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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가, 파일럿 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전용채널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기본채널 발생기와, 패킷 데
이터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 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되고, 단말기 통신장치가, 전용 채널들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파일럿 신호에 전력제어신호를 부가하여 발생하는 역방향 전용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음
성 신호를 발생하는 역방향 전용기본채널 발생기와, 패킷 데이터를 발생하는 역방향 전용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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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단말기와 기지국의 각 채널송수신장치의 전체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a 및 도 2b는 도 1에서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a 및 도 3b는 도 1에서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a, 도 4b 및 도 4c는 도 1에서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상기 각 채널 송신장치들에서 출력되는 송신신호를 확산 및 변조하는 확산변조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6a 및 도 6b는 도 1에서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도 1에서 순방향 링크의 부가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도 1에서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도 1에서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채널 발생기, 동기채널 발생기 및 페이징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a는 도 1에서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10b는 파일럿채널에 제어비트
를 삽입하는 예를 설명하기 위한 메시지 프레임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a 및 도 11b는 도 1에서 역방향 링크의 접근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11c는 상기 접근채널의 
송신신호를 확산 및 변조하여 송신하는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역방향 링크의 각 채널 발생기들에서 출력되는 송신신호를 확산 및 변조하는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역방향 링크의 각 채널 발생기에서 출력되는 신호들을 직교변조 및 확산변조하는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a-도 14c는 기본채널, 부가채널 및 접근채널들을 통해 송신되는 메시지 프레임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5a 및 도 15b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1제어메세지 및 제2제어메세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6a 및 도 16b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음성통신의 수행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7a 및 도 17b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고품질 음성 통신의 수행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8a 및 도 18b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타 통신을 수행하는 제1실시예의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9a 및 도 19b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타 통신을 수행하는 제2실시예의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20a 및 도 20b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음성 및 패킷 데이타 통신을 수행하는 제1실시예의 동작 과정
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21a 및 도 21b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음성 및 패킷 데이타 통신을 수행하는 제2실시예의 동작 과정
을 도시하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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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a 및 도 22b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음성 및 패킷 데이타 통신을 수행하는 제3실시예의 동작 과정
을 도시하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통신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용제어채널을 구비하여 음성 
및 데이타 통신을 수행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한다)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음
성을 위주로 하는 종래의 이동통신 규격에서 발전하여, 음성 뿐만 아니라 고속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IMT-2000 규
격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상기 IMT-2000 규격에서는 고품질의 음성, 동화상, 인터넷 검색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
다. 상기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존재하는 통신 선로는 크게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향하는 
순방향 선로(Forward Link)와 반대로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향하는 역방향 선로(Reverse Link)로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CDMA 통신시스템은 음성 통신인 경우에는 크게 불편한 점을 느끼지 않지만, 고속의 전송 속도와 
고품질의 통화품질을 요구하는 데이터 통신에서는 종래의 방식으로는 충분한 통신 품질을 유지하지 못한다. 음성 이외
에도 패킷 데이터 통신을 포함한 데이터 통신과 고품질 음성 통신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은 음성 및 데이터를 서비스하기 위한 채널들을 구비해서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채널을 유동적
으로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 통신 채널로 기본채널과 부가채널을 할당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상기 
기지국과 이동국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제어정보의 전송을 위해 기본채널을 항상 유지해야 하여야 하
며, 이로인해 종래의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의 방식으로는 채널의 낭비를 초래하여 무선 용량의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종래의 CDMA 이동 통신시스템은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크기를 고정 시켜서 전송하기 때문에 제어메시지로 보낼 
데이터의 양이 적더라도 고정된 크기로만 보내야 하므로 처리량(throughput)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또한 종래의 CDMA 이동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기본채널을 통해서 역방향 전력제어 비트를 전송하여야 하므로 기
본채널로 보낼 사용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채널을 역방향 전력제어를 위해 유지해야만하는 문제가 있고 통신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종래의 CDMA 이동 통신시스템의 채널 구조는 역방향 링크 송신기의 경우 파일럿 채널과 기본채널, 부가채널, 제어채
널을 구비하고 있다. 종래의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제어채널 발생기는 20ms의 길이를 가지는 한 개의 프레임 
당 10비트 만을 입력으로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정 시점에 전력제어 비트를 삽입하여 전송한다. 이 경우 입력되는 메시
지의 양이 적어서 효율적으로 제어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제어채널을 통해서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제어 메시지가 없는 경우에도 전력제어를 위해 제어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음성 및 데이타 송수신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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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전용제어채널을 이용하여 음성 및 데이타 송수신시 제어정보
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전용제어채널을 이용하여 음성 및 데이타 송수신시 제어
정보를 송수신하며, 송수신되는 정보를 크기에 따라 가변적인 메시지 프레임 구조로 통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
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통신중인 채널 이외의 다른 채널을 이용하여 시그날링 메
시지 및 제어정보 메시지들을 전송하여 통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역방향 송신장치가 파일럿채널에 전력제어신호를 삽입하
고 제어 메시지는 전용제어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가, 파일럿 신호
를 발생하는 순방향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전용채널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
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기본채널 발생기와, 패킷 데이터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 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되고, 단말
기 통신장치가, 전용 채널들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파일럿 신호에 전력제어신호를 
부가하여 발생하는 역방향 전용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호를 발생하는 역방향 전용기본채널 발생기와, 패킷 데이
터를 발생하는 역방향 전용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여기서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중 동일한 
구성들은 가능한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 각 채널들에서 전송되는 프레임들의 길이, 부호화율, 그리고 각 채널들의 블록에서 출력되는 데이타 및 
심볼들의 수 등과 같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 
없이 또한 이들의 변형에 의해서도 본 발명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
에게 자명할 것이다.

