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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제어채널신호를단속적으로 송수신하는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 및(또는) 단말기 내의 순방향 및(또는) 역방향 채널에 제어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기지국은 단말기에 순방향 채널 데이터의 전송 여부를 결정한다. 설정된 시간 동

안 순방향 링크로 전송할 데이터가 없으면 , 기지국은 랜덤위치 선정기를 구동하여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하고, 결

정된 슬롯 위치에서 제어데이타를 전송하며, 다른 슬롯 위치에서는 제어데이타를 전송하지 않는다. 랜덤위치 선정기

는 시스템프레임번호에 특정 정수를 곱하여 x를 구하는 과정과, 이전 상태의 게이팅 슬롯그룹의 스크램블링코드의 시

작시점에서 상기 x칩 떨어진 위치의 N개의 비트를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비트들을 상기 슬롯그룹을 구성하

는 슬롯의 수로 모듈로 연산하여 슬롯그룹의 단속할 슬롯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

한다.

대표도

도 16

색인어

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 Up-Link Power Control, Gated Transmisson, Random pattern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데이터 통신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송할 데이터의 유무에 따

라 데이터를 단속적으로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한다) 방식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음성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현재에는 점차 음성뿐만 아니라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IMT-2000 규격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상기 IMT-2000 규격의 CDMA 이동통신 스템은 고품질의 음성, 동화상, 인터넷 검색 등의 서

비스가 가능하다. IMT 2000 규격의 이동 통신시스템은 데이터 통신 서비스시 트래픽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동

안에는 데이터채널(Data Channel)을 통해 트래픽 데이터를 전송하고,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트래픽 데이터와 쌍(직

렬 또는 병렬)으로 제어데이타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트래픽 데이터는 음성, 화 상, 패킷 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하

는 용어로 사용하며, 상기 제어 데이터는 트래픽 데이터의 전송에 관련된 제어 및 시그날링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용

어로 사용한다.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통신의 특성은 데이터의 발생이 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적

으로 데이터의 전송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오래되도록 지속되는 휴지기간이 빈번하게 발생된다. 종래의 상기 기지

국 및 이동국은 전송할 트래픽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시간동안 상기 제어채널의 데이타를 연속적으로 전송한

다. 즉, 전송할 트래픽 데이터가 없는 동안에도 상기 기지국과 이동국은 제한된 무선 자원, 기지국 용량, 이동국의 전

력 소모, 간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어채널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하며, 이는 다시 전송할 트래픽 데이터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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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때 동기 재획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전송할 데이터가 일정 시간이

상 없으면, 상기 기지국와 이동국은 상기 데이터 채널 및 제어채널을 해제한다. 이때 상기 데이터 채널 및 제어채널이

해제된 상태에서 다시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하면, 상기 기지국과 이동국은 새로운 데이터 채널 및 제어채널을 설정한

다.

IMT 2000 규격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음성뿐만 아니라 패킷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할 때 채널의 할당 상황이

나 상태정보의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 상태를 정의하고 있다. 셀연결상태, 사용자 데이터 활성부상태 (Radio Bearer 

Activated Mode: RBA 모드)및 제어유지부상태(Radio Bearer Suspended: RBS 모드) 등에 대한 상태 천이도는 3G

PP RAN TS S2 시리즈(S2.03, 99.04) 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도 1a는 종래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셀연결 상태(Cell Connected State)내에 서의 상태천이(State Transition)를 도

시하고 있다. 상기 도 1a를 참조하면, 셀연결 상태에서의 상태는 도시한 바와 같이 PCH(Paging Channel)상태, RAC

H(Random Access Channel)/DSCH(Downlink Shared Channel)상태, RACH(Random Access Channel)/FACH(Fo

rward link Access Channel)상태, DCH(Dedicated Channel)/DCH, DCH/DCH+DSCH, DCH/DSCH+DSCH Ctrl(

Control Channel) 등으로 구성된다.

도 1b는 상기 DCH/DCH, DCH/DCH+DSCH, DCH/DSCH+DSCH Ctrl 상태 내의 사용자 데이터 활성 부상태(RBA 

모드) 및 제어유지 부상태(RBS 모드)를 도시하고 있다.

인터넷 엑세스 및 파일 다운로드와 같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의 전송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기 데이터를 통신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패킷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난 후 다음 패킷 데이터들을 전송할

때까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기간이 생기게 된다. 이런 데이터의 전송 휴지 기간에서 종래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데이터채널(Data Channel)을 해제하거나 데이터채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상기 전용데이터채널을 해제하면 다

시 접속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 해당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가 없고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면 채

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기지국에서 이동국쪽으로 하향링크(down link: 순방향 링크) 및 이동국에서 기지국 쪽으

로의 상향링크(uplink: 역방향 링크)는 다음과 같은 물리채널이 있다. 여기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언급되지 않는 

기타 물리채널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들은 동기획득 및 채널추정을 위한 파일럿심

볼 등이 포함되어있는 전용제어채널(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 이하 DPCCH라 칭한다)과, 특정 이동국

과 트래픽 데이터를 통신하는 전용데이터채널(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 이하 DPDCH라 칭한다)등이 있

다. 상기 순방향 DPDCH 는 트래픽 데이터로 구성되고, 순방향 DPCCH는 전송포멧조합표시(Transport Format Co

mbination Indicator, 이하 TFCI라 칭한다), 전력제어비트(Transmit Power Control, 이하 TPC라 칭한다), 파일럿

심볼 등을 포함하는 제어데이터들이 하나의 슬롯(slot) 내에 포함되며, 하나의 슬럿 내에 시간적으로 멀티플렉싱이 되

어있다. 그리고 상기 상향 링크의 채널들도 상기 전용제어채널 및 전용 데이터채널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프레임 길이가 10 msec이고, 하나의 프레임은 16개의 슬럿들(하나의 슬럿의 길이가

0.625 msec)로 구성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프레임 길이가 10 mse

c이고, 하나의 프레임은 15개의 슬럿(하나의 슬럿 길이가 0.667ms)들로 구성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될 것이다. 여

기서 상기 슬롯은 전력제어군(power control group)과 같은 길이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전력제어군과 다른 길

이를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는 상기 전력제어군(0.625ms 또는 0.667 msec)과 슬롯(0.625ms 또는 0.667 msec)가 

동일한 시간간격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슬롯 내에는 파일럿 심볼, 트래픽 데이터, 레이트정보, 전력제어명

령비트 등이 포함된다. 상기의 값은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하여 선택된 값일 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도 2a는 상기 순방향 DPDCH와 DPCCH가 구성되어 있는 슬롯(Slot)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a에서 DP

DCH는 트래픽데이터1(Data1)과 트래픽데이터2(Data2)로 구분이 되어 있으나, 트래픽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트래

픽데이터1이 존재하지 않고 트래픽데이터2만 존재할 수도 있다. 상기 도 2a에서 DPCCH의 구조는 TFCI, TPC, PIL

OT의 순으로 구성된다. 하기 <표 1>은 순방향 DPDCH/DPCCH필드를 구성하는 심볼들에 대한 예를 도시한 것으로, 

데이터의 전송속도 및 확산계수(spreading factor: SF) 등에 따라 한 슬롯 내의 TPC, TFCI, 파일럿 비트들의 수가 

변할 수 있다.

한편,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의 역방향 링크는 상기 순방향 DPDCH 및 DPCCH와 달리 상기 DPDCH 및 DPCCH가 

각각 독립적인 채널구분 코드들에 의하여 구분이 되어있다. 도 2b는 상기 역방향 DPDCH와 DPCCH가 구성되어 있는

슬롯구조를 도시한 도면으로, 참조부호 211은 DPDCH의 슬롯 구조를 도시하고 있고, 참조부호 213은 DPCCH의 슬

롯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2b에서 DPCCH는 트래픽데이터의 종류나 송신안테나 다이버시티와 같이 서비스

옵션이나 핸드오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슬롯 내의 TFCI, TPC, 파일럿 비트들의 수가 변할 수 있다. 하기 <표 2> 및 <
표 3>은 역방향 DPDCH필드 와 역방향 DPCCH필드를 구성하는 심볼들에 대한 예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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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2]

[표 3]

상기 <표 1>, <표 2> 및 <표 3>에서는 트래픽채널인 DPDCH가 하나인 경우를 고려하여 나타낸 것이며 서비스에 따

라 제2, 제3, 제4 DPDCH가 존재할 수 있으며, 순방향 및 역방향 DPDCH에 관계없이 DPDCH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하의 상기 기지국 송신기 및 이동국 송신기의 설명에서 전용 데이터채널 DPDCH들이 세 개 존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지만, 상기 DPDCH 들의 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이며, 그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 3a는 종래의 기지국 송신기의 간략한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3a를 참조하면, 곱셈기111, 121, 131, 132 들은 채널부호화 및 인터리빙을 수행한 DPCCH 및 DPDCH 데이

터발생기101, 102, 103, 104 들의 출력을 입력하며, 각각 대응되는 채널의 이득계수 G 1 , G 2 , G 3 , G 4 를 곱한

다. 상기 이득계수G 1 , G 2 , G 3 , G 4 들은 서비스 종류(Class of Sevice)나 핸드오버(handover) 등과 같은 상황

에 따라 각기 다른 값들을 가질 수도 있다. 멀티플렉서112는 곱셈기111 및 121에서 각각 출력되는 DPCCH와 DPDC

H의 데이타를 시간적으로 멀티플렉싱하여 상기 도 2a와 같은 슬롯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제1신호변환기113은 직병

렬변환기로써, 상기 멀티플렉서112의 출력을 I채널과 Q채널로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2신호변환기133과 제3

신호변환기134는 상기 곱셈기131 및 132에서 출력되는 DPDCH 2 및 DPDCH 3 의 데이타들을 각각 병렬 변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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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채널과 Q채널로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병렬 변환된 출력들은 각각 대응되는 곱셈기114, 122, 135, 136, 

137, 138에 인가되며, 각각 대응되는 채널구분코드(Channelisation codes) C ch1 , C ch2 , C ch3 들과 곱해져 확산 

및 채널 구분된다. 여기서 상기 채널구분코드들은 직교부호(orthogonal code)가 사용된다. 상기 곱셈기114, 122, 13

5, 136, 137, 138 들에서 채널구분코드와 곱해진 확산 데이터들은 각각 대응되는 제1합산기 115와 제2 합산기 123

에 인가되며, 상기 합산기115 및 123은 이들 신호를 합산하여 각각 I채널과 Q채널의 신호로 생성한다. 상기 I채널 신

호는 제1합산기115에서 합산되어 출력된다. 그리고 상기 Q채널 신호를 합산하는 제2합산기123의 출력은 위상천이

기 124에서 90도 위상이 바뀐다. 그러면 합산기116은 상기 제1합산기 115의 출력과 위상천이기124의 출력을 합산

하여 복소신호 I+jQ신호를 생성한다. 곱셈기117은 상기 복소신호를 각 기지국별로 할당된 PN시퀀스(C scramb )로 

곱하여 복소 스크램블링된 신호를 발생시키며, 제4신호변환기118은 상기 복소 스크램블링된 신호를 I채널 및 Q채널

로 분배한다. 상기 제4신호변환기118의 출력은 각각 I채널 및 Q채널 별로 저역여파기119와 125를 통과하여 대역폭

이 제한된 신호가 생성된다. 상기 여파기119 및 125의 출력들은 각각 곱셈기120과 126에서 반송파와 곱해져서 고주

파대역으로 천이(frequency up converting)되며, 합산기127은 상기 I채널과 Q채널의 신호를 합하여 출력한다.

도 3b는 종래의 이동국 송신기의 간략한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3b를 참조하면, 곱셈기211, 221, 223, 225들은 각각 부호화 및 인터리빙을 수행한 DPCCH 및 DPDCH 데이

터발생기201, 202, 203, 204의 출력들에 각각 대응되는 채널구분코드(Channelisation code) C ch1 , C ch2 , C ch3 ,

C ch43 를 곱하여 각 채널들의 구분 및 데이터를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채널구분코드는 직교부호가 사용된

다. 채널구분코드와 곱해진 데이터들은 각각 곱셈기212, 222, 224, 226에서 대응되는 채널의 이득계수 G 1 , G 2 , 

G 3 , G 4 와 곱해진다. 상기 이득계수는 G 1 , G 2 , G 3 , G 4 는 각기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상기 곱셈기212, 

222의 출력은 제1합산기213에서 합산되어 I채널신호로 출력되고, 곱셈기224, 226의 출력은 제2합산기227에서 합

산되어 Q채널신호로 출력이 되며, Q채널신호인 제2합산기227의 출력은 위상천이기228에서 90도 위상이 바뀐다. 이

후 합산기214는 상기 제1합산기213의 출력과 위상천이기228의 출력을 합산하여 복소신호 I+jQ신호를 생성한다. 그

러면 곱셈기215는 상기 복소신호를 각 기지국별로 할당된 PN시퀀스(C scramb )로 곱하여 복소 스크램블링된 신호를 

발생하며, 신호변환기229는 상기 스크램블링된 신호를 I채널 및 Q채널로 분배한다. 상기 신호변환기229의 출력은 I

채널 및 Q채널별로 각각 저역여파기216와 230을 통과하여 대역폭이 제한된 신호로 된다. 상기 저역여파기 216,230

의 출력 신호들은 각각 곱셈기217과 231에서 반송파와 곱해져서 고주파대역으로 천이되며, 합산기218은 I채널과 Q

채널의 신호를 합하여 출력한다.

종래 기지국 및 이동국의 송신 신호 구성은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되어 있다.

도 4a는 종래의 방식에 의한 역방향 DPDCH의 전송이 중지되는 경우 제어유지 부상태에서의 순방향 DPCCH 및 역

방향 DPCCH 신호 송신도이다. 도 4b는 종래의 방식에 의한 순방향 DPDCH의 전송이 중지되는 경우 제어유지 부상

태에서의 순방향 DPCCH 및 역방향 DPCCH 신호 송신도이다.

상기 도 4a와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국은 기지국에서의 재동기 획득과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어유지 부상

태에서 연속적으로 역방향 DPCCH를 송신한다. 상기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오랜 시간동안 전송할 트래픽 데이터가 없

을 경우에 기지국과 이동국이 알알씨 연결해제상태(RRC(Radio Resource Control) Connection Released state)로 

천이하면 상기 역방향 DPCCH는 송신이 중단되지만, 상기 상태 천이가 되기 전까지 이동국은 상기 DPCCH를 통하여

파일럿심볼과 전력제어비트를 송신하기 때문에 역방향 링크의 간섭을 증가시킨다. 상기 역방향 링크 간섭증가는 역

방향 링크의 용량을 감소시킨다.

