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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레인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 및 이를 위한 단말과 기지국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라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은 기지국이 단말의 메시지 레인징을 위해서 할당한 상향링크 자원이 충분

하지 않을 경우에 Initial ranging 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를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기지국은 이러한 경우 단말

이 레인징 과정에서 요청하는 Bandwidth request로 판단하여, 상향 링크 구간을 다시 할당해 준다. 이 때에는 단말이 요

청한 Bandwidth request 정보를 통해서 충분한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해 줄 수 있으므로, 단말은 RNG-REQ 메시지를 전

송하고 RNG-RSP를 수신하여 메시지 레인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레인징 절차, 레인징 코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광대역 무선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의 초기 초기 레인징 절차를 나타낸 도면,

공개특허 10-2006-0097495

- 1 -



도 3은 RNG-REQ 메시지의 내용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Bandwidth Request 메시지의 내용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간의 레인징 절차시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Bandwidth request 메시지의 내용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DMA_Allocation_IE 메시지의 내용을 나타낸 도면,

도 8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간의 레인징 절차시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일예에 따른 RNG-REQ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도 9의 RNG-REQ 메시지의 헤더의 Type 필드 내용을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다른 예에 따른 RNG-REQ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12는 도 11의 RNG-REQ 메시지의 페이로드 내용을 나타낸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간의 레인징 절차시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14는 초기 네트워크 진입시 RNG-RSP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과 핸드오프시 RNG-RSP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을 나타낸 도면,

도 15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말(10)의 블록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

도 16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20)의 블록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레인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 및 이를 위한 단말과 기지국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는 802.16 OFDMA 시스템에 적용되어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단말(SS: Subscriber

Station)(10)은 일반적으로 이동성을 가지며 기지국(BS: Base Station)(20)를 통해 백본 네트워크(30)에 연결된다. 단말

(10)은 기지국(20)과 가입자 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기지국(Base Station)(20)은 단말(10)에 대한 제어, 관리, 접속

성(connectivity)을 제공한다. 그리고 백본 네트워크(30)는 단말(10)의 인증 및 서비스 인증을 위한 ASA(Authentication

and Service Authorization Server)(40)에 연결된다.

그리고 단말(10)은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 상에서 통신하기 위해 소정 기지국(20)과 망 진입(network entry) 프로

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할 필요가 있다. 망 진입 프로세스는 DL(Down Link) 채널 동기화(synchronization), 초기 레

인징(initial ranging), 능력 협상(capabilities negotiation), 인증 메시지 교환(authentication message exchange), 등록

및 IP 접속(IP connectivity) 단계들(stages)로 나누어질 수 있다. 단말(10)은 망 진입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하나 이상의

서비스 플로우(service flows)를 생성하여 기지국(20)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망 진입 프로세스에서 초기 레인징

단계를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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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의 초기 레인징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단말(10)은 먼저 단계 101에서 초

기 레인징 코드(Initial ranging code)를 경쟁 방식으로 기지국에 전송한다. 이러한 코드 레인징은 단말의 상향 링크 타이

밍(timing) 및 파워 오프셋(power offset) 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지국(20)은 단계 103에서 RNG-RSP 메시지

에 단말이 전송한 코드 레인징 정보와 파워 오프셋 조절 값을 표시하여 브로드캐스팅(broadcast)한다. 단말(10)은 RNG-

RSP 메시지를 수신하면 코드 레인징 정보를 확인하고 파워 오프셋을 조절하는데, RNG-RSP 메시지의 status 필드가

continue 일 때에는 단계 105에서 코드 레인징을 재시도한다.

기지국(20)은 단말이 시도하는 코드 레인징을 통해 타이밍 및 파워 조절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단계 107에서 RNG-

RSP 메시지의 status 필드를 success로 표기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기지국(20)은 CDMA_Allocation_IE 를 갖는 UL-

MAP 을 통해 단말이 RNG-REQ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상향 링크 구간(UL bandwidth)을 할당하여 적용한다. CDMA_

Allocation_IE는 단말(10)이 전송한 코드 레인징 정보와 함께 단말에게 할당하는 상향 링크 자원량을 포함한다. 그러면 단

말(10)은 RNG-RSP 메시지의 status 필드가 success이면 코드 레인징을 마치고 메시지 레인징을 시도한다.

한편, 단말(10)은 단계 111에서 이 할당받은 업링크 구간에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고, 단계 113에서 기지국으로부터

RNG-RSP 메시지를 수신하면 비로소 레인징 절차가 끝나게 된다. 레인징 절차를 통해서 단말은 Basic CID(Connection

Identifier), Primary CID와 같은 기본적인 CID를 할당받게 된다. 이러한 CID는 해당 기지국에서 단말에게 유일하게 할당

된 값으로, 기지국 접속 중에 단말을 구분하는 정보가 된다. RNG-REQ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는 단말의 MAC

address 정보를 포함하여 몇 가지가 있는데, 기지국은 이러한 정보를 보고 RNG-RSP로 응답한다. RNG-RSP에 포함된

Basic CID와 Primary CID를 통해서 단말은 단계 115에서 능력 협상(Capabilities Negotiation)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능

력 요구 메시지(SBC(SS Basic Capability)-REQ)를 전송한다.

