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특허 10-0429540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6
H04Q 7/2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1) 출원번호
(22) 출원일자

10-1998-0035310
1998년08월26일

(65)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조동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4 신동아아파트 6동 1105호

2004년08월09일
10-0429540
2004년04월19일
10-2000-0015422
2000년03월15일

박성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29-13 1층 102호
김선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3동 104-9호
이현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벽산아파트 806동 901호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정해곤

(54) 이동통신시스템의패킷데이터통신장치및방법

요약
이동 통신 시스템의 채널 액세스 제어 방법이, 기지국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채널 코드에 대한 상태정보를 방송채널
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이동국이 상기 방송 채널의 시스템 정보, 호출 받은 단말 정보, 채널의 상태 정보를 수신하
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랜덤 액세스 여부를 결정한다.
대표도
도 1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지국에서 셀 내에 있는 모든 이동 단말에게 시스템 정보를 알려주는 방송 채널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이동 단말이 기지국에 액세스하기 위한 랜덤 액세스 채널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기지국이 셀 내의 이동 단말을 호출하거나 이동 단말의 액세스에 대한 응답을 전송하기 위한 순방향 액세스
채널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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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이동 단말이 기지국에 액세스를 요구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기지국이 셀 내에 있는 모든 이동 단말에게 시스템 정보 이외에 채널 코드 정보를 알
려주기 위한 방송 채널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 단말이 액세스를 시도하거나 비연결형 서비스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랜덤
액세스 채널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서비스 중에 채널을 추가하거나 해제하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채널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방송 채널의 채널 상태 정보와 액세스 확률 을 기반으로 액세스 시도 여부를 결정하
는 이동국의 액세스 채널 결정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국의 채널 액세스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액세스가 성공하고 난 이후의 이동국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방송 채널을 통해 시스템 정보와 사용 가능한 채널의 정보를 알려주고, 순방향 액세
스 채널로 호출 정보와 이동국의 액세스가 성공했음을 알려주고, 데이터 전송 채널을 통해 채널을 추가할 것인지 해
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지국의 동작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방송 채널을 통해 사용 가능한 채널 코드 정보를 알려줄 때의 이동국의 랜덤 액세스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의 통신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지국과 이동국 간의 패킷 데이터를 통신시 채널 억세스 확
률을 최소화하고 전송율을 동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회선 교환 서비스와 패킷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회선 교환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시에 사용자와 사용자간의 연결이 설정되어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형태이다. 그리고 패킷 서비
스는 일정 길이를 갖는 패킷으로 나누어 전송하는데, 이 때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연결은 패킷이 전송될 때마다 다르
게 된다.
종래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액세스를 요구하는 이동국을 위해 시스템 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채널(broadca
sting channel)의 구조가 도1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 1과 같은 구조를 갖는 방송채널은 10ms 길이의 라디오 프레임(radio frame)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데, BI는
상기 라디오 프레임을 구분하는 것이고, Tx Power는 송신 전력 레벨을 나타낸다. SFN은 슈퍼프레임 번호(Superfra
me Number)로 72개의 라디오 프레임을 하나의 슈퍼프레임으로 하여 역방향 롱코드(Long Code)의 위상 계산에 필
요하다. UP Interference는 역방향 간섭량을 나타내고, W는 물리 계층의 프레임 단위 별로 상위 프레임의 시작과 계
속, 종료를 나타낸다. CRC는 매체접근제어 부계층 프레임 단위마다 오류검출하기 위한 것이고, TA는 부호화(Convol
utional Coding)을 위한 테일 비트(Tail bit)이다.
도 2는 종래의 랜덤 억세스 채널(Random Access channel)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2는 역방향 랜
덤 액세스 채널의 프레임 구조로써, 이동국은 통화 채널의 할당을 요구하거나 적은 양의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채널을 사용한다.
상기 도 2에서 D는 더미 비트(Dummy bit)이고, UC는 통화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신호 트래픽인지 간단한 패킷 데이
터를 전송하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TN 은 터미네이션 노드(Termination Node)를 나타나는 것으로, 이 데이
터가 기지국에서 처리되는 것인지 기지국 제어단에서 처리되는 것인지를 나타낸다. S는 시퀀스 번호(Sequence Num
ber)로 수신된 데이터가 중복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PID는 이동국을 구분하는 식별자(Paging Identif
ication)이다.
도 3은 종래의 종래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액세스 요구에 대해 기지국이 응답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순방
향 액세스 채널(down link access channel)의 프레임 구조이다. 상기 도 3에서 PID는 기지국이 이동국으로부터의 액
세스를 수신한 이동국을 나타내는 식별자이다.
도 4는 상기 도 1에서 도 3 가지 도시된 채널들을 이용한 이동국의 액세스 절차를 나타낸 종래의 억세스 절차를 도시
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이동국은 기지국과 동기를 맞춘 후 자신이 액세스할 랜덤 액세스 채널의 오프셋을 획득하고,
랜덤 액세스를 통해 채널 액세스를 위한 데이터의 전송을 시도한다. 이때 기지국은 상기 랜덤 액세스 채널을 통해 전
송된 데이터가 충돌없이 수신될 경우, 이를 다음 순방향 액세스 채널을 통해 응답을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응답을 수
신한 이동국은 다시 랜덤 지연 이후에 채널 액세스를 시도한다. 상기 도 4에서 이동국은 16번 슬랏으로 데이터를 전
송하는 예를 도시하고 있다.
