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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장치가, 동기채널의 기준도착시간 값을 구비하며, 통신

상태에서 동기채널신호의 도착시간과 기준도착시간을 비교하여 지연시간 값을 추정하며, 추정된 값이 기준 지연 값을

초과할 시 시간정렬 제어신호를 순방향 제어채널을 통해 출력하는 기지국과, 순방향제어채널을 통해 시간정렬 제어

신호 수신시, 수신된 시간정렬 제어신호에 대응되도록 통신채널의 송신 시간을 정렬하는 단말기들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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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송신시간을 정렬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채널을 이용하여 역방향 링크의 트래픽

채널 데이터의 송신시간을 정렬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 송신시간을 정렬하는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도 3에서 지연 추정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4에서 RTD 추정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6a-도 6c는 도 5의 위치결정기가 동기채널신호의 기지국 도착시간을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도면

도 7a 및 도 7b는 단말기에서 기지국의 제어에 따라 역방향 링크 채널의 송신 시간을 정렬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의 통신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역방향 링크의 송신시간을 정렬할 수 있

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다중 사용자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하여 사

용자 구분이 가능한 서로 다른 코드 시퀀스(code sequence)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 코드시퀀스 들은 그 특

성에 따라 직교코드(Orthogonal Code)와 비직교 코드(Non-Orthogonal code)로 나눌 수 있다. 상기 직교 코드의 대

표적인 예는 월시 코드(Walsh Code)이며, 월시 코드의 특성은 서로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월시 코드

의 경우라도 시간 정렬(time align)이 되어 있다면 서로 간에 간섭은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용자 신호의 완전한 분

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비직교 코드의 대표적인 예는 사용자별로 서로 다른 시드 번호(seed number)를 부

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PN 시퀀스 발생기(Pseudo Random Noise sequence generator)에서 코드 시퀀스를 

발생시킨 후, 이를 각 사용자별 특성 코드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각 사용자 별로 사용하는 코드 시퀀스가

서로 직교성(orthogonality)를 갖지 않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의 코드 시퀀스로 해당 사용자의 신호를 분리할 때 다른 

사용자의 신호로 부터의 간섭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상기 CDMA 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의 경우, 순방향 링크(forward link)와 역방향 링크(reverse link)에서 서로 다른 

코드 시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경우, 기지국에서 여러 사용자의 단말기로 보내어지는 신호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교 코드를 사용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CDMA 방식의 이동통 신 시스템의 순방향 링

크에서는 직교 코드 시퀀스(orthogonal code sequence)의 대표적인 예인 월시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기 역

방향 링크의 경우는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신호가 전송되는데, 상기 기지국의 안테나는 여러 단말기 들로 부터 각각

시간정렬이 되지 않은 신호들을 수신하게 되므로 직교 코드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을 구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종래의

방식으로는 역방향 링크의 경우 비직교 코드 시퀀스(non-orthogonal code sequence)를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를 구

분했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시간 정렬(time alignment)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교코드 시퀀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코드 시퀀스 사이의 간섭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간이 정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교코드 시퀀스 사용은 전혀

이득이 없다. 그러나 상기 시간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교 코드의 사용이 비직교 코드의 사용에 비하여 

성능면에서 큰 개선요인이 있다.

상기와 같이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신호를 동시에 수신하기 위한 시간 정렬에 관한 방법은 Bruckert

등에 의해 특허된 미합중국 특허 5,446,727호(1995.8.29)에 개시되어있다. 상기 특허 5,446,727호에 개시된 시간 

정렬에 관한 방법은 통화 채널에서 단말기로부터 다중 경로(mutipath)로 수신한 신호들 중에 가장 강한 전력을 갖는 

경로의 시간 위치(time position)를 그 신호의 시간 위치로 하거나, 다중 경로로 수신되는 각각의 신호들의 도착 평균 

시간을 그 신호의 시간 위치로 정하여 시간 정렬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해서 각 단말기들 마다의 시간을 정렬하는 방

법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방법은 통신 중인 채널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간 정렬이 부정확할 수 있으며, 또

한 시간 정렬을 위한 제어를 통신 중인 채널을 통해 시간 정렬 신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또한 종래의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단말기 들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간 정렬신호를 전송하는 방식

을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 단말기들 중에서 이동성이 거의 없어 채널의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는 단말에게도 불필요

하게 시간 정렬 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와 같은 방법은 단말기에서 갑작스런 채널 상태의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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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시간 정렬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동기 채널 지연 값을 측정한 후 통신 

중인 채널을 상기 측정된 지연 값을 단말기측에 전송하여 역방향 링크의 시간을 정렬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에서 역방향 링크의 동기 채널 지연 값을 측정한 후 통

신 중인 채널을 상기 측정된 지연 값을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시간정렬신호로 출력하며, 단말기가 순방향 전용

제어채널의 시간정렬신호에 따라 통신 중인 채널의 시간을 정렬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가 여러채널을 사용하고 있을 시 전력 소모가 많이 할

당된 특정 채널들을 선택하여 시간을 정렬하여 제한된 직교부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