RNG-REQ 메시지가 포함할 수 있는 정보는 TLV(Type/Length/Value) encodings)로 포함되며 구현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RNG-REQ 메시지가 포함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RNG-REQ 메시지의 크기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RNG-REQ를 전송하는 시점에서 즉, 단말은 RNG-RSP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unique CID를 할당받지 못하였으므

로 Bandwidth Request header(message)를 이용하여 기지국(20)으로 대역폭 할당을 요구할 수 없다. 기지국(20)은 할당

한 상향 링크 구간에서 단말(10)의 RNG-REQ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packet loss로 인한 것인지 단말(10)이 전송

을 시도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단말(10)은 다시 코드 레인징을 수행하고 기지국(20)으로부터 CDMA_

Allocation_IE를 다시 받아야 RNG-REQ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지국이 CDMA_Allocation_IE

를 통해 충분한 자원을 할당해 준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RNG-REQ 메시지 전송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레인징 시도시에 할당된 상향 링크 자원이 부족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본 발명은 단말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진입 절차를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IEEE 802.16 및 802.16e의 규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초기 네트워크 진입 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를 위해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상향링크 무선 접속에 관한 기술로서, 단말이 초기 네트

워크에 진입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단말이 초기 시스템에 진입할 때에는 코드 레인징을 통해서 상향 링크 동기

및 파워 조절 등을 수행한다. 코드 레인징에 성공한 단말은 RNG-REQ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구간을 기지국으로부터 할당

받게 되고, RNG-REQ/RSP의 메시지 레인징을 통해서 네트워크 접속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지국이 단말의 메시지

레인징을 위해서 할당한 상향링크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단말은 RNG-REQ 메시지를 송신할 수 없게 되므로 문제

가 발생한다. 현재 IEEE 802.16 및 802.16e의 규격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기지국이 단말에게 할당한 상향 링크 자원이 부

족함을 알 수가 없으므로, 단말은 다시 코드 레인징을 시도해야 한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

지 방법을 제시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에 적용될 수 있다.

이하 본 실시 예에서는 CDMA_Allocation_IE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겠지만, 해당 단말이 레인징을 위한 상향 링크 자

원을 할당받는 정보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형태의 메시지 포맷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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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RNG-REQ 메시지의 내용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4는 Bandwidth Request 메시지의 내용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RNG-REQ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메시지 타입(201), 다운링크 채널 ID(203),

Request Downlink Burst Profile(205), SS MAC Address(207)는 반드시 RNG-REQ 메시지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값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초기 레인징 동안 단말은 Requested Downlink Burst Profile 과 SS MAC Address와 같은 TLV field를

포함하는 RNG-REQ message를 생성하며, Requested Downlink Burst Profile, Ranging Anomalies, AAS(Adaptive

Antena System) broadcast capability 와 같은 TLV field가 상기 RNG-REQ message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기지국

은 단말에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해 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TLV를 고려한다.

도 3을 참조하면, 핸드오버 레인징 동안 Serving BS ID, Ranging Purpose Indication, Location Update Request ,

Paging Controller ID와 같은 fields가 RNG-REQ message에 포함되고, 단말은 HO ID, Power down Indicatior, Power

Saving Class Parameters Proposed Changes와 같은 field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기지국은 가능한 모든 TLV에 대해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기지국(20)이 단말(10)의 코드 레인징 성공 후 CDMA_Allocation_IE를 통해서 상향 링크 구간을 임의로 할당하는데, 이렇

게 할당된 자원은 단말이 보내고자 하는 RNG-REQ 메시지의 정보량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다.

제1 실시예에 따라 단말은 기지국이 단말의 메시지 레인징을 위해서 할당한 상향링크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Initial

ranging 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를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기지국은 이러한 경우 단말이 레인징 과정에서 요청

하는 Bandwidth request로 판단하여,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상향 링크 구간을 다시 할당해 준다. 이 때에는 단말

이 요청한 Bandwidth request 정보를 통해서 충분한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해 줄 수 있으므로, 단말은 RNG-REQ 메시지

를 전송하고 RNG-RSP를 수신하여 메시지 레인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 실시예에 따라 기지국은 코드 레인징을 성공적으로 마친 단말에게 CDMA_Allocation_IE로 자원을 할당할 때 적어도

기본적인 TLV 엘리먼트 를 포함할 수 있는 소정의 상향 링크 자원을 단말로 할당한다. 즉, 기지국은 상향 링크 자원의 양

을 단말의 기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원량으로 할당한다.