차세대 무선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이동국의 랜덤 액세스(random access)에 대해 효율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액세스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동무선 통신시스템은 액세스 요구에 대한 응답 대기 시간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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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타임 슬롯이나 라디오 프레임(radio frame)과 같은 기본적인 액세스 단위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액세스 시에 전송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단말기들의 액세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단말의 액세스 정보간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랜덤 액세스 채널들의 지원이 필
요하다.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DSA++(Dynamic Slot Assignment)와 같은 매체접근제어 프로토
콜(Medium Access Control protocol : MAC protocol) 에서는 채널의 요구는 정상적인 슬롯보다 작은 미니 슬롯의
단위로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은 미니슬롯 단위로 액세스 요구를 수행할 경우에 전송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줄어들게
되며,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채널 액세스 시에 전송되는 정보는 채널의 할당에 필요한 기본정보로 제한하였다.
멀티미디어 트래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품질(QoS : Quality of Service)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선채널의 동적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즉,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네트워크에서의 고정비트율
(CBR : Constant Bit Rate), 실시간 가변비트율(RT-VBR : Real Time-Variable Bit Rate), 가변비트율(VBR : Vari
able Bit Rate), 유효비트율(ABR : Available bit Rate)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트래픽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상기 가변비트율과 같은 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는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매
체접근제어 부계층(sublayer)에서 무선자원의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매체접근제어 프로토콜에서의 채널 액세스 메카니즘은 경쟁 방식(Contention-Base
d)의 전송과 예약 방식에 의한 전송이 동시 에 지원되어야 한다. 종래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제안한 채널 액세스 메
카니즘은 슬랏 알로하(slotted-ALOHA) 메카니즘에 의해 동작한다. 이동단말은 랜덤 액세스 채널을 통해 경쟁 방식
으로 신호 채널의 할당을 요구하게 되고, 액세스가 수용되면 기지국은 신호채널을 할당하게 된다. 이 경우에 무선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액세스의 성능은 랜덤 액세스 채널의 수와 전송되는 신호 메시지의 양에 의해 결정
되는데, 종래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랜덤액세스시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옵셋(Offset) 주기의 채널 액세스와 하나의
라디오 프레임에 수용 가능한 채널할당 메시지를 사용한다. 할당된 신호채널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품질 정보들을 교환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트래픽 채널을 할당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종래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용 트래픽 채널을 통한 회선모드 서비스로 채널의 추가적인 할당을 위해
서는 별도의 신호 메시지의 교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채널 할당 및 해제 절차는 무선자원제어(RBC : Radio Bea
rer Control)와 같은 3계층 엔터티에 의해 처리되므로 실시간 처리가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멀기지국이 특정 채널을 통해 램덤 엑세스에 필요한 상태 정보들을 전
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채널 엑세스시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통신 중에 전송되는 데이터 량에 전송율을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품질을 고려한 채널 할당과 액세스 충돌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널 액세스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할 시, 채널의 상태 정보 전송, 단말기의 액세스
확률 제어, 동적인 채널 관리 등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 억세스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의 채널 액세스 제어 방법이, 기지국이 실시간
으로 변경되는 채널코드 들의 사용 유무를 표시하는 상태정보를 포함하는 방송채널 프레임을 생성한 후 일정 시간 주
기로 상기 방송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이동국이 상기 수신되는 방송채널의 프레임 정보에서 상기 사용가능한
채널코드를 선택하여 채널할당 요구 메시지를 생성한 후, 랜덤 액세스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랜덤 액세
스 채널을 통해 채널할당요구 메시지가 수신될 시, 상기 기지국이 채널 할당 및 전송율을 설정하여 순방향 액세스 채
널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부호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 식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할 때, 채널의 상태 정보 전송, 단말기의 액세스 확률 제어, 동적인 채널 관리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멀티
미디어(MAC) 부계층 상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할 때, 기지국이 방송 채널을 통해 채널 정보를 알려 주고 액세스
확률을 제어하는 방법을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설명에서 앞서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및 이동국의 구성은 일반적인 구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즉, 상기 기지국 및 이동국의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종래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및 이동국의 하드웨어 구
성과 동일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방송채널(BCCH : Broadcast Channel)을 통해 시스템 정보,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코드의 번호(status info), 그리고
이동국의 호출을 알리는 호출 아이디(PID : Paging ID) 등이 전송된다. 이들 정보를 모두 전송하기 위해 64ksps 채널
을 사용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송채널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으로써, 상기 방송채널 프레임
에 기재된 각 필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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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hannel Indicator) : 10ms의 방송채널 라디오 프레임 내에 광대역 CDMA 시스템에서의 BCCH1, BCCH2 및 PC