상기의 종래의 방식에 의한 역방향 DPCCH의 연속적인 송신은 기지국에서의 동기 재포착 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역방향 링크에 간섭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역방향 링크의 용량을 감

소시킨다. 또한 순방향 링크에서 연속적인 역방향 전력제어비트를 보냄으로 인하여 순방향 링크의 간섭 증가 및 용량

감소를 초래한다. 상기의 기지국에서의 동기 재포착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역방향 DPCCH의 

송신에 의한 간섭증가, 순 방향 링크로의 역방향 전력제어비트 송신에 의한 간섭 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된 시간이 경과되도록 전용데이타채널을 통해 전송할 데이

터가 없을 시 전용제어채널의 데이터를 단속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전용데이타 채널을 통해 전송할 데이터가 없을 

시 불규칙한 패턴으로 전용제어채널의 슬롯 데이터를 제어하여 단속 송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전용데이타 채널을 통해 전송할 데이터가 없

을 시 단속송신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단속송신시 설정된 슬롯그룹 단위로 슬롯 그룹 내의 임의 슬롯을 랜덤하게 단

속 송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이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전용데이타 채널을 통해 전송할 데이

터가 없을 시 단속송신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단속송신시 설정된 슬롯그룹 단위로 슬롯 그룹 내의 임의 슬롯을 랜덤

하게 단속 송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단속송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메시지 수신

시 단속송신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단속송 신시 설정된 슬롯그룹 단위로 슬롯 그룹 내의 임의 슬롯을 랜덤하게 단속 

송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전용데이타 채널을 

통해 전송할 데이터가 없을 시 단속송신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단속송신시 연결프레임번호를 설정된 슬롯그룹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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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슬롯 그룹 내의 임의 슬롯을 랜덤하게 단속 송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용제어채널의 슬롯 데이터를 단속 송신시 단속할 슬롯의 앞에 위치

된 슬롯의 파일럿심볼과 단속할 슬롯위치의 TFCI 및 TPC를 송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용제어채널의 데이터를 단속 송신할 시 단속 송신되는 전력제어정

보를 이용하여 제어데이타의 송신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의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상태 천이도.

도 1b는 종래의 DCH/DCH 상태 내의 사용자데이터 활성부상태와 제어유지부상태간의 천이도.

도 2a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DPDCH와 DPCCH의 슬롯 구성도

도 2b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DPDCH와 DPCCH의 슬롯 구성도

도 3a는 종래의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송신장치의 간략한 구성도.

도 3b는 종래의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 송신장치의 간략한 구성도.

도 4a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제어채널의 데이터를 단속 송신하는 기지국의

송신장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b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일시예에 따라 제어채널의 데이터를 단속 송신하는 이동국의 

송신장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c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단속위치 선정기를 구비하여 제어채널의 데이터를 단속 송신하는 본 발명

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d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단속위치 선정기를 구비하여 제어채널의 데이터를 단속 송신하는 본 발명

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a는 종래의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역방향 DPDCH 전송이 중단된 경우의 순방향 

DPCCH 및 역방향 DPCCH 신호 송신도.

도 5b는 종래의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제어유지 부상태에서의 순방향 DPDCH의 전송이 중단된 경우의 순

방향 DPCCH 및 역방향 DPCCH 신호 송신도.

도 6a는 본 발명의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역방향 DPCCH의 규칙적 혹은 단속적 송신 패턴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6b는 본 발명의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역방향 DPCCH의 규칙적 혹은 단속적 송신 패턴에 따른 또 다른 신호 송신

도.

도 7a는 본 발명의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역방향 DPCCH를 단속적 송신을 하는 동안 역방향 DPDCH 메시지가 발생

시 신호 송신도.

도 7b는 본 발명의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역방향 DPCCH를 단속적 송신을 하는 동안 역방향 DPDCH 메시지가 발생

시 또 다른 신호 송신도.

도 8a는 순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도면.

도 8b는 역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또 다른 도면.

도 8c는 순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또 다른 도면.

도 8d는 역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또 다른 도면.

도 9a는 순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도면(순방향 DPCCH 단

속적 송신).

도 9b는 역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또 다른 도면(순방향 DP

CCH 단속적 송신).

도 10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한 기지국 송신장치의 구성도.

도 10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한 이동국 송신장치의 구성도.

도 11a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1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11b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2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11c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3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11d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4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12a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6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12b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7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12c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8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12d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9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13a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시 위치 선정 비트를 결정하는 제1실시 예에 따른 개념도.

도 13b는 본 발명의 순장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시 위치 선정 비트를 결정하는 제2실시 예에 따른 개념도.

도 13c는 본 발명의 순장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시 위치 선정 비트를 결정하는 제3실시 예에 따른 개념도.

도 13d는 본 발명의 순장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시 위치 선정 비트를 결정하는 제4실시 예에 따른 개념도.

도 14a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11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14b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12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14c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13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도 14d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 송신에 대한 제14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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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a는 역방향 스크램블링 코드로부터 단속 송신 패턴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일부 시퀀스를 추출하는 방법을 도시

하는 도면

도 15b는 고정된 시퀀스로부터 단속 송신 패턴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n비트 시퀀스를 추출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도 15a의 역방향 스크램블링 코드, 또는 도 15b의 고정된 시퀀스를 CFN과 함께 사용하여 상기의 전력 제어

군 단속 위치를 선정하는 단속위치선정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17a는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에서 1/3 rate gating이 적용될 때의 전력제어 시간관계를 그린 도면

도17b는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에서 1/5 rate gating이 적용될 때의 전력제어 시간관계를 그린 도면

도18a는 하향링크에서만 1/3 rate gating이 적용될 때의 전력제어 시간관계를 그린 도면

도18b는 하향링크에서만 1/5 rate gating이 적용될 때의 전력제어 시간관계를 그린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은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함에 있어 앞에서 설명한 구성요소와 동일한 동작을 하는 다른 도면의 구성요소는 이전과 

동일한 도면 참조번호를 사용한다. 종래의 방법과 차별화된 과정은 새로운 도면 참조번호를 부여하고, 설명은 차별화

된 점을 위주로 한다.

하기의 설명에 있어서 '노말송신(Normal transmission)'이라 함은 순방향 혹은 역방향 DPCCH에 포함되어 있는 TF

CI, TPC, 파일롯심볼 등을 송신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기의 설명에 있어서 '단속송신

(Gated transmission)'이라 함은 순방향 혹은 역방향 DPCCH에 포함되어 있는 TFCI, TPC, 파일롯심볼 등을 정해진 

패턴에 따라 특정 전력제어군(또는 슬롯)에서는 송신하지 않고, 특정 전력제어군(또는 슬롯)에서는 송신하는 것을 의

미하거나 순방향 DPCCH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럿심볼과 상기 파일럿 심볼이 위치한 다음 슬럿의 TFCI 및 TPC비트

를 정해진 패턴에 따라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단속적 송신시 역방향 DPCCH에서 송신이 중단되는 것은 한 전

력제어군(또는 한 슬롯)내의 TFCI, TPC ,FBI 및 파일롯 심볼 등 슬럿 내 제어데이타 전체 또는 이들 제어 데이터들 

중 일부가 될 수 있다. 또한 하기의 설명에서 '단속위치 선정'이라 함은 단속 송신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에서 전용제어

채널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슬롯의 위치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속위치로 선정된 슬롯은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슬럿을 의미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제어데이타라는 용어는 기지국과 이동국 간에 소정의 제어를 

위해 일정한 패턴으로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의미하며, 데이터라는 용어는 기지국과 이동국 간에 버스트

하게 전송되는 순수 데이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 TFCI, TPC, FBI 및 파일럿 심볼들은 제어 데이터에 포함되는 

데이터들이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전용제어채널의 데이터들을 단속 전송하는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

하고 있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속 전송 방법은 제어데이타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다른 채널의 제어데이타

를 단속 전송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하기에서 설명될 단속적 송신의 동작은 단속송신 단위가 슬롯단위와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고, 단속송신

단위와 슬롯단위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단속송신 단위와 슬롯단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TPC 및 TFCI

및 파일롯 심볼을 서로 다르게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n번째의 파일럿 심볼과, n+1번째의 TFCI 및 TPC가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시작부분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한 프레임의 마지막 슬롯에 다

음 프레임의 첫 번째 슬롯을 전력제어하기 위한 TPC를 위치시킨다. 즉, n번째 프레임의 마지막 슬롯에 순방향 DPCC

H와, 역방향 DPCCH의 TPC 비트가 위치하도록 하고, n+1번째 프레임의 첫 번째 슬롯의 전력을 상기 n번째 프레임

의 마지막 슬롯에 존재하는 TPC 비트를 이용하여 전력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속송신을 수행할 때 단속되는 슬롯들의 위치는 기지국과 단말

기가 미리 결정된 규칙적인 패턴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SFN과 CFN을 이용하여 슬롯 그룹 내에서 임의 

슬롯들을 단속위치로 설정하는 불규칙 패턴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용데이타 채널 및 전용

제어채널의 1프레임은 복수의 슬롯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1프레임이 15개의 슬롯 또는 16

개의 슬롯들로 구성될 수 있음을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하기의 설명에서 이들 구조를 혼용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규칙적인 패턴으로 단속송신을 수행하는 동작은 1프레임이 16개의 슬롯으로 구성된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하기로 하

며, 불규칙적인 패턴으로 단속 송신을 수행하는 동작은 1프레임이 15doml 슬롯들로 구성된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하

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도 2a 및 도 2b와 같은 상향 및 하향 DPCCH 구조에 따라 1/3 및 1/5 단속적 송신을 수행하

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또한 단속 송신시 도 15a, 도 15b 및 도 16과 같은 방법으로 랜덤 패턴에 따라 단속 위

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하드웨어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도 5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3a의 종래의 기지국 송신장치의 구

성과 다른 점은 순방향 DPCCH에 대하여 곱셈기 111의 출력이 단속 송신 제어기 (Gated Transmission Controller)

141에 의하여 송신이 단속된다는 점이다. 즉, 단속송신 제어기 (Gated Transmission Controller)141은 순방향 DPD

CH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 데이터가 일정 기간동안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역방향 DPDCH로 트래픽 데이터가 

일정 기간동안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 순방향 DPCCH중에서 한 슬럿의 파일럿심볼과 그 다음 슬럿의 TFCI와 TPC비

트를 이동국과 약속된 패턴으로 단속적으로 송신을 하도록 한다. 또한, 단속송신 제어기 141은 순방향 및 역방향 DP

DCH로 트래픽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제어유지 부상태(Radio Bearer Suspended mode: RBS 모드)에서 순방향 D

PCCH의 파일럿심볼, TFCI, TPC비트를 포함한 한 전력제어군(또는 한 슬롯 전체)을 이동국과 약속된 전력제어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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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슬롯)에서 단속적으로 송신되도록 할 수도 있다.

순방향 및 역방향이 동시에 DPCCH 신호를 단속적으로 송신하는 경우에 순방향 단속 송신 패턴은 역방향 단속 송신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지만, 효율적인 전력제어를 위하여 둘 사이에는 오프셋이 존재할 수 있다. 상기의 오프셋은 시

스템 파라미터로 주어지거나 단속송신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로 알려질 수 있다. 상기 단 속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는 

상기 전용데이터채널을 통해 전송될 데이터가 일정시간이 경과하도록 발생하지 않으면,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

하여 단속송신의 시작 시점과 단속율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메시지는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기 단속 시작을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동국의 단속 요구에 의해 기지국이 이를 결정하여 통보할 수도

있다.

상기 단속송신 제어기 141은 상기 전용제어채널의 슬롯 데이터를 단속할 수 있으며, 또한 복수개의 슬롯들의 제어 데

이터를 단속할 수도 있다. 상기 전용제어채널의 1 슬롯은 파일럿심볼, TFCI, TPC (그리고 단말의 경우에는 FBI가 더

추가됨) 등의 제어데이타들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단속 송신 기능이 수행되면, 상기 단속송신 제어기141은 상기 단

속위치의 슬롯에 포함된 모든 제어데이타를 단속 송신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단속 위치의 슬롯(n+1번 슬롯)

에 앞서는 슬롯(n번째 슬롯) 구간의 파일럿심볼과 단속위치의 슬롯(n+1번째 슬롯) 구간의 TPC 및 TFIC를 단속 송

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예로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단속송신 제어기 141은 프레임 시작부분의 성능을 위해, 가능한 한 한 프레임의 마지막 슬롯에 다음 프레

임의 첫 번째 슬롯을 전력제어하기 위한 TPC를 위치시킨다. 즉, n번째 프레임의 마지막 슬롯에 순방향 DPCCH와, 역

방향 DPCCH의 TPC 비트가 위치하도록 하고, n+1번째 프레임의 첫 번째 슬롯의 전력을 상기 n번째 프레임의 마지

막 슬롯에 존재하는 TPC 비트를 이용하여 전력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국이 단속 송신을 하고 기지국이 단속 송

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 는 이동국이 불연속적으로 전송한 하나의 DPCCH 슬럿 신호를 측정하여 전력제어비트를 결정

하고 다음에 이동국이 DPCCH 슬럿신호를 수신하여 전력제어비트를 결정하기 전까지 상기 결정된 전력제어비트를 

매 슬럿에 전송한다.

도 5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3b의 종래의 이동국 송신기 구성과

의 차이점은 역방향 DPCCH의 송신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송신 제어기 241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단속송신 제어

기(Gated Transmission Controller) 141은 순방향 및 역방향 DPDCH 로 전송할 데이터가 일정기간 발생하지 경우

에 또는 역방향 DPDCH로 전송할 데이터가 일정기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역방향 DPCCH중에서 파일럿심볼, TFCI

, FBI, TPC비트를 포함한 한 전력제어군(또는 한 슬롯 전체)을 기지국과 약속된 전력제어군(또는 시간슬롯)에서 단속

송신을 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 및 이동국의 송신 신호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도 6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서 일정기간 데이터 채널로 전송할 데이터가 없으면 역방향 DPCCH의 신호를 규칙

적 혹은 단속 송신 패턴에 따른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6a의 도면 참조번호 301, 302, 303, 304는 듀티사

이클(Duty Cycle, 이하 DC라 칭함)의 비율에 따라 각기 다른 게이팅율(Gating Rate)을 도시한 것이다. 이하의 설명

에서 듀티사이클(DC: Duty Cycle)과 단속율(gating rate)는 같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한다. 참조번호 301은 종래와 

같이 역방향 DPCCH를 단속하지 않고 송신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며, 참조번호 302는 DC가 1/2(한 프레임내의 전체 

슬롯에서 1/2만 송신)인 경우에 한 전력제어군(또는 시간슬롯)을 걸러서 규칙적으 로 송신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참조번호 303은 DC=1/4(한 프레임내의 전체 슬롯에서 1/4만 송신)인 경우에 네 슬롯 당 한 슬롯(3번,7번,11번,15번 

슬롯)에서 규칙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참조번호 304는 DC=1/8(한 프레임 내에서 전체 슬롯에서 1/8

만 송신)인 경우에 여덟 슬롯당 한 슬롯(7번,15번 슬롯)에서 규칙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6a의 

실시 예에서는 DC=1/2, 1/4인 경우에 이동국의 단속송신제어기 241이 역방향 DPCCH의 슬롯을 규칙적으로 단속하

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으나, 전체 슬롯에서 해당 DC에 따라 임의의 슬롯을 단속할 수도 있다. 즉, DC=1/2인 경우에 

한 슬롯을 걸러서 규칙적으로 송신하지 않고, 불규칙한 패턴에 따라 임의의 인접한 슬롯을 연속적으로 단속할 수도 

있다. 또한, DC=1/2인 경우에 전체 슬롯의 반을 프레임의 후반부(8번∼15번 슬롯)에서 연속하여 송신할 수도 있다. 

DC=1/4인 경우에 전체 슬롯의 1/4을 프레임의 3/4지점부터 연속(12번∼15번 슬롯)하여 송신할 수도 있다. DC=1/8

인 경우에 전체 슬롯의 1/8을 프레임의 7/8지점부터 연속(14번∼15번 슬롯)하여 송신할 수도 있다.