단말은 할당받은 상향 링크 자원량이 전송하고자 하는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단말은 적어

도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한 RNG-REQ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송신하는데, 추가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대역폭을 요청하기

위해 RNG-REQ 메시지에 예컨대, "Ranging status indication" 정보를 추가하여 단말이 추가적인 RNG-REQ 전송을 요구

함을 기지국에 알리도록 한다. 이 "Ranging status indication" 정보는 "Requested Bandwidth for next ranging request"

와 같은 TLV field나 piggyback request를 통해 RNG-REQ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 기지국은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한

RNG-REQ 메시지를 수신하면 단말로 Basic CID를 할당한다. 또 기지국은 단말이 전송한 piggyback request에 대해 레

인징 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가 있음을 판단하고 단말로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제3 실시예에 따라 기지국은 코드 레인징을 성공적으로 마친 단말에게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자원을 할당할 때,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할 지에 대한 조건에 따라 상향 링크 자원량을 결정하고 충분한 양의 자원을 할당한다. 이러한 조건

으로는 단말이 전송한 CDMA code의 code set 정보, ranging 구간정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말은 RNG-

REQ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상향 링크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일이 거의 없어진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먼저, 도 5 내지 도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간의 레이징 절차를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간의 레인징 절차시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Bandwidth request 메시지의 내용을 나타낸 도면이다. 그리고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DMA_

Allocation_IE 메시지의 내용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단말(10)은 기지국(20)이 단말(10)의 메시지 레인징을 위해서 할당한 상향링크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

우에 Initial ranging 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를 기지국(20)으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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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단말(10)은 단계 301에서 초기 레인징 코드(Initial ranging code)를 경쟁 방식으로 기지국(20)으로 전송한다.

기지국(20)은 단계 303에서 RNG-RSP 메시지에 단말이 전송한 코드 레인징 정보와 파워 오프셋 조절 값을 표시하여 브로

드캐스팅(broadcast)한다. 이때 기지국(20)은 단말이 시도하는 코드 레인징을 통해 타이밍 및 파워 조절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RNG-RSP 메시지의 status 필드를 success로 표기하고 코드 레인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RNG-RSP 메시

지의 status 필드를 continue로 표기하여 전송한다.

그에 따라 단말(10)은 단계 303에서 수신한 RNG-RSP 메시지의 status 필드가 continue 일 때에는 단계 305에서 코드 레

인징을 재시도한다. 기지국(20)은 단말이 시도하는 코드 레인징을 통해 타이밍 및 파워 조절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단

계 307에서 RNG-RSP 메시지의 status 필드를 success로 표기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동시에 기지국(20)은 단계 309에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CDMA_Allocation_IE와 같은 UL-MAP을 단말(10)로 전송한다. CDMA_Allocation_IE에는 단

말이 전송한 코드 레인징 정보와 함께 단말에게 할당하는 상향 링크 자원의 양이 표시되어 있다. 단말(10)은 메시지 레인

징을 시도하기 위해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할 때, 할당받은 상향링크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계 311에서 해

당 업링크 구간에 도 6에서와 같은 Bandwidth request header를 전송한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Bandwidth request header는 CID 필드에 initial ranging CID를 사용한다. 즉 단말(10)은 할당받은 상향링크 자원이 부

족할 경우 initial ranging 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 header를 기지국(20)으로 전송한다.

기지국은 initial ranging 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 header를 수신하면 레인징 과정에서 상향 링크 자원을 요청

하는 Bandwidth request로 판단하여,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상향 링크 구간을 다시 할당해 준다. 이 때에는 단말

이 요청한 Bandwidth request 정보를 통해서 충분한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해 줄 수 있으므로, 단말은 RNG-REQ 메시지

를 전송하고 RNG-RSP를 수신하여 메시지 레인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기지국(20)은 CDMA_Allocation_IE에는 레인징 코드(Ranging code)를 미리 정한 코드 예컨대, 0x00으로 표시한

다 그리고 기지국(20)은 Bandwidth request header를 수신했던 심볼과 서브채널을 각각 CDMA_Allocation_IE의 레인

징 심볼과 레인징 서브채널에 표시한다. 즉, 기지국(20)은 대역폭을 요구한 단말(10)을 알 수 없으므로 단말(10)이

Bandwidth request header를 송신한 레인징 심볼과 레인징 서브채널 위치에서 CDMA_Allocation_IE을 송신한다. 그에

따라 단말(10)은 레인징 코드를 보고 해당 CDMA_Allocation_IE가 RNG-REQ를 위한 대역폭을 할당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말(10)은 레인징 심볼과 레이징 서브채널 위치를 보고 자신이 송신한 Bandwidth request header에 대

한 응답으로 송신된 CDMA_Allocation_IE을 식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CDMA_Allocation_IE를 받은 단말(10)은 레인징 코드 값이 0x00인 경우, Initial-ranging CID를 통한