H(Paging Channel) 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알려주는 식별자이다. 상기 방송채널의 프레임 내에 단말의 호출을 위한 PI
D가 포함되지 않으면, 상기 CI는 00나 01의 값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상기 CI가 00이면 BCCH1이고, 01이면 BCCG
2이며, 1X이면 PCH라 가정한다.
Tx power는 전송단의 송신전력 레벨을 알려준다.
SFN(Superframe Number)는 역방향 롱코드(long code)의 위상 계산 및 슈퍼프레임(superframe) 동기에 사용하는
시스템 프레임 번호를 나타낸다.
UIP(Uplink Interference Power)는 섹터별 최신 역방향 링크의 간섭량 측정값을 나타낸다.
W는 분해 및 조립을 표시하는 비트로 계층 1의 프레임 단위 별로 역방향 프레임의 시작, 계속, 종료를 나타낸다.
BCCH_DATA는 시스템의 파라미터 정보가 포함된다.
PU(Paged User)는 기지국에 의해 해당 프레임에서 호출되는 단말의 수를 나타낸다.
PID는 전송정보와 관련된 호 또는 이동국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값을 나타낸다.
Status Info는 해당 기지국에서 사용 가능한 트래픽 채널(0 - 255)의 사용여부를 알려주는 상태정보이다.
PAD는 MAC 프레임의 길이를 고정 길이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CRC는 MAC 부계층 프레임 단위마다 오류검출 부호를 부가하여 오류검출을 수행하며,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위
계층의 재전송 프로토콜에서 재전송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TA는 새김부호를 위한 테일비트를 나타낸다.
상기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도 5와 같은 방송채널 프레임을 수신하여 가용채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
용한 랜덤 액세스 채널을 통해 기지국에 트래픽 전송을 위한 전용채널의 할당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상기 이동국은
랜덤 액세스 절차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서 비연결형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다. 도 6은 본 발명
의 실시예에 따른 랜덤액세스 절차와 비연결형 서비스의 지원을 위한 랜덤 억세스 채널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고 있
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이동국이 랜덤 액세스를 시도할 경우, 전송데이타가 사용자 정보인지 제어정보인지를 U/C 필
드에 기록한다. 또한 기지국 측의 종단 식별 정보 TN과 MAC SDU의 계속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그리고 프레임의 중
복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프레임 번호를 기록한다. 그리고 채널의 할당요구와 같은 제어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NR
필드와 AR 필드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상기 NR 필드에는 이동단말이 기지국에 데이터 전송을 위해 반드시
할당되어야 할 채널전송율을 16ksps단위로 지정한다. 또한 상기 AR 필드에는 가변 대역할당을 위해 추가적으로 할
당될 수 있는 채널 전송율을 지정한다. 만약 이동국이 NR과 AR 필드의 값을 0으로 설정하면 16Ksps의 채널만을 요
구한 경우이므로 추가적인 할당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연결형 데이터 전송일 경우에는 U/C필드를 사용자 데이터로 설정하며, NR과 AR 필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순방향은 제어정보에서 사용되는 C/R 필드는 현재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제어정보가 이동국의 요구에 대
한 응답인지, 새로운 명령인지를 식별하는 식별자로 사용된다 제어정보가 응답 정보일 경우에는 NR필드의 값이 이동
국이 요구한 값과 동일하게 되며, AR 필드의 값은 기지국이 실질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된다.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채널 할당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면, 이동국은 해당 채널로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하게 된다.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가변 비트의 전송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MAC 프로토
콜에서는 A/D 필드와 AR 필드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채널의 할당 및 해제가 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7에서 현재 할당된 채널대역에 대해 전송율 변경을 수행할 경우에, 상기 AR 필드에 의해 지시되는 채널대역
만큼을 A/D 필드의 값에 의해 추가 할당하거나 해제하게 된다. 이 경우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채널 추가 및 해제에
대한 확인을 위해 C/R 필드와 SN 필드를 사용하게 된다.
상기 도 5와 같은 방송채널 프레임 구조, 도 6과 같은 억세스 채널 프레임 구조 및 도 8과 같은 데이타 전송 프레임 구
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구과 기지국 간의 통신 동작을 살펴본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의 채널 억세스 결정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이동국은 상기 도 5와 같은 구조를 갖는 방송채널 프레임 데이터를 수신하면, 111단계에서 상
기 방송채널의 상태 정보 Status info를 검사하여 가용할 수 있는 억세스 채널의 코드 수 N을 카운트한다. 이후 상기
이동국은 113단계에서 상기 카운트된 N개의 가용코드들 중 억세스할 코드를 선택한 후, 115단계에서 억세스 확률 P
를 구한다. 이때 상기 억세스 확률은
로 구할 수 있다. 상기 이동국은 상기 억세스 확률 P를 구
한후, 117단계에서 채널 억세스를 시도하며, 채널 억세스가 이루어지면 119단계에서 지정된 코드를 통해 채널 억세
스 요구를 전송한다.
먼저 이동국은 활성화 상태에서 기지국으로 부터 방송정보를 연속적으로 수신함으로써 시스템의 상황에 적응하게 된
다. 이때 상기 기지국이 방송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정보에는 시스템 파라미터, 페이징 단말의 식별자 PID, 그리고 해
당 기지국내의 채널에 대한 가용여부를 표시하는 상태정보 Status info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 이동국은 상기 방송채
널의 정보를 수신하여 시스템 파라미터를 시스템 운용에 적용한다. 이때 상기 방송채널의 프레임 데이터에 자신의 PI
D가 페이징 필드에 포함되어 있으면, 네트워크로부터 페이징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하는 이동단말은 채널 액세스를
시도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페이징에 대하여 이동단말이 채널할당을 요구할 때에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
해 대역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이동국은 필수 할당 대역과 부가적인 할당대역을 나타내는 NR필드와 AR 필드를 0으
로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이동국은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방송채널의 상태정보를 기반으로 가용 코드의 수와 코드값을 획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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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한 코드들 중에서 자신이 사용할 코드를 랜덤하게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동단말이 발호에 의한 채널 액세스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단말의 액세스 확률값 계산을 통해 실제 액세스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액세스 확률값에 의해 액
