7 )

품질클래스3 (50ms, 10 -4 )

품질클래스4 (50ms, 10 -7 )

·유선회선 설정시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응한 품질클래스가 지정된다.

·품질클래스에 맞춰 표준 셀의 송신순서를 설정하여, 품질클래스마다 대역을 확보한다. 구체적인 대역의 확보방법에 
대해서는 5.3.5에 기술한다.

·인터럽트용 버퍼셀은 최우선적으로 출력한다. (최소 지연과 폐기불가)

4.2.3. 신호포맷

4.2.3.1. AAL-2의 포맷

AAL-2의 포맷을 도 35에 나타낸다.

·스타트 필드 (1옥테트)

OSF: 오프셋 필드

SN: 시퀀스 넘버

P: 패리티

·SC-H (쇼트 셀 헤드)(3옥테트)

CID : 채널식별자 0/PADDING 1/ANP 2∼7/RESERVE

LI: 페이로드 길이

PPT: CPS-Packet Payload Type 페이로드의 개시/계속, 종료정보가 포함된다.

UUI: CPS-User to User Indication

1개의 전송정보 단위가 분할되어 복수의 쇼트 셀로 전송되는 경우, 수신측에서의 전송정보의 조립에는, UUI와, 분할된 
전송정보를 전송하는 복수의 쇼트 셀이 동일 VCI 내에서 연속적으로 송신된다.

000/단독 쇼트 셀

001/선두·계속

010/계속·후미

011/계속·계속

 - 51 -



등록특허 10-0349102

 
HEC: Hedder Error Check

(생성다항식= x^5+x^2+1)

·SAL(2 또는 3옥테트)

도 36에 SAL의 포맷을 나타낸다.

표 23에 SAL필드설정 방법을 나타낸다.

표 24에 SAL 제3oct 사용의 유무를 나타낸다.

표 25에 SAL필드설정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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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채널 프레임분할은, 128kbps 이상의 비제한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시에, 256ksps 이상의 개별물리채널을 사용
한 경우에 행해진다. 분할의 단위는 사용자정보속도 64kbps(1B)의 외부호화를 실행한 단위이다. 도 78∼도 80 참조.

* 미사용시는 모두 0으로 한다.

* 다중코드전송을 적용하는 것은 DTCH와 UPCH만 이다. 따라서 RCN은 DTCH와 UPCH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 값설정. 상향에 관한 구체적인 값의 설정방법에 대해서는 5.4.3참조.

*1: "00"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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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값 설정하는 경우에는, 표 23에 따라 설정한다.

4.2.3.2. AAL-5의 포맷

AAL-5의 포맷을 도 37에 나타낸다.

LAST 셀에는 PAD와 CPCS-PDU 트레일러가 부가되어 있다.

·PAD (CPCS패딩)

프레임이 48OCT가 되도록 조정 (모두 0)

·CPCS-PDU 트레일러

CPCS-UU: CPCS 사용자간 표시

상위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투과적으로 전송

CPI: 공통부 종별 표시

용도는 미정. 현상은 모두 0을 설정

LENGTH: CPCS-PDU 페이로드 길이

사용자 정보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

CRC: 사이클 리던던트 부호(cyclic redundant code)

CPCS 프레임 전체의 오류 검출

생성다항식=X32 +X26 +X23 +X22 +X16 +X12 +X11 +X10 +X8 +X7 +X5 +X4 +X2 +X+1

4.2.3.3. 타이밍 셀

BTS에서 개시시의 SFN(System Frame Namber)동기의 확립처리에 사용하는 타이밍 셀의 신호포맷을 도 38에 나타
낸다. 신호포맷중의 정보요소의 설정방법을 표 26에 나타낸다.

타이밍 셀을 사용한 BTS의 SFN 동기확립방법은 5.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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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클럭생성

생성하는 클럭(예)

(1) 무선 신세사이저 기준클럭

(2) 4.096Mcps (칩레이트)

(3) 1/0.625msec (무선 타임 슬롯)

(4) 1/10msec (무선프레임)

(5) 1/640msec (무선슈퍼프레임, 위상0∼63)

(6) 1.544Mbps, 6.312Mbps (전송로 클럭)

5. 기능구성

5.1. 무선부, 송수신 증폭부

5.1.1. 파일럿 동기검파 RAKE

5.1.1.1. 파일럿 동기검파 RAKE 구성

(1) RAKE 합성부

각 다이버시티 브랜치(공간 및 섹터간)에 대하여, 충분한 수신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핑거를 할당한다. 각 브랜치로의 
핑거의 할당 알고리즘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다이버시티 합성방법은 최대비 합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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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기

수신중의 각 브랜치 중에서, 최적의 수신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RAKE 합성하는 패스를 선택한다.

(3) 파일럿 동기검파 채널추정법

0.625ms 주기로 수신하는 파일럿 블록(4파일럿 심벌)을 사용하여 동기검파를 행한다.

5.1.1.2. 다중 파일럿 블럭을 이용한 채널추정

정보심벌구간 전후의 복수 파일럿 블록을 사용하는 채널추정방법을 도 40에 나타내고, 상세한 것을 이하에서 나타낸다.

예

·전후 각각 3파일럿 블록을 평균화하는 경우의, 시간t=0에 있어서 -3 Tpくtく-2Tp의 정보심벌 구간의 채널추정 처
리를 아래에 나타낸다.

(a) P1∼P6의 각 파일럿 블록에 대해 각각 QPSK 변조를 복조한다.

(b) P1∼P6의 각 파일럿 블록 4심벌의 동상, 직교성분에 대해 각각 평균값을 구한다.

(c) 각 평균값에 α1∼α3의 가중계수를 곱해서, 가산한다.

(d) 수득한 결과를 P3과 P4 사이의 정보심벌구간(사선부)의 채널추정값으로 한다.

5.2. 기저대역 신호 처리부

5.2.1. 송신전력제어

5.2.1.1. 송신전력제어 개요

(1) RACH 송신전력제어

BTS는 BCCH에 의해, 퍼치채널의 송신전력 및 상향 간섭전력을 통보하고 있다. 이동국은 이들의 정보를 기초로 RAC
H의 송신전력을 결정한다.

(2) FACH 송신전력제어

RACH에는 이동국이 측정한 퍼치채널 수신 SIR이 포함되어 있다. BTS는 이 정보를 기초로 수신한 RACH에 대응하는 
FACH의 송신전력을 결정하여, 송신정보와 함께 송신전력값을 지정한다. 송신전력값은 정보를 송신할 때마다 변화할 
수 있다.

(3) 개별물리채널의 상향/하향 송신전력제어

    
초기송신전력에 대해서는, RACH 및 FACH 같이 결정한다. 그 후, BTS 및 이동국은 SIR 기반의 고속 폐루프 제어로 
이행한다. 폐루프 제어에서는, 수신측에서 주기적으로 수신 SIR의 측정값과 기준 SIR 값의 비교를 행하여, 비교결과를 
TPC 비트에 의해 송신측에 통지한다. 송신측에서는, TPC 비트에 따라, 송신전력의 상대제어를 행한다. 원하는 수신품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신품질에 따라 기준 SIR 값을 갱신하는 아우터루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준 SIR 값에 
대하여 지정한다. 하향에 대해서는, 송신전력값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범위제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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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킷전송 시의 송신전력제어

UPCH의 경우는, 상기(3)과 같은 제어를 행한다. 패킷전송 시의 RACH에 대해서는, 상기(1)과 같은 제어를 행한다. 패
킷전송 시의 FACH에 대해서는, 송신전력범위지정으로 지정된 송신전력값으로 상시 송신한다. 상기(2)와 달리, 정보를 
송신할 때마다 송신전력값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5.2.1.2. SIR기반의 고속 폐루프 송신전력제어

(1)기본동작

    
BTS(이동국)에서 송신전력제어주기(0.625ms)마다 수신 SIR의 측정을 행하고, 기준 SIR 값보다도 큰 경우는 TPC 
비트="0", 기준 SIR 값보다도 작은 경우는 TPC 비트="1"로 하여, 이동국(BTS)에 대해 2비트 연속으로 전송한다. 이
동국(BTS)에서는 TPC 비트를 연판정하여, "0"으로 판정한 경우는 송신전력을 1dB내리고, "1"로 판정한 경우는 송신
전력을 1dB 올린다. 송신전력의 변경타이밍은, 파일럿 블록의 직전으로 한다. 상향에 대해서는 최대송신전력, 하향에 
대해서는 최대송신전력과 최소송신전력이 지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 제어를 행한다.(도 41 참조)
    

동기가 이탈하여 TPC비트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전력값은 일정하게 한다.

(2) 상향/하향 프레임타이밍

상향/하향의 통신채널의 프레임타이밍은, 파일럿 심벌위치가 1/2 슬롯시프트 하도록 하여, 1슬롯제어지연의 송신전력
제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 한다.(도 42 참조)

(3)초기동작

초기 상태로부터 폐루프제어로의 이행방법을 도 43에 나타낸다.