Bandwidth request에 대한 할당 정보임을 판단한다. 그리고 단말(10)은, 레인징 심볼과 레인징 서브채널 값이 자신이

Bandwidth request header를 보낸 위치와 동일한지 비교한다. 단말(10)은 레인징 코드 값이 0x00이고 CDMA_

Allocation_IE의 레인징 심볼과 레인징 서브채널 값이 자신이 Bandwidth request header를 보낸 위치와 동일하면 단계

317에서 할당받은 구간에 자신의 RNG-REQ 메시지를 전송한다. 도 7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DMA_

Allocation_IE은 기존의 CDMA_Allocation_IE의 format을 그대로 사용한다. 본 실시예에 따라, 단말(10)은 레인징 코드

값을 보고 CDMA_Allocation_IE에 포함된 값들이 Ranging을 위한 것인지 Bandwidth 할당을 위한 것인지를 식별한다.

그리고 단말(10)은 단계 319에서 기지국(20)으로부터 RNG-RSP 메시지를 수신하면 비로소 레인징 절차가 종료한다. 이

어서 단말(10)은 단계 321에서 능력 협상(Capabilities Negotiation)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능력 요구 메시지(SBC(SS

Basic Capability)-REQ)를 전송한다.

이와 같이 기지국은 initial ranging 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 header를 수신하면 레인징 과정에서 요청하는

Bandwidth request로 판단하여,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상향 링크 구간을 다시 할당해 준다. 이 때에는 단말이 요

청한 Bandwidth request 정보를 통해서 충분한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해 줄 수 있으므로, 단말은 RNG-REQ 메시지를 전

송하고 RNG-RSP를 수신하여 메시지 레인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Bandwidth request header에 포함하는 CID로 initial ranging CID 뿐만 아니라, 그 외 어떠한 다른 형태

의 CID도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어서, 도 8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간의 레이징 절차를 설명한다.

도 8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간의 레인징 절차시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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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을 참조하면, 기지국(20)은 코드 레인징을 성공적으로 마친 단말(10)에게 CDMA_Allocation_IE로 자원을 할당할 때

적어도 필수적인 TLV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량 이상의 상향 링크 자원을 단말로 할당한다.

구체적으로 단말(10)은 단계 401에서 초기 레인징 코드(Initial ranging code)를 경쟁 방식으로 기지국(20)으로 전송한다.

기지국(20)은 단계 403에서 RNG-RSP 메시지에 단말이 전송한 코드 레인징 정보와 파워 오프셋 조절 값을 표시하여 브로

드캐스팅(broadcast)한다. 단말(10)은 단계 403에서 수신한 RNG-RSP 메시지의 status 필드가 continue 일 때에는 단계

405에서 코드 레인징을 재시도한다. 기지국(20)은 단말이 시도하는 코드 레인징을 통해 타이밍 및 파워 조절이 이루어졌

다고 판단되면 단계 407에서 RNG-RSP 메시지의 status 필드를 success로 표기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기지국(20)은 단계 409에서 적어도 기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한 CDMA_Allocation_IE를

단말로 전송한다. 예컨대, 기지국(20)은 도 3에 도시된 RNG-REQ 메시지에서 필수적인 레인징 정보로서 메시지 타입

(201), 다운링크 채널 ID(203), Request Downlink Burst Profile(205), SS MAC Adress(207)를 적어도 실을 수 있는 다

운링크 자원을 할당한 CDMA_Allocation_IE를 단말(10)로 전송한다.

즉, 기지국(20)은 성공적인 코드 레인징을 마친 단말(10)에게 "레인징 request를 위한 최소 자원(Minimum resource for

Ranging Request)" 이상의 상향 링크 자원을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할당한다. 이 때 "Minimum resource for

Ranging Request"은 단말의 MAC header, Grant subheader, MAC address 등 최소 정보를 포함하는 RNG-REQ 메시지

를 지원할 수 있는 상향 링크의 자원량을 말한다.

그리고 단말(10)은 단계 411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한 RNG-REQ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이때, 단말

(10)은 기지국(20)으로 전송할 추가적인 RNG-REQ 정보가 있으면, 추가 RNG-REQ 정보의 존재를 표시하거나 RNG-

REQ 메시지에 대역폭 할당 요구를 표시한다. 즉, 단말(10)은 할당받은 상향 링크 자원량이 전송하고자 하는 RNG-REQ 메

시지를 전송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대역폭을 요청하기 위해 RNG-REQ 메시지에 예컨대,

"Ranging status indication" 정보를 추가하여 단말이 추가적인 RNG-REQ 전송을 요구함을 기지국에 알리도록 한다. 이

"Ranging status indication" 정보는 "Requested Bandwidth for next ranging request"와 같은 TLV field나 piggyback

request를 통해 RNG-REQ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역폭 할당 요구의 표시 또는 추가 RNG-REQ 정보 존재

의 표시는 RNG-REQ 메시지에 대역폭 할당 요구를 위한 piggyback request를 포함시키는 방법과, RNG-REQ 메시지의

페이로드에 대역폭 할당 요구를 위한 TVL(Type-Value-Length)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제2 실시예는 이에 한정

되지 않으며 당업자에 의해 구현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RNG-REQ 메시지에 대역폭 할당 요구를 표시할 수 있다.