세스가 거부되면, 상기 이동단말은 다시 방송채널을 통해 채널코드 선택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의 채널 억세스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200단계의 채널 억세스 대기 상태에서 방송채널의 프레임 데이터가 수신되면, 이동국은 211
단계에서 상기 수신된 방송채널의 프레임 데이터에서 가용코드의 위치와 개수를 카운트한 후, 213단계에서 해당 단
말의 페이징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또는 전송 데이타가 존재하는가 검사한다. 이때 페이징 데이타가 존재하는 경우(즉,
상기 도 5와 같은 방송채널 프레임에서 PID에 자신의 ID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이동국은 215단계에서 도 6과
같은 억세스 채널 프레임의 NR 및 AR 필드를 0으로 설정하고, 217단계에서 도 6과 같은 억세스 채널 프레임을 구성
하여 전송하고, 기지국으로부터 응답메세지의 수신 시간을 검사하기 위한 응답 대기 타이머를 구동한다. 이후 219단
계 및 221단계를 수행하여 응답 대기 타이머 구동 주기 내에 기지국으로부터 응답메세지가 수신되는가 검사하며, 해
당 주기 내에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211단계로 되돌아가 다시 처음 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상기 221단
계에서 응답 메시지가 상기 응답 대기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내에 수신되면, 235단계로 진행하여 채널의 전송 레이트
를 결정한 후, 250단계의 데이타 전송 상태로 천이한다.
그리고 상기 213단계에서 전송할 데이타 존재하면, 223단계에서 트래픽 별 채널 요구량을 계산하고, 상기 도 6과 같
은 억세스 채널 프레임의 NR과 AR 필드의 값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225단계에서 이동국의 억세스 확률을 계
산한 후 227단계에서 억세스 허용 유무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227단계에서 억세스가 허용되면, 229단계에서 상기
도 6과 같은 구조를 갖는 엑세스채널 프레임을 구성하여 전송하고 응답타이머를 구동한다. 이후 231단계 및 233단계
를 수행하여 응답 대기 타이머 구동 주기 내에 응답메세지가 수신되는가 검사하며, 해당 주기 내에 응답 메시지가 수
신되지 않으면 상기 211단계로 되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상기 233단계에서 응답 메시지가 상기 응
답대기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내에 수신되면, 235단계로 진행하여 채널의 전송 레이트를 결정한 후, 250단계의 데이
타 전송 상태로 천이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동국이 채널 억세스 절차를 수행할 시 채널 할당요구를 전송한 후, 응답 대기 타이머를 구동하고
응답메시지의 수신을 기다리게 된다. 이때 상기 응답 대기 타이머가 초과될 때까지 채널 액세스에 대한 응답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채널할당 요구 절차를 재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응답 타이머 주기 내에 상기 응답메시지를 수
신하면 이동단말은 해당 코드를 통한 전송 레이트를 결정하게 되고,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게 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에서의 데이타 전송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300단계의 데이타 전송 상태에서 이동국은 311단계에서 데이타 수신 유무를 검사하며, 데이
타 수신되면 313단계에서 전송 레이트의 변경요구가 있었는가 검사한다. 이때 상기 전송 레이트의 변경 요구가 있으
면, 상기 이동국은 315단계에서 전송 레이트를 지정된 값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상기 311 단계에서 데이타 프레임이
수신되지 않으면, 또는 상기 313단계에서 전송 레이트의 변경 요구가 없거나 상기 315단계를 수행하고 난 후, 상기
이동국은 317단계에서 전송 큐(traffuc queue)의 상태를 검사한다. 이후 상기 이동국은 319단계에서 상기 전송 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채널 할당 또는 해제가 필요한가 검사한다. 이때 추가적인 채널의 할당이나 해제가 필요한 경
우에는 상기 이동국은 321단계에서 도 7과 같은 데이타 전송 프레임의 A/D와 AR 필드의 값을 설정하고 C/R 필드를
명령으로 설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23단계에서 도 7과 같은 데이타 전송 프레임의 A/D와 AR 필드를 0로 설
정한다. 상기 321단계 또는 323단계를 수행한 후, 상기 이동국은 325단계에서 상기 도 7과 같은 데이타 전송 프레임
을 구성한 후 전송하며, 327단계에서 데이타의 송수신이 완료되면, 상기 이동국은 350단계에서 채널 억세스 대기 상
태로 천이한다.
상기와 같이 이동국은 기지국으로 부터 신호 및 데이터를 수신하면, 채널속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채널속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정된 값으로 채널 속도를 변경하게 된다. 이동국이 자신의 트래픽 큐의 상태를
점검하여 채널의 추가할당 및 해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전송을 위한 큐제어는 CBR, RT-VBR, VBR
및 ABR과 같은 다양한 트래픽 특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트래픽의 속성에 맞도록 큐 제어를 수행하게 되고, 상기 전송
큐의 크기는 채널의 전송속도에 따라 조정된다. VBR과 ABR 트래픽의 버퍼큐가 일정크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채널의 추가 할당을 요구하게 되고, 빈(empty) 상태로 일정시간 유지되면 채널의 단계적인 해제를 요구한다. 상기 채
널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면 A/D, AR 및 C/R 필드값을 설정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게 된다. 만약, 추가할당이 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A/D 필드와 AR 필드를 0으로 설정함으로 속도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기지국이 이동국의 요구에 따라 페이징, 채널 할당 및 전송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400단계의 기지국 활성화 상태에서 상기 기지국은 411단계에서 무선자원 관리 테이블 및 채
널 상태 정보를 초기화한 후, 413단계에서 이동국으로 전송할 메시지의 발생을 대기하거나 또는 이동국으로부터의
신호 및 데이타 도착을 대기하고, 10ms 단위로 방송채널을 통해 상기 도 5와 같은 구조를 갖는 시스템 및 채널 상태
정보의 전송을 수행한다. 상기 방송채널 프레임을 전송한 후, 상기 기지국은 415단계에서 요구된 명령을 검사한다.
이때 기지국은 415단계에서 명령을 분석한 결과 페이징 요구이면, 417단계에서 도 5와 같은 방송채널 프레임에서 페
이징 중인 단말의 ID를 표시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단말의 ID를 기록하여 해당 단말의 페이징을 표시하고, 현재 페이
징을 단말의 수를 나타내는 PU의 값을 하나 증가시킨 후, 상기 413단계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상기 415단계에서 요구된 명령을 분석한 결과 채널 할당 요구 명령이면, 상기 기지국은 419단계에서 상기 채
널 할당 요구 명령이 페이징된 이동국에서 요구된 명령인가 검사한다. 이때 상기 채널할당 요구 명령이 이동국에서
요구된 경우이면, 상기 기지국은 421단계에서 네트워크에서 요구된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그러나 상기 419단계에서
기지국에서의 채널 할당요구이거나, 또는 상기 421단계를 수행한 후, 상기 기지국은 423단계에서 요구된 채널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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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가를 검사한다. 이때 요구된 채널이 가용 상태가 아니면, 상기 기지국은 425단계에서 가용 자원을 기준으로
하여 요구된 무선 자원을 설정한 후, 427단계에서 상기 설정된 무선자원의 수용이 가능한가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4