도 4 3(A)의 하향 송신전력제어를 먼저 설명한다.

·하향 SIR 측정결과에 기초하는 TPC 비트를 수신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고정의 송신전력제어패턴으로 송신한다. 이
것이 초기동작이다.

·초기동작은 송신전력을 서서히 올리는, 제어패턴으로 송신하지만, 이것은 2단계로 나누어진다.

(a) BTS는, 제1송신전력 증가과정으로서, 소정의 간격마다, 소정 회수 연속하여, 소정 양씩 송신전력을 증가시킨다. 
제1송신전력 증가과정을 종료한 시점에서, 지정된 초기 송신전력값이 된다. 이들 소정의 값은 미리 설정된다. 이 제1송
신전력 증가과정은, 큰 송신전력을 급격히 송신함에 따른, 다른 이동국으로의 간섭전력의 급격한 증가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정의 값은, 다른 이동국이 송신전력제어에 의해 간섭전력량의 변동에 추종 가능할 정도로 단계적으로 송신전력을 증
가시키도록 설정된다. 이 때 하향 채널로 전송하는 TPC 비트는, 이동국의 송신전력이 서서히 증가하는 고정패턴으로 
한다(예: 011011011.... ). 이 패턴은 미리 설정된다.

제1송신전력 증가과정중에 상향 개별물리채널의 동기가 확립한 경우에는, 증가과정을 중지하고, 이동국으로부터 수신
한 TPC 비트에 따라, 고속 폐루프 송신전력제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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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또한 BTS는, 상향 프레임동기를 확립할 때까지의 사이, 제2송신전력 증가과정으로서, 소정의 간격마다 소정 량씩 
송신전력제어를 증가시켜 간다. 이들 소정의 값은, 상기(a)의 소정의 값과는 별도로 미리 설정된다. 이 제2송신전력제
어 증가과정은, 설정된 초기 송신전력값이, 이동국에 있어서 하향 무선프레임동기를 확립하는 데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
도, 송신전력을 서서히 증가시킴에 따른 하향 무선프레임동기확립을 보증하기 위한 과정이다. 본과정의 소정의 간격은, 
비교적 긴 간격이며, 1∼수초 정도이다. 이 하향의 송신전력제어의 패턴은 간섭량 등에 따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c) 이동국은 하향 프레임동기를 확립하면, 개방루프에서 결정한 송신전력을 초기값으로 하여, BTS에서 수신한 TPC 
비트에 따라 송신전력의 상대제어를 행한다. 이 때 상향 채널로 전송하는 TPC 비트는, 하향 SIR 측정결과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제43도(B)참조)

(d) BTS는 상향 프레임동기를 확립하면,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TPC 비트에 따라 송신전력의 상대제어를 행한다.

·상술한 고정 TPC 비트패턴은, BTS가 셀 전체의 간섭량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다.

·상술의 상향 송신전력제어는, 기지국으로부터의 고정 TPC 비트패턴에 의해 행해지지만, 이것을 이동국에 미리 설정
된 고정제어패턴에 의해, 같은 송신전력제어를 행해도 된다. 이 경우는 패턴을 전환할 수 없다.

·이동국으로부터의 상향 송신전력의 초기값을, 상기에서는 개방루프로 결정하고 있지만, 기지국으로부터 보내진 초기
값을 사용하도록 해도 된다. 이 구성에서는, 기지국이 초기값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최적의 초기값을 설정할 
수 있다.

(4) SIR 측정방법

SIR 측정에 관한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다.

·(2)에 나타낸 1슬롯제어지연의 송신전력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SIR 측정 정밀도가 높다.

측정예를 이하에 나타낸다.

(A) 수신신호전력(S)의 측정

(a) S의 측정은 슬롯단위(송신전력 갱신단위)마다 행하고, RAKE 합성 후의 파일럿 심벌을 사용한다.

(b) 복수심벌의 동상, 직교성분의 절대값의 평균값의 진폭 2제곱을 수신신호전력으로 한다.

(B) 간섭 신호전력(I)의 측정

(a) 1파일럿 블록의 복수 파일럿 심벌 및 오버헤드 심벌의 RAKE합성 후의 평균신호전력을 구한다.

(b) 상기의 평균신호전력의 제곱근을 이용하여, 각 파일럿 심벌의 QPSK 변조를 복조하여(상한검출(象限檢出)) 각 파
일럿 심벌에서의 기준 신호점으로 한다.

(c) 1파일럿 블록의 파일럿 심벌의 수신점과 기준 신호점의 거리의 2승 평균값을 구한다.

(d) 상기의 2승 평균값을 M프레임(M:1∼100)에 걸쳐 이동 평균하여 간섭 신호전력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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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아우터루프

BTS 및 MCC는, 원하는 수신품질(평균 FER, 혹은 평균 BER)을 만족하기 위해, 품질정보에 따라 고속 폐루프 송신전
력제어의 기준 SIR를 갱신하는 아우터루프 기능을 가진다. MCC에서는 DHO 시에 선택합성 후 품질을 기초로하여 아
우터루프의 제어를 행한다.

(1) 기준 SIR 값의 보정법

기준 SIR의 초기값은 지정한다. 수신품질의 측정결과에 기초하여 기준 SIR를 갱신한다. 단 MCC 및 BTS 모두, 주된 
기준 SIR의 갱신 결정을 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하에 서술한다.

i)품질감시의 개시를 지정.

ii) 상시 지정된 품질감시를 실행하여, 품질감시결과를 통지한다.

iii) 보고된 품질감시결과에 따라, 기준 SIR의 갱신을 행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갱신을 판단한 경우에는, 기준 SIR를 설
정하여, 기준 SIR 갱신을 지정한다.

5.2.1.4. 섹터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시의 송신전력제어

섹터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시는, 상향/하향 모두, 섹터간 최대비 합성 후에 수신 SIR의 측정 및, TPC 비트의 복조를 
행한다. 또한 하향 TPC 비트는, 복수 섹타로부터 동일한 값을 송신한다. 따라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은 송신전력제어를 행한다.

5.2.1.5.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시의 송신전력제어

(1)상향 송신전력제어(도 44 참조)

(a) BTS 동작

각 BTS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이 상향 수신 SIR를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에 기초하여 
결정한 TPC 비트를 이동국에 대해 전송한다.

(b) 이동국 동작

TPC 비트를 BTS 단위로 독립적으로 수신한다(섹터간 다이버시티는 행한다). 동시에 BTS마다 TPC 비트의 신뢰도(수
신 SIR)를 측정한다. 소정의 신뢰도를 만족하는 TPC 비트의 연판정 다수결 결과 중에 "0"이 하나라도 있으면 송신전
력을 1dB 내린다. 모두 "1"의 경우는 송신전력을 1dB 올린다.

(2) 하향 송신전력제어(도 45 참조)

(a) BTS 동작

각 BTS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이, 수신한 TPC 비트에 따라 송신전력을 제어한다. 상
향 동기를 이탈한 TPC 비트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신전력값은 일정하게 한다.

(b) 이동국 동작

사이트 다이버시티 합성 후의 수신 SIR를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에 기초하여 결정한 TPC 비트를 각 BTS에 대해 전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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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동기확립처리

5.2.2.1. 이동국 개시(start up)시

(a)각 섹타는, 롱 코드의 일부를 마스크한 퍼치채널을 송신하고 있다. 이동국은 개시시에, 롱 코드 3단계 초기 동기법
에 의해, 섹터선택을 행하여, 퍼치채널 동기를 확립한다.

(b) 퍼치채널은, 자체섹터 번호와 주변 셀의 롱코드 번호를 통보하고 있다. 이동국은, 이 통보정보를 기초로, 동일 셀내 
다른 섹터 및 주변 셀내 섹터의 퍼치채널 동기를 확립하여, 퍼치채널의 수신레벨측정을 행한다. 이동국은 퍼치채널 수
신레벨을 비교하여, 수신 대기중에 섹터이행 판정을 행한다.

5.2.2.2. 랜덤 억세스수신

위치등록 시나 발착신 시에, 이동국은 RACH를 송신한다. BTS는 복수의 프레임오프셋으로 송신된 RACH의 동기를 확
립하여 수신한다.

도 85 내지 도 88에 도시한 바와 같이, 10msec 당 4종류의 오프셋 타이밍으로 송신되는 모든 RACH-L 및 RACH-S
의 수신처리를 0.625msec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RACH의 수신동기를 확립할 수 있다. 수신처리에는, 디인터리브, 
비터비복호, CRC복호를 포함하고, Ack 송신의 필요성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을 때까지를 포함한다.

BTS에서는, RACH 수신타이밍의 소정 타이밍으로부터의 지연시간에 따라, 이동국과 BTS 사이의 왕복의 전파지연시
간을 측정하여, 보고한다.

5.2.2.3. 개별채널 동기확립 시(도 87참조)

SDCCH 및 TCH의 동기확립 순서의 개요를 나타낸다. 상세한 동기확립처리 순서를 도 46에 나타낸다.