상기 단속율은 단속송신 기간 중에 바꾸어질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동국과 기지국이 언제부터 어떤 단속율을

사용할 것인지 서로 알아야 하므로 이를 위한 메시지 전송이 필요하다. 상기 단속율은 단송송신 시작시에 정하며, 단

속 송신을 수행하는 중에는 바꾸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도 6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역방향 DPCCH의 규칙적 혹은 단속 송신 패턴에 따른 신호 송신도를 도시

한 것이다. 도 6b의 도면 참조번호 305, 306, 307은 DC의 비율에 따라 각기 다른 단속율을 도시한 것이다. 참조번호 

305는 DC=1/2(한 프레임내의 전체 슬롯에서 1/2만 송신)인 경우에 2개의 연속된 슬롯을 규칙적인 위치(2번∼3번,6

번∼7번,10번∼11번,14번∼15번 슬롯)에서 송신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참조번호 306은 DC=1/4(한 프레임내의 

전체 슬롯에서 1/4만 송신)인 경우에 2개의 연속된 슬롯을 규칙적인 위치(6번∼7번,14번∼15번 슬롯)에서 송신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참조번호 307는 DC=1/8(한 프레임 내에서 전체 슬롯에서 1/8만 송신)인 경우에 2개의 연속된 

슬롯을 규칙적인 위치(14번∼15번 슬롯)에서 송신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6b의 실시 예에서는 DC=1/2, 1/

4인 경우에 이동국의 단속송신제어기 241이 역방향 DPCCH의 슬롯을 규칙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으나,

또 다른 실시 예로 전체 슬롯에서 해당 DC에 따라 임의의 슬롯을 단속할 수도 있다. 즉, DC=1/2인 경우에 2개의 연

속된 슬롯을 두 슬롯을 걸러서 규칙적으로 송신하지 않고, 불규칙한 패턴으로 임의의 인접한 슬롯을 연속적으로 단속

하여 4개의 연속된 슬롯(예: 2번∼5번 슬롯)을 단속할 수도 있다.

상기의 슬롯 단속 위치(연속하는 슬롯 중 3개중 하나 혹은 5개중 하나의 슬롯에서 신호 전송하는 위치) 선정 방법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 및 이동국의 송신 신호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본 실시 예에서는 하나의 프레임 

내에 15개의 슬롯(슬롯)을 가지는 경우에 단속율 1/3 또는 1/5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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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c는 슬롯 단속 위치 선정 방법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5a의 기지국 송신

장치의 구성과 다른 점은 순방향 DPCCH에 대하여 송신 슬롯의 위치가 단속 위치 선정기 142에 의하여 단속된다는 

점이다.

도 5d는 슬롯 단속 위치 선정 방법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극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5b의 이동국 송신

장치의 구성과 다른 점은 역방향 DPCCH에 대하여 송신 슬롯의 위치가 단속송신 위치 선정기 242에 의하여 단속된

다는 점이다.

슬롯의 단속 위치를 규칙적인 아닌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규칙적인 전송 신호의 전력에 의한 전자기파 관련 악영향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송신되는 신호를 불규칙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는 스

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시한다.

상기의 슬롯의 단속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의 한가지는 역방향 신호를 전송하기 직전의 순방향 신호의 시스템 프레임 

번호(System Frame Number: 이하 SFN이라 칭한다)과 이동 단말기에서 수신 신호에 대한 디스크램블링 (Descram

bling)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이동국은 순방향신호의 SFN을 이용하여

스크램블링 코드의 특정 위치의 코드 비트를 읽고 이 값을 이용하여 송신 신호의 단속되어질 슬롯의 위치를 결정한다

. 상기 SFN은 기지국 방송채널로 0 ~71의 값이 계속적으로 전송되므로, 이동국은 상기 방송채널의 데이타를 수신하

여 상기 SFN을 얻을수 있다. 또한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는 이차 스크램블링코드(secondary scrambling code) 혹은 

프라이머리 스크램블링 코드(primary scrambling code)를 사용할 수도 있다. 기지국은 단속송신을 하고 있는 이동국

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기지국은 해당 이동국이 단속 송신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단속 송신의

위치를 송신 및 수신측이 서로 약정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 상기 약정을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기지국과 

이동국이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랜덤성을 가지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주기성을 줄이기 위한 SFN을 이용하여 단속송

신할 슬롯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동국의 단속송신 위치 선정기 242는 수신신호의 SFN (System Frame Number)과 수신 신호를 디스크램블링(Des

crambling)하기 위해 자체 내에서 발생시키는 스크램블링 코드(Scrambling Code)의 실수 부분인 골드 코드 (Gold C

ode)를 이용하여 단속송신할 슬롯의 위치를 불규칙하게 결정한다. 이때 상기 단속송신 위치선정기242는 상기 SFN과

상기 골드 코드의 특정 비트들을 이용하여 DC=1/3일 경우에는 3개의 슬롯들(슬롯그룹) 중 임의 위치의 한 슬롯을 선

택하고, DC=1/5일 경우 5개의 슬롯들(슬롯그룹) 중 임의 위치의 한 슬롯을 선택한다. 이하에서 DC=1/3일 경우와 D

C=1/5일 경우에 대한 선택의 범위인 3 슬롯과 5슬롯들에 해당하는 간격을 게이팅구간 또는 슬롯그룹이라고 한다. 도

13a, 13b, 14a, 14b를 참조하여 살펴본다.

1. 송신 직전에 수신한 신호의 SFN (System Frame Number:0~71)에 1과 35 사이의 정수를 곱한다. 결과를 x라 한

다.(0≤x≤2485)

2a. DC=1/3일 경우, 도 13a에서와 같이 스크램블링 코드의 실수부(real part of scrambling code)의 한 비트가 게이

팅 그룹의 경계로부터 x 칩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선택된다. 상기 선택된 비트는 다음 게이팅 슬롯 그룹 내의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즉, 현재 게이팅 슬롯 그룹 내의 게이팅 슬롯 위치는 이전 게이팅 슬롯 그룹 

내의 선택된 비트에 따라 결정된다.

2b. DC=1/5일 경우,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클램블링 코드의 실수부의 두 비트들이 이팅 그룹의 경계로부터 

x 칩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선택된다.

3a. DC=1/3일 경우, 전송되는 게이팅 슬롯의 위치는 선택된 한 비트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단지 한 비트를 사용하므

로써, 세 개의 송신 가능한 슬롯 위치 중 사전 규약으로 정해진 두 개의 슬롯 위치 사이에서 불규칙적으로 위치가 정

해진다.

3-b. DC=1/5일 경우, 송신되어질 게이팅 슬롯의 위치는 선택되어진 두 개의 비트들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상기 두 

개의 비트들을 이용하므로 다섯 개의 송신 가능한 슬롯 위치들 중 사전 규약으로 정해진 네 개의 슬롯 위치 사이에서 

불규칙적으로 위치가 정해진다.

4. 상기 SFN (System Frame Number)이 바뀔 경우 새로운 값으로 상기 과정 1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때 과정 1에

서 곱해지는 정수는 처음에 이용된 값이 그대로 유지된다.

순방향 신호의 송신 슬롯의 위치는 역방향 슬롯에서 상기의 순서와 같이 순방향 신호의 SFN(System Frame Numbe

r)과 순방향 신호의 스크램블링 코드(Scrambling Code)를 적용하여 순방향 단속 송신 패턴은 역방향 단속 송신 패턴

과 동일한 패턴이지만, 효율적인 전력제어를 위하여 둘 사이에는 일정한 오프셋이 존재할 수 있다. 상기의 오프셋은 

시스템 파라미터로 주어진다. 이밖에 순방향 단속 송신 패턴은 역방향 단속 송신 패턴과 무관하게 사전에 설정된 일

정한 위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4a는 DC=1/3일 경우 상기의 슬롯 단속 위치 선정 방법의 실시 예이다. 이동국의 단속송신 위치 선정기 242는 순

방향 신호의 스크램블링 코드(Scrambling Code)와 순방향 신호의 SFN 을 입력받아 스크램블링 코드 (Scrambling 

Code)의 실수 부분의 한 개 비트를 상기의 순서로 선택하여 다음 게이팅 슬롯 그룹에서 전송할(gating on) 슬롯을 결

정하는데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게이팅 슬롯 그룹 내에서 전송할 슬롯의 위치(게이팅 슬롯 위치)는 이전 게이

팅 슬롯 그룹 내에에서 선택된 한 비트를 기초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선택된 한 비트로부터의 게이팅 슬롯 그룹과 

현재의 게이팅 슬롯 그룹 간의 슬롯 단위 내의 시간 차이는 더 크다. 기지국의 순방향 게이팅 슬롯 전송은 역방향 링

크에서 수신되는 게이팅 슬롯 위치에서 결정된 슬롯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전송된다.

도 14b는 DC=1/5일 경우 상기의 게이팅 슬롯 위치 선정 방법의 실시 예이다. 단말기의 단속위치선정기242는 스크램

블링 코드와 순방향 신호의 SFN을 입력받아 스크램블링 코드의 실수 부분의 두 비트를 선택한다. 상기 선택된 두 비

트는 다음 게이팅 슬롯 그룹의 전송 슬롯(gating on slot)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다른 말로 게이팅 슬롯의 위치는 이

전 게이팅 슬롯 그룹 내에서 선택된 두 비트들을 기초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 게이팅 슬롯 그룹 내에서 전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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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의 위치(게이팅 슬롯 위치)는 이전 게이팅 슬롯 그룹 내에에서 선택된 한 비트를 기초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선택된 한 비트로부터의 게이팅 슬롯 그룹과 현재의 게이팅 슬롯 그룹 간의 슬롯 단위 내의 시간 차이는 더 크다. 기

지국의 순방향 게이팅 슬롯 전송은 역방향 링크에서 수신되는 게이팅 슬롯 위치에서 결정된 슬롯 만큼 떨어진 위치에

서 전송된다.

상기의 슬롯 단속 위치 선정 방법에서와 같이 위치 선정에 필요한 골드 코드(Gold Code)의 특정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SFN 외에 이동단말기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순방향 신호의 채널 구분 코드의 번호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순방향 신호의 채널 구분 코드의 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순방향의 신호 중 서로 다른 이동 단말기를 

위한 신호들이 같은 시간적 위치에서 슬롯을 송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의 슬롯 단속 위치 선정 방법은 역방향 신호를 전송하기 직전의 순방향 신호의 SFN과 이동 단말기에서 수신 

신호에 대한 디스크램블링 (Descrambling)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스크램블링 코드 중 N개의 비트에 해당하는

십진수 값에 모듈로-3(modulo-3) 또는 모듈로-5(modulo-5)의 연산을 수행함으로서 얻어지는 값을 이용하여 송신 

슬롯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주어진 게이팅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송신 슬롯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

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슬롯 그룹 단위로 임의 슬롯을 단속할 슬롯으로 랜덤하게 결정하는 제1방법의 

다른 예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한다. 도 13c, 13d, 14c, 14d를 참조하여 살펴본다.

1. 송신 직전에 수신한 신호의 SFN (System Frame Number:0~71)에 1과 35 사이의 정수를 곱한다. 결과를 x라 한

다.(0≤x≤2485)

2a. DC=1/3일 경우, 도 1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크램블링 코드의 실수부(real part of scrambling code)의 N 비트

가 게이팅 그룹의 경계로부터 x 칩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선택된다. 상기 선택된 N 비트는 다음 게이팅 슬롯 그룹 내 

의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즉, 현재 게이팅 슬롯 그룹 내의 게이팅 슬롯 위치는 이전 게이팅 

슬롯 그룹 내의 선택된 N 비트에 따라 결정된다.

2b. DC=1/5일 경우, 도 1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클램블링 코드의 실수부의 N 비트들이 이팅 그룹의 경계로부터 x

칩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선택된다. 상기 선택된 N비트들은 다음 게이?? 슬롯 그룹 냉에서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

하는데 이용된다. 즉, 현재 게이팅 슬롯 그룹의 게이팅 슬롯 위치는 이전 게이팅 슬롯 그룹 내에서 선택된 N비트들을 

기초로 결정된다.

3a. DC=1/3일 경우, 전송되는 게이팅 슬롯의 위치는 선택되어진 N개 비트들에 해당하는 십진수 값을 모듈로-3 연산

을 하여 얻는 값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상기 모듈로-3 연산의 결과 값은 0, 1, 2 중 하나이므로, 각각의 값은 게이팅 

슬롯 그룹 내에서 임의 슬롯의 위치를 지정하게 된다.

3b. DC=1/5일 경우 송신되어질 게이팅 슬롯 위치는 선택되어진 N개 비트들에 해당하는 십진수 값을 모듈로-5 연산

을 하여 얻는 값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상기 모듈로-5 연산의 결과 값은 0, 1, 2, 3, 4 중 하나이므로, 각각의 값은 게

이팅 슬롯 그룹 내에서 임의 슬롯의 위치를 지정하게 된다.

4. 상기 SFN 이 바뀔 경우 새로운 값으로 위의 과정 1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때 과정 1에서 곱해지는 정수는 처음에 

이용된 값이 그대로 유지된다.

상기의 게이팅 슬롯 선정 방법은 수신단의 스크램블링 코드(Scrambling Code)를 72개의 SFN을 이용하여 송신 슬롯

의 위치를 선정한다. 때문에 송신 슬롯의 위치는 720 msec 주기를 갖게 된다. 송신 슬롯의 위치가 720 msec 이상의 

주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SFN이 특정 값이 될 때마다 상기의 x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도 14c는 DC=1/3일 경우 상기의 게이팅 슬롯 그룹의 게이팅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의 실시 예이다. 이동국의 단속송

신 위치 선정기 242는 순방향 신호의 스크램블링 코드와 순방향 신호의 SFN을 입력하며, 스크램블링 코드의 실수 부

분의 N개 비트들을 선택한다. 상기 선택된 N 개 비트들은 다음 게이팅 슬롯 그룹의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 게이팅 슬롯 그룹 내에서 게이팅 슬롯 위치는 이전 게이팅 슬롯 그룹 내에서 선택된 N비

트들을 모듈로-3 연산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선택된 N 비트로부터의 게이팅 슬롯 그룹과 현재의 게이팅 슬롯 그

룹 간의 슬롯 단위 내의 시간 차이는 더 크다. 기지국의 순방향 게이팅 슬롯 전송은 역방향 링크에서 수신되는 게이팅

슬롯 위치에서 결정된 슬롯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전송된다.

도 14d는 DC=1/5일 경우 상기 게이팅 슬롯 그룹의 게이팅 위치를 선택하는 방볍의 실시 예이다. 이동국의 단속송신 

위치 선정기 242는 순방향 신호의 스크램블링 코드와 순방향 신호의 SFN을 입력하며, 스크램블링 코드의 실수 부분

의 N 개 비트를 선택한다. 상기 선택된 N 개 비트들은 다음 게이팅 슬롯 그룹의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 게이팅 슬롯 그룹 내에서 게이팅 슬롯 위치는 이전 게이팅 슬롯 그룹 내에서 선택된 N비트들

을 모듈로-5 연산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선택된 N 비트로부터의 게이팅 슬롯 그룹과 현재의 게이 팅 슬롯 그룹 

간의 슬롯 단위 내의 시간 차이는 더 크다. 기지국의 순방향 게이팅 슬롯 전송은 역방향 링크에서 수신되는 게이팅 슬

롯 위치에서 결정된 슬롯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전송된다.