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장

치가, 동기채널의 기준도착시간 값을 구비하며, 통신상태에서 상기 동기채널신호의 도착시간과 상기 기준도착시간의

비교하여 지연시간 값을 추정하며, 상기 추정된 값이 기준 지연 값을 초과할 시 시간정렬 제어신호를 순방향 제어채

널을 통해 출력하는 기지국과, 상기 순방향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시간정렬 제어신호 수신시, 수신된 시간정렬 제어신

호에 대응되도록 통신채널의 송신 시간을 정렬하는 단말기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역방향 링크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직교 코드 시퀀스를 사용자 구분에 이용하기 위하여 역방향

링크의 송신 시간을 정렬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특히 사용자가 여러채널을 사용하고 있을 때 특정 채널들의 시간을 

정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기들의 송신시간 정렬을 제어할 시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바

꾸지 않고 전용제어채널을 통한 제어메세지를 이용하여 역방향 링크의 시간을 정렬하므로써 오버헤드(overhead)를 

최소화한다. 이때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에서 단말기들의 모든 채널들에 대하여 시간을 정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는 본 발명의 실시예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의 모든 송신 채널의 시간을 정렬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단말기가 여러 채널을 사용하고 한 기지국 내에서 사용중인 단말기가 많다면 직교 코드의 숫자가 부족하게 된다. 이

때는 단말기 채널 중 전력이 가장 크게 할당(allocation)된 채널에만 시간을 정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단말기들이 전송한 신호가 시간 정렬되지 않은 것을 통신 중인 채널을 통해서 검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동기채널을 통해서 알아낸다. 또한 전용제어채널(DCCH : Dedicated Conrol Channel)을 별도로 

구비하며, 상기 전용 제어채널을 이용해서 기지국과 단말기 간에 시간정렬신호를 전송함으로써 모든 단말기들의 시

간을 정렬시킨다. 이때 하나의 단말기가 여러 채널을 사용할 경우, 사용중인 모든 채널(음성 트래픽 채널(fundementa

l channel or voice traffic channel), 데이타 트래픽 채널(packet traffic channel or supplemental channel)) 들에 

대하여 시간을 정렬시키는 경우, 성능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직교 코드의 개수가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통신 형태를 단말기와 기지국이 상대방에 통보한 후에 

여러 채널 중 채널용량을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 채널들만 시간 정렬하도록 제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사용중

인 모든 채널들을 본 발명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동시에 시간 정렬할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동기채널은 역방향

파일럿 채널(reverse pilot channel)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상기 특정 채널은 부가채널(packet traffic chann

el or supplemental channel)이고, 상기 제어채널은 전용제어채널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데이터를 주고 받는 상태(active status) 동안에도 항상 동기채널을 통해서 각 단말

기들의 통화 채널들의 시간 위치를 추정하며, 상기 추정 시간 위치가 오차한계 이상을 벗어 난 단말기에 시간정렬신

호를 즉각 전송하고, 상기 시간위치가 변하지 않은 단말에게는 시간정렬신호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여 시간 정렬 효율

성을 향상시킨다. 이때 상기와 같은 시간정렬 방식은 물론 단말기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시간정렬신호를 

전송하는 방식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의 시간 정렬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여기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먼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간정렬 제어 동작의 순서 및 개념을 살펴보고, 

다음에 기지국과 단말기의 구성을 참조하여 역방향 링크의 시간정렬 동작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동기채널이 역방향 파일럿 채널이고, 시간 정렬이 이루어지는 채널은 역방향 링크의 부

가채널이라고 가정한다.

도 1은 단말기에서 기지국과 단말기 간에 트래픽 채널을 통해 통신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방향 링크의 송신 시간이 정

렬 되도록 동작을 제어하는 순서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1은 단말기가 데이타 통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트래픽 채널의 사용을 요구한 후, 상기 설정된 역방향 링크의 트래픽 채널을 통해 데이타 통신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

지국이 역방향 링크의 동기채널의 시간 위치를 분석하여 역방향 링크의 트래픽 채널의 송신 시간을 정렬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동기채널은 파일럿 채널이 되며, 트래픽 채널은 부가채널이 된다.

먼저 단말기는 111단계에서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서 기지국에 데이타를 송신하기 위한 부가채널의 사용을 요

구한다. 그러면 상기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부가 채널 요구신호를 수신하는 기지국은 상기 단말기가 사

용할 수 있는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할당하는 제어메세지를 순방향 링크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단말기에 출력한

다. 그리고 상기 단말기는 상기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제어메세지에 따라 역방향 링크의 부가

채널을 할당하여 데이타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이 데이타 통신 기능이 수행되는 상태에서 기지국은 112단계에서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부

가채널의 도착시간을 추정한 다은 상기 추정값이 기준값보다 크면 113단계에서 상기 단말기의 부가채널을 통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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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데이타의 송신 시간을 정렬하기 위한 시간정렬 파라미터와 액션 시간 파라미터를 계산한다. 이후 상기 기지국은

114단계에서 계산된 시간 정렬 신호와 액션 시간(action time)에 대한 제어메세지를 생성하여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

어채널을 통해 단말기에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상기 단말기는 115단계에서 상기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