23단계에서 요구채널이 가용 상태이거나, 또는 427단계에서 수용 가능한 상태이면, 상기 기지국은 429단계에서 NA
필드와 AR 필드의 값을 설정하고 무선자원 테이블 정보를 갱신한 후, 431단계에서 채널 할당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
고, 상기 413단계로 진행하여 채널 할당 요구 동작을 종료한다.
또한 상기 415단계에서 요구된 명령이 전송 요구 명령이면, 상기 기지국은 433단계에서 전송 레이트 변경이 필요한
가 검사한다. 이때 상기 전송 레이트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상기 기지국은 443단계에 데이타를 라디오 프레임을
통해 전송하고, 상기 413단계로 진행한다.그러나 상기 433단계에서 속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기지국은 43
5단계에서 데이타 큐를 검사하여 전송 속도 변경 필요 여부를 검사하고, 437단계에서 가용자원을 기반으로 전송 속
도를 검사하며, 439단계에서 무선자원 관리 테이블을 갱신한 후, 441단계에서 데이타를 라디오 프레임을 전송하고
상기 413단계로 되돌아간다.
상기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기지국은 이동국의 채널할당요구나 네트워크로 부터의 이동국 페이징 요구에 대
해 무선자원 테이블을 기반으로 하여 무선채널 할당 및 해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상기 방송채널에 포함되는 채널의
상태정보는 무선자원 테이블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상기 무선채널의 고속전송 지 원은 기본 전송율를 지원하는 여
러개의 코드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송을 지원하도록 할당한다. 이 경우, 전송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는 이동국이 채
널액세스에서 사용하는 코드값과 동일하며, 추가 할당 대역에 대해서는 할당된 용량만큼 무선자원 테이블의 가용코드
상태를 변경해줌으로서 전송용량을 조정하게 된다. 상기 기지국은 방송채널을 통해 10ms 단위로 상기 도 5와 같은
시스템 파라미터와 페이징 정보, 채널의 상태정보를 이동국으로 방송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이동단말의 페이징을 위
해서는 방송채널에 해당 단말의 PID를 표시하여 전송한 후, 응답대기 타이머를 구동하고 페이징된 이동단말로부터의
채널할당 요구를 기다린다. 응답대기 타이머가 초과되면 기지측은 이동단말에 대한 페이징을 다시 수행하게 된다.
기지국이 채널할당 요구를 수신하면, 채널 할당을 요구한 단말이 페이징한 단말인지를 확인한다. 이때 상기 채널할당
요구 명령이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수신되었다면, 상기 기지국은 네트워크로부터 요구된 QoS를 만족
할 수 있도록 무선자원을 할당하게 된다. 하지만 페이징에 대한 응답이 아닐 경우에는 상기 기지국은 이동단말의 채
널요구로부터 무선자원의 요구량에 대한 무선자원의 할당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무선자원의 요구가 충분히 수
용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기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요구된 무선자원의 양을 조정하여 채널을 할당하고, 이를 이동
국으로 전송한다. 만약, 이동국의 무선자원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의 채널할당
요구를 무시하고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로 데이터 전송 상태에서 상기 기지국은 전송큐에 대한 검사와 이동국으 로 부터의 속도변경요구에 의해 전송채
널의 속도를 재조정할 수 있다. 상기 전송채널의 속도조정은 무선자원 테이블의 정보들을 기반으로하여 채널대역 할
당을 조정함으로서 가능하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기지국과 이동국 간에 랜덤 억세스 및 데이타 전송 동작의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이
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기지국은 각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채널 코드에 대한 상태 정보를 방송 채널을 통해 연속적으
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이동국은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방송 채널을 수신하여 호출 단말 정보, 채널 상태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여 액세스를 시도한다. 상기 방송 채널의 정보에는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주요 파라미터들이 포함되
며, 이동국의 페이징을 위해 PID 값을 통해 자신의 호출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상기 방송채널의 정보 중에서 각 채널
의 상태정보 Status info는 256개의 채널에 대해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기 이동국이 사용가능 코드를 식
별하면 랜덤 지연 후 가용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채널할당 요구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랜덤 액세스를 시작하게
된다.
상기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랜덤 액세스 채널을 통해 채널 액세스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면, 디코딩 과정을 거쳐
데이터 정보를 추출한다. 이때 상기 기지국은 시스템의 사용가능 채널이 충분하여 이동국의 채널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경우, 다음 슬랏 주기에서 상기 이동국에 순방향 링크의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데, 상기 순방향 링크의 제어정보
는 채널 할당에 관계는 정보들을 포함한다. 아울러 상기 기지국은 방송 채널 프레임에 포함되는 채널의 상태 정보 Sta
tus info에 상기 할당 된 코드가 사용중임을 표시한다. 만약 이동국의 채널 할당 요구를 기지국이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의 채널 할당 요구를 무시하고, 상기 요구된 채널에 대응되는 상기 방송채널 프레임의
채널상태 정보 Status info를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한다.
상기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채널 할당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면,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채널 전송 속도에 맞도록
해당 채널의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상기 이동국이 일정 시간동안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 할 경우에는 충돌
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랜덤 지연 후 채널 액세스를 재시도한다. 이때 채널 억세스를 재시도할 시, 상기 이동국은
랜덤 액세스시에 사용한 코드와 동일한 코드값을 사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의 전송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데이터 프
레임의 전송과정에서 상기 이동국과 기지국은 필요에 따라 전송 채널의 추가적인 할당 및 채널 해제가 가능하므로,
동적인 채널 관리가 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이동통신 시스템의 매체접근제어 부계층 상에서 멀티미디어를 서비스하는 동작을 살펴본다.
먼저 각 단말은 멀티미디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트래픽 클래스들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멀티미디어 트래픽은 고정비트율, 실시간 가변비트율, 가변비트율,유효비트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기 고
정비트율 및 실시간 가변비트율 트래픽은 일정수준 이하의 셀 손실 및 에러를 허용하지만, 지연에는 민간함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대역폭 할당에 있어서 고정비트율은 서비스 내내 고정된 데이터 전송 비트율을 가지므로 최고치(pea
k rate)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시간 가변비트율은 실시간 성을 가지며 서비스 동안 변화하는 가변 데이