슬롯의 단속 위치를 규칙적인 아닌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규칙적인 전송 신호의 전력에 의한 전자기파 관련 악영향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되어 송신되는 신호를 불규칙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는

상하향 프레임을 구별할 수 있는 임의의 숫자와 역방향 스크램블링 코드 또는 고정된 시퀀스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상기 상하향프레임을 구별할 수 있는 임의의 숫자는 SFN 혹은 CFN(Connection Frame Number : 이하 C

FN이라 칭한다.)이 될 수 있으며, 기타 상하향 프레임을 구별할 수 있는 임의의 시스템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슬롯그룹 내에서 임의 슬롯을 단속 송신하는 제2방법에서는 상기 CFN을 이용하여 슬롯그룹 

내의 임의 슬롯을 랜덤 게이팅한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랜덤 게이팅의 제2방법은 상하향 프레임을 구별할 

수 있는 임의의 숫자로 CFN을 사용하였으며, 상기 CFN은 하나의 가입자장치와 통화하는 모든 기지국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값이며, 8비트로 표시되고, 주기가 256(0-255)인 프레임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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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5a는 역방향 스크램블링 코드로부터 단속 송신 패턴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일부 시퀀스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한 실시예이다. 상기 역방향 신호의 스크램블링 부호는 이동통신 시스템내의 가입자장치(User Equipment : 이

하 UE라 칭한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부호이며, 장스크램블링 코드(Long Scrambling Code)와 

단스크램블링 코드(Short Scrambling Code)의 두 종류가 있다. 상기 장스크램블링코드의 길이는 33,554,432이며, 

상기 33,554,432의 길이를 가지는 장스크램블링코드에서 0번 비트부터 38399비트까지의 38400길이의 코드만을 사

용하여 가입자장치가 전송하는 한 프레임의 신호에 적용하여, 가입자장치를 구별하기 위한 스크램블링 코드로 사용

하고, 상기 단스크램블링 코드의 길이는 256비트로서 가입자장치에서 전송하는 한 프레임 내에 150번 반복되어 사용

된다. 상기 단스크램블링 코드는 기지국에서 간섭제거기와 같은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였을 경우 사용되는 가입자 구

별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 15a를 참조하면, 슬롯 1511은 프레임 1501의 첫 번째 슬롯으로써, 슬롯 번호는 0번이다. 상기 슬롯 1511에 

적용되는 스크램블링 부호는 장스크램블링 부호의 경우 0번 비트부터 2559번 비트까지이며, 단스크램블링 부호의 

경우 0번 비트부터 255번 비트까지의 단스크램블링 부호가 10번 반복 적용된다. 이하 본 발명의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스크램블링 부호와 단스크램블링 부호의 구별없이 스크램블링 부호로 칭한다. 상기 도 15a의 참조부호 1512

는 첫 번째 슬롯 1511의 스크램블링 부호의 0번비트를 표시하며, 참조부호 1513은 스크램블링 부호의 1번 비트를 표

시하고 , 참조부호 1514는 스크램블링부호의 2559번비트를 표시한다.

상기 도15a에서 참조번호 1501은 상기한 바와 같이 1 프레임의 구간을 나타낸다. 상기 프레임 1501은 0번 슬롯 151

1부터 14번 슬롯 1519 까지 15개의 슬롯들로 구성되며, 상기 프레임 1501에서 전력 제어군의 단속 위치 선정 방법

은 아래의 설명과 같다.

상기 프레임 1501은 DC에 따라 3개 혹은 5개의 슬롯들로 이루어지는 슬롯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즉, 상기 프레임 15

01은 DC가 1/3인 경우에는 3개의 슬롯들로 이루어지는 5개의 슬롯그룹들(게이팅 슬롯그룹 0: 0번 슬롯에서 2번 슬

롯 까지, 게이팅 슬롯그룹 1: 3번 슬롯에서 5번 슬롯 까지, 게이팅 슬롯그룹 2: 6번 슬롯에서 9번 슬롯 까지, 게이팅 

슬롯그룹 3: 9번 슬롯에서 11번 슬롯 까지, 게이팅 슬롯그룹 4: 12번 슬롯에서 14번 슬롯 까지)로 나뉘어지며, DC가 

1/5인 경우에는 5개의 슬롯들로 이뤄지는 3개의 슬롯그룹들(게이팅 슬롯그룹 0: 0번 슬롯에서 4번 슬롯까지, 게이팅 

슬롯그룹 1: 5번 슬롯에서 9번 슬롯까지, 게이팅 슬롯그룹 2: 10번 슬롯에서 14번 슬롯까지)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상기 슬롯 그룹에서는 해당 슬롯 그룹의 첫 번재 슬롯의 스크램블링 부호들 중 하기의 옵셋값을 이용하여 n 비트를 추

출한다.

상기 도 15a에서 DC에 따라 프레임은 3개 혹은 5개의 슬롯 그룹들로 나뉘어지고, 각 슬롯 그룹은 각 슬롯 그룹의 번

호와 동일한 옵셋값을 가진다. 즉, DC = 1/3인 경우 게이팅 슬롯 그룹#0 내지 #4의 옵셋값들은 각각 순서대로 0, 1, 

2, 3, 4가 되며, DC = 1/5인 경우 게이팅 슬롯 그룹#0 내지 #2의 옵셋값들은 각각 순서대로 0, 1, 2가 된다. 상기 옵

셋값의 적용에 대한 예는 하기의 설명과 같다.

상기 도 15a의 비트 1551 - 1554 는 상기 추출된 n비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기 비트 1551에서부터 비트 155

4 까지의 n개의 비트는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서 사전에 정해진 약속에 따라 상기 도 15a의 슬롯 1511에 사용된 스

크램블링 부호의 0번 비트 1512 부터 스크램블링 부호 2559 번 비트 1514 중에 n개가 선정된 다. 상기 n은 8의 배수

로서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양의 정수이다. 상기 슬롯 1511에 적용되는 스크램블링 부호에서 비트 1551부터 비트 1

554까지 n개의 비트를 선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현재의 게이팅 슬롯 그룹에서 게이팅 슬롯을 결정하기 위해서, 

옵셋값을 가지는 이전의 게이팅 슬롯 그룹에서 사용되던 스크램블링 부호의 n개의 비트가 이용된다. 여기서, 상기 옵

셋값은 상기 이전 게이팅 슬롯 그룹의 스크램블링 부호의 첫 번째 비트에 적용된다.

(1) DC가 1/3일 경우, 프레임은 슬롯 그룹 0번부터 4번까지 5개의 슬롯 그룹들로 나뉘어진다. 상기 슬롯 그룹 0번(옵

셋=4) 내의 임의 슬롯을 단속 송신하기 위한 단속 위치의 선정에 사용되는 n개의 비트들은 상기 슬롯 그룹 0번의 바

로 전 프레임의 슬롯 그룹 4번에 적용되는 이동국이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30724번 비트부터 n개를 순차적으

로 사용한다. 여기서 상기 30724번 비트는 오프셋이 적용된 시작 비트이다. 즉, 상기 슬롯 그룹 0번의 바로 전 프레임

의 슬롯 그룹 4번에 적용되는 스크램블링 부호의 첫 시작비트인 30720번 비트이며, 이로부터 상기 슬롯 그룹 0번의 

바로 전 프레임의 슬롯 그룹 4번이 가지는 옵셋값을 적용하여 슬롯그룹 0번의 시작비트를 결정한다. 이로인해 상기 

슬롯 그룹 0번에 적용할 단속 위치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부호를 선택하는 시작 비트는 30724비트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슬롯 그룹 1번 내의 임의 슬롯을 단속 송신하기 위한 단속 위치의 선정에 사용되는 n개의 비트들

은 슬롯 그룹 0번이 가지는 옵셋값을 적용하여(즉 옵셋값은 0), 이동국이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0번 비트부터 

n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다. 슬롯 그룹 2번내의 임의 슬롯을 단속 송신하기 위한 단속 위치의 선정에 사용되는 n개의

비트들은 슬롯 그룹 1번이 가지는 옵셋 값을 적용하여(즉 옵셋값은 1) 이동국이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7681번

비트부터 n개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슬롯 그룹 3번내의 임의 슬롯을 단속 송신하기 위한 단속 위치의 선정에 사용

되는 n개의 비트들은 슬롯 그룹 2번이 가지는 옵셋 값을 적용하여(즉 옵셋값은 2) 이동국이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

드의 15362번 비트부터 n개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슬롯 그룹 4번 내의 임의 슬롯을 단속 송신하기 위한 단속 위치

의 선정에 사용되는 n개의 비트들은 슬롯 그룹 3번이 가지는 옵셋값을 적용하여(즉 옵셋값은 3) 이동국이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23043번 비트부터 n개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슬롯 그룹 4번의 첫 번째 슬롯에 적용되는 스크램

블링코드 30724번 비트부터 n개의 비트들은 슬롯 그룹 4번이 가지는 옵셋 값을 적용하여(즉 옵셋값은 4) 상기 도15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로 다음 프레임 1503의 첫 번째 슬롯 그룹 0번에 적용되는 단속 위치의 선정에 사용된다.

(2) DC가 1/5일 경우, 프레임은 슬롯 그룹 0번부터 2번까지 3개의 슬롯그룹들로 나뉘어진다. 상기 슬롯 그룹 0번 내

의 임의 슬롯을 단속 송신하기 위한 단속위치의 선정에 사용되는 n개의 비트들은 이동국이사용하는 스크램블링코드

의 25602비트부터 n개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슬롯 그룹 1번 내의 임의 슬롯을 단속 송신하기 위한단속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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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선정에 사용되는 n개의 비트들은 이동국이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0번 비트부터 n개를 순차적으로 사용한

다. 슬롯 그룹 1번 내의 임의 슬롯을 단속 송신하기 위한 단속 위치의 선정에 사용되는 n개의 비트들은 이 동국이 사

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12801번 비트부터 n개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슬롯그룹 2번의 첫 번째 슬롯에 적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 25602번 비트부터 n개의 비트들은 상기 도 15a의 다음 프레임 1502의 첫 번째 슬롯 그룹 0번에 적

용되는 단속 위치의 선정에 사용된다.

도 15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랜덤 게이팅을 수행하는 제3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CFN을 사용하여 이

를 구현한다. 상기 도 15 b는 고정된 시퀀스로부터 단속 송신 패턴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n비트의 시퀀스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상기 도 15b를 참조하면, 각 슬롯 그룹에서 불규칙 송신 패턴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n비트 시퀀스는 고정된 시퀀스로

부터 각 전력 제어 그룹마다 추가적으로 k비트씩 옵셋을 가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n비트 시퀀스는 각 프레

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상기 도 15b에서는 고정된 시퀀스에 옵셋을 가하여 얻어진 시퀀스를 표현하였다. 또한 

상기 도 15b에서는 k=1인 경우에 대한 실시예이다. 고정된 시퀀스에 옵셋을 적용하여 각 슬롯 그룹에서 사용될 시퀀

스를 선택하므로 다음과 같은 시퀀스들은 사용이 될 수 없다.

1. 옵셋 적용후 선택된 시퀀스가 같아지는 경우

예) 1010101010101010101010

옵셋 0: 1010101010101010101010

옵셋 1: 0101010101010101010101

옵셋 2: 1010101010101010101010

2. 모두 1 또는 모두 0인 시퀀스

예) 00000000000000000000000

예) 11111111111111111111111

상기 도 15a 와 도 15b의 전력 제어 단속위치의 선정에 사용되는 n개의 비트를 사용하여 단속 위치를 선정하는 하드

웨어 구조도의 하나의 활용예는 도 16과 같다. 상기 도 16은 도 15a에서 설명한 역방향 스크램블링 코드, 또는 도 15

b에서 설명한 고정된 시퀀스를 CFN과 함께 사용하여 상기의 전력 제어군 단속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의 실시예를 도

시한 것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메모리1601은 상기 도 15a에서 설명된 방법대로 선정된 스크램블링코드의 n개의 비트들을 저장

하거나 도 15b에서 설명된 방법대로 선정된 고정된 n개의 비트들을 저장한다. 상기 도 16의 메모리 1601에 저장된 

비트 1611에서 비트 161n까지의 n개의 비트들은 상기 도 15a 또는 도 15b에서 설명된 방법대로 선정되며, 상기 n은

8의 배수인 양수이다.

상기 도 16의 메모리1603은 가입자장치가 통신하고 있는 모든 셀의 기지국과 가입자 장치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C

FN을 n비트 길이만큼 저장하는 메모리이다. 상기 CFN은 8비트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n의 값에 따라 n/8회

만큼 반복되어 상기 메모리1603에 저장된다. 상기 도 16의 메모리1603에 저장된 비트 1631은 상기 CFN의 MSB(M

osf Significant Bit : 이하 MSB라 칭한다.)인 0번째 비트이고, 비트 1638은 상기 CFN의 LSB(Least Significant Bit 

: 이하 LSB라 칭한다.)이며, 7번째 비트이다. 상기 도 16의 메모리603에 저장된 비트 1639는 상기 CFN의 MSB로서 

비트 1631과 동일한 값이며, 비트 163n은 상기 CFN의 LSB 로서 비트 1638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상기 도 16의 메

모리1603에는 CFN의 MSB와 LSB의 순서가 바뀌어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상기 도 16의 곱셈기1604는 n개의 배타적 합 연산기(Exclusive OR Operator) 1641-164n들로 구성된다. 상기 곱셈

기1604는 상기 도 16의 메모리1601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도 15a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대로 선정된 스크램블링 부

호의 n개의 비트들 또는 도 15b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대로 선정된 n개의 비트들과, 상기 도 16의 메모리 1603에 n/8

회 반복되어 저장되어 있는 CFN의 비트들에 대한 배타적 합 연산을 수행하며, 상기 연산 결과를 십진수 변환기1605

로 입력한다. 즉, 상기배타적합 연산기 1641-164n는 n개로 구성되어 상기 메모리1601에 출력되는 비트 1611-161n

과 메모리1603에서 출력되는 비트 1631-163n을 각각 비트 단위로 배타적 논리합하여 출력한다.

상기 도 16의 상기 십진수 변환기1605는 상기 곱셈기1604의 연산 결과를 10진수로 변환한다. 즉, 상기 십진수 변환

기1605sms 상기 곱셈기의 배타적합 연산기1641-164n에서 출력되는 n 개의 연산값들을 저장하는 메모리1651-16

5n을 구비하며, 이 저장 값을 10진수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10진수는 n의 값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 상기 도 

16의 십진수 연산기1605에서 출력된 십진수는 상기 도 16의 모듈로 연산기1607로 입력된다. 상기 모듈로 연산기16

07은 DC의 값에 따라 출력되는 값이 다르다. 상기 DC의 값이 1/3인 경우 상기 모듈로 연산기1607의 출력은 0,1,2이

고, DC의 값이 1/5인 경우 모듈로 연산기1607의 출력은 0,1,2,3,4가 된다. 상기 모듈로 연산기1607의 출력 결과에 

따라 상기 출력 결과가 적용되는 슬롯 그룹에서 전송 안 되는 슬롯이 결정되게 된다. 상기 십진수 연산기1605와, 160

7 모듈로연산기1607은 소프트웨어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하기의 <수학식 1>은 상기 도 15a와 도 16의 본 발명의 적용 예에 대한 설명을 수식화 한 것이다.

수학식 1

G : 게이팅 슬롯 그룹 번호

G prev : 이전 게이팅 슬롯 그룹 번호

C i : I번째 프레임의 CFN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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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게이팅율의 역수

S : 스크램블링 부호

상기 <수학식 1>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의 전력 제어 슬롯 그룹이 1 이고, n=16, CFN=10001100(이진수), 

DC=1/3인 경우에 대하여 도 15a와 도 16에 적용하여 본 발명에 대한 설명은 하기와 같다.