해 수신되는 시간정렬 파라미터 및 액션 시간 파라미터를 수신하며, 116단계에서 상기 수신된 파라미터에 따라 역방

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전송할 데이타의 시간을 정렬한 후,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데이타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은 통신 중인 여러 단말기들에서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타들을 동시에 수

신할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이 파일럿 채 널의 시간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채널의 시간 위치를 정렬하는 동작은

117단계 - 122단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과 단말기 간에 데이타 통신이 수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이 기지국은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로 수신되는 데이타를 시간 정렬과 액션 시간을 이용하여 수신하면서, 

수신된 데이타의 시간 정렬과 액션 시간의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이때 기준 수치와 추정된 수치와의 오차가 어느 기준

값 이상이되면 기지국은 다시 시간 정렬 파라미터와 액션 시간을 계산하여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단말기에 전

송하고, 단말기는 상기 순방향 전용제어채널로 수신되는 기지국의 제어메세지를 근거로 다시 파라미터들을 변화시켜

역방향 링크의 부가 채널을 통해 데이타를 전송한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 수행하면, 기지국은 모든 단말기에서 

전송되는 데이타들을 일정 기준 오차 한계내에서 동시에 수신하게 된다.

도 2는 역방향 링크의 전용부가채널의 송신 시간을 정렬할 때 단말기가 기지국의 시간 정렬 명령을 받고 나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낸 예이다.

도 2의 211은 시스템에서 정한 기준이 되는 동기채널 RTD(Round Trip Delay)와 전용부가채널 기준 RTD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동기채널의 RTD를 RTD P 라고 하고 부가채널의 RTD를 RTD S 라고 한다. 여기서 상기 동기채널 신

호는 절대기준시간T1서 일정 이격된 시간 위치를 갖는 기준시간T2에 수신되는 신호이며, 상기 절대기준시 간T1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으로 출력되는 신호이며, 동기채널의 기지국 도착시간RTD는 상기 GPS신호로 부

터 일정 시간 지연된 값 RTD P 를 갖고 수신되여야 하는 신호이다. 또한 상기 부가채널의 기지국 도착시간RTD는 상

기 GPS신호에로 부터 일정시간 지연된 값을 갖고 동기채널 신호와 일정 시간 차이를 가지는 값 RTD S 를 갖는 시간

에서 수신될수 있고 상기 동기채널의 RTDp와 동일할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동기채널의 신호와 부가채널의 신호는 

일정시간 값 RTD Δ(RTD S -RTD P )를 가지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역방향 링크의 시간을 정렬하기 위

하여 상기 동기채널의 신호가 상기 GPS신호와 RTD P 를 갖는가 검사하며, 상기 동기채널신호의 시간 오차 값을 추

정하여 상기 부가채널 신호의 오차를 알수 있으므로 시간 정렬가능하다.

상기 도 2의 212와 214는 시간 정렬을 하지 않았을 때 시스템 접속하고 얼마후에 채널 상태에 따라 동기채널 RTD가

변화한 것을 나타낸다. 상기 212의 경우는 동기채널 RTD가 기준값보다 지연된 것을 나타내고, 따라서 부가채널의 R

TD도 기준값보다 지연된 것을 나타낸다. 상기 214의 경우는 동기채널 RTD가 기준값보다 앞으로 당겨진 상태를 도

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가채널의 RTD도 기준값 보다 앞으로 당겨진 상태가 된다. 상기와 같이 오차가 설정 기준값

보다 크면 시간정렬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상기 부가채널 대한 시간 정렬을 하지 않으면 부가채널을 통한 역방향 링크로 연결된 다른 사용자와 기지

국에 신호가 도달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 게 된다. 이렇게 시간 정렬을 하지 않고 역방향 링크에서 각 비트를 직교코

드로 확산해서 전송하면, 상기 직교코드로 확산한 각 비트들이 기지국 수신측에서는 직교성을 잃게 되어 상호간의 간

섭으로 작용하여 직교코드를 사용한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상기 도 2의 213과 215는 각각 대응되는 도 2의 212 및 214와 같이 시간 정렬이 되지 않은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

을 시간 정렬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동기채널의 RTD변화는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채널 상태에 따라 변화

되므로 동기채널의 RTD를 변화 시키기 보다는 부가채널의 발생속도를 지연시키거나 당겨 부가채널의 RTD를 변화

시켜서 시간 정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동기채널의 RTD에 따른 부가채널의 시간정렬 값을 계산

한 후 부가채널의 시간 정렬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하며, 단말기는 상기 순방

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파라미터 값에 의해 214와 같이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 시간을 정렬하여 

출력한다.

도 3은 제어채널, 동기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을 가지는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과정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단말기의 제어채널 송수신기313은 단말기의 제어기 311에서 출력되는 제어메세지를 역방향 

링크의 제어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순방향 링크의 제어채널 상의 제어메세지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기311에 출력한다

.

동기채널 발생기315는 기지국의 동기채널 복조기316에게 동기를 맞추어주기 위한 신호를 역방향 동기채널을 통해 

전송하여, 상기 기지국이 동기를 이루며 데이 터를 수신할 수 있게 하며, 이때의 동기채널 신호는 시간 정렬 오류를 측

정할수 있는 정보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동기채널은 파일럿 채널로 구현할 수 있다.