터 전송 비트율을 가지므로, 평균치(mean rate)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유효비트율은 트래픽 지연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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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없으나 트래픽의 손실이나 에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각 트래픽들의 특성에 맞도록 음성의 경우에는 8Kbps의 PCM 코딩을 가정하며, 유효비트율 트래픽은 평균전
송 속도가 2.4Kbps인 가변 비트율의 패킷 데이터전송을 가정한다. 실시간 가변비트율이나 가변비트율 트래픽으로는
고속구간의 전송율이 저속구간의 4배이고, 평균 전송율이 8Kbps인 동영상 트래픽을 고려한다. 각 단말의 채널할당
요구는 10ms의 단일 라디오 프레임으로 전송되며, 메시지 생성, 인코딩 및 디코딩, 무선자원 관리 등과 같은 메시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2.5ms 이내로 가정한다.
또한 음성과 데이터가 혼재하는 채널환경에서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의 전송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음성
트래픽은 CBR 트래픽으로 매핑, 데이터는 ABR 트래픽으로 매핑한다. 이때 상기 단말은 음성 또는 데이터 서비스 중
하나만을 지원하며, 데이터 서비스 단말과 음성 서비스 단말의 수는 같다고 가정한다.
먼저 데이터 전송은 트래픽 채널을 통한 전송과 패킷채널을 통한 전송을 고려할 수 있다. 제한된 채널을 데이터 단말
과 음성단말이 서로 공유하면서 전송을 수행할 경우,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채널의 사용효율이 회선방식 보다는 패킷
방식이 우수하다. 데이터 단말이 패킷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CBR 트래픽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
은 가용채널을 할당할 수 있으므로, 단말의 수가 증가 할수록 음성 트래픽의 블록킹율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서는 이러한 패킷전송의 장점을 수용하고, 여기에 패킷전송을 위한 채널 액세스
과정에서의 충돌확률을 줄이기 위해 단말의 액세스 확률 적용과 역방향 채널에 대한 상태정보 방송 등의 메카니즘을
추가하였다. 이로인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서는 단말의 증가에 따른 음성 트래픽에 대한 블록킹율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로 동일한 환경에서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지연특성을 살펴보면, 회선방식의 데이터 전송은 패킷방식의 전
송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채널효율을 가진다. 따라서 단말의 수가 증가하면,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평균지연은 급격
한 증가를 나타낸다. 상기 단말의 증가로 인해 채널상의 트래픽 밀도가 1에 근접할수록 본 발명의 실시예는 우수한 성
능을 나타낸다. 이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액세스 과정에서의 평균지연 시간측면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NTT
에서의 방안보다 충돌에 의한 재시도 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동화상과 같이 가변 대역을 가지는 실시간 트래픽은 NTT DoCoMo의 W-CDMA 보다 제안방안이 가변트
래픽에 대해 잘 적응한다. VBR 트래픽의 전송에 있어서는 peak 전송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채널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peak 전송율을 기반으로 하여 채널대역을 할당할 수 있으나, 이 방안은 일부의 burst 구간을 위해 나
머지 구간에서의 대역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은 VBR 전송에서는 평균 전송율에 기반하여 대역을 할당
하고, burst 전송에 대해서는 추가 대역을 할당하는 방안을 사용하게 된다. W-CDMA에서는 추가 대역 할당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채널에 대한 추가 대역 할당요구를 신호채널을 통해 전송하게 되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트래픽
전송시에 해당 필드를 설정함으로서 추가적인 대역할당이 가능하다.
네 번째로 본 발명의 실시예는 W-CDMA 방안 보다 CBR의 블록킹율, RT-VBR의 처리율 및 ABR의 지연 등의 측면
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이러한 성능차이는 주로 단말의 채널 액세스에 따른 호의 블록킹에 기인하게 된다. 본 발
명의 실시예에서는 가용채널을 모두 액세스 채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채널 액세스시 충돌확률을 최소화하
고, 가용채널의 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단말의 액세스 확률을 통해 충돌을 최소화한다. 이로인해 CBR 트래픽의 블록
킹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제안된 방안은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통해 RT-VBR 트래픽의 성능보장을
위해 ABR 트래픽의 전송을 양을 조정함으로서 실시간 전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채널의 전용은 버스트
구간에서의 RT-VBR 트래픽에 대한 실시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게 된다. 아울러 RTVBR의 non-burst 구간동안에는 대기중인 ABR 트래픽을 전송함으로서 ABR 트래픽의 지연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액세스시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지국이 방송 채널을 통해 미리 알려주어 이동국의 충돌 확률을 최소로 하고, 서비스중에 데이터 전송 비트
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하여 다양한 트래픽 특성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서 비스의 서비스품질(QoS)을
만족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시스템의 채널 액세스 제어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채널 코드들의 사용 유무를 표시하는 상태정보를 포함하는 방송채널 프레임을 생성한
후, 일정 시간 주기로 상기 방송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이동국이 상기 수신되는 방송채널 프레임에서 상태정보를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채널 코드를 선택하여 채널 할당 요
구메시지를 생성한 후, 랜덤 액서스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랜덤 액서스 채널을 통해 채널할당 요구 메시지를 수신될 시, 상기 기지국이 채널 할당 및 전송율을 설정하여 순
방향 액서스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채널 억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방송채널의 상태 정보는 방송채널의 식별자, 해당 프레임에서 호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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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들의 수, 페이징된 이동국의 식별자, 사용 가능한 트래픽 채널들의 채널코드들의 사용 상태를 표시하는 정보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채널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수신되는 방송채널 프레임에서 상태정보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한 채널 코드와
코드값을 선택하여 액서스 확률을 구하 고 억세스 채널을 통해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널 액서스를 시
도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채널 액서스 제어 방법.