상기 도 15a에 설명된 방법에 의해서 선택된 스크램블링 코드의 16개의 비트의 값이 1101001010111000이라 하면,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의 16개의 비트의 값은 상기 도 16의 메모리1601에 저장된다. 그리고 CFN = 10001100이므로

, 상기 도 16의 메모리1603에 저장되는 값은 1000110010001100이 된다. 상기 도 16의 곱셈기1604는 16개의 배타

적합 연산기들로 구성되며, 이 배타적 합 연산기들 의해 계산된 결과는 0101111000110100이 된다. 상기 곱셈기160

4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상기 도 16의 십진수 연산기 1605의 계산결과는 '11,386'(또는 '24,116')이 된다.상기 십

진수 연산기의 출력 '11,386'(또는 '24,116')에 대하여 상기 도 16의 모듈로 연산기1607에 DC=1/3임을 생각하면, 상

기 모듈러 연산기1607의 계산 결과는 1(또는 '24,116'인 경우 2)이 된다. 따라서 슬롯 그룹 2의 3개의 슬롯들 중에서 

전용제어채널의 제어데이타인 TFCI, TPC 및 파일럿 심볼이 전송되어야 할 슬롯은 2번째 (또는 3번째) 슬롯이 된다.

하기의 <수학식 2>는 상기 도 15b와 도 16의 본발명의 적용예에 대한 설명을 수식화 한 것이다. 여기서 현재 프레임

의 CFN을 C i 라하고 현재 전력제어 슬롯그룹번호를 S G 라 하면, 현재 프레임의 현재 전력제어 슬롯 그룹에서 전송

이 되는 슬롯번호S(i,j)는 하기의 <수학식 2>에 의해 얻어진다.

수학식 2

j : I번째 프레임 내의 게이팅 슬롯그룹의 수

A j : j번째 게이팅 슬롯그룹에 관련된 시퀀스이며, 시퀀스는 j 비트 옵셋을 가하여 얻어짐

C i : I번째 CFN을 반복하여 얻어진 시퀀스

S G : 하나의 게이팅 슬롯그룹을 구성하는 슬롯의 수

N G : 한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이팅 슬롯그룹의 수

상기의 <수학식 2>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상기 S(i,j)는 i번째 프레임, j번째 전력제어슬롯그룹을 구성하는 슬롯들 중 전송이 되어야할 슬롯의 번호를 나타낸다. 

이때, 상기 슬롯의 번호는 한 프레임을 기준으로 붙힌 슬롯 번호가 아니라 각 슬롯그룹 내에서의 슬롯번호를 의미한

다. A j 는 도 15b에서와 같이 고정된 시퀀스로부터 각 슬롯그룹에 해당하는 옵셋을 가하여 얻어진 시퀀스를 나타낸

다. C i 는 CFN (8비트)를 반복하여 만들어진 n비트 시퀀스이다. S G 는 하나의 슬롯그룹을 구성하는 슬롯들의 개수

를 나타내며, 따라서 슬롯그룹을 구성하는 슬롯들의 수는 DC 값이 1/3인 경우는 3이 되고, DC 값이 1/5인 경우는 5

가 된다. N G 는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전력제어 슬롯 그룹의 개수를 나타내며 DC값이 1/3인 경우는 5, DC값이 

1/5인경우는 3이 된다. j=0 인 경우, 즉, 프레임의 첫번째 슬롯 그룹에서는 A j 와 C i 를 배타적합 연산을 행한 후, S 

G -1로 모듈로를 취한 값에 1을 더한다. 이러한 연산의 결과로 각 프레임의 맨 처음 슬롯은 항상 송신이 중단된다. 또

한 j=N G -1인 경우, 즉 프레임의 맨 마지막 슬롯 그룹에서는 항상 마지막 슬롯 (S G -1)만 송신된다. 기타 슬롯그룹

의 경우 (0<j<N G -1) A j 와 C i 를 배타적합 연산을 행한 후, S G 로 모듈로를 취한다. 이렇게 맨처음과 마지막 슬

롯 그룹을 나머 지 그룹들과 다르게 처리하는 이유는 채널 추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모든 슬롯 그룹에 대해 동일한 규칙, 즉, 아래의< 수학식 3>을 이용하여 전송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2> 및 <수학식 3>과 같이 슬롯그룹 내의 슬롯들에 대한 단속위치를 결정하는 동작을 도 16 및 도 10a 

- 도 10b를 참조하여 살펴본다.

상기 도 16와 같은 구성은 도 10a의 단속위치 선정기150 및 도 10b의 단속위치 선정기250에 대응된다. 상기 도 16

을 참조하여 단속위치 선정기의 동작을 살펴본다.

메모리1601은 상기 도 15b에서 설명된 방법대로 선정된 고정된 n개의 비트들을 저장하며, 상기 n은 8의 배수인 양수

이다. 여기서 상기 메모리1601에 저장되는 시퀀스는 고정된 시퀀스에서 비트 옵셋을 가하여 얻어진 시퀀스A j 로써, 

상기 메모리1601은 상기 시퀀스A j 를 생성하는 제2메모리가 된다. 또한 상기 메모리1603은 가입자장치가 통신하고

있는 모든 셀의 기지국과 가입자 장치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CFN을 n비트 길이만큼 저장하는 메모리이다. 상기 메

모리1603에 저장되는 시퀀스는 CFN을 반복하여 얻어진 시퀀스 C i 로써, 상기 메모리1603은 상기 시퀀스 C i 를 생

성하는 제1메모리가 된다. 상기 곱셈기1604는 n개의 배타적 합 연산기들로 구성되며, 상기 메모리1601에 저장되어 

있는 시퀀스 A j 와 시퀀스 C i 를 비트 단위로 배타 적 합 연산하여 의 결과를 발생하며, 상기 연산 결과를 십

진수 변환기1605로 입력한다. 상기 십진수 변환기1605는 상기 곱셈기1604의 연산 결과를 10진수로 변환한 후 모듈

로 연산기1607로 입력한다. 상기 모듈로 연산기1607은 하나의 슬롯그룹을 구성하는 슬롯들의 수 S G 에 따라 출력

되는 값이 다르다. 즉, 상기 하나의 슬롯그룹을 구성하는 슬롯들의 수 S G 가 3인 경우 상기 모듈로 연산기1607의 출

력은 0,1,2이고, 5인 경우 모듈로 연산기1607의 출력은 0,1,2,3,4가 된다. 또한 상기 모듈로 연산기1607은 하나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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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내에 위치되는 슬롯그룹의 번호에 따라 상기 <수학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른 모듈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

다. 즉, 현 슬롯그룹이 프레임 내의 첫 번째 슬롯그룹 번호를 가지면 슬롯 그룹 내의 첫 번째 슬롯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도록 단속위치를 결정하며, 마지막 슬롯그룹 번호를 가지면 슬롯그룹 내의 마지막 슬롯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단속

위치를 결정한다.

상기와 같이 결정된 슬롯그룹 내의 단속위치 슬롯 정보는 도 10a의 단속송신 제어기141 또는 도 10b의 단속송신제

어기241에 인가된다. 그러면 상기 단속송신 제어기는 단속위치 선정기에 의해 결정된 단속위치의 슬롯 구간에서 전

용제어채널의 데이터를 송신(gating on)하며, 해당 슬롯그룹의 나머지 슬롯 구간들에서는 전용제어채널 데이터의 송

신을 중단(gating off)시킨다.

상기와 같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이동국이 단속 송신을 수행하기 위한 상태 천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천이방법은 시스템 설정에 따라 결정된다. 한 가지 방법은 설정된 타이머 값 또는 기지국에서

의 천 이 지시 메시지에 의하여 천이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순차적으로 천이하는 경우로써 단속율을 변경하

면서 천이하는 방법이다. 이때 상기 단속율 DC 값의 선택은 해당 이동국의 용량이나 채널환경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상태 천이 방법을 1프레임이 16 슬롯들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면, 상기 전자

의 천이 방법은 DC=1/1에서 DC=1/2로, DC=1/1에서 DC=1/4로, DC=1/1에서 DC=1/8로 한번에 천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천이 방법은 DC=1/1에서 DC=1/2로 천이하고, DC=1/2에서 DC=1/4로, DC=1/4에서 DC=1/8로 천이

하는 것이다. 이하 설명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속 송신 방법은 프레임이 16슬롯들로 이루어진 경우와 15슬

롯들로 이루어진 경우를 혼용하면서 설명할 것이다. 이때 상기 1프레임이 16슬롯들로 이루어진 경우의 단속율은 1/2,

1/4 및 1/8 등이 될 수 있으며, 1프레임이 15슬롯들로 이루어진 경우의 단속율은 1/3 및 1/5 등이 될 수 있다.

도 7a와 도 7b는 도 6a와 도 6b의 일정기간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전용 MAC(Medium Access Contr

ol) 논리채널이 발생하여 전송할 메시지를 물리채널인 역방향 DPDCH로 전송하는 경우의 역방향 DPCCH를 도시한 

것이다.

도 7a의 참조번호 311은 역방향 DPCCH를 단속 송신을 하지 않는 동안(즉, 연속적 송신을 하는 동안, DC=1/1)의 역

방향 DPDCH 메시지가 발생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참조번호 312는 역방향 DPCCH를 DC=1/2 단속 송신을 하는 

동안의 역방향 DPDCH 메시지가 발생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참조번호 313은 역방향 DPCCH를 DC=1/4 단속 송

신을 하는 동안의 역방향 DPDCH 메시지가 발생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참조번호 314는 역방향 DPCCH를 DC=1/

8 단속 송신을 하는 동안의 역방향 DPDCH 메시지가 발생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참조번호 312, 313, 314에

서와 같이 단속 송신 패턴에서 송신하지 않는 슬롯이라 할지라도 그 구간 내에서 역방향 DPDCH가 송신되는 경우에

는 상기 구간의 슬롯을 노말송신한다. 상기 노말송신하는 슬롯에서는 순방향 전력제어를 위한 TPC비트를 생략하고 

파일롯구간을 슬롯 길이가 되도록 확장하여 송신할 수도 있다. 슬롯을 노말송신하여 상기 역방향 DPDCH 메시지를 

송신한 이후 연속되는 슬롯부터는 역방향 DPCCH를 단속없이 송신할 수도 있으며, 기지국으로부터 게이팅을 중단하

도록 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의 게이팅율로 단속하여 송신을 계속할 수도 있다. 즉, DC=1/2로 단속 송신을 

하는 동안 역방향 DPDCH 메시지가 송신되는 경우 상기 구간의 슬롯을 노말송신하고, 다시 DC=1/2로 단속 송신을 

하다가 기지국으로부터 게이팅을 중단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DC=1로 단속 송

신을 중단할 수도 있다.

역방향 DPCCH와 마찬가지로, 순방향 링크에서도 DPCCH에 대하여 단속 송신을 하는 동안에 순방향 DPDCH 메시

지가 발생한 경우 단속 송신패턴에서 송신하지 않는 슬롯이라 할지라도 그 구간 내에서는 상기 구간의 슬롯을 노말송

신한다. 상기 노말송신하는 슬롯에서는 역방향 전력제어를 위한 TPC비트를 생략하고 파일롯구간을 슬롯 길이가 되

도록 확장하여 송신할 수도 있다. 슬롯을 노말송신하여 상기 순방향 DPDCH 메시지를 송신한 이후 연속되는 슬롯부

터는 순방향 DPCCH를 단속없이 송신할 수도 있으며, 이동국으로부터 게이팅을 중단하도록 하는 요구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의 게이팅율로 단속하여 송신을 계속할 수도 있다. 즉, DC=1/2로 단속 송신을 하는 동안 순방향 DPDCH 

메시지가 송신되는 경우 상기 구간의 슬롯을 노말송신하 고, 다시 DC=1/2로 단속 송신을 하다가 이동국으로부터 게

이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데이터를전송할때는 DC=1로 단속 송신을 중단할 수도 있다.

도 7b의 참조번호 315는 역방향 DPCCH를 DC=1/2 단속 송신을 하는 동안의 역방향 DPDCH 메시지가 발생한 경우

를 도시한 것이다. 참조번호 316은 역방향 DPCCH를 DC=1/4 단속 송신을 하는 동안에 역방향 DPDCH 메시지가 발

생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참조번호 317은 역방향 DPCCH를 DC=1/8 단속 송신을 하는 동안에 역방향 DPDCH 메

시지가 발생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참조번호 315, 316, 317에서와 같이 단속 송신 패턴에서 송신하지 않는 

슬롯이라 할지라도 그 구간 내에서 역방향 DPDCH가 송신되는 경우에는 상기 구간의 슬롯을 노말송신한다. 상기 노

말송신하는 슬롯에서는 순방향 전력제어를 위한 TPC비트를 생략하고 파일롯구간을 슬롯 길이가 되도록 확장하여 송

신할 수도 있다. 슬롯을 노말송신하여 상기 역방향 DPDCH 메시지를 송신한 이후 연속되는 슬롯부터는 역방향 DPC

CH를 단속없이 송신할 수도 있으며, 기지국으로부터 게이팅을 중단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의 게이팅

율로 단속하여 송신을 계속할 수도 있다. 즉, DC=1/2로 단속 송신을 하는 동안 역방향 DPDCH 메시지가 송신되는 동

안 상기 구간의 슬롯을 노말송신하고, 다시 DC=1/2로 단속 송신을 하다가 기지국으로부터 게이팅을 중단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단속 송신을 중단할 수도 있다.

역방향 DPCCH와 순방향 DPCCH를 동일한 패턴으로 동시에 단속하여 송신할 수도 있다. 상기 순방향 DPCCH를 단

속하여 송신하는 동안, 순방향 DPDCH로 전송할 메 시지가 발생하여 슬롯을 노말송신하여 상기 순방향 DPDCH 메시

지를 송신한 이후 연속되는 슬롯부터는 순방향 DPCCH를 단속없이 송신할 수도 있으며, 이동국으로부터 게이팅을 중

단할 수 있는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의 게이팅율로 단속하여 송신을 계속할 수도 있다. 즉, DC=1/2로 단속 송신을

하는 동안 순방향 DPDCH 메시지가 송신되는 동안 상기 구간의 슬롯을 노말송신하고, 다시 DC=1/2로 단속 송신을 

하다가 이동국으로부터 게이팅을 중단할 수 있는 메시지를 수신한 후 사용자데이터 데이타를 전송 할 때 DC=1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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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송신을 중단할 수도 있다.

도 8a는 순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역방향 DPDC

H가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사용자데이터 활성부상태에서 참조번호 801에서와 같이 순방향 DPDCH의 전송중단시 기

지국과 이동국은 설정된 타이머값을 초과하여 게이팅을 시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게이팅을 시작 하게된다. 

상기 도 8a의 실시 예에서는 게이팅을 시작하기 위한 메시지가 기지국에서 발생한 경우이며, 순방향 및 역방향 DPDC

H가 없는 경우 이동국이 기지국으로 상기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상기 도8a의 순방향 DPCCH의 전송에 있어서 모

든 TFCI, TPC, 파일롯심볼을 단속없이 그대로 전송할 수도 있다. 상기 TPC비트 중에는 역방향 DPCCH내의 단속된 

슬롯의 파일롯심볼 위치의 전력세기를 측정하여 결정된 의미 없는 TPC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국은 역방향 DPC

CH의 단속패턴을 고려하여 역방향 전력제어를 위하여 기지국이 송신한 TPC비트 중 상기 의미 없는 TPC값은 무시

하고, 이전 슬롯에서 송신한 송신전력과 동일한 세기로 송신한다. 또한, 상기 도 8a의 순방향 DPCCH의 전송에 있어

서 순방향 DPCCH내의 TFCI, TPC만 을 단속하고, 순방향 DPCCH내의 파일롯심볼은 단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의 단속패턴은 이동국의 역방향 DPCCH의 단속패턴과 동일하다. 순방향 DPCCH내의 TPC를 단속하는 슬롯은 이동

국이 송신한 DPCCH내의 단속된 슬롯에 해당하는 파일롯 심볼을 측정하여 발생시킨 TPC를 말한다.