(a) BTS는 하향채널의 송신을 개시한다.

(b) 이동국은 퍼치채널의 동기정보 및, 망으로부터 통지된 프레임 오프셋군, 슬롯 오프셋군을 기초로, 하향채널의 동기
를 확립한다.

(c) 이동국은 하향채널과 동일 프레임 타이밍으로 상향 채널의 송신을 개시한다.

(d) BTS는 MCC로부터 지정된 프레임 오프셋군, 슬롯 오프셋군을 기초로 상향 채널동기를 확립한다. 여기서, 실제의 
동기 타이밍은, 이동국과 BTS간의 왕복의 전파지연시간만 틀리기 때문에, 랜덤 억세스수신시에 측정한 왕복의 전파지
연시간을 이용하여, 동기확립을 위한 탐색범위의 단시간화를 꾀할 수 있다.

5.2.2.4.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개시 시에서도, 이동국이 송신하는 상향 개별물리채널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이전 BTS(hando
ver originating BTS)의 송신하는 하향 개별물리채널에 대해서는, 그 무선프레임넘버 및 롱 코드위상은 통상대로 연속
적으로 카운트업되고, 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탑재되는 사용자정보도 연속성이 보증되어, 순간적으로 
단절되는 일은 없다.

다이버시티 핸드오버개시 시의 동기확립 순서의 개요를 나타낸다. (도 88 참조)

(a) 이동국은 송신중의 상향 개별물리채널과 핸드오버될 BTS(handover destination BTS)에서 송신하고 있는 퍼치
채널과의, 동일 프레임넘버에서의 무선프레임의 프레임시간차를 측정하여, 망에 통지한다. 측정값은 퍼치채널의 프레임 
타이밍에 대한 상향 개별물리채널의 프레임 타이밍의 시간차이다. 칩단위의, 항상 양의 값이며, 그 범위는 0∼「상향 
롱 코드주기-1」 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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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동국은, 프레임시간차 측정값을 레이어3 신호로 하여, 상향 개별물리채널의 ACCH로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이전 
BTS를 통하여, BSC에 통지한다.

(c) BSC는, 프레임 시간차 측정값을, 발착신접속시에 설정된 프레임오프셋 및 슬롯 오프셋과 함께, 다이버시티 핸드오
버될 BTS에 레이어3 신호로써 통지한다.

(d) 핸드오버될 BTS는, 상기의 프레임시간차 측정값과, 프레임 오프셋 및 슬롯 오프셋의 통지를 받고, 이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하향 개별물리채널의 송신을 개시함과 함께 이동국이 송신중의 상향 개별물리채널의 동기확립처리를 개시한
다. 구체적인 하향 개별물리채널의 송신타이밍, 및 상향 개별물리채널의 동기확립방법은 4.1.3 참조.

5.2.2.5. 동일 셀내 다른 섹터의 퍼치채널동기

동일 셀내의 각 섹터는, 시스템에서 결정된 위상차로, 동일 롱 코드, 동일 쇼트 코드로 확산한 퍼치채널을 송신하고 있
다. 이동국은 초기 동기완료 후, 수신대기 섹터로부터 통보정보를 수신한다. 통보정보에는, 자체 섹터번호 및, 동일 셀
내 섹터수가 기록되고 있다. 이동국은 이 정보에 따라, 동일 셀내 다른 섹터의 롱 코드위상을 특정하여, 퍼치채널동기를 
확립한다.

5.2.2.6. 개별채널의 동기확립 판정방법

(a) 칩동기

BTS는 수신해야 할 채널의 상향 롱 코드위상을 파악하고 있다. BTS는 패스탐색을 행하여, 상관검출값이 높은 패스를 
RAKE 수신한다. 5.1.2에서 나타낸 전송특성을 만족하고 있으면, 즉시 RAKE 수신이 가능하다.

(b) 프레임동기

롱 코드의 위상과 프레임 타이밍은 같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프레임 타이밍을 탐색할 필요는 없고, 칩
동기확립 후의 롱 코드위상에 대응하는 프레임 타이밍으로 프레임동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된다. 개별물리채널에 대
한 BTS의 프레임 동기확립 판정조건은, SW의 불일치 비트수가 Nb이하 인 무선프레임이 SR 프레임 이상 연속한 경우
로 한다.

(c) 슈퍼프레임동기

개별물리채널에는 FN을 나타내는 비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프레임넘버를 판정하여, 슈퍼프레임동기를 
확립한다.

상향 개별물리채널에 대해서는, 도 8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향 롱 코드의 위상 0의 타이밍으로부터, 프레임 오프셋+
슬롯 오프셋만 지연된 타이밍으로 프레임넘버 0이 되도록, 개별물리채널의 프레임넘버는 설정된다. 이 롱 코드위상과 
프레임넘버의 관계는, 발착신접속 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반복 조작했다 해도, 무선채널이 해방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하향 개별물리채널에 대해서는, 퍼치채널의 프레임 타이밍에 대해, 소정의 시간이 어긋난 타이밍의 무선프레임의 프레
임넘버를, 퍼치채널의 SFN의 modulo 64의 값으로 한다. 소정의 시간은, 발착신 접속 시에는 도 87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프레임 오프셋+슬롯 오프셋이다.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시에는 도 8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레임 시간차 측정값-
1/2 slot-α이다. α는, 프레임 시간차 측정값-1/2 slot를 심벌단위로 하기 위해 잘라 버린 값이다.

(2) 재동기

본 시스템에서는 상시 최적 패스의 탐색을 탐색기로 행함에 따라, 상시 최적의 동기를 도모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재동기 확립처리 순서를 설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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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동기이탈 판정방법

개별물리채널에 대한 BTS의 무선구간 동기이탈 판정방법을 이하에 나타낸다.

무선프레임마다, 이하의 2조건에 대한 상태를 감시한다.

조건1: SW의 불일치 비트수가 Nb 이하

조건2: DTCH의 선택합성단위, 또는 UPCH의 내부호화 단위의 CRC OK

상기 2조건을 모두를 만족하지 않는 무선프레임이 SF 프레임 이상 연속한 경우에, 동기이탈 상태라고 판정한다(전방 
동기보호단수: SF).

동기이탈 상태에 있어서, 상기 2조건 중, 한쪽이라도 만족하는 무선프레임이 SR 프레임 이상 연속한 경우에, 동기유지 
상태라고 판정한다(후방 동기보호단수: SR).

5.2.4. 핸드오버제어

5.2.4.1. 동일 셀내 섹터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1셀 내에서의 섹터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행하는 섹터수는, 최대3으로 한다.

(1) 상향

·물리채널의 모든 심벌에 대해, 복수 섹터 안테나로부터의 수신신호의 스페이스 다이버시티와 같이 최대비 합성을 행
한다.

·최대비 합성 후의 TPC 심벌을 사용하여, 하향의 송신전력제어를 행한다.

·최대비 합성 후의 수신품질을 사용하여, 상향 송신전력제어를 행한다. 즉, 최대비 합성 후의 수신품질을 사용하여, 하
향 TPC 심벌의 값을 설정한다.

·유선전송에 대해서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은 링크의 설정, 및 송신을 행한다.

(2) 하향

·복수의 섹터 안테나로부터, 물리채널의 모든 심벌에 대해, 동일한 심벌을 송신한다. 송신타이밍제어에 대해서는, 셀
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와 같고, 상세한 설명은 4.1.3 참조.

·유선전송에 대해서는,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은 링크의 설정 및 수신을 행한다.

5.2.4.2. 셀간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상향 하향 모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은 송수신신호처리를 행한다.

5.2.5. 패킷전송제어

5.2.5.1. 용도

패킷전송제어는, 이하의 서비스 제공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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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P/IP 패킷서비스

·모뎀(RS232C 직렬데이터전송) 서비스

5.2.5.2 개요

저밀도이고 한산한 트래픽으로부터, 고밀도 대용량 트래픽까지의 다양한 트래픽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무선자원 및 
설비자원의 고효율 사용을 도모하면서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특징을 이하에 서술한다.

(1) 트래픽 등의 전송기능에 따른 사용물리채널 전환(switching)

서비스 품질을 열화시키지 않고 무선자원 및 설비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간과 동시에 변동하는 트래
픽량 등의 전송기능에 따라 사용하는 물리채널(논리채널)을 수시로 바꾼다.

한산한 트래픽시: 공통제어용 물리채널(FACH, RACH)

고밀도 트래픽시: 개별물리채널(UPCH)

(2) MS∼BTS 사이에서의 물리채널전환제어

물리채널의 전환제어는 빈번하게 행할 수 있다. 이 전환제어가 유선전송제어에까지 파급하면, 유선전송제어부하의 증대, 
유선전송비용의 증대, BSC 및 MSC로의 제어부하의 증대로 이어지고, 또한 전환제어지연을 증가시켜 서비스 품질의 열
화를 초래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환제어는 MS∼BTS 사이에 국한하여 실행되어, 유선전송제어 및 BSC, MSC의 
제어 등을 필요 없게 한다.