단말기의 기본채널 송수신기317은 단말기의 제어기311의 송수신제어신호에 의해 동작이 제어되어 역방향 기본채널

을 통해 데이타를 전송하고,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하는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기본채널 송수신기317은 데

이터처리부321와 인터페이싱되어 기본채널을 통해 송수신된 데이타를 처리한다. 상기 기본채널을 통해 송수신되는 

데이타는 음성 데이타가 될 수 있다.

단말기의 부가채널 송수신기319는 단말기의 제어기311의 송수신 제어신호에 의해 동작이 제어되어 역방향 부가채

널을 통해 데이타를 전송하고, 순방향 부가채널을 통하는 데이타를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부가채널 송수신기319는 

데이터처리부323과 인터페이싱되어 부가채널을 통해 송수신된 데이타를 처리한다. 상기 부가채널을 통해 송수신되

는 데이타는 패킷 데이타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부가채널은 시간 정렬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상기 부가채널 송수신기319는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311로 부터 시간 정렬 파라미터와 액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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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를 수신하며, 상기 기지국의 부가채널 송수신기320과 데이타 통신시 상기 시간 정렬 파라미터 및 액션 시간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데이타를 송신 및 수신한다.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311은 상위 시스템으로 부터의 ORDER라는 신호를 받는다. 상기 제어기는 제어채널 송수신기3

13을 통해 기지국에 부가채널을 이용한 역방 향 링크를 요구하는 RS_REQ신호, 기본 채널을 이용한 역방향 링크를 

요구하는 RV_REQ, 부가채널과 기본채널을 동시에 요구하는 RSV_REQ를 전송한다. 또한 역방향 링크의 제어채널을 

통해 기지국에서 출력되는 제어메세지를 수신하여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기지국에서 출력되는 부가채널을 

이용한 순방향 링크를 요구하는 FS_REQ, 기본채널을 이용한 순방향 링크를 요구하는 FV_REQ, 부가채널과 기본채

널을 동시에 이용한 순방향 링크를 요구하는 FSV_REQ를 수신한다.

또한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311은 시간 정렬을 하지 않는 기본채널 송수신기317에 데이터 송신 명령신호 T_DATA, 

데이터 수신 명령신호 R_DATA 및 동작 중지 명령신호 DISABLE 만을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기 제어기311은 

상기 부가채널 송수신기319에는 데이타 송신 명령신호 T_DATA, 데이터 수신 명령신호 R_DATA, 동작 중지 명령신

호 DISABLE신호를 전송하고, 또한 시간 정렬 파라미터 ASS_TIME, 액션 시간 파라미터 ASS_ACTIME을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부가채널 만을 시간 정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직교 코드의 개수가 

충분하면 모든 채널에 시간 정렬을 하면 더 큰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다.

기지국의 제어채널 송수신기314, 기준채널 송수신기318 및 부가채널 송수신기320의 구성 및 동작은 상기 단말기의 

제어채널 송수신기313, 기준채널 송수신기317 및 부가채널 송수신기319와 각각 대비된다.

기지국의 동기채널 복조기316은 상기 단말기의 동기채널 발생기315에서 출력되는 역방향 링크의 동기채널 데이타를

수신하여 복조한다.

기지국의 지연추정기325는 상기 동기채널 복조기316에서 출력되는 동기채널 데이터를 수신하여 기준 지연 값RTD

와 차이를 구해 기지국 제어기 312에게 출력한다.

기지국의 위상 추정기326은 디지틀 통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상 추정기이다. 상기 위상 추정기326은 상기 

동기채널 복조기316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수신된 채널의 위상을 추정한 후, 기본채널 송수신기318 및 부

가채널 송수신기320에 위상지연 파라미터 P_VALUE를 송신한다.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312는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 311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기지국 제어기312는 상위 

시스템으로부터 ORDER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제어채널 송수신기314를 통해서 단말기와 채널 사용 요구신호를 송신

및 수신한다. 또한 상기 기지국 제어기312는 상기 단말기의 채널을 시간 정렬하기 위해 상기 지연추정기325에서 출

력되는 추정된 지연 파라미터 D_VALUE를 수신하며, 상기 수신된 D_VALUE가 기준값과 일정 오차 한계를 초과하면

, 상기 기지국 제어기312는 그 값을 시간 정렬 파라미터 ASS_TIME으로 생성하며, 상기 단말기가 시간 정렬 명령을 

수신하여 그것을 적용하는 시점을 GPS시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상기 기지국 제어기312는 상기 시간 정렬 파라미터 

ASS_TIME과 액션 시간 파라미터 ASS_ACTIME을 순방향 링크의 제어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또한 상기 기지국 제어기312는 기본채널 송수신기318과 부가채널 송수신기320에 데이터 송신 명령신호 T_DATA, 

데이터 수신 명령신호 R_DATA 및 동작 중지 명령신호 DISABLE을 송신한다. 그리고 상기 시간 정렬을 하는 부가채

널 송수신기320에는 시간 정렬 파라미터 ASS_TIME와 액션 시간 파라미터 ASS_ACTIME을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부가채널을 이용한 통신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기 <표 1>과 같

이 정의한다.