RNG-REQ 메시지에 대역폭 할당 요구를 위한 piggyback request를 포함시키는 경우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RNG-REQ

메시지의 포맷이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RNG-REQ 메시지(430)는 헤더(431), 서브헤더(433) 및 페이로

드(435)를 포함한다. RNG-REQ 메시지에 최소한의 정보만을 싣도록 다운링크 자원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단말(10)은 필

수적인 레인징 정보 이외에 전송할 레인징 정보가 더 있다면 최소 정보(MAC address등)와 piggyback(bandwidth)

request를 포함한 RNG-REQ 메시지를 상향 링크로 전송한다. piggyback request는 단말이 기지국으로 레인징 절차에

따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대역폭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서브헤더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더(31)의 Type 필드에 piggyback request의 존재를 나타내는 값(470)이 존재한다.

RNG-REQ 메시지의 페이로드에 대역폭 할당 요구를 위한 TLV(Type-Length-Value)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RNG-REQ 메시지의 포맷이 도 11에 도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 12에는 도 11의 RNG-REQ 메시지의페이로드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RNG-REQ 메시지(440)는 헤더(441) 및 페이로드(443)를 포함한다. 단말(10)은

필수적인 레인징 정보 이외에 전송할 레인징 정보가 더 있다면 최소 정보(MAC address등)와 대역폭 할당 요구를 위한

TLV(Type-Length-Value)(450)를 포함한 RNG-REQ 메시지를 상향 링크로 전송한다. 대역폭 할당 요구를 위한 TLV

(Type-Length-Value)값(450)은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RNG-REQ 메시지의 페이로드(443)에 추가될 수 있으며,

Requested Bandwidth for next ranging request라고 명명될 수 있다. 그리고 대역폭 할당 요구를 위한 TLV(Type-

Length-Value)(450)의 사이즈는 당업자에 의해 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다.

RNG-REQ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20)은 단계 413에서 단말의 최소 정보(MAC address등)를 통해 Basic CID를 할당하

고 해당 단말에게 RNG-RSP로 응답한다. 이 때 기지국(20)은 단말(10)이 piggyback request를 전송했을 경우 또는 단말

(10)이 대역폭 할당 요구를 위한 TLV(Type-Length-Value)값을 전송했을 경우 단계 415에서 Ranging의 추가적인 정보

가 있음으로 판단하고 Basic CID를 이용하여 상향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그에 따라 단말(10)은 단계 417에서 할당받은 상

향링크 구간에 Basic CID를 통해 RNG-REQ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전송하고 단계 419에서 기지국(20)으로부터 이에 대한

RNG-RSP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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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 3, 도 13 및 도 1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간의 레이징 절차를 설명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간의 레인징 절차시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12는 초기 네

트워크 진입시 RNG-RSP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과 핸드오프시 RNG-RSP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을 나

타낸 도면이다.

기지국(20)은 코드 레인징을 성공적으로 마친 단말(10)에게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자원을 할당할 때, 얼마큼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할 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 상향 링크 자원량을 결정하고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

구체적으로 단말(10)은 단계 501에서 초기 레인징 코드(Initial ranging code)를 경쟁 방식으로 기지국(20)으로 전송한다.

기지국(20)은 단계 503에서 RNG-RSP 메시지에 단말이 전송한 코드 레인징 정보와 파워 오프셋 조절 값을 표시하여 브로

드캐스팅(broadcast)한다. 단말(10)은 단계 503에서 수신한 RNG-RSP 메시지의 status 필드가 continue 일 때에는 단계

505에서 코드 레인징을 재시도한다. 기지국(20)은 단말이 시도하는 코드 레인징을 통해 타이밍 및 파워 조절이 적당히 이

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단계 507에서 RNG-RSP 메시지의 status 필드를 success로 표기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기지국(20)은 단계 509에서 얼마큼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할 지에 대한 조건에 따라 상향 링크 자원량을 결정한다.

RNG-REQ 메시지의 크기를 좌우하는 주요한 조건 중 하나는 해당 RNG-REQ 메시지가 초기 네트워크 진입을 위한 것인

지 아니면 핸드오프에 따른 네트워크 재진입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 조건은 기지국(20)이 예컨대 레이징 코드를 통

해 판단할 수 있다. 초기 레인징 코드셋과 핸드오버를 위한 레인징 코드셋은 서로 상이하게 정의되며, 각각의 레인징을 위

한 상향 링크 경쟁 구간도 다르게 할당된다. 따라서 단말이 전송한 레인징 코드와 구간 정보를 통해서 기지국은 단말의 진

입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할당할 상향 링크 자원을 판단한다. 도 14에는 이러한 조건에 따라 초기 네트워크 진

입시 RNG-RSP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과 핸드오프시 RNG-RSP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이 나타나 있

다. 기지국(20)은 이러한 조건에 기초하여 단말(10)이 기지국(20)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레인징 정보(All TLV

elements)를 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상향 링크 자원량을 결정한다.