(3) 셀간 고속 HHO

적어도,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를 실행하는 것은, 송수신타이밍을 개별물리
채널의 경우와 같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물리채널의 전환제어를 행함에 있어, 개별물리채널에 통상의 DHO를 적용한 경우, 개별물리채널을 전환할 때에 복수의 
BTS를 제어할 필요가 있고, 제어부하의 증대 및 제어지연의 증대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증가를 초래한다. 거기서 패킷
전송의 방식으로서 하드 핸드오버(HHO)를 채용한다. 단, 하드 핸드오버에 의한 간섭전력량의 증대를 피하기 위해, 높
은 빈도로 HHO를 행한다.

높은 빈도로 HHO를 행하게 되기 때문에, HHO처리가 유선전송제어에까지 파급되면, 유선전송제어부하의 증대, 유선전
송비용의 증대, BSC 및 MSC로의 제어부하의 증대로 이어지고, 또한 HHO 제어지연을 증가시켜 서비스품질의 열화를 
초래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유선구간은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상태로 하고, 무선구간만 HHO로 한다. 또한 HHO 제
어는 MS∼BTS간에 국한하여 실행되어, 유선전송제어 및 BSC, MSC의 제어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5.2.5.3. 셀간 핸드오버제어

·셀간 핸드오버처리 순서를 이하에 기술한다. 처리시퀀스를 도 47에 나타낸다.

(1) 통상의 DHO와 같이, 이동국은 주변 섹터의 퍼치채널 수신레벨로부터, 다이버시티 핸드오버 개시조건을 만족하는 
섹터를 선택하고, BTS를 통해 BSC에 보고.

(2) BSC는 유선회선의 링크를 다이버시티 핸드오버될 BTS에 대해서도 설정하여, DHT에 복수의 링크를 접속하여, 유
선구간을 DHO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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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국은, 재권(在圈) 섹터의 퍼치채널 수신레벨과 HO중의 다른섹터의 퍼치채널 수신레벨로부터, BTS∼MS간의 
전파손실을 BTS마다 상시 측정, 비교한다. 재권 섹터의 전파손실보다도, HO중의 다른 섹터의 전파손실쪽이 작게되고, 
또한 그 차이가 소정값 이상이 된 경우에, 하드 핸드오버의 개시를 판정한다. 우선 이동국은 재권하고 있던 섹터에 대하
여, 패킷데이터의 송수신을 멈추게 하는 요구를 낸다.

(4) 이동국이 재권하고 있던 섹타의 BTS는, 응답신호를 이동국으로 되돌린 후, 패킷데이터의 무선구간에서의 송수신
의 정지, 및 무선링크의 해방처리를 멈춘다. 단, 유선에 대한 링크의 설정은 전혀 변경하지 않는다.

(5) 이동국은, 재권하고 있던 섹터의 BTS로부터의 응답신호를 수신한 후, 재권하고 있던 섹터의 BTS와의 무선회선을 
해방하여, HO될 섹터의 BTS에 대해, RACH로 패킷데이터의 송수신요구신호를 송신한다. 이 신호에는 HO 원 BTS에
서 사용하고 있던 물리채널(공통제어용 물리채널 or 개별물리채널)을 사용한다.

(6) HO될 BTS는, 수신한 RACH의 정보로부터, 이 신호에는 HO 원 BTS에서 사용하고 있던 물리채널(공통제어용 물
리채널 or 개별물리채널)의 정보를 포함한다. 패킷데이타 전송용으로 설정해야 할 물리링크를 설정한다. 유선에 대한 
링크의 설정은 전혀 변경하지 않지만, 유선링크와 무선링크와의 결합을 지정한다.

·본 처리시퀀스는 사용물리채널(공통제어용 물리채널/개별물리채널)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단, 무선링크의 설정/해방
에 있어서, 개별물리채널에 대해서는 물리채널의 설정/해방처리가 필요하지만,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에 있어서는 필요 
없다.

5.2.5.4. 섹터간 핸드오버제어

섹터간 핸드오버시의 접속형태 예를 도 48∼도 51에 나타낸다.

개별물리채널(UPCH)의 경우, 섹터간 DHO는 BTS에 국한해서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패킷전송 시에 있어서도, 회선전
환모드의 경우와 같이 상향·하향 모두 최대비 합성을 사용한 섹터간 DHO를 행한다.

공통물리채널(FACH, RACH)의 경우에는, 송수신타이밍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기 때문, 상향·하향 모두 최대비 합
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BTS 및 이동국내에서, 퍼치채널의 전파손실에 따라, 1섹터만 송수신을 행하도록 전환제어를 
행한다. 전환제어방법은, 도 47의 셀간 핸드오버의 처리와 같다.

5.2.5.5. 물리채널전환제어

(1) 전환판단 노드

이동국의 재권 섹터를 제어하는 BTS에서 하기 요인을 기초로 하여 전환판단을 행한다.

(2) 전환판단 요인

이하의 요인을 사용가능 하며, 어떤 요인을 사용할지는 설정에 따른다. 요인1 및 2에 대해서는, 각 요인의 정보의 보고
를 개시하여, 사용 가능해진다.

요인1: MCC의 ADP 및 MS의 ADP로부터의 인-밴드(in-band) 정보(사용희망 물리채널정보)

요인2: BTS에 의한 상향/하향 트래픽량 감시

요인3: MS로부터 BTS로의, 사용채널 전환요구 레이어3 신호

(3) 전환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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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2)의 요인에 의해 보고된 정보와, 미리 설정된 임계값을 비교하여, 판단된다.

(4) 전환제어 방법

·전환시퀀스를 도 52 및 도 53에 나타낸다.

예를 들면, 공통물리채널로 이동국(MS)과 기지국(BTS)이 통신하고 있는 경우(제52도), 상기의 전환판단 요인이 발
생하면, BTS에서 전환판정을 행한다. 판정의 결과 전환하는 경우는, BTS는, 개별물리채널 설정지시를 MS에 FACH를 
사용하여 행하고, 지시한 개별물리채널의 설정처리를 MS와의 사이에서 행한다. 그리고, 공통제어용 물리채널로부터 설
정된 개별물리채널로, MS에 대한 유선링크와 무선링크의 접속을 변경한다. 그 후에 설정된 개별물리채널로 통신을 행
한다.

또한, 이동국(MS)과 기지국(BTS)이 개별물리채널로 통신중인 경우(도 53), BTS에서 공통물리채널로의 전환판단을 
행한다.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는, 사용하고 있는 개별물리채널의 해방지시를 UPCH를 통해 MS에 대해 행한다.

MS는, 개별물리채널의 해방지시를 받으면,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고, 또한 사용하고 있는 개별물리채널을 해방한다. 그
리고, 공통물리채널의 FACH 수신을 개시한다.

BTS는, 응답을 받으면 그 MS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개별물리채널을 해방하고, 또한 유선링크와 무선링크와의 접속을 
변경한다. 그리고, MS와 BTS는, 공통제어용 물리채널로 통신을 행한다.

·이동국∼BTS 사이에서만 무선구간으로 처리되고, BSC 및 유선구역에는 하등 관여하지 않는다.

전환제어는, 기지국(BTS)에서만 판단하여 전환제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구간(예를 들면, 기지국과 제어국(BS
C)간)의 전환제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환제어에서의 제어부하를 경감할 수 있고, 또한 전환제어의 고속화를 도모
할 수 있다.

·이동국∼BTS간의 제어신호는 레이어3 신호이며, BTS에서 처리된다. BTS로서는, 상기 한 바와 같이, 지시에 따라, 
유선링크와 무선링크와의 접속의 변경을 행할 필요가 있다.

5.3. 전송로 인터페이스부

5.3.1 물리 인터페이스 종단기능

·전기레벨 인터페이스

·셀레벨 인터페이스

a) 전송프레임의 생성/종단

PDH기반의 6.3 M/1.5M의 전송로를 사용하여, ATM 셀을 매핑한다.

6.3M에서는, TS97, 98은 사용하지 않고, TS1부터 TS96까지를 사용하고, 또한 1.5M에서는, TS1에서 24까지 전부
를 사용하여, ATM 셀을 전송한다. 이 때, ATM 셀의 53바이트의 단락은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타임 슬롯의 단락과 
ATM 셀의 1옥테트의 단락은, 경계를 합쳐서 전송한다.

수신측에 있어서도, 6.3M에서는, TS97, 98의 데이터는 무시하고, TS1∼96까지의 범위에서 ATM 셀을 추출한다. 1.
5M에서는, TS1부터 24에서 ATM 셀을 추출한다.

b) 셀 동기확립

 - 66 -



등록특허 10-0349102

 
1) 먼저, 셀의 경계를 찾기 위해서는, 셀 동기 이전에 물리 레이어로부터 1옥테트의 단락이 표시되기 때문에, 그 1옥테
트씩 시프트하면서 4옥테트 단위의 헤드 오류제어부호를 생성다항식 X8 +X2 +X+1에 의해 계산하고, 5옥테트째의 값
으로부터 "01010101"을 감산한 (모듈2)값과 같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2) 일단, HEC (Header Error Correction)의 값과, 연산결과가 같은 곳이 검출되면, 그 위치를 헤더의 위치로 가정하
여 전(前)동기상태가 된다.