[표 1]

상기 도 3 및 <표 1>을 참조하면,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역방향 부가 채널을 통해 데이타 통신을 수행하려면, 상기 

단말기는 제어채널 송수신기313을 제어하여 역방향 제어채널을 통해 RS_REQ를 기지국에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역

방향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RS_REQ를 수신하는 기지국은 동기채널 복조기316에서 나온 신호를 지연 추정기325와 

위상 추정기326을 이용해서 도착 지연시간 D_VALUE와 위상지연 파라미터 P_VALUE를 구해서 D_VALUE는 제어

기312에 출력하고, P_VALUE는 부가채널 송수신기320에 출력한다. 또한 상기 역방향 링크를 위하여 상기 부가채널 

송수신기320에 R_DATA를 전송하며, 부가 채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채널 송수신기318에 DISABLE을 전송한

다.

또한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312는 제어채널 송수신기314를 통해서 단말기의 제어기311에 시간 정렬 파라미터 ASS_

TIME과 액션 시간 파라미터 ASS_ACTIME을 전 달한다. 단말기의 제어기311은 부가채널 송수신기319에 ASS_TIM

E, ASS_ACTIME 및 역방향 링크를 위해 송신 명령신호 T_DATA를 전송하고, 부가 채널만 사용하므로 기본채널 송

수신기317에는 DISABLE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부가채널 송수신기319는 상기 파라미터들을 바탕으로 시간 정렬

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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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기지국과 단말기 간에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중에라도 상기 기지국은 계속해서 동기채널 복조기316을

통해 수신되는 동기신호를 바탕으로 도착 지연시간과 위상 천이를 계산해서 이전에 할당한 파라미터들과 비교를 한

다. 이때 오차가 어느 기준값 이상이 되거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상기 제어기312는 현재 계산된 시간 정렬 파라미터 

ASS_TIME와 액션 시간 파라미터 ASS_ACTIME을 제어채널 송수신기314를 통해 단말기의 제어기311에 전송한다. 

그리고 기지국의 부가채널 송수신기320에도 ASS_TIME, ASS_ACTIME을 다시 전송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단

말기에서 전송한 신호가 기지국에 도달하는 시간을 원하는 기준값에 맞출 수 있다.

상기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부가채널을 이용한 순방향 링크는 역방향 링크와 방향의 차이일 뿐 거의 동일하지만, 순방

향 링크일때는 기지국에서 각 단말기로 보내는 신호들을 시간 정렬해서 보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 정렬을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상기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의 기본 채널을 이용한 역방향 링크의 경우, 단말기는 제어채널 송수신기313을 통해서 

기지국의 제어기312에 RV_REQ를 보낸다. 그리고 기본채널 송수신기317에 역방향 링크를 위한 T_DATA를 전송하

며, 부가채널 송수신기319에는 DISABLE 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RV_REQ신호를 수신한 기지국 제어기312는 상기 

기본채널 송수신기318에 R_DATA를 전송하고, 부가채널 송수신기320에는 DISABLE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기본채널을 이용한 순방향 링크의 경우도 기본채널을 이용한 역방향 링크의 경우와 방향

의 차이일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상기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기본채널과 부가채널을 동시에 이용한 역방향 링크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기본채널

을 이용한 역방향 링크와 부가채널을 이용한 역방향 링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 부가채널만 시간 정렬을 하고

기본채널에는 시간 정렬을 하지 않는다. 또한 상기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기본채널과 부가채널을 동시에 이용한 순

방향 링크의 경우에는 역방향 링크와 방향에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순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의 경우

에는 역방향 링크에서는 시간 정렬을 하지만 순방향 링크에서는 시간 정렬을 하지 않다.

도 4는 상기 도 3의 지연 추정기325에 대한 상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동기채널 복조기

316은 상기한 바와 같이 단말기의 동기채널을 통해 출력되는 동기신호를 복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TD 추정기412는 상기 동기채널 복조기316에서 수신된 동기신호를 바탕으로 기지국 도달 시간(Round Trip Delay:

RTD)를 추정한다. 여기서 RTD 추정기412는 1/m 칩(chip)단위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준RTD 발생기413

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원하는 각 단말기들의 RTD 값을 저장하고 있다. 감산기414는 상기 RTD 추정기412의 출력

과 기준RTD 발생기413의 출력을 입력하며, 두 입력 값을 감산하여 계산되는 차 값을 상기 지연 파라미터 D_VALUE

로 출력한다.

제어기312는 상기 지연 추정기325에서 출력되는 지연 파라미터 D_VALUE의 크기가 어느 기준값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상기 D_VALUE를 시간 정렬 파라미터 ASS_TIME으로 바꾸고, 시간 정렬 적용 시점인 액션 시간 파라미터 AS

S_ACTIME을 출력으로 내보낸다.