예컨대, 초기 레인징 동안에, 단말은 RNG-REQ메시를 생성하는데 있어, Requested Downlink Burst Profile 과 SS MAC

Address와 같은 TLV field를 포함하는 RNG-REQ message를 생성한다. 또한, Requested Downlink Burst Profile,

Ranging Anomalies, AAS(Adaptive Antena System) broadcast capability 와 같은 TLV field가 상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도 3 참조). 이렇게 생성된 RNG-REQ 메시지에 의해, 상기 기지국은 단말의 상향 링크 자원(UL Bandwidth)을 할

당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TLV들을 고려해서, 충분한 상향 링크 자원량을 결정하여 단말에 할당해 줄수 있다. 예컨대, 핸드

오버 레인징 동안 단말은 RNG-REQ message를 생성하는 데 있어, Serving BS ID, Ranging Purpose Indication,

Location Update Request , Paging Controller ID와 같은 fields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HO ID, Power down

Indicatior, Power Saving Class Parameters Prosed Changes 와 같은 필드도 포함될 수 있다(도 3 참조). 이렇게 생성

된 RNG-REQ 메시지에 의해, 상기 기지국은 단말의 상향 링크 자원(UL Bandwidth)을 할당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TLV들

을 고려해서, 충분한 상향 링크 자원량을 결정하여 단말에 할당해 줄수 있다.

이에 따라 단말은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상향 링크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일이 거의 없어진다.

이어서 기지국(20)은 단계 511에서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한 CDMA_Allocation_IE를 단말(10)로 전송한다. 그러면 단말

(10)은 단계 513에서 할당받은 업링크 구간에 RNG-REQ 메시지를 전송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단말(10)은 기지국(20)

으로부터 할당받은 상향 링크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지국(20)으로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대역폭을 요구

할 일이 없다.

그리고 기지국(20)은 단계 515에서 단말(10)로 RNG-RSP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레인징 절차가 끝나게 된다. 그리고,

RNG-RSP에 포함된 Basic CID와 Primary CID를 통해서 단말(10)은 단계 517에서 능력 협상(Capabilities Negotiation)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능력 요구 메시지(SBC(SS Basic Capability)-REQ)를 전송한다.

이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실시예를 구현하는 단말 및 기지국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말(10)의 블록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단말(10)은 송수신부(12)

및 제어부(14)를 포함한다. 송수신부(14)는 레인징 절차를 위한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송신한다. 제어부(14)는 제1 실시예

에 따라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할당받은 상향 링크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Initial ranging CID를 포함

한 Bandwidth request를 송수신부(12)를 통해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그리고 제어부(14)는 기지국(20)으로부터 전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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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_Allocation_IE의 레인징 코드 값이 예컨대, 0x00인 경우, Initial-ranging CID를 통한 Bandwidth request에 대한

할당 정보임을 판단한다. 그리고 제어부(14)는 CDMA_Allocation_IE의 레이징 심볼과 레이징 서브채널 값이 자신이

Bandwidth request header를 보낸 위치와 동일한지 비교한다. 제어부(14)는 레인징 코드 값이 예컨대, 0x00이고

CDMA_Allocation_IE의 Ranging symbol과 레인징 서브채널 값이 자신이 Bandwidth request header를 보낸 위치와 동

일하면 할당받은 구간에 자신의 RNG-REQ 메시지를 송수신부(12)를 통해 기지국(20)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제어부(14)는 제2 실시예에 따르면 할당받은 상향 링크 자원량이 전송하고자 하는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기

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대역폭을 요청하기 위해 "Requested Bandwidth for next ranging

request"와 같은 TLV field나 piggyback request를 포함한 RNG-REQ 메시지를 송수신부(12)를 통해 기지국으로 송신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역폭 할당 요구의 표시 또는 추가 RNG-REQ 정보의 존재 표시는 RNG-REQ 메시지에 대역폭

할당 요구를 위한 piggyback request를 포함시키는 방법과, RNG-REQ 메시지의 페이로드에 대역폭 할당 요구를 위한

TVL(Type-Value-Length)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제어부(14)는 기지국으로 전송할 추가적인 RNG-REQ 정보가

있으면, piggyback request를 포함한 RNG-REQ 메시지를 생성하여 기지국(20)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는 제어부(14)는

대역폭 할당 요구를 위한 "Requested Bandwidth for next ranging request"를 포함한 RNG-REQ 메시지를 생성하여 기

지국(20)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어서 제어부(14)는 기지국(20)으로부터 RNG-RSP를 통해 Basic CID를 할당받으면 이Basic CID를 통해 RNG-REQ 메

시지를 추가적으로 전송한다.