참조번호 802는 기지국에서 메시지가 발생되어 순방향 DPDCH를 통하여 이동국으로 송신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역방향 DPCCH를 단속 송신을 하던 이동국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한 이후부터는 단속 송신을 중단하고 DC=

1로 송신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역방향 DPCCH를 단속 송신을 하던 이동국은 상기 메시지를 수신한 이후에도 단속 

송신을 지속하다가 게이팅을 중단시키는 메시지를 수신하여 지정된 시점에서 단속 송신을 중단하고 DC=1로 송신할 

수도 있다.

도 8b는 역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순방향 DPDC

H가 없는 사용자데이터 활성부상태에서 참조번호 803에서와 같이 역방향 DPDCH의 전송중단시 기지국과 이동국은 

설정된 타이머값을 초과하거나 상태천이 메시지를 서로 교환 후 서로 약속된 시점에서 상태천이를 하게된다. 상기 도

8b의 실시 예에서는 상태천이를 위한 메시지가 순방향 DPDCH를 통하여 발생한 경우를 도시하였으나, 상태천이 메

시지는 이동국의 역방향 DPDCH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도8b의 순방향 DPCCH의 전송에 있어서 모든 TFCI, T

PC, 파일롯심볼을 단속없이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TPC비트 중에는 역방향 DPCCH내의 단속된 슬롯의 파일

롯심볼 위치의 전력세기를 측정하여 결정된 의미 없는 TPC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국은 역방향 DPCCH의 단속

패턴을 고려하여 역방 향 전력제어를 위하여 기지국이 송신한 TPC비트 중 상기 의미없는 TPC값은 무시하고, 이전 

슬롯에서 송신한 송신전력과 동일한 세기로 송신한다. 또한, 상기 도 8b의 순방향 DPCCH의 전송에 있어서 TFCI, T

PC만을 단속하고, 순방향 DPCCH내의 파일롯심볼은 단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의 단속패턴은 이동국의 역방향 

DPCCH의 단속패턴과 동일하다. 순방향 DPCCH내의 TPC를 단속하는 슬롯은 이동국이 송신한 DPCCH내의 단속된 

슬롯에 해당하는 파일롯 심볼을 측정하여 발생시킨 TPC를 말한다.

참조번호 804는 기지국에서 상태천이를 위한 메시지가 발생되어 순방향 DPDCH를 통하여 이동국으로 송신되는 것

을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역방향 DPCCH를 단속 송신을 하던 이동국은 상기 상태천이 메시지를 수신한 이후부터는

단속 송신을 중단하고 DC=1로 송신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역방향 DPCCH를 단속 송신을 하던 이동국은 상기 상태

천이 메시지를 수신한 이후에도 단속 송신을 지속하다가 상태천이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단속 송신을 중단하고 DC=1

로 송신할 수도 있다.

도 8c는 순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역방향 DPDC

H가 없는 사용자데이터 활성부상태에서 참조번호 805에서와 같이 순방향 DPDCH의 전송중단시 기지국과 이동국은 

설정된 타이머값을 초과하거나 상태천이를 위한 순방향 DPDCH 메시지가 발생하면 제어유지 부상태로 상태천이를 

하게된다. 상기 도 8c의 실시 예에서는 제어유지 부상태로의 상태천이를 위한 메시지가 기지국에서 발생한 경우이며,

순방향 및 역방향 DPDCH가 없는 경우 이동국이 기지국으로 상태천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상기 도

8c의 순방향 DPCCH의 전송에 있어서 모든 TFCI, TPC, 파일롯심볼을 단속없이 그대로 전송할 수도 있다. 상기 TPC

비트 중에는 역방향 DPCCH내의 단속된 슬롯의 파일롯심볼 위치의 전력세기를 측정하여 결정된 의미 없는 TPC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국은 역방향 DPCCH의 단속패턴을 고려하여 역방향 전력제어를 위하여 기지국이 송신한 TPC

비트 중 상기 의미 없는 TPC값은 무시하고, 이전 슬롯에서 송신한 송신전력과 동일한 세기로 송신한다. 또한, 상기 

도 8c의 순방향 DPCCH의 전송에 있어서 순방향 DPCCH내의 TFCI, TPC만을 단속하고, 순방향 DPCCH내의 파일

롯심볼은 단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의 단속패턴은 이동국의 역방향 DPCCH의 단속패턴과 동일하다. 순방향 DP

CCH내의 TPC를 단속하는 슬롯은 이동국이 송신한 DPCCH내의 단속된 슬롯에 해당하는 파일롯 심볼을 측정하여 발

생시킨 TPC를 말한다.

참조번호 806은 이동국에서 상태천이를 위한 메시지가 발생되어 역방향 DPDCH를 통하여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것

을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역방향 DPCCH를 단속 송신을 하던 이동국은 역방향 DPDCH를 통하여 상기 상태천이 메

시지를 전송한 이후부터는 단속 송신을 중단하고 DC=1로 송신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역방향 DPCCH를 단속 송신

을 하던 이동국은 상기 상태천이 메시지를 송신한 이후에도 단속 송신을 지속하다가 상태천이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단속 송신을 중단하고 DC=1로 송신할 수도 있다.

도 8d는 역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순방향 DPDC

H가 없는 사용자데이터 활성부상태에서 참조번호 807에서와 같이 역방향 DPDCH의 전송중단시 기지국과 이동국은 

설정된 타이머 값을 초과하거나 상태천이 메시지를 서로 교환 후 서로 약속된 시점에서 상태천이를 하게된다. 상기 도

8d의 실시 예에서는 상태천이를 위한 메시지가 순방향 DPDCH를 통하여 발생한 경우를 도시하였으나, 상태천이 메

시지는 이동국의 역방향 DPDCH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도8d의 순방향 DPCCH의 전송에 있어서 모든 TFCI, T

PC, 파일롯심볼을 단속없이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TPC비트 중에는 역방향 DPCCH내의 단속된 슬롯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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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심볼 위치의 전력세기를 측정하여 결정된 의미 없는 TPC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국은 역방향 DPCCH의 단속

패턴을 고려하여 역방향 전력제어를 위하여 기지국이 송신한 TPC비트 중 상기 의미 없는 TPC값은 무시하고, 이전 

슬롯에서 송신한 송신전력과 동일한 세기로 송신한다. 또한, 상기 도 8d의 순방향 DPCCH의 전송에 있어서 TFCI, T

PC만을 단속하고, 순방향 DPCCH내의 파일롯심볼은 단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의 단속패턴은 이동국의 역방향 

DPCCH의 단속패턴과 동일하다. 순방향 DPCCH내의 TPC를 단속하는 슬롯은 이동국이 송신한 DPCCH내의 단속된 

슬롯에 해당하는 파일롯 심볼을 측정하여 발생시킨 TPC를 말한다.

참조번호 808은 이동국에서 상태천이를 위한 메시지가 발생되어 역방향 DPDCH를 통하여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것

을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역방향 DPCCH를 단속 송신을 하던 이동국은 역방향 DPDCH를 통하여 상기 상태천이 메

시지를 전송한 이후부터는 단속 송신을 중단하고 DC=1로 송신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역방향 DPCCH를 단속 송신

을 하던 이동국은 상기 상태천이 메시지를 송신한 이후에도 단속 송신을 지속하다가 상태천이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단속 송신을 중단하고 DC=1 로 송신할 수도 있다.

도 9a는 순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순방향 DPDC

H의 전송중단에 의하여 기지국과 이동국은 설정된 타이머값을 초과하거나 상태천이 메시지를 서로 교환 후 서로 약

속된 시점에서 상태천이를 하게된다. 상기 도 9a에서는 순방향 DPCCH를 역방향 DPCCH의 단속패턴과 동일하게 단

속하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9a의 실시 예에서는 상태천이를 위한 메시지가 순방향 DPDCH를 통하여 발생

한 경우를 도시하였으나, 상태천이 메시지는 이동국의 역방향 DPDCH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도 9b는 역방향 DPDCH의 전송중단에 따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신호 송신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역방향 DPDC

H의 전송중단에 의하여 기지국과 이동국은 설정된 타이머값을 초과하거나 상태천이 메시지를 서로 교환 후 서로 약

속된 시점에서 상태천이를 하게된다. 상기 도 9b에서는 순방향 DPCCH를 역방향 DPCCH의 단속패턴과 동일하게 단

속하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9b의 실시 예에서는 상태천이를 위한 메시지가 순방향 DPDCH를 통하여 발생

한 경우를 도시하였으나, 상태천이 메시지는 이동국의 역방향 DPDCH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상기의 도면 및 설명에서는 순방향과 역방향 프레임 시작 시점을 동일하게 도시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UTRA시스템

에서는 역방향의 프레임 시작시점을 순방향의 프레임시작 시점보다 250마이크로초 동안만큼 인위적으로 지연시킨다

. 이것은 셀 반경이 약30km이내인 경우에 송신신호의 전송시간지연(Propagation delay)까지도 고려하여, 전력제어 

시간지연을 1슬롯(1 slot=0.625ms)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상기 순방향과 역방향 프레임 시작시점의 

인위적 시간지연을 고려하면, 본 발명의 단속송신에 따른 DPCCH 신호 송신도는 하기의 도11a, 도11b, 도11c, 도11

d, 도11e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단속 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지국 송신장치 및 이동국 송신장치의 구성이 

도 10a 및 도 10b에 도시되어 있다.

도 10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5a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 실

시 예에 따른 기지국 송신기 구성과 다른 점은 순방향 DPCCH를 구성하는 파일럿(Pilot), TPC 및 TFCI 비트들이 단

속송신 제어기 (Gated Transmission Controller) 141에 의하여 각각 다른 패턴으로 단속적으로 송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단속송신 제어기 (Gated Transmission Controller) 141은 순방향 및 역방향 DPDCH로 트래픽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순방향 DPCCH중에서 Pilot, TPC와 TFCI 비트를 이동국과 약속된 슬롯(또는 

시간슬롯)에서 단속적으로 송신을 하도록 하며, 상기 단속송신 제어기 141을 이용하여 n-1번째 슬롯(slot)의 파일럿(

pilot)과 n번째의 TPC 및 TFCI 비트를 단속송신 단위로 구성할 수도 있다. 만약, 상기 단속송신 제어기 141을 이용

하여 기지국이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단속송신을 수행하는 도중에 시그널링 데이터를 전송시 시그널링 데이터가 송신

되는 프레임구간에서는 pilot 및 TFCI에 대한 단속송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단속송신 제어기 141은 순방향 및 역방향 DPDCH로 트래픽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제어유지 부상태에

서 순방향 DPCCH의 파일럿심볼, TPC 및 TFCI 비트를 포함한 한 슬롯(또는 한 슬롯 전체)을 이동국과 약속된 슬롯(

또는 시간슬 롯)에서 단속적으로 송신을 할 수도 있다.

상기의 순방향 단속 송신 패턴은 역방향 단속 송신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지만 효율적인 전력제어를 위하여 둘 사이에

는 오프셋이 존재할 수 있다. 상기의 오프셋은 시스템 파라미터로 주어진다.

또한 상기 단속송신제어기 141은 단속 위치 선정기250의 출력에 따라 단속되는 심볼들의 위치를 랜덤하게 선정하거

나 또는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즉, 상기 단속 위치 선정기250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단속되는 슬롯

들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들면 1/3 단속인 경우 3번째 슬롯, 6번째, 9번째--- 들에서 송신함) 또한 상기 단

속 위치 선정기 250은 상기 도 15a, 도 15b 및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 및 방법으로 단속되는 슬롯의 위치를 

랜덤하게 선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단속 송신되는 슬롯 위치는 랜덤한 패턴에 의해 결정된다.

도 10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5b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 실

시 예에 따른 이동국 송신장치와의 구성상 차이점은 역방향 DPCCH를 구성하는 Pilot, TFCI, FBI 및 TPC 비트들이 

단속송신 제어기 241에 의하여 각각 다른 패턴으로 송신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속송신 제어기 (Gated Trans

mission Controller) 241은 순방향 및 역방향 DPDCH로 트래픽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역방

향 DPCCH중에서 Pilot, TFCI, FBI와 TPC비트를 이동국과 약속된 슬롯(또는 시간슬롯)에서 단속으로 송신을 한다. 

만약, 상기 단속송신 제어기 241을 이용하여 기지국이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단속송신을 수행하는 도중에 시그널링 

데이터를 전송시 시그널링 데이터가 송신되는 프레 임구간에서는 pilot 및 TFCI에 대한 단속송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단속송신 제어기 241은 순방향 및 역방향 DPDCH로 트래픽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역

방향 DPCCH의 파일럿심볼, TFCI, FBI 및 TPC비트를 포함한 한 슬롯(또는 한 슬롯 전체)을 이동국과 약속된 슬롯(

또는 시간슬롯)에서 단속적으로 송신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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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순방향 단속 송신 패턴은 역방향 단속 송신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지만 효율적인 전력제어를 위하여 둘 사이에

는 오프셋이 존재할 수 있다. 상기의 오프셋은 시스템 파라미터로 주어진다.

또한 상기 단속송신제어기 141은 단속 위치 선정기250의 출력에 따라 단속되는 심볼들의 위치를 랜덤하게 선정하거

나 또는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즉, 상기 단속 위치 선정기250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단속되는 슬롯

들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들면 1/3 단속인 경우 3번째 슬롯, 6번째, 9번째--- 들에서 송신함) 또한 상기 단

속 위치 선정기 250은 상기 도 15a, 도 15b 및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 및 방법으로 단속되는 슬롯의 위치를 

랜덤하게 선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단속 송신되는 슬롯 위치는 랜덤한 패턴에 의해 결정된다.

하기의 도 11a 내지 도 11d와, 도 12a 내지 도 12d는 상기 도 10a 및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은 기지국 및 이동국 

송신장치에 의해 단속 송신이 수행될 시 신호 송신도들이다. 상기 도 11a 내지 도 11d는 프레임 길이가 10msec이고,

한 프레임 내에 슬롯(Power Control Group)이 16개 존재하는 경우, 즉 하나의 슬롯의 길이가 0.625 msec인 경우에

단속 송신이 수행됨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도 12a 내지 도 12d는 프레임 길이가 10 msec이고, 한 프레임 내에 슬롯(

Power Control Group)이 15개 존재하는 경우, 즉 슬롯의 길이가 0.667 msec인 경우에 단속 송신이 수행됨을 보여

주고 있다.