상기 도 4와 같은 구성을 갖는 지연 추정기325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기 지연 측정기325는 먼저 동기채

널 복조기316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동기신호의 RTD를 추정한다. 동기신호의 RTD는 RTD추정기412에 의

해서 추정되는데, 이때 추정되는 기본 단위는 1/4 칩이다. 상기 기준RTD 발생기413은 시스템의 시간 정렬을 일치시

키기위한 기준 RTD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지연 측정기325는 이동통신 시스템이 저장하고 있는 기준 RTD

와 추정된 RTD와의 차이를 계산해서 상기 제어기312에 D_VALUE를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312는 D_VAL

UE의 절대값이 어느 기준값 이상이 되거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때 계산된 D_VALUE를 ASS_TIME로 바꾸어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GPS시간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지금 계산된 시간 정렬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지를 나타내

는 액션 시간 파라미터 ASS_ACTIME과 함께 순방향 제어채널을 통해서 단말기에 전송한다. 그리고 이를 수신한 단

말기는 시간 정렬을 다시 수행하여 상기 GPS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정렬 명령을 수행 하는 시간인 액션 시간에 적용

한다.

도 5는 상기 도 4의 지연 추정기 중의 구성 중 RTD 추정기412의 상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

하면, 곱셈기501-50M은 상기 동기채널 복조기316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확산 시퀀스(Psudo Random Noise seque

nce)를 이용 하여 역확산(despreading)시킨다. 상관기511-51M은 각각 대응되는 곱셈기501-50M에서 출력으로 부

터 상관 값을 검출한다. 여기서 각 브렌치(branch)들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코드만 차이가 있다. 상관기511-50M

은 이동통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각각 대응되는 코드 0-M과의 상관 관계를 검출한다. 제곱기521-52M은 각각 대

응되는 상관기511-51M에서 출력되는 상관 값을 제곱한다. 비교기531-53M은 각각 대응되는 기준(threshold)값과 

제곱기521-52M의 출력을 입력하며, 두 입력을 비교하여 해당 기준값 보다 크면 상기 제곱기521의 출력을 그대로 출

력하고 작으면 0(zero)을 출력한다. 위치 결정기(Position Decision block)540은 상기 비교기531-53M에서 출력되

는 비교 결과신호를 입력하여 현재 동기채널의 RTD를 추정한다.

도 6a - 도 6c는 상기 도 5의 위치결정기540에서 동기 채널의 RTD를 추정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여기서

상기 3개의 RTD 추정 방법에 대한 각각을 살펴보기 전에 기지국은 각 브렌치(branch)마다 비교기531-53M에서 출

력이 있을 때 동기채널 복조기316에 수신되는 동기신호가 얼마나 지연된 것인지하는 지연값에 대한 테이블(table del

ay_value(i))를 구비한다.

첫 번째로 상기 도 6a를 참조하면, 상기 도 6a에 도시된 RTD 추정 방법은 각 브렌치에 위치되는 비교기531-53M의 

출력 크기에 상관 없이 출력이 0이 아니라면 그때의 지연값의 평균을 구해서 동기채널의 RTD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먼저 611단계에서 버퍼(buffer)의 초기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카운터(cnt)는 M개의 브렌치에 대응되는 비교기531-

53M의 출력 개수를 세기 위한 카운터로써, 0으로 초기화한다. 이후 612단계에서는 i번째 브렌치의 출력이 0인가 판

단한다. 이때 상기 i번째 브렌 치의 출력이 0이 아니면 613단계에서 기지국이 가지고 있는 i번째 브렌치에 맞는 지연 

값(delay_value(i))를 버퍼에 더한 후, 614단계에서 출력이 있는 브렌치의 개수를 알기 위해 카운터cnt의 값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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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시킨다. 그러나 상기 612단계에서 i번째 branch의 출력이 0이면, 그냥 (i+1)번째 브렌치를 검색한다. 이후 616

단계에서 모든 브렌치를 검색했는지 확인하며, 모든 브렌치를 검색했으면 617단계에서 카운터cnt가 0인지를 판단한

다. 이때 상기 카운터cnt의 값이 0이면, 617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기 611단계로 되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

고, 상기 카운터cnt가 0이 아니면 618단계에서 상기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카운터cnt의 값으로 나누어 이를 추

정 RTD 값으로 출력한다.

두 번째로 상기 도 6b를 참조하면, 상기 도 6b는 비교기531-53M의 출력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적당한 동기채널 RT

D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먼저 621단계에서 버퍼buffer의 초기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합 버퍼 sum은 M개의 브렌치

에 대응되는 비교기531-53M의 출력을 더하기 위한 버퍼로써, 0으로 초기화한다. 이후 622단계에서 i번째 브렌치의 

비교기 출력 E i 와 i번째 브렌치에 맞는 지연 값 delay_value(i)를 곱해서 버퍼에 더하며, i번째 비교기 출력을 sum에

더한 후, 623단계에서 i를 증가(i=i+1)시킨다. 그리고 624단계에서 모든 브렌치를 검색하였는지 확인(i<M)하고, 625

단계에서 M개 비교기의 출력 합이 0인가 확인한다. 이때 합sum이 0이면 상기 621단계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

작한다. 그러나 모든 브렌치를 검색하였고 합sum이 0이 아니면 626단계에서 그 동안 상기 버퍼buffer에 저장된 값을

합 버퍼sum에 저장된 값으로 나누어 RTD 값을 결정한다.