청구항 4.
방송채널의 프레임 정보가 페이징된 이동국의 식별자들을 표시하는 정보들과 전체 채널부호들의 사용상태를 표시하
는 상태정보들을 포함하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상태에 따라 상기 방송채널의 프레임 정보들을 갱신하여 일정시간
주기로 상기 방송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방송채널 송신기와,
이동국에서 송신되는 채널할당 요구메세지를 수신하는 역방향 공용제어채널 수신기와,
상기 수신되는 채널할당 요구 메시지에 해당하는 이동국의 채널 할당 및 전송율을 포함하는 응답메세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순방향 공용제어채널 송신기로 구성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채널 억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공용제어채널 수신기가 랜덤 액세스 채널이고, 순방향 공용채널 송신기가 순방향 액세
스 채널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채널 억세스 제어장치.

청구항 6.
페이징된 이동국의 식별자들을 표시하는 정보들과 전체 채널부호들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정보들을 포함하며,
일정 주기로 방송되는 방송채널 프레임 정보들을 상기 방송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방송채널 수신기와,
상기 수신되는 방송채널 프레임 정보를 분석하여 자신에 해당하는 상기 이동국 식별자가 표시되거나 또는 채널 액세
스 필요시 상기 수신되는 방송채널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가용한 채널코드를 선택하여 채널할당 요구메세지를 생성하
며, 상기 생성한 채널 요구 메시지를 송신하는 랜덤액세스채널 송신기와,
상기 채널할당 요구메세지를 전송한 순방향 액세스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채널 할당 및 전송율을 수신하여 채널 액세
스를 수행하는 순방향 액세스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채널 억세스 제어장
치.