도 11a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송신에 대한 제1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이다. 상기 도11a

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순방향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는 슬롯단위가 아닐 수도 있다. 즉, 인접한 두 개의 슬롯에서 

n번째 슬롯의 파일럿심볼과 n+1번째 슬롯의 TFCI, TPC를 순방향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게이팅율이 1/2인 경우에 슬롯번호 0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의 TFCI, TPC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

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게이팅율이 1/4인 경우에 슬롯번호 2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3의 TFCI,TPC가 순방향

(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게이팅율이 1/8인 경우에 슬롯번호 6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7의 TFCI,TPC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수신기에서 TPC신호의 복조방

법에 따라 n+1번째의 TPC를 복조하기 위하여 n번째의 파일럿 심볼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방향 DPCCH 단

속송신의 단위를 실제 슬롯단위와는 다르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단속송신을 하는 동안에 시그널링 메시지가 발생할 경우 순방향 혹은 역방향 DPDCH로 전송하게 된다. 따

라서 프레임 시작부분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도10a의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슬롯번호15(1

6번째 슬롯, 한 프레임의 마지막 슬롯)에 순방향 DPCCH의 TPC와 역방향 DPCCH의 TPC가 위치하도록 하여, n+1

번째 프레임의 첫 번째 슬롯을 n번째의 마지막 슬롯에 존재하는 TPC를 이용하여 전력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한

프레임의 마지막 슬롯에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슬롯을 전력제어하기 위한 TPC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한편, 앞서 설명한 UTRA시스템에서는 순방향과 역방향 프레임 시작시점의 오프셋(offset)이 250마이크로초로 고정

되어 있다. 그러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 단속송신에서는 상기 오프셋값이 호설정 과정에서 기지국과 단말이 DP

CCH 단속송신에 대한 파라메타 교환과정에서 임의의 값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상기 오프셋값은 호설정 과정에서 기

지국과 단말의 전송지연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으로 설정한다. 즉, 셀 반경이 30km이상인 경우에는 DPCCH 단속 송

신시 종래의 250마이크로초 보다는 큰 값을 둘 수도 있으며, 그 값은 실험에 의한 값이 될 수 있다.

도 11b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송신에 대한 제2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이다. 게이팅율이 1

/2, 1/4, 1/8인 각 경우에 대하여 단속송신이 시작될 때 순방향(Downlink) DPCCH의 전송이 역방향(Uplink) DPCCH

의 전송보다 앞서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게이팅율이 1/2, 1/4, 1/8인 각 경우에 'DL-UL timing'으

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 도 11b를 참조하면, 인접한 두 개의 슬롯에서 n번째 슬롯의 파일럿심볼과 n+1번째 슬롯의 TFCI, TPC를 순방

향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게이팅율이 1/2인 경우에 슬롯번호 0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의 TFCI, TPC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게이팅율이 1/4인 경우에 슬롯번호 2

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3의 TFCI,TPC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게이팅율이

1/8인 경우에 슬롯번호 6의 파일 럿심볼과, 슬롯번호 7의 TFCI,TPC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

로 설정되었다.

또한 한 프레임의 마지막 슬롯에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슬롯을 전력제어하기 위한 TPC를 위치시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슬롯번호15(16번째 슬롯)에 순방향(Downlink) DPCCH의 TPC와 역방향(Uplink) DPCCH의 TPC가 동

시에 위치되어 있다.

도 11c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송신에 대한 제3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이다. 게이팅율이 1

/2, 1/4, 1/8인 각 경우에 대하여 단속송신 시작될 때 역방향(Uplink) DPCCH의 전송이 순방향(Downlink) DPCCH의

전송보다 앞서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11c를 참조하면, 인접한 두 개의 슬롯에서 n번째 슬롯의 파일럿심볼과 n+1번째 슬롯의 TFCI, TPC를 순방

향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게이팅율이 1/2인 경우에 슬롯번호 1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2의 TFCI, TPC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게이팅율이 1/4인 경우에 슬롯번호 2

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3의 TFCI, TPC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게이팅율

이 1/8인 경우에 슬롯번호 6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7의 TFCI, TPC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

위로 설정되었다.

또한 한 프레임의 마지막 슬롯에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슬롯을 전력제어하기 위한 TPC를 위치시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슬롯번호15(16번째 슬롯)에 순방향(Downlink) DPCCH의 TPC와 역방향(Uplink) DPCCH의 TPC가 동

시에 위치되어 있다.

도 11d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송신에 대한 제4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이다. 게이팅율이 1

/2, 1/4, 1/8인 각 경우에 대하여 단속송신이 시작될 때 순방향(Downlink) DPCCH의 전송이 역방향(Uplink) DP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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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송보다 앞서고, 순방향과 역방향 단속송신 패턴을 같은 간격으로 설정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11d를 참조하면, 인접한 두 개의 슬롯에서 n번째 슬롯의 파일럿심볼과 n+1번째 슬롯의 TFCI, TPC를 순방

향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게이팅율이 1/2인 경우에 슬롯번호 0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의 TFCI, TPC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게이팅율이 1/4인 경우에 슬롯번호 0

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의 TFCI, TPC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게이팅율

이 1/8인 경우에 슬롯번호 2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3의 TFCI, TPC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

위로 설정되었다.

또한 한 프레임의 마지막 슬롯에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슬롯을 전력제어하기 위한 TPC를 위치시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슬롯번호15(16번째 슬롯)에 순방향(Downlink) DPCCH의 TPC와 역방향(Uplink) DPCCH의 TPC가 동

시에 위치되어 있다.

도 12a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송신에 대한 제6실시 예 에 따른 신호 송신도이다. 상기 도 12a

는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송신을 위한 게이팅율(Gating Rate)이 1/3인 경우, 즉 전체 슬롯중에서 1/3의 슬

롯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단속 송신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전체 15개의 슬롯중에서 5개의 슬롯에 해

당하는 부분에서 단속 송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순방향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는 슬롯단위가 아닌 것으로 설

정된다. 즉, 인접한 두 개의 슬롯에서 n번째 슬롯의 파일럿심볼과 n+1번째 슬롯의 TPC, TFCI를 순방향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한다. 따라서 전송되는 순서는 N번째 슬롯의 파일럿 심볼을 전송하고, 이후 n+1번째 슬롯의 T

PC 심볼 및 TFCI 심볼을 붙여서 전송한다.

상기 도 12a의 <case 1>은 단속송신이 시작될 때 역방향(Uplink) DPCCH의 전송이 순방향(Downlink) DPCCH의 전

송과 동일하게 수행되고, 순방항과 역방향 단속송신 패턴이 같은 간격으로 설정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때 인접한

두 개의 슬롯인 슬롯번호 1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2의 TPC, TFCI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

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4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5의 TPC, TFCI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

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7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8의 TPC, TFCI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

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10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1의 TPC, TFCI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13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4의 TPC, TFCI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

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case 2>는 단속송신이 시작될 때 역방향(Uplink) DPCCH의 전송이 순방향(Downlink) DPCCH의 전송보다 앞서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때 인접한 두 개의 슬롯인 슬롯번호 0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의 TPC, TFCI가 순방향(

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3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4의 TPC, TFCI가 순방향(

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6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7의 TPC, TFCI가 순방향(

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9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0의 TPC, TFCI가 순방

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12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3의 TPC, TFCI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case 3>은 단속송신이 시작될 때 역방향(Uplink) DPCCH의 전송이 순방향(Downlink) DPCCH의 전송보다 앞서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때 인접한 두 개의 슬롯인 슬롯번호 1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2의 TPC, TFCI가 순방향(

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4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5의 TFCI, TPC가 순방향(

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7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8의 TPC, TFCI가 순방향(

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10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1의 TPC, TFCI가 순방

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13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4의 TPC, TFCI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case 4>는 단속송신이 시작될 때 역방향(Uplink) DPCCH의 전송이 순방향(Downlink) DPCCH의 전송보다 뒤지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때 인접한 두 개의 슬롯인 이전 슬롯번호 14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0의 TPC, TFCI가 순

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2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3의 TPC, TFCI가 순

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5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6의 TPC, TFCI가 순

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8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9의 TPC, TFCI가 순

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11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2의 TPC, TFCI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case 5>는 단속송신이 시작될 때 역방향(Uplink) DPCCH의 전송이 순방향(Downlink) DPCCH의 전송보다 뒤지는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이때 인접한 두 개의 슬롯인 슬롯번호 0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의 TPC, TFCI가 순방향(

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3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4의 TFCI, TPC가 순방향(

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6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7의 TPC, TFCI가 순방향(

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9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0의 TPC, TFCI가 순방

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12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3의 TPC, TFCI가 

순방향(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도 12b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송신에 대한 제7실시 예 에 따른 신호 송신도이다. 상기 도 12b

는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송신을 위한 게이팅율(Gating Rate)이 1/5인 경우, 즉 전체 슬롯중에서 1/5의 슬

롯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단속 송신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전체 15개의 슬롯중에서 3개의 슬롯에 해

당하는 부분에서 송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순방향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는 슬롯단위가 아닌 것으로 설정된다

. 즉, 인접한 두 개의 슬롯에서 n번째 슬롯의 파일럿심볼과 n+1번째 슬롯의 TFCI, TPC를 순방향 DPCCH의 단속송

신 단위로 설정한다. 따라서 5개의 슬롯을 기준으로 한개의 파일럿심볼, TPC 심볼 및 TFCI 심볼들을 전송하며,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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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전송 순서는 n번째슬롯의 파일럿 심볼을 전송하고 이후 n+1번째 슬롯의 TPC 심볼 및 TFCI 심볼을 전송하다. 

이때 상기 TPC 심볼 및 TFCI 심볼은 붙여서 연속 전송한다.

상기 도 12b를 참조하면, 인접한 두 개의 슬롯인 슬롯번호 3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4의 TPC, TFCI가 순방향(Do

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8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9의 TPC, TFCI가 순방향(Do

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고, 슬롯번호 13의 파일럿심볼과 슬롯번호 14의 TPC, TFCI가 순방향(

Downlink) DPCCH의 단속송신 단위로 설정되었다.

도 12c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송신에 대한 제8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이다.

상기 도 12c를 참조하면, 단속 송신 패턴은 제어유지 부상태에서 역방향 DPCCH의 제일 마지막 슬롯을 단속 송신하

지 않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단속 송신 패턴은 기지국에서 채널 추정을 수행할 시 프레임의 제일 마지막 슬롯의 

파일롯 심볼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추정 성능이 우수하다. 또한 기지국에서 이동국이 송신한 FBI 비트를 

프로세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도 12d는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DPCCH의 단속송신에 대한 제9실시 예에 따른 신호 송신도로, 제어유지 부상

태에서 단속 송신을 수행하는 동안 순방향 메시지 송신에 따른 단속 송신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도 12d를 참조하면, 순방향 메시지가 송신되는 프레임 구간 동안(DPDCH transmission)에 파일럿 및 TFCI는 

단속 송신을 중단하고, TPC만을 단속 패턴에 따라 계속적으로 단속 송신을 할 수도 있다.

상기 도 1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역방향 메시지가 송신되는 프레임 구간 동안(DPDCH transmission)에 

파일럿 및 TFCI는 단속 송신을 중단하고, FBI 및 TPC를 단속 패턴에 따라 계속적으로 송신을 할 수도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시스템이 단속 송신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상기 단속 송신

중인 상태에서도 송신되는 전용제어채널의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동국과 

기지국이 단속 송신을 시작한 경우에 상대편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측정하여 전력제어비트를 생성 및 전송하며, 또한 

수신되는 전력제어비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동작을 살펴본다.

전용제어채널 데이타의 단속 송신은 상위계층에서 지시하는 시간에 시작하고 종료한다. 상기 단속송신 모드에서 기

지국과 이동국은 송신할 DPCH에 DPDCH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그 동작이 달라지게 된다. 상

기 DPCH에 DPDCH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송신측의 단속송신 제어기는 상기 전용제어채널의 데이터를 제어하

여 해당하는 슬롯그룹에서 위치가 선정된 슬롯의 데이터만을 송신하고 그 이외의 슬롯들의 데이터는 송신되지 못하

도록 제어한다. 이때 상기 슬롯그룹 단위로 단속 제어할 슬롯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상기한 바와 같이 미리 결정

된 단속 패턴(gating pattern)에 따라 수행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SFN 또는 CFN 등을 이용하여 불규칙

한 패턴으로 슬롯의 단속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DPCH에 DPDCH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송신기는 모든 타임

슬롯에서 송신을 한다. 그러나 수신 측은 수신되는 프레임의 모든 슬롯들 중에서 선정된 단속위치의슬롯만 전력제어 

관점에서 유효한 슬롯으로 인식한다. 상기와 같은 단속송신은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하향링크에서만 적용될 수도 있

고, 또한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에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상기 단속 송신을 수행하는 경우의 전력제어는 상기 하향

링크에만 단속송신이 적용될 때와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에 동시에 단속송신이 적용될 때 서로 다르게 동작한다.

상기 상향링크 전력제어는 기지국이 상향링크의 통신 품질(quality)을 측정하여 전력제어비트 (TPC, Transmit Pow

er Control)를 발생하는 방법과, 상기 발생된 전력제어비트를 하향 링크를 통해 전송하였을 때 이동국이 이를 수신하

여 이동국 송신전력을 조절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하향링크 전력제어는 이동국이 하향링크의 통신품질을 측정하여 

전력제어비트를 발생하는 방법과, 상기 발생된 전력제어비트를 상향링크를 통해 전송하였을 때 기지국이 이를 수신

하여 기지국 송신전력을 조절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상기 단속 송신 중의 전력제어 방법을 설명할 때, 상기 전력제어

비트를 발생하고 전송하는 시점과 수신된 전력제어비트를 이용하여 송신전력을 조절하는 시점을 기지국과 이동국의 

관점에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에 단속 송신 동작이 수행될 때의 전력제어 동작을 살펴본다.

상기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에 단속 송신 동작의 수행되면, 기지국과 이동국이 송신할 수 있는 슬롯이 불연속적인 패턴

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불연속 패턴을 고려하여 전력제어를 실시해야 한다. 도 17a와 도 17b는 상향링크와 하향링크 

모두 단속송신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의 전력제어에 대한 시간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동국 상향 송신전력 조절 동작을 살펴보면,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가장 최근 유효한 슬롯에 수신한, 즉 하향링

크의 단속 송신위치의 슬롯( gating on slot)에서 전력제어비트를 추출하고, 이 전력제어비트의 값에 따라 이동국의 

전용제어채널 데이타의 송신전력을 조절한다. 이때 상기 단속송신에 따른 불연속 패턴의 종류에 따라 하향링크의 유

효한 슬롯과 상향링크의 유효한 슬롯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이동국은 유효한 수신 전력제어비트를 저장하고

있다가 송신할 수 있는 슬롯이 되면 이를 적용하여 송신한다.

하향전력제어를 위한 전력제어비트 발생과 송신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이동국은 유효한 하향링크의 슬롯(gating on 

slot) 동안 하향링크의 통신 품질을 측정하여 전력제어비트를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된 전력제어비트는 유효한 상향

링크 타임슬롯이 될 때까지 저장하였다가 송신한다.

기지국 하향 송신전력 조절 동작을 살펴보면,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가장 최근 유효한 슬롯에 수신한, 즉 상향링

크에서 송신된 슬롯에서 전력제어비트를 추출하고, 이 전력제어비트의 값에 따라 기지국 송신전력을 조절한다. 이때 

단속 송신에 의해 야기되는 불연속 패턴의 종류에 따라 상향링크의 유효한 슬롯과 하향링크의 유효한 슬롯이 서로 다

를 수 있으므로, 상기 이동국은 유효한 수신 전력제어비트를 저장하고 있다가 송신할 수 있는 슬롯이 되면 이를 적용

하여 송신한다.