세 번째로 도 6c를 참고하면, 상기 도 6c는 각 브렌치의 비교기 들의 출력 중에서 가장 큰 브렌치를 선택하는 방식이

다. 먼저 631단계에서 버퍼(buffer)의 초기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변수 i를 0으로 초기화한다. 이후 632단계-635단

계를 수행하면서 0번째부터 M-1번째까지의 브랜치를 검색한다. 이때 상기 632단계에서 i번째 비교기의 출력인 E i

가 버퍼 buffer에 저장되어 있는 값보다 큰지를 판단하며, 이때 상기 E i 가 상기 버퍼 buffer에 저장된 값 보다 크면 

E i 값과 I를 buffer에 저장하고, 크지 않다면 (i+1)번째 branch를 검색한다. 그리고 629단계에서 모든 브렌치를 검

색했는지 판단하고, 모두 검색했으면 630단계에서 상기 버퍼 buffer가 한번도 갱신(update)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

며, 한번도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갱신된 경우에는 637단계에서 상기 버퍼 buffer에 저장

된 I에 따른 상기 지연값에 대한 테이블에 해당하는 값을 동기채널의 RTD 값으로 결정한다.

도 7은 단말기가 상기와 같이 기지국에서 출력되는 시간 정렬 파라미터 및 액션 시간 파라미터를 수신하여 RTD를 변

화 시키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7은 부가채널을 시간 정렬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채

널을 동시에 시간 정렬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7a는 모든 채널들에 버퍼를 설치하고 시간 정렬 하고자하는 채널의 출력단에 설치된 버퍼는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

되는 시간 정렬 값에 따라 송신되는 데이타의 버퍼링(buffering)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타이밍 제어기711은

각 채 널 발생기 들에 적당한 클럭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버퍼712는 제어채널, 동기채널, 기본채널에 공통으로 적

용되는 버퍼로써 버퍼링하는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 상기 버퍼713은 일단 단말기가 시스템에 처음 접속해서 부가채

널을 요구하여 부가채널을 할당 받은 후, 처음 데이터를 전송할때는 다른 채널의 버퍼와 같은 시간으로 버퍼링하여 

전송한다. 그러나 상기 기지국에서 시간 정렬 명령을 수신하면 그 값만큼 버퍼링하는 시간을 조절한다. 그리고 데이

터를 계속 송신하던 중에 채널의 상태가 변해서 부가 채널의 RTD를 줄여야 할 경우에는 버퍼링 시간을 수신된 시간 

정렬 값 만큼 덜하면 부가 채널의 RTD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부가채널의 RTD를 늘려야 할 경우에는 수신한 시

간 정렬 값 만큼 버퍼링하는 시간을 크게 하면 부가 채널의 RTD를 늘릴 수 있다.

도 7b는 시간 정렬하고자하는 채널에 따로 타이밍제어기를 두어 나머지 채널들과 독립적으로 시간 제어를 하는 방법

이다. 제1타이밍제어기714는 일반적인 타이밍 제어기로 써 계속 일정한 시점에서 각 채널들에게 클럭을 분배한다. 

제2타이밍제어기715는 부가채널의 시간제어를 위해 별도로 구비한 타이밍제어기이다. 상기 제2타이밍제어기715는 

처음 시스템에 접속해서 송신 할 때는 제1타이밍제어기714와 동일한 시점에서 부가채널을 동작시키지만, 상기 기지

국으로부터 시간 정렬 명령신호를 수신한 후에는 그 값만큼 액션 시간을 변화 시킨다. 예를들어 상기 부가채널의 RT

D를 줄여야 하는 경우 상기 제2타이밍제어기715는 부가채널을 동작시키는 시간을 시간 정렬 명령신호의 값 만큼 빠

르게하고, 상기 부가채널의 RTD 늘려야 하는 경우 상기 제2타이밍제어기715는 부가채널의 액션 시간을 시간 정렬 

값 만큼 느리 게 하면된다.

따라서 상기 도 2의 212와 같이 상기 동기채널신호의 RTD가 기지국에서 기준 도착시간 값으로 갖고 있는 RTD보다 

큰 경우, 상기 기지국의 지연 추정기325는 내부의 기준 RTD 값과 동기채널 복조기316에서 출력되는 추정된 동기채

널의 RTD와의 차이를 구해서 D_VALUE를 결정한 후 이를 기지국 제어기312에 전달한다. 이때 전달된 파라미터가 

어느 기준값 이상이면, 상기 기지국 제어기는 순방향 제어채널을 통해 해당하는 차이값을 토대로 생성한 시간 정렬 

파라미터 ASS_TIME와 액션 시간 파라미터 ASS_ACTIME를 송신한다. 그러면 상기 순방향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와

같은 명령신호들을 수신하는 단말기 제어기311은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한 액션 시간에 부가 채널의 RTD를 변화 시

킨다. 상기 도 2의 212와 같은 경우 부가채널의 RTD를 213과 같이 시간 정렬 파라미터 크기 만큼 앞으로 당기면 동

기채널의 RTD는 변화되지 않고 부가 채널의 RTD만 시간 정렬 파라미터 크기만큼 앞으로 당겨지게 되어 시간 정렬이

된다. 결국 채널의 상태에 따른 동기채널 RTD의 변화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가채널 RTD와 동기채널 RTD와의 차이