3) 다음부터는 1셀 후(53바이트 후)가 헤드의 위치라고 예측하여, HEC의 확인을 행하여, 연속 6회 확인이 되면 동기
상태로 바뀐다.

4) 동기상태에 있어서도, 1셀마다 항상 HEC 확인동작을 계속하여 동기상태를 감시한다. HEC 오류를 검출하더라도, 
동기보호에 의해 연속 7회 미만이면 동기상태를 유지한다. 연속 7회 잘못된 곳에서 동기는 이탈한 상태로서, 거기서 재
동기를 위해 1)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c) 셀 속도조정

전송로상에 송출해야 할 셀이 없는 경우 등, 전송로에서의 속도와 ATM 레이어로부터의 ATM 셀 속도가 다를 때에, 전
송로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셀 속도 조정용으로서, 물리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유휴셀(IDLE 셀)을 삽입한다.

유휴셀은, 고정적인 패턴의 셀로, 셀헤드가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1 01010010"으로 식별된다. 
또한, 정보필드의 패턴은 "01101010"의 반복패턴 열이다. (도 32참조)

이 유휴셀은 수신측에서는, 셀동기에만 사용되고, 그밖에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셀 레벨 스크램블(6.3M만 적용)

1) 셀 레벨에 있어서, X 43 +1의 생성다항식에 의해, 정보필드 비트만 랜덤화 한다.

2) 셀 동기의 헌팅상태에서는 디스크램블을 정지한다.

3) 전(前)동기상태 및 동기확립상태에서는, 디스크램블은 정보필드의 길이와 같은 비트 수 사이에서 동작하여, 다음 헤
드라고 예측되는 기간에서는 정지한다.

4)본 기능의 인에이블/디스에이블을 하드스위치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5.3.2. ATM 종단기능

·ATM 셀 VPI/VCI 판별

ATM 셀은, 각각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마다 또는, 사용자마다 다른 VCI/VPI를 가지고 있고, 그 VPI/VCI를 식별
함으로써, 각 처리부로 셀을 전달한다.

·ATM 셀 VPI/VCI 다중

상향 신호의 경우는, 다른 VCI라도 VPI마다 정리하여 다중하여 보내기 때문에,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상향 
ATM 셀 신호를 대역보증제어하여 출력한다.

·셀헤드의 구조

ATM 셀에는, 도 54에 도시한 바와 같은 셀 헤드가 있다. 셀 헤드에는 VPI가 8비트, VCI가 16비트 할당되고 있지만, 
상세한 코딩에 대해서는 교환기와 기지국 사이에서 별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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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헤더의 코딩

먼저, ATM 셀의 비트 송출순서는, 옥테트 내의 각 비트는 비트 번호8로부터 송출하고, 옥테트는 옥테트 번호 1로부터 
송출한다. 이와 같이 MSB로부터 순차적으로 송출된다.

VPI/VCI의 루팅비트에 대해서는, 기지국과 교환국간의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VPI는 3종류. VCI는 0∼255까지의 25
6종류(8비트)가 정해져 있다.

·회선번호/VPI/VCI 설정(초기시)

회선번호: HW인터페이스 카드의 실장위치 및 카드내의 커넥터 위치에 대해 고정적으로 회선번호가 대응

VPI: 상시 "0"(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VCI: 유선전송로의 링크를 설정할 때에, VCI를 지정

5.3.3. AAL-Type2 제어기능

·AAL 타입2 프로토콜

가변속도 부호화된 음성 등의 가변속도형으로, 송수신단의 타이밍 의존성을 가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정한 프
로토콜이다.

상세한 사양에 대해서는, ITU-TI.363.2에 준거하고 있다.

a) 서비스 종류(요구조건 등)

AAL 타입2는, 송신과 수신사이의 상위 레이어에 대해, 가변속도와 타이밍조건을 가지는 실시간의 데이터전송이 요구
된다. 또한, 송신과 수신사이에서 클럭과 타이밍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보의 전송, 데이터의 구조에 관한 정보의 전송 등
이 요구된다.

b) 타입2의 기능

타입2의 기능으로서는, 타입1과 같은 타이밍조건을 가지며, 데이터와 음성의 멀티미디어다중을 위한 다중기능이나, 가
변율에 대한 대응이나 셀의 손실 우선 등에 관계되는 처리가 필요하다.

5.3.4. 하향 신호분리순서

·하향 신호중의 제어신호와 통신신호의 분리는, 먼저 AAL 타입에 의해 식별한다. AAL 타입에는 AAL2와 AAL5가 
있고, 각각 VCI에 의해서 AAL 타입을 식별 할 수 있다. (4.2.2.1참조)

·AAL5 커넥션중 BTS∼MCC간 제어신호와 슈퍼프레임 위상보정용 셀은 각각 VCI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도 VCI에 
의해 분리한다.

·AAL2 커넥션에는 또한 CID에 의한 사용자식별이 있어, 호마다 CID가 다르기 때문에 CID에 의해서 분리한다.

5.3.5. 대역보증제어

·대역보증제어의 개요를 도 55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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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나타내는 품질 클래스에 맞춰, 쇼트 셀 및 표준 셀의 송신순서를 설정하고, 각 대역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허용지연시간을 넘은 쇼트 셀 및 표준 셀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셀 폐기율이 최대 셀 폐기율이 되도록, 품
질 클래스마다 쇼트 셀 및 표준 셀의 송신순서를 설정한다.

송신순서의 설정은 지정된다.

·AAL-Type5를 적용하는 VC에 대해서는, VCI와 하기의 AAL-Type5용의 품질 클래스가 MATM 커넥션 ID의 설
정에 의해 대응시켜진다.

·AAL-Type2를 적용하는 VC에 대해서는, VCI 및 CID와 AAL-Type2용의 품질 클래스가 MATM 커넥션 ID의 설
정에 의해 대응시켜진다.

5.3.5.1. 품질 클래스

5.3.5.1.1. AAL-Type5용 품질클래스

·AAL-Type5내에서 품질 클래스의 필요조건은 하기에 나타내는 6종류가 필요하다. 서비스와 품질 클래스와의 대응
을 표 28에 나타낸다. 실제로는 유선전송로의 커넥션을 설정할 때에, 함께 품질 클래스가 설정된다. 단, 타이밍 셀용 V
C에 대해서는, 상시, 최우선(지연 0ms, 폐기율 0)으로 한다.

(최대 지연허용시간, 허용 셀 폐기율)

(최우선: 지연 0ms, 폐기율 0)

(5ms, 10 -4 )

(5ms, 10 -7 )

(50ms, 10 -4 )

(50ms, 10 -7 )

(AAL-Type2)

5.3.5.1.2. AAL-Type2용 품질 클래스

·AAL-Type2내에서 품질클라스의 필요조건은 하기에 나타내는 4종류가 필요하다. 서비스와 품질 클래스와의 대응
을 표 28에 나타낸다. 실제로는 유선전송로의 커넥션을 설정할 때에, 함께 품질 클래스가 설정된다.

(최대 지연허용시간, 허용 셀 폐기율)

(5ms, 10 -4 )

(5ms, 10 -7 )

(50ms, 10 -4 )

(50ms, 10 -7 )

·표 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AAL-Type2용의 VC가 복수 있는 경우, AAL-Type2의 각 품질 클래스에 대한 대역할
당은, VC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즉, VC마다 다른 쇼트 셀의 송신순서를 설정할 수 있다.

 - 69 -



등록특허 10-0349102

 
5.3.5.2. 상향 신호대역 보증기능

·상향 신호에 대해서는, AAL-Type2 레벨의 대역보증과, AAL-Type2 및 AAL-Type5 양쪽을 포함한 ATM 셀 레
벨의 대역보증이 필요하다. 상향 ATM 셀의 송출순서는 도 56에 나타내고, 상향 AAL-Type2 레벨의 합승 셀 작성처
리를 도 57에 나타낸다.

·BTS 개시 시에 셀 송신 순서데이터가, 품질 클래스와 대응시켜 지정된다.

쇼트 셀 및 표준 셀은, 이 셀 송신 순서데이터에 따라서, 각 품질 클래스에 따라 송신 쇼트 셀 또는 표준 셀을 선택하여 
다중처리를 행하여, 송신 셀을 만든다. 추출 대상품질의 셀이 버퍼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서의 다른 품질의 셀
을 송신할 수 있다.

·버퍼링(buffering)된 셀은, 각각의 품질 클래스의 허용지연시간에 따라, 시간 초과한 것은 파기한다.