물론 제어부(14)는 기지국으로부터 처음 할당받은 상향 링크 자원량이 충분하면 한번만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에 의해 자신이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레인징 정보를 기지국(20)으로 전송할 수 있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20)의 블록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기지국(20)은 송수신부

(22), 제어부(24) 및 상향 링크 자원 할당부(26)를 포함한다. 송수신부(24)는 레인징 절차를 위한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송

신한다. 제1 실시예에 따라 제어부(24)는 Initial ranging 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를 수신하면, 단말이 레인징 과

정에서 요청하는 Bandwidth request로 판단한다. 그에 따라 상향 링크 자원 할당부(26)는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상향 링크 구간을 다시 할당해 준다. 이때 제어부(24)는 상기 Bandwidth request에 응답하여 CDMA_Allocation_IE를 전

송할 때 상기 Bandwidth request를 수신한 레인징 심볼과 레인징 서브채널의 위치에서 상기 CDMA_Allocation_IE를 송

신한다.

그리고 제2 실시예에 따라 상향 링크 자원 할당부(26)는 코드 레인징을 성공적으로 마친 단말에게 CDMA_Allocation_IE

를 통해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할 때 최소량의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즉, 상향 링크 자원 할당부(26)는 성공적인 코드

레인징을 마친 단말(10)에게 "레인징 request를 위한 최소 자원(Minimum resource for Ranging Request)" 이상의 상향

링크 자원을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할당한다. 이 때 "Minimum resource for Ranging Request"은 단말의 MAC

header, Grant subheader, MAC address 등 최소 정보를 포함하는 RNG-REQ 메시지를 지원할 수 있는 상향 링크의 자

원량을 말한다.

그리고, 제어부(24)는 단말로부터 RNG-REQ 메시지를 수신하면 단말의 최소 정보(MAC address등)를 통해 Basic CID를

할당한 RNG-RSP를 단말(10)로 전송한다. 또, 제어부(24)는 단말(10)로부터 수신한 RNG-REQ 메시지에 추가적인 RNG-

REQ 정보의 존재 또는 그 전송을 위한 대역폭 할당 요구가 표시되어 있는 지를 판단한다. 예컨대, 제어부(24)는 수신한

RNG-REQ 메시지에 piggyback request 또는 Requested Bandwidth for next ranging request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판단한다. 제어부(24)는 RNG-REQ 메시지에 추가 RNG-REQ 정보 존재의 표시 또는 대역폭 할당 요구의 표시가 포함되

어 있으면 상향 링크 자원 할당부(26)로 하여금 Basic CID를 이용하여 단말(10)로 상향링크 자원을 다시 할당하도록 한

다.

마지막으로 제3 실시예에 따라 상향 링크 자원 할당부(26)는 코드 레인징을 성공적으로 마친 단말에게 CDMA_

Allocation_IE를 통해 자원을 할당할 때, 얼마큼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할 지에 대한 조건에 따라 상향 링크 자원량을 결정

하고 상향 링크 자원을 할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RNG-REQ 메시지의 크기를 좌우하는 주요한 조건중 하나는 해당

RNG-REQ 메시지가 초기 네트워크 진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핸드오프에 따른 네트워크 재진입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

이다. 상향 링크 자원 할당부(26)는 이러한 조건에 기초하여 단말(10)이 기지국(20)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레인징 정

보를 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상향 링크 자원량을 할당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24)는 결정된 상향 링크 자원량을 할당한

CDMA_Allocation_IE를 송수신부(22)를 통해 단말(10)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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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고 실시할 수 있다. 예컨대, 본 발명은 802.16/802.16e OFDMA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

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에 같은 본원 발명에 따르면 기존의에서 초기 레인징 과정에서 단말에게 할당한 상향 링크 자원이 RNG-REQ 메

시지를 보내기에 부족한 경우, 단말은 코드 레인징을 재시도 하여야 한다. 또한, 코드 레인징을 재시도하고 다시 할당받은

구간이 충분한 자원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단말이 네트워크 진입에 오랜 지연이 발생하거나 진입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단말이 초기 레인징 시에 할당 받은 자원의 양이 적을 때에도 효율적으로 레인징

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발명은 단말의 네트워크 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연동하여 레인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단말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 절차(ranging stage)를 위한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송수신부와,

상기 레인징 절차시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상향 링크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소정의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를 송신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CID는 intial ranging C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CDMA_Allocation_IE의 레인징 코드 값이 미리 정해진 소정

값을 가지면, 상기CDMA_Allocation_IE를 상기 전송한 Bandwidth request에 대한 상향 링크 할당 정보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수신한 CDMA_Allocation_IE의 레인징 심볼과 레인징 서브채널 값이 자신이