를 조정해서 부가채널에 대한 시간 정렬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상기 도 2의 214와 같이 추정된 동기채널의 RTD가 기지국에서 기준값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 RTD보다 작

은 경우에도 상기한 바와 같이 기지국의 지연추정기325는 내부에 저장하고 있는 기준 RTD와 수신된 동기채널 RTD

와의 차이를 구해서 D_VALUE를 결정한 후 기지국 제어기312에 전달한다. 이런 경우, 상기 기지국 제어기312는 상

기 지연 추정기325에서 전달된 파라미터가 어느 기준값 이상이 면, 상기 제어채널 송수신기314를 제어하여 단말기에

시간 정렬 파라미터와 액션 시간 파라미터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순방향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명령을 수신하는 단

말기는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한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액션 시간에 부가 채널의 RTD를 변화 시킨다. 상기 도 2의 214

의 경우 부가채널의 RTD를 시간 정렬 파라미터만큼 뒤로 밀면 동기채널의 RTD는 변화되지 않고 부가 채널의 RTD

만 시간 정렬 파라미터 크기 만큼 뒤로 밀리게 되어 도 2의 215과 같이 시간 정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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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은 역방향 링크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직교 코드 시

퀀스를 사용자 구분에 이용하기 위하여 역방향 링크의 송신 시간을 정렬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특히 사용자가 여러채

널을 사용하고 있을 때 역방향 링크의 해당하는 특정 채널들의 시간을 정렬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단말기들의 송신 

시간 정렬을 제어할 시, 상기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전용제어채널을 통한 제어메세지를 이용

하여 역방향 링크의 시간을 정렬하므로써 오버헤드(overhead)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때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에서 단말기들의 모든 채널들에 대하여 시간을 정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 단말기가 여러 채

널을 사용할 경우 직교 코드의 숫자가 부족하게 되므로, 필요에 따라 단말기 채널 중 전력이 가장 크게 할당된 채널에

만 시간을 정렬할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장치에 있어서,

동기채널의 신호를 수신 및 동기채널 보조기와,

기준 도착시간 값을 구비하며, 상기 동기채널 신호의 도착시간을 추정한 후 상기 추정도착시간 값과 상기 기준도착시

간 값의 차를 계산하여 상기 동기채널신호의 지연시간 값을 추정하는 지연추정기와,

상기 지연추정기의 출력이 기준지연시간 초과시, 시간 정렬 및 액션 시간 신호를 생성한 후, 순방향 제어채널 송수신

기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지연 추정기가 도착시간을 추정함에 이있어서 각 기지국의 브랜치에서 수신되는 도착시간의 

평균을 구해서 도착시간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지연 추정기가 도착시간을 추정함에 있어서 각 기지국의 브랜치에서 수신되는 도착시간에 가

중치를 두어 도착시간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지연 추정기가 도착시간을 추정함에 있어서 각 기지국의 브랜치에서 수신되는 가장 큰 도착

시간을 도착시간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채널이 역방향 파일럿 채널이고, 제어채널이 전용제어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 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장치.

청구항 6.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장치에 있어서,

동기신호를 발생하는 동기채널발생기와,

순방향 제어 채널을 통해 제어메세지를 송수신하는 제어채널 송수신기와,

상기 제어채널 송수신기를 통해 시간정렬 및 액션 시간 메시지 수신시 상기 수신된 메시지에 따라 트래픽채널 발생기

의 송신시간을 제어하는 단말기 제어기와,

상기 수신된 시간정렬 및 액션 시간 메시지에 따라 트래픽 데이터의 송신시간를 조절하는 트래픽 송신기로 구성되어

져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채널이 역방향 파일럿 채널이고, 상기 트랙픽 채널이 패킷 데이터 채널이며, 제어채널이 

전용제어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장치.

청구항 8.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방법에 있어서,

동기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하는 과정과,

상기 동기채널 신호의 도착시간을 추정한 후 상기 추정도착시간 값과 상기 기준도착시간 값의 차를 계산하여 상기 동

기채널신호의 지연시간 값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지연추정기의 출력이 기준지연시간 초과시, 시간 정렬 및 액션 시간 신호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시간 정렬 및 액션 시간 신호를 순방향 제어채널을 통해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채널이 역방향 파일럿 채널이고, 제어채널이 전용제어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 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도착시간을 추정함에 있어서 각 기지국의 브랜치에서 수신되는 도착시간의 평균을 구해서 도

착시간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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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에 있어서 , 상기 도착시간을 추정함에 있어서 각 기지국의 브랜치에서 수신되는 도착시간에 가중치를 두어 도

착시간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항 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방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 상기 도착시간을 추정함에 있어서 각 기지국의 브랜치에서 수신되는 가장 큰 도착시간을 도착시간

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방법.

청구항 13.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방법에 있어서,

동기신호를 발생하는 과정과,

순방향 제어 채널을 통해 시간 정렬 및 액션 시간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시간정렬 및 액션 시간 메시지에 따라 트래픽 데이터의 송신시간을 조절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채널이 역방향 파일럿 채널이고, 상기 트래픽 채널이 패킷 데이터 채널이며, 제어채널이 

전용제어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시간 정렬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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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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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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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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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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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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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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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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