·표 28에 대응한 셀 송신 순서데이터의 예를 도 58에 나타낸다.

A, B, C······H의 각 할당 대역에 맞춰 A, B, C, ······L의 송출싸이클을 결정한다. (예 ACADAFAC. . . )

또한, E, F, ······, K, L은, 각각의 품질 클래스를 만족하 도록 쇼트 셀을 복합하는 송신순서를 결정한다. (예 
F2 F1 F2 F3 F4,,,)

해당하는 클래스에 셀이 없는 경우는, 다음 우선 순위의 셀을 송출한다.

·인터럽트 클래스의 셀은, 항상 최우선적으로 송출된다.

 - 70 -



등록특허 10-0349102

 

5.3.6. AAL-Type5+ SSCOP 기능

·서비스 종류

AAL5는, 시그너링(signaling)정보 전송용으로 제공되는 간이화된 AAL 타입으로, 다른 AAL 타입과 크게 다른 곳은, 
타입5의 페이로드에는, 헤드트레일러가 없고 48바이트의 전송이 가능하며, 통신의 오버헤드는 최소로 되어있다.

·타입5의 기능

타입5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셀마다의 오류 검출을 행하지 않고, 1사용자 프레임마다 오류 
검출을 행한다. 오류 검출에는 CRC-32의 체크비트를 사용하여 검출한다. 이 CRC는 사용자 프레임마다 부여되지만, 
32비트의 체크비트이기 때문에 검출능력이 높고 전송품질이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유효하다.

타입5의 포맷을 도 59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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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측에서는,

1) ATM 헤드의 PT(페이로드 타입)의 값을 보고, 데이터의 단락을 판별한다.

2) 이어서, 추출한 페이로드를 CRC 연산하여 체크한다.

3) LENGTH 정보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특정한다.

·SSCOP 프로토콜 시퀀스(링크확립, 해방)

SSCOP에서는, 기지국과 교환국간의 데이터 프레임에 응답확인이나 흐름제어정보 등을 합승시키지 않고, 데이터 프레
임과 제어 프레임의 역할을 완전 분리한다. 도 60에 SSCOP의 링크확립으로부터 해방까지의 시퀀스 예를 나타낸다.

5.3.7. 상향 지연부가기능

·SSCOP은 BTS∼MCC간 제어 신호용 VC 및 페이징용 VC에 적용되고, BTS 및 MCC에서 처리된다.

다른 기지국간의 상향 신호의 합성의 시험을 행할 때에, 상향 신호에 대해 지연을 부가함으로써, 시스템의 내력을 측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능이다.

상향 신호에 대해, 0.625msec 스텝(프레임 오프셋마다)에 지연을 부가할 수 있고, 최대 100msec까지 지연부가가 가
능한 것.

지연량은 딥스위치로 설정가능인 것.

5.3.8. 기준타이밍 생성기능(무선 프레임 동기기능)

5.3.8.1. SFN 동기

    
BTS는 개시 시, MCC와의 사이에서, 이하에 기술하는 SFN(System Frame Number)의 시간동기확립처리를 행한다. 
MCC에서 생성되는 SFN 클럭이, 시스템전체에서의 마스터클럭이다. 본 처리는, BTS에서 MCC의 SFN 클럭과의 시간
동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시간동기오차는 5msec 이내를 목표로 한다. BTS는 동기확립 후의 SFN 클럭
을, 그 BTS 내에서의 기준 클럭으로 한다. BTS 제어 하의 각 섹터에서의 송수신 무선회선의 타이밍은, 이 BTS 기준 
SFN 클럭을 기초로 하여 생성된다. (도 85 내지 도 88 참조)
    

SFN 동기확립은, MCC∼BTS사이에서 타이밍 셀을 송수신 함으로써 실현된다. 그 수순을 도 6l에 나타내고, 상세한 것
에 대해서는 이하에 기술한다. 도면에서의 번호는 이하의 문장의 번호와 대응하고 있다.

(1) BTS는 전원투입 후, 또는 리셋 후의 개시 시에, 임시 SFN 클럭을 생성한다.

(2) BTS는 MCC에 대해 송신하는 타이밍 셀1의 송신시간(슈퍼프레임내 시간, 및 롱 코드 주기내의 슈퍼프레임위치)
을 취득한다.

이 시간은 임시 SFN 클럭에 기초한 송신시간이다.

(3) BTS는 타이밍 셀1을 생성한다. 타이밍 셀1에 탑재하는 각 정보요소의 값은 표 29와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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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TS는 (3)으로써 생성한 타이밍 셀1을, (2)로 취득한 송신시간으로 송신한다.

(5) MCC는 타이밍 셀1을 수신하여, 수신한 시간(슈퍼프레임내 시간, 및 롱 코드 주기내의 슈퍼프레임 위치)을 취득한
다. 이 시간은 MCC에서 생성된 SFN 클럭에 기초한 송신시간이다.

(6) MCC는 BTS에 대해 송신하는 타이밍 셀2의 송신시간(슈퍼프레임내 시간, 및 롱 코드 주기내의 슈퍼프레임 위치)
을 취득한다. 이 시간은 MCC에서 생성된 SFN 클럭에 기초한 송신시간이다.

(7) MCC는 타이밍 셀2를 생성한다. 타이밍 셀에 탑재하는 각 정보요소의 값은 표 30과 같이 설정한다.

 - 73 -



등록특허 10-0349102

 

(8) MCC는 (7)으로써 생성한 타이밍 셀2를, (6)에서 취득한 송신시간으로 송신한다.

(9) BTS는 타이밍셀2를 수신하여, 수신한 시간(슈퍼프레임내 시간, 및 롱 코드 주기내의 슈퍼프레임 위치)을 취득한
다. 이 시간은 BTS의 임시 SFN 클럭에 기초한 수신시간이다.

(10) BTS는 수신한 타이밍 셀2의 정보요소로부터, 임시 SFN 클럭 위상의 보정값 X를 산출한다. 보정값의 산출방법, 
및 산출근거를 도 62에 나타낸다.

보정값의 산출결과는 메모리에 기억된다.

도 62에 있어서

SF_BTS-1: 타이밍 셀1 BTS송신 SF 시간정보

LC_BTS-1: 타이밍 셀1 BTS송신 LC카운터 시간정보

SF_MCC-1: 타이밍 셀1 MCC-SIM 수신 SF 시간정보

LC_MCC-1: 타이밍 셀1 MCC-SIM 수신 LC 카운터 시간정보

SF_BTS-2: 타이밍 셀2 BTS 수신 SF 시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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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_ MCC-2: 타이밍 셀2 BTS 수신 LC 카운터 시간정보

SF_MCC-2: 타이밍 셀2 MCC-SIM 송신 SF 시간정보

LC_MCC-2: 타이밍 셀2 MCC-SIM 송신 LC 카운터 시간정보

(11) BTS는 보정회수를 카운트하고 있으며, 보정값을 산출하여, 기억할 때마다 카운터를 증가시킨다.

(12) BTS의 시스템 파라미터에는 보정회수의 상한 수 N을 기억하고 있다. BTS는 카운터 값이 상한값 N 이상이 될 때
까지, 상기의 (2)로부터 (11)를 반복한다. N은 255이하로 한다.

(13) 보정회수의 상한수가 된 시점에서, 기억하고 있는 복수의 보정값의 산출결과에 대해 통계처리를 행한다. (통계처
리 내용은, 잠정적으로 복수의 산출결과중 최대값의 선택으로 한다.) BTS는 통계처리에 의해 산출된 보정값만큼 BTS
의 임시 SFN 클럭을 시프트시켜, BTS의 SFN 클럭의 보정처리를 실행한다.

(14) 이상의 동작이 완료한 시점에서, BTS의 MCC와의 SFN 시간동기가 완료한 것으로 하여, BTS의 HWY 인터페이
스 카드의 ACT 램프를 점등한다.

타이밍 셀의 송신을 개시하고 나서, 소정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또 동기확립 NG이면, 타이밍 셀의 송신을 멈추고, 전송
로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카드의 ERR 램프를 점등시킨다. 또한 SFN 타이밍을 프리-러닝(free-running) 상태로 하고 
프리-러닝 SFN에 따라, 무선구간의 전송제어를 행할 수 있다.

5.3.8.2. 동기유지기능

· BTS는 HWY로부터 기준 클럭을 생성하여, 이 클럭을 바탕으로 각종 클럭을 생성할 수 있다.

·복수의 1.5M-HWY가 BTS에 접속되는 경우에는, 딥스위치 등의 하드스위치에 의해, 클럭을 생성하는 HWY를 선택 
가능하다.

·BTS는 개시 시에 있어서 SFN 시간동기확립을 완료한 후, HWY로부터 생성한 클럭만을 기초로, BTS의 기준 SFN 
클럭은 생성된다. 다시 개시 처리가 행해지지 않는 한, BTS의 기준 SFN 클럭이 다른 요인에 의해 변경되는 일은 없다.