Bandwidth request를 통해 보낸 위치와 동일한지 비교하고 수신한 CDMA_Allocation_IE의 Ranging symbol과 Ranging

subchannel 값이 자신이 Bandwidth request header를 보낸 위치와 동일하면 할당 받은 구간에 RNG-REQ 메시지를 송

신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5.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과 연동하여 레인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지국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 절차(ranging stage)를 위한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송수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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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로부터 특정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를 수신하면 단말이 레인징 과정에서 요청하는 Bandwidth

request로 판단하는 제어부와,

상기 Bandwidth request를 수신하면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상향 링크 구간을 다시 할당하는 상향 링크 자원 할당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CID는 intial ranging C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Bandwidth request에 응답하여 CDMA_Allocation_IE를 전송할 때 상기

Bandwidth request를 수신한 레인징 심볼과 레인징 서브채널의 위치에서 상기 CDMA_Allocation_IE를 송신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8.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의 단말에서 기지국과 연동하여 레인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 절차시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상향 링크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단말은 소정의 CID를 포

함한 Bandwidth request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Bandwidth request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CID는 intial ranging C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CDMA_Allocation_IE의 레인징 코드 값이 미리 정해진 소정 값을

가지면, 상기 CDMA_Allocation_IE를 상기 전송한 Bandwidth request에 대한 상향 링크 할당 정보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CDMA_Allocation_IE의 레이징 심볼과 레이징 서브채널 값이 자신이 Bandwidth request를 보낸

위치와 동일한지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CDMA_Allocation_IE의 레이징 심볼과 레이징 서브채널 값이 자신이 Bandwidth request header를 보낸 위치와 동

일하면 할당 받은 구간에 RNG-REQ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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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단말과 연동하여 레인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로부터 소정의 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를 수신하면 단말이 레인징 과정에서 요청하는 Bandwidth

request로 판단하는 단계와,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상향 링크 구간을 다시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CID는 intial ranging C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Bandwidth request에 응답하여 CDMA_Allocation_IE를 전송할 때 상기 Bandwidth request를 수

신한 Ranging symbol과 Ranging subchannel의 위치에서 상기 CDMA_Allocation_IE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레인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 절차시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상향 링크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소정의 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를 송신하는 단말과,

상기 단말로부터 소정의 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를 수신하면 단말이 레인징 과정에서 요청하는 Bandwidth

request로 판단하고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상향 링크 구간을 다시 할당하는 기지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Bandwidth request에 응답하여 CDMA_Allocation_IE를 전송할 때 상기 Bandwidth

request를 수신한 Ranging symbol과 Ranging subchannel의 위치에서 상기 CDMA_Allocation_IE를 송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CDMA_Allocation_IE의 레인징 코드 값이 미리 정해진 소정

값을 가지면, 상기CDMA_Allocation_IE를 상기 전송한 Bandwidth request에 대한 상향 링크 할당 정보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상기 수신한 CDMA_Allocation_IE의 레이징 심볼과 레이징 서브채널 값이 자신이

Bandwidth request를 보낸 위치와 동일한지 비교하고 수신한 CDMA_Allocation_IE의 Ranging symbol과 Ranging

subchannel 값이 자신이 Bandwidth request header를 보낸 위치와 동일하면 할당받은 구간에 RNG-REQ 메시지를 송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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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레인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단말이 상기 레인징 절차시 RNG-REQ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상향 링크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소정의 CID를 포

함한 Bandwidth request를 송신하는 단계와,

기지국이 상기 단말로부터 소정의 CID를 포함한 Bandwidth request를 수신하면 단말이 레인징 과정에서 요청하는

Bandwidth request로 판단하고 CDMA_Allocation_IE를 통해 상향 링크 구간을 다시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연동하여 레인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 절차시 단말이 RNG-REQ 메시지를 기지국에 전송하기 위해 할당받은 상향 링크 자원이 충분한지를 판단하

는 단계

상기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레인징을 위한 Bandwidth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Bandwidth 요청 메시지를 기지국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을 위한 Bandwidth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는,

Bandwidth Request Header의 CID 필드에 initial ranging CID를 삽입하여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Bandwidth Request Header를 수신한 기지국은 레인징을 위한Bandwidth 요청메시지 임을 판단

하는 단계 및

새로운 상향링크구간(UL Bandwidth)을 할당하여, 해당 단말이 인지하는 특정 주파수 구간에 실어 전송해주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을 위한 Bandwidth 요청 메시지는,

추가로 보내야 할 ranging information 이 있음을 알리는 지시자 및 initial ranging CID를 포함하는 RNG-REQ 메시지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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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상기 RNG-REQ 메시지의 지시자는 piggyback request 형태 및/또는 TLV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0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Bandwidth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는 새로운 추가 상향링크구간에 대한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받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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