상향전력제어를 위한 전력제어비트 발생과 송신 동작을 살펴보면, 기지국은 유효한 상향링크의 타임슬롯동안 상향링

크의 quality를 측정하여 전력제어비트를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된 전력제어비트는 유효한 하향링크 타임슬롯이 될 

때까지 저장하였다가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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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단속송신 기능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향링크에만 단속송신이 적용될 때의 전력제어 동작을 살

펴본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향링크에만 단속송신이 적용되면 이동국은 상기 전용제어채널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송신

하는 반면, 기지국은 상기한 바와 같이 슬롯그룹 단위로 선정되는 단속위치의 슬롯 데이터 만을 송신하게 된다. 따라

서 기지국은 상기한 바와 같이 송신할 수 있는 슬롯이 불연속적인 패턴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상기 이동국과 기지국이

모두 단속 송신을 수행하는 경우와 다른 방법의 전력제어를 실시해야 한다. 도 18a와 도 18b는 하향링크에서만 단속

송신이 적용될 때의 전력제어 동작에 대한 시간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동국 상향 송신전력 조절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가장 최근 유효한 슬롯에서 수신한, 즉 

하향링크에서 슬롯그룹 단위로 선정된 단속 위치의 슬롯을 통해 수신되는 전력제어비트를 추출하며, 이 전력제어비

트의 값에 따라 이동국 송신전력을 조절한다. 이때 상기 단속송신에 따른 불연속 패턴의 종류에 따라 하향링크의 유

효한 슬롯과 상향링크의 유효한 슬롯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동국은 유효한 수신 전력제어비트를 저장하고 있다

가 송신할 수 있는 슬롯이 되면 이를 적용하여 송신한다.

하향전력제어를 위한 전력제어비트 발생과 송신 동작을 살펴보면, 이동국은 유효한 하향링크의 슬롯동안 하향링크의

통신품질을 측정하여 전력제어비트를 발생한다. 이동국은 이렇게 발생된 전력제어비트를 즉시 기지국에 전송하며, 

새로운 전력제어비트를 발생할 때까지 반복해서 송신한다. 상기 이동국이 전력제어비트를 반복해서 송신하는 이유는

기지국에서 하향링크를 통해 송신할 수 있는 슬롯이 될 때까지 한개 이상의 전력제어비트를 기지국이 수신하게 되며,

이렇게 반복 전송하여 전력제어비트 오류 확률을 줄이기 위함이다.

기지국 하향 송신전력 조절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전력제어비트를 추출하여 이 전

력제어비트의 값에 따라 기지국 송신전력을 조절한다. 이때 기지국은 이동국이 반복해서 송신한 한개 이상의 전력제

어비트들을 이용하여 전력제어비트를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향링크의 제어채널신호를 단속하고 하향링크의 제어채널신호를 단속하

지 않거나, 또는 하향링크의 제어채널신호를 단속하고 상향링크의 제어채널신호를 단속하지 않지 않는 경우, 또는 상

향링크 및 하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의 데이터를 모두 단속하는 경우에도 기지국 및 이동 국의 송신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지국에서의 동기 재 포착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역방향 DPCCH

의 연속적인 송신에 의한 간섭증가 및 이동국 사용시간 감소, 순방향 링크로의 역방향 전력제어비트 송신에 의한 간섭

증가 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용량을 증대 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순방향 링크의 채널의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채널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전송할 데이터가 없을 시 랜덤위치 선정기를 구동하여 게이팅 슬롯위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게이팅 슬롯 위치에서 상기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고 나머지 슬롯 위치에서는 상기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

지 않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의 데이터는 프레임들의 열을 구비하고, 상기 각 프레임은 복수의 슬롯들을 구비하며, 상기

각 프레임 내의 상기 슬롯들은 복수의 슬롯들을 가지는 게이팅 슬롯그룹으로 분할되며, 상기 각 게이팅 슬롯그룹은 

게이팅 슬롯위치에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은 15슬롯들로 이루어지고, 상기 게이팅 슬롯그 룹은 5개의 슬롯들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은 15슬롯들로 이루어지고, 상기 각 게이팅 슬롯 그룹은 3개의 슬롯들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랜덤위치선정기가 게이팅 슬롯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시스템프레임번호에 특정 정수를 곱하여 x를 구하는 과정과,

이전 상태의 게이팅 슬롯그룹의 스크램블링코드의 시작시점에서 상기 x칩 떨어진 위치의 N개의 비트를 선택하는 과

정과,

상기 선택된 비트들을 상기 슬롯그룹을 구성하는 슬롯의 수로 모듈로 연산하여 슬롯그룹의 단속할 슬롯 위치를 결정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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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위치선정기가 단속할 슬롯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하기 <수학식 11>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수학식 11

G : 게이팅 슬롯 그룹 번호

G prev : 이전 게이팅 슬롯 그룹 번호

C i : I번째 프레임의 CFN 숫자 

T : 게이팅율의 역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위치 선정기가 제1게이팅 슬롯 그룹 및 마지막 게이팅 슬롯 그룹을 제외한 게이팅 슬롯 위

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하기 <수학식 12>에 의해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수학식 12

A j : 고정된 시퀀스에서 j 비트 옵셋을 가하여 얻어진 시퀀스

C i : CFN을 반복하여 얻어진 시퀀스

S G : 하나의 게이팅 슬롯그룹을 구성하는 슬롯의 수

N G : 한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이팅 슬롯 그룹의 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위치선정기가 첫 번째 슬롯을 제외한 첫 번째 게이팅슬롯그룹의 게이팅 슬롯위치를 결정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위치선정기가 마지막 슬롯으로 마지막 게이팅 슬롯 그룹의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되는 제어 데이터가 파일럿심볼 및 TPC 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되는 제어 데이터가

상기 결정된 위치의 게이팅 슬롯 위치에 위치된 TPC와 상기 결정된 게이팅 슬롯 위치의 앞에 위치되는 슬롯의 파일

럿심볼 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상기 순방향 채널을 통해 전송 할 데이터가 없을 시 상기 기지국이 게이

팅 시작 시간 및 게이팅율을 포함하는 게이팅정보를 전송함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국이 역방향 링크의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기지국으로 전송할 역방향 링크 채널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상기 역방향 링크 채널을 통해 전송할 데이터가 없을 시 상기 기지국에 역방향 링크의 제어 데

이터의 단속 전송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게이팅 시작시간 및 게이팅율을 포함하는 게이팅 정보를 수신할 시, 랜덤위치 선정기를 구동하

여 게이팅 슬롯위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게이팅 슬롯 위치에서 상기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고, 나머지 슬롯들의 위치에서는 상기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프레임들의 열을 구비하고, 각 프레임은 복수의 슬롯들을 구비하며, 상기 각 프레임 내의 상기 슬롯들은 복수의 슬롯

들을 가지는 복수의 게이팅 슬롯 그룹으로 분할되고, 각 게이팅 슬롯 그룹은 복수의 슬롯들을 구비하며, 상기 프레임

들 중 i 번째 프레임 내의 상기 복수 슬롯들로 데이터를 게이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기 <수학식 13>에 의해 결정되는 슬롯 위치에 데이터를 전송함을 징으로 하는 램덤 게이팅 방법.

수학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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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I번째 프레임 내의 게이팅 슬롯그룹의 수

A j : j번째 게이팅 슬롯그룹에 관련된 시퀀스이며, 시퀀스는 j 비트 옵셋을 가하여 얻어짐

C i : I번째 CFN을 반복하여 얻어진 시퀀스

S G : 하나의 게이팅 슬롯그룹을 구성하는 슬롯의 수

N G : 한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이팅 슬롯그룹의 수

청구항 15.
프레임들의 열을 구비하고, 각 프레임은 복수의 슬롯들을 구비하며, 상기 각 프레임 내의 상기 슬롯들은 복수의 슬롯

들을 가지는 복수의 게이팅 슬롯 그룹으로 분할되고, 각 게이팅 슬롯 그룹은 복수의 슬롯들을 포함하며, 상기 프레임

들 중 i번째 프레임 내의 상기 복수 슬롯들로 데이터를 게이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기 <수학식 14>의 게이팅 슬롯 위치를 이용하여 게이팅 슬롯그룹들의 게이 팅 슬롯위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게이팅 슬롯 위치에서 TPC 비트를 전송하고, 나머지 슬롯들의 TPC 비트들은 전송하지 않는 과정을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팅 방법.

수학식 14

상기 <수학식 14>에서 각 기호들은 하기와 같다.

s(i,j)는 I 번째 프레임 내의 j번째 게이팅 슬롯 그룹 내의 슬롯 위치

A j : j번째 게이팅 슬롯 그룹에 관련된 시퀀스이며, 상기 시퀀스는 주어진 시퀀스에서 j 비트 옵셋을 가하여 얻어짐

C i : I번째 CFN을 반복하여 얻어진 시퀀스

S G : 하나의 게이팅 슬롯 그룹을 구성하는 슬롯의 수

N G : 한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이팅 슬롯 그룹의 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게이팅 전송하는 과정이, 상기 결정된 게이팅 슬롯 위치의 TPC와 상기 결정된 게이

팅 슬롯위치의 앞에 위치되는 슬롯의 파일럿심볼을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팅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이,

하기 수학식 15에 의해 상기 i 번째 프레임의 첫 번째 게이팅 슬롯그룹 내에서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게이팅 방법.

수학식 15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이, 마지막 슬롯으로 I번째 프레임의 마지막 게이팅 슬롯 그

룹 내에서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게이팅 방법.

청구항 19.
프레임 열을 구비하고, 각 프레임은 복수개의 슬롯들을 구비하는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게이팅 시작시간 및 게이팅율을 나타내는 게이팅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설정된 구간 동안 랜덤 패턴으로 상기 전용제어채널의 슬롯 신호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 패턴이 하기 <수학식 16>에 의해 게이팅 슬롯 위치가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

수학식 16

j : I번째 프레임 내의 게이팅 슬롯그룹의 수

A j : j번째 게이팅 슬롯그룹에 관련된 시퀀스이며, 시퀀스는 j 비트 옵셋을 가하여 얻어짐

C i : I번째 CFN을 반복하여 얻어진 시퀀스

S G : 하나의 게이팅 슬롯그룹을 구성하는 슬롯의 수

N G : 한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이팅 슬롯그룹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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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트래픽채널 및 전용제어채널의 데이터들은 각각 프레임들의 열을 구비하고, 상기 각 프레임은 복수의 슬롯들을 구비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송신장치에 있어서,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상기 순방향 링크에 전송할 데이터가 없을 시 동작되어 단속할 게이팅 슬롯위치를 결정하며, 

상기 게이팅 슬롯 위치 결정시 각 프레임 내의 상기 슬롯들은 복수의 슬롯들을 가지는 게이팅 슬롯그룹들로 분할하고

상기 분할된 게이팅 슬롯그룹 내의 임의 슬롯 위치를 선정하는 단속위치선정기와,

상기 선정된 게이팅 슬롯위치에 해당하는 상기 전용제어채널의 슬롯을 제어하는 단속송신제어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송신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단속위치선정기가 하기 <수학식 17>에 의해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송신장치.

수학식 17

j : I번째 프레임 내의 게이팅 슬롯그룹의 수

A j : j번째 게이팅 슬롯그룹에 관련된 시퀀스이며, 시퀀스는 j 비트 옵셋을 가하여 얻어짐

C i : I번째 CFN을 반복하여 얻어진 시퀀스

S G : 하나의 게이팅 슬롯그룹을 구성하는 슬롯의 수

N G : 한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이팅 슬롯그룹의 수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단속위치선정기가 하기 <수학식 18>에 의해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송신장치.

수학식 18

s(i,j)는 I 번째 프레임 내의 j번째 게이팅 슬롯 그룹 내의 슬롯 위치

A j : j번째 게이팅 슬롯 그룹에 관련된 시퀀스이며, 상기 시퀀스는 주어진 시퀀스에서 j 비트 옵셋을 가하여 얻어짐

C i : I번째 CFN을 반복하여 얻어진 시퀀스

S G : 하나의 게이팅 슬롯 그룹을 구성하는 슬롯의 수

N G : 한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이팅 슬롯 그룹의 수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단속위치선정기가 하기 <수학식 19>에 의해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송신장치.

수학식 19

s(i,j)는 I 번째 프레임 내의 j번째 게이팅 슬롯 그룹 내의 슬롯 위치

A j : j번째 게이팅 슬롯 그룹에 관련된 시퀀스이며, 상기 시퀀스는 주어진 시퀀스에서 j 비트 옵셋을 가하여 얻어짐

C i : I번째 CFN을 반복하여 얻어진 시퀀스

S G : 하나의 게이팅 슬롯 그룹을 구성하는 슬롯의 수

N G : 한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이팅 슬롯 그룹의 수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단속위치선정기가 하기 <수학식 20>에 의해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송신장치.

수학식 20

s(i,j)는 I 번째 프레임 내의 j번째 게이팅 슬롯 그룹 내의 슬롯 위치

A j : j번째 게이팅 슬롯 그룹에 관련된 시퀀스이며, 상기 시퀀스는 주어진 시퀀스에서 j 비트 옵셋을 가하여 얻어짐

C i : I번째 CFN을 반복하여 얻어진 시퀀스

S G : 하나의 게이팅 슬롯 그룹을 구성하는 슬롯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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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 : 한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이팅 슬롯 그룹의 수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단속송신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게이팅 슬롯 위치의 앞에 위치되는 슬롯의 파일럿심볼과, 상

기 결정된 게이팅 슬롯위치의 적어도 하나의 TPC 및 TFCI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송

신장치.

청구항 27.
트래픽 채널 및 전용제어채널의 데이터들은 각각 프레임들의 열을 구비하고, 상기 각 프레임은 복수의 슬롯들을 구비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단말기의 송신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게이팅 시작 시간 및 게이팅율을 포함하는 게이팅 정보를 수신하여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하며, 각

각 게이팅 슬롯 위치들을 가지는 복수의 게이팅 슬롯 그룹들 내의 슬롯들을 분할하는 단속위치선정기와,

상기 설정된 게이팅 슬롯 위치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게이팅 슬롯 그룹의 다른 슬롯 신호들은 전송하지 않는 단속

송신제어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통신 시스템의 단말기의 송신장치.

청구항 28.
프레임들의 열을 구비하고, 각 프레임은 복수의 슬롯들을 구비하며, 상기 각 프레임 내의 상기 슬롯들은 복수의 슬롯

들을 가지는 복수의 게이팅 슬롯 그룹들로 분할되고, 상기 게이팅 슬롯 그룹은 복수의 슬롯들을 포함하며, 상기 프레

임들 중 i번째 프레임 내의 상기 복수 슬롯들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i번째 프레임 번호를 반복하여 얻어진 시퀀스 C i 를 저장하는 제1메모리와,

주어진 시퀀스에 의해 구해지는 j번째 슬롯그룹시퀀스 A j 를 저장하는 제2메모리와,

상기 시퀀스 C i 및 A j 를 배타적 논리합 연산하는 곱셈기와,

상기 배타적 논리합 연산된 신호를 슬롯그룹 내의 슬롯수로 모듈로 연산하여 게이팅 슬롯그룹 내의 게이팅 슬롯 위치

를 결정하는 모듈로연산기와,

상기 결정된 게이팅 슬롯 위치에서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게이팅 슬롯 그룹 내의 다른 슬롯들은 전송하지 않

는 단속송신제어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단속제어기가 상기 결정된 게이팅 슬롯 위치의 TPC 와 상기 결정된 게이팅 슬롯 위치의 앞에

위치되는 슬롯의 파일럿심볼의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로 연산기가 첫 번째 게이팅 슬롯그룹 내의 첫 번째 슬롯을 제외한 나머지 슬롯들 중 하나

의 슬롯에 데이터가 실리도록 게이팅 슬롯 위치를 결정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로연산기가 상기 마지막 슬롯그룹 내의 마지막 슬롯에 데이터가 실리도록 게이팅 슬롯 위

치를 결정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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