BTS에 의한 자율적 SFN 동기보정은 행하지 않는다. 또한 MCC로부터의 동기보정 요구를 계기로 하는, 동기보정 처리
도 행하지 않는다.

5.4. MCC∼MS간 전송정보의 전송처리방법

MCC∼MS 사이에서 전송되는 정보의, BTS 내에서의 전송처리방법은, 무선구간의 논리채널마다 다르다. 이하에 처리
방법을 나타낸다. MCC∼BTS간의 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서술은 관계없다.

5.4.1. 무선링크-유선링크의 대응

무선구간링크(물리채널, 논리채널)와, 유선구간에서의 링크(회선번호, VPI. VCI. CID)와의 대응은, 별도 자료의「링
크의 예」를 참조.

5.4.2. 전송정보 처리방법

5.4.2.1. 하향

표 31에 논리채널마다의 유선구간으로부터 수신한 전송정보의 처리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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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상향

표 32에 논리채널마다의, 무선구간으로부터 수신한 전송정보의 처리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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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SAL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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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구간으로부터의 상향 전송정보를 유선구간에 송신할 때의, 쇼트 셀 또는 표준 셀내의 SAL의 설정방법을 이하에 나
타낸다. 기본적인 설정방법은 표 22 참조.

5.4.3.1. SAT

모든 논리채널에서 상시 "00"을 사용한다.

5.4.3.2. FN

(1) DTCH

·수신한 무선프레임의 FN을, 그 무선프레임으로 전송된 전송정보를 포함하는 쇼트 셀 또는 표준 셀의 SAL의 FN으로 
한다.

·도 8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향 롱 코드위상=0과 FN=0의 무선프레임의 선두 칩은 발착신 접속시에 선택된 프레임 
오프셋값과 슬롯 오프셋값과의 합계만 틀리고, 이 관계는 DHO를 반복해도 변하지 않는다. 거기서 상향 롱 코드 위상을 
토대로 하여 수신무선프레임의 FN을 결정한다. 그 결정방법은, 수신된 무선프레임의 선두 칩의 위상을 P TOP , 프레임 
오프셋값과 슬롯 오프셋값과의 합계를 POFS , 1무선프레임중 칩 수를 C, 라고 하면, FN은 아래의 식으로 결정된다.

FN=((PTOP -POFS )/C) mod64

C=10240, 40960, 81920, 163840 (chip tate= 1.024, 4.096, 8.192, 16.384Mcps)

(2) ACCH

·1무선유니트가 복수의 무선프레임내에 설정되는 경우(128ksps 이하의 개별물리채널의 경우)에는, 1무선유니트를 
설정하는 복수의 무선프레임중 선두의 무선프레임의 FN을 SAL의 FN으로 한다.

·무선프레임의 FN의 결정방법은, 상기(1)과 같다.

(3) SDCCH, RACH, UPCH

· CPSPDU를 구성한 단수 또는 복수의 무선프레임의 선두 무선프레임의 FN을 SAL의 FN으로 한다.

·무선프레임의 FN의 결정방법은, 상기(1)과 같다.

5.4.3.3. Sync

(1) DTCH, UPCH, SDCCH

·수신 무선프레임이 동기유지중이면, "0"으로 한다. 동기이탈중의 경우에는, "1"로 한다.

·동기이탈 시의 상세한 처리는, 후술의 5.4.4 참조. 동기이탈 판정방법에 대해서는, 5.2.3. 참조

· UPCH 및 SDCCH에 있어서는, 1CPS-PDU가 복수 무선프레임으로 구성되는 경우, 모든 무선프레임이 동기이탈의 
경우에 "1"로 한다.

(2) ACCH, RACH

·"0"으로 한다.

 - 78 -



등록특허 10-0349102

 
5.4.3.4. BER

(1) DTCH

·무선프레임마다의 BER 추정값 열화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값을 설정한다.

(2) ACCH

·무선 유니트마다의 BER추정값 열화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값을 설정한다.

(3) SDCCH, UPCH, RACH

·CPSPDU마다의 BER추정값 열화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값을 설정한다.

5.4.3.5. 레벨

(1) DTCH

·무선프레임마다의 레벨열화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값을 설정한다.

(2) ACCH

·무선유니트마다의 레벨열화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값을 설정한다.

(3) SDCCH, UPCH, RACH

·CPSPDU마다의 레벨열화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값을 설정한다.

5.4.3.6. CRC

(1) DTCH

·선택합성 단위마다의 CRC 체크결과에 기초하여, 값을 설정한다.

(2) ACCH

·무선유니트마다의 CRC 체크결과에 기초하여, 값을 설정한다.

(3) SDCCH, UPCH, RACH

·CPSPDU마다의 CRC 체크결과에 기초하여, 값을 설정한다. 단 CRC OK의 경우밖에 유선으로의 송신은 행해지지 않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시 "0"이다.

5.4.3.7. SIR

(1) DTCH

·무선프레임마다의 SIR 측정결과에 기초하여, 값을 설정한다.

(2) A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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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유니트마다의 SIR 측정결과에 기초하여, 값을 설정한다.

(3) SDCCH, UPCH, RACH

· CPSPDU마다의 SIR 측정결과(복수 무선프레임에 걸친 경우에는, 복수 프레임에서의 평균값)에 기초하여, 값을 설
정한다.

5.4.3.8. RCN, RSCN

표 24에 따라서 설정.

5.4.4. 동기이탈 판정시 처리방법

5.5.2.3 기재의 동기이탈 판정방법에 의해, 동기이탈이 판정된 경우의 논리채널마다의 처리를 표 33에 나타낸다. 여기
서, 동기이탈 판정은 공통제어용 물리채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RACH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다.

5.4.5. 셀 손실 검출기능

MCC측으로부터의 하향 데이터가 ATM 구간에서의 셀 손실에 따라 BTS까지 오지 않을 때에는 이하의 파라미터로부터 
셀 손실의 개소를 특정한다. 셀 손실 검출흐름을 도 63에 나타낸다.

·프레임번호(FN): 모든 비제한 서비스에서 셀 손실 검출에 사용

·무선서브채널 번호(RSCN): 내부호화의 CRC 부여단위가 10ms 내에서 2개 이상 있는 비제한 서비스(128k 이상의 
비제한 서비스)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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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채널번호(RCN): 다중코드로 실현하는 비제한 서비스로 사용

·UUI(CPS-User To User Indication): 내부호의 CRC 부여단위가 쇼트 셀의 사용자 페이로드 길이 42oct (RCN, 
또는 RSCN을 사용한 경우), 43 oct(RCN, RSN 미사용의 경우)를 넘는 경우에 사용

상기 4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셀 손실을 검출한다.

셀 손실검출시의 처리방법에 대해 표 34에 나타낸다.

상기의 설명과 같이, 본 발명의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신규한 기지국장치는, 고속의 CDMA의 디지털통신에 최적의 것
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통신 장치 및 제2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을 포함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생성하는 수단은 상기 신호 중에서의 상기 파일럿 심벌의 비율을 상기 신호의 송신 레이트에 의해 전환하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신호 중의 상기 파일럿 심벌을 이용하여 동기 검파를 수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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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스템.

청구항 2.

통신 장치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을 포함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생성하는 수단은 상기 신호 중에서의 상기 파일럿 심벌의 비율을 상기 신호의 송신 레이트에 의해 전환하
는

통신 장치.

청구항 3.

통신 장치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을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신호 중의 상기 파일럿 심벌을 이용하여 동기 검파를 수행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신호 중에서의 상기 파일럿 심벌의 비율은 상기 신호의 송신 레이트에 의해 전환되는

통신 장치.

청구항 4.

제1 통신 장치 및 제2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복수의 슬롯에 의해 구성된 프레임을 가지고, 상기 슬롯의 각각에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 및 프레임 동기를 위한 
동기 워드를 포함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신호 중의 상기 파일럿 심벌을 이용하여 동기 검파를 수행하는 수단; 및

상기 신호 중의 상기 동기 워드를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취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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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하는 수단은 상기 신호의 상기 슬롯의 각각에 상기 파일럿 심벌 부분 및 상기 동기 워드 부분을 고정 길이로 
서로 번갈아서 포함시키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검파를 수행하는 수단은, 프레임 동기를 취득한 후, 상기 동기 워드를 이용하여 동기 검파를 수행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기지국이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이동국이고, 또는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이동국이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기지국인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통신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슬롯에 의해 구성된 프레임을 가지고, 상기 슬롯의 각각에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 및 프레임 동기를 위한 
동기 워드를 포함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9.

통신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슬롯에 의해 구성된 프레임을 가지고, 상기 슬롯마다에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 및 프레임 동기를 위한 동기 
워드를 포함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신호 중의 상기 파일럿 심벌을 이용하여 동기 검파를 수행하는 수단; 및

상기 신호 중의 상기 동기 워드를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취득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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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10.