청구항 7.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페이징된 이동국의 식별자들을 표시하는 정보들과 전체 채널부호들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상
태정보들을 포함하는 방송채널의 프레임 정보를 생성하며, 일정 주기로 상기 방송채널의 프레임 정보를 상기 방송채
널을 통해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에서 송신된 채널할당 요구 메시지를 수신할 시 요구된 채널 할당 및 전송율을 포함하는 응답메세지를 생
성하여 순방향 액세스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에서 전송율의 변경을 요구할 시 상기 가용한 채널을 분석하여 전송율을 조정한 후, 상기 조정된 전송율
을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채널 제어방법.

청구항 8.
기지국이 채널코드들의 사용에 따른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정보들과 페이징된 이동국의 식별자를 표시하는 정보들을
포함하는 방송채널 프레임 정보를 생성하여 방송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국의 채널 액세스 제
어방법에 있어서,
채널 액세스 대기상태에서 상기 수신되는 방송 채널의 채널코드들의 상태 정보를 검사하여 사용 가능한 채널 코드들
및 개수를 계수하는 과정과,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할 시 상기 상기 방송채널의 상태정보들 중에서 가용한 코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를 생성하여 억세스채널을 통해 전송하여 채널 액세스를 시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 통신 시스
템의 이동국의 채널 액세스 제어 방법.
도면

-8-

등록특허 10-0429540
도면1

도면2

-9-

등록특허 10-0429540

도면3

- 10 -

등록특허 10-0429540
도면4

- 11 -

등록특허 10-0429540
도면5

- 12 -

등록특허 10-0429540
도면6

- 13 -

등록특허 10-0429540
도면7

도면8

- 14 -

등록특허 10-0429540
도면9

- 15 -

등록특허 10-0429540
도면10

- 16 -

등록특허 10-0429540
도면11

- 17 -

등록특허 10-0429540
도면12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