통신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논리 채널을 하나의 물리 채널에 대해서 매핑하는 수단;

상기 물리 채널에 의해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매핑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논리 채널의 각각에 의해 송신되는 정보 변화의 빈도에 따라 매핑을 변경하
는

통신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논리 채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 상기 논리 채널에 매핑되는 위치를 일정하게 하
는

통신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논리 채널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 상기 물리 채널에 매핑되는 위치를 일정하게 하
는

통신 장치.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기지국이고,

상기 복수의 논리 채널에 의해 송신되는 정보는 상기 기지국에 있어서의 상향 간섭 전력량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기지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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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논리 채널에 의해 송신되는 정보는 상기 기지국의 인접셀 또는 자체 셀의 제어 채널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15.

통신 장치에 있어서,

논리 채널의 처리단위인 유니트를 구성하는 1개 이상의 논리 채널의 고정시간 길이의 무선 프레임의 수를 상기 물리 채
널의 전송 레이트에 의해 결정하는 수단;

상기 논리 채널을 상기 물리 채널에 대해서 매핑하는 수단; 및

상기 물리 채널에 의해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16.

제1 통신 장치 및 제2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분산 코드를 생성하는 제1 확산 코드 생성수단;

상기 제1 확산 코드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신호를 확산하는 수단; 및

상기 확산된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제1 확산 코드 생성수단은 동상성분과 직교성분에 대해 동일한 쇼트 코드 및 동상성분과 직교성분에 대해 
상이한 로직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확산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확산된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제2 확산 코드 생성수단; 및

상기 제2 확산 코드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확산된 신호를 역확산하는 수단을 포함하
고,

여기서, 상기 제2 확산 코드 생성수단은 상기 동상성분과 직교성분에 대해 동일한 쇼트 코드, 및 상기 동상성분과 직교
성분에 대해 상이한 로직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 85 -



등록특허 10-0349102

 
상기 직교성분의 로직 코드는 상기 동상성분의 로직 코드의 위상을 시프트한 코드인

통신 시스템.

청구항 18.

통신 장치에 있어서,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확산 코드 생성수단;

상기 확산 코드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신호를 확산하는 수단; 및

상기 확산된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확산 코드 생성수단은 동상성분과 직교성분에 대해 동일한 쇼트 코드, 및 동상성분과 직교성분에 대해 상
이한 로직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19.

통신 장치에 있어서,

확산된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확산 코드 생성수단; 및

상기 확산 코드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확산된 신호를 역확산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확산 코드 생성수단은 동상성분과 직교성분에 대해 동일한 쇼트 코드, 및 동상성분과 직교성분에 대해 상
이한 로직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0.

복수의 섹터를 가지는 기지국에 있어서,

복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신호를 상기 복수의 섹터의 각각에서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송신하는 수단은 프레임 송신 타이밍을 상기 복수의 섹터간에 서로 다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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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하는 수단은 상기 신호를 복수의 채널을 이용하여 송신하고, 프레임 송신 타이밍을 상기 복수의 채널간에 서
로 다르게 하는

기지국.

청구항 22.

제1 통신 장치 및 제2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생성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 중 하나에만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을 삽입하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 중 하나에 삽입된 상기 파일럿 심벌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 전부에 대한 동기 검
파를 수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하는 수단은, 상기 파일럿 심벌이 삽입된 신호를 송신할 때에, 상기 파일럿 심벌이 삽입된 부분의 송신 전력을 
그 이외의 부분의 송신 전력보다 크게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각각 다른 확산 코드로 확산한 후에 송신하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수신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상기 각각 다른 확산 코드로 역확산하고,

상기 송신하는 수단은, 상기 파일럿 심벌이 삽입된 신호를 송신할 때에, 상기 파일럿 심벌이 삽입된 부분의 송신 전력을 
그 이외의 부분의 송신 전력의 n배로 하는 - 여기서, n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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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스템.

청구항 25.

통신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생성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 중 하나에만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을 삽입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6.

통신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 중 하나에 삽입된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 전부에 대
한 동기 검파를 수행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7.

제1 통신 장치 및 제2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생성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 중 하나에만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삽입하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 중 하나에 삽입된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 전부에 대한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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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하는 수단은, 상기 파일럿 심벌이 삽입된 신호를 송신할 때에,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가 삽입된 부분의 송
신 전력을 그 이외의 부분의 송신 전력보다 크게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각각 다른 확산 코드로 확산한 후에 송신하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수신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상기 각각 다른 확산 코드로 역확산하고,

상기 송신하는 수단은, 상기 파일럿 심벌이 삽입된 신호를 송신할 때에,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가 삽입된 부분의 송
신 전력을 그 이외의 부분의 송신 전력의 n배로 하는 - 여기서, n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수임 -

통신 시스템.

청구항 30.

통신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생성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 중 하나에만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삽입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1.

통신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 중 하나에 삽입된 송신 전력 제어 정보에 의해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 전부에 대한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2.

제1 통신 장치 및 제2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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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통신 장치는,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을 포함하는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확산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확산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확산할 때에, 상기 파일럿 심벌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공통된 확산 코드로 확산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각각에서 다른 
확산 코드로 확산하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역확산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에 포함되는 상기 파일럿 심벌에 의해 동기 검파를 수행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역확산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역확산할 때에, 상기 파일럿 심벌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공통된 확산 코드로 확산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각각에서 
다른 확산 코드로 역확산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33.

통신 장치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을 포함하는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확산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확산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확산할 때에, 상기 파일럿 심벌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
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공통된 확산 코드로 확산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각각에서 다
른 확산 코드로 확산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4.

통신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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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역확산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에 포함되는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심벌에 의해 동기 검파를 수행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역확산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역확산할 때에, 상기 파일럿 심벌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공통된 확산 코드로 역확산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각각에
서 다른 확산 코드로 역확산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5.

제1 통신 장치 및 제2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확산하는 수단;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확산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확산할 때에,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의 부분에 대해
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공통된 확산 코드로 확산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각각
에서 다른 확산 코드로 확산하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역확산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에 포함되는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에 의해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수단을 포함하
고,

여기서, 상기 역확산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역확산할 때에,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공통된 확산 코드로 역확산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
의 각각에서 다른 확산 코드로 역확산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36.

통신 장치에 있어서,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확산하는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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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상기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송신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확산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확산할 때에,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 부분에 대해서
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공통된 확산 코드로 확산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각각에
서 다른 확산 코드로 확산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7.

통신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물리 채널에 의해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확산된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역확산하는 수단; 및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에 포함되는 송신 전력 제어 정보에 의해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역확산하는 수단은,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의 신호를 역확산할 때에,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에 공통된 확산 코드로 역확산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복수의 물리 채널
의 각각에서 다른 확산 코드로 역확산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8.

제1 통신 장치 및 제2 통신 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상기 제2 통신 장치로부터 제1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제1 수신수단;

상기 제1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제1 제어 패턴에 따라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제1 제어
수단;

상기 제1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된 후에, 상기 제1 송신 전력 제어 정보에 따라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
하는 제2 제어수단; 및

상기 제2 통신 장치에 제2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송신하는 제1 송신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제1 통신 장치에서 상기 제2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제2 수신수단;

상기 제2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된 후에, 상기 제2 송신 전력 제어 정보에 따라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
하는 제3 제어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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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통신 장치에 상기 제1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송신하는 제2 송신수단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어 패턴은 미리 정한 값이 될 때까지 송신 전력을 증가시키고, 그 후에는 보다 완만하게 송신 전력을 증가시
키는 패턴인

통신 시스템.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상기 제1 제어패턴을 변화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41.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제1 통신 장치로부터 송신 전력의 초기값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3 제어수단은 상기 송신 전력의 초기값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의 초기값을 설정하고, 송신 전력 제
어를 수행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42.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송신수단은, 상기 제1 통신 장치가 상기 제1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상기 제2 송신 
전력 제어 정보로서 고정된 제2 제어 패턴을 송신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43.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송신수단은 상기 제1 통신 장치가 상기 제1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상기 제1 송신 
전력 제어 정보로서 제2 제어패턴을 송신하고,

상기 제1 통신 장치는 상기 제2 제어패턴을 변화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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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스템.

청구항 44.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장치는, 상기 제1 통신 장치가 상기 제1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고정된 제3의 
제어패턴에 따라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제4 제어수단을 더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45.

통신 장치에 있어서,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제어 패턴에 따라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제1 제어수단; 및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된 후에,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에 따라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제
2 제어수단

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46.

통신 장치에 있어서,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된 후에,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정보에 따라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제
어수단

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47.

기지국에 있어서,

채널을 이용하여 이동국과 통신하는 수단; 및

이동국과의 통신 중에 상기 통신에 이용하는 채널의 전환 제어를 수행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기지국.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제어를 수행하는 수단은 상기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트래픽량에 따라 상기 전환 제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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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 제어를 수행하는 수단은 상기 기지국과 복수의 이동국간의 통신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채널과, 상기 기지국과 
단일의 이동국간의 통신에만 이용되는 채널 사이에서 상기 전환 제어를 수행하는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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