하기의 설명에서 " 제어메시지" 라는 용어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를 의미하며,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제어메시지들은 RLP(Radio Link Protocol)프레임 또는 상기 IS-95B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제
어 메시지(L3 signaling)와, 부가채널을 할당하고 부가채널을 해제하는 등의 패킷데이타 서비스 제어와 관련된 제어메
세지인 MAC(Medium Access Control) 메시지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 전용채널(dedicated channel)" 이라는 용어는 기지국과 단말기 간에 통신을 위
해 전용으로 할당되는 채널로써, 공용채널(common channel)과 대별되는 용어이며, 본 발명에서는 전용제어채널, 부
가채널, 기본채널 및 역방향 파일럿 채널이 전용 채널들이 될 수 있다. 즉, 순방향 전용채널은 기지국으로 부터 하나의 
단말기로 정보를 전송하는 모든 물리적 채널의 집합으로써, 순방향 기본채널, 순방향 부가채널 및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역방향 전용채널은 하나의 단말기가 기지국에 정보를 전송하는 모든 물리적 채널의 집합으로
써, 하나 이상의 역방향 부가채널, 역방향 기본채널,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및 역방향 파일럿 채널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DMA 통신시스템에서 단말기와 기지국에 구성되는 각 채널들 및 이들 각각의 채널 
송수신장치 구성 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에서 각 채널 구성은 송신기를 중심으로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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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지국의 채널 구성을 살펴보면, 제어기101은 기지국의 각 채널 발생기들의 동작을 제어(enable, disable)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기지국에서 송수신되는 물리 계층(physical layer)의 메시지를 처리하며, 상위 계층과 메시지를 통
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파일럿채널 발생기105, 동기채널 발생기107, 페이징채널 발생기109는 한 셀 또는 다수의 셀
에 있는 사용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채널 정보를 발생시키는 장치이고,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 기본채널 발
생기111, 부가채널 발생기113은 사용자마다 다르게 할당되는 가입자 전용 채널 정보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은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Dedicated Control Channel: DCCH)을 통해 전송되는 각종 
제어 메시지들을 처리하여 단말기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의 동작을 살펴보면,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들은 RLP(Ra
dio Link Protocol)프레임 또는 상기 IS-95B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제어 메시지(L3 signaling)와, 부가채널을 할당하
고 부가채널을 해제하는 등의 패킷데이타 서비스 제어와 관련된 제어메세지인 MAC(Medium Access Control) 메시
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기본채널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전력제어 신호를 전
송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기 제어메시지에는 상기 전력제어 신호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에서 
기지국과 부가채널에 사용될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를 협상하며, 상기 부가채널에 직교부호가 사용될 경우 직교부
호를 변경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에는 파일럿채널 발생기105, 동기채널 발생기107, 페이징채널 발생기109에 할당되
지 않은 직교부호 중 사용하지 않은 직교부호를 하나 할당하여 확산한다. 이때 순방향 링크로 제어메시지를 전송 할 경
우, 기본채널에 제어메세지를 부가하여 전송하면 고속 패킷 데이터 통신을 하기에는 지연이 너무 심했고 기본채널의 품
질이 많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순방향 링크에 MAC 메시지등을 사용하
기 위한 전용제어채널을 할당하므로써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인해 상기 기본채널 및 부가
채널의 데이터 수신 품질을 많이 향상 시킬 수 있다. 상기 RLP프레임은 8진수열(octet stream)을 잘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RLP는 트랜스페어런트 RLP(Transparent RLP)와 넌트랜스페어런트 RLP(Non-transpatent R
LP)로 나눌 수 있다. 트랜스페어런트 RLP는 잘못 전송된 프레임을 재전송하지는 않지만 잘못 전송된 프레임의 시간과 
위치를 상위계층에 알리며 넌트랜스페어런트 RLP(Non-transparent RLP)는 오류정정 기법을 제공한다.
    

    
파일럿채널 발생기105는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기 단말기
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은 항상 논리신호 0 또는 1 (all 0`s or all 1`s)을 전송
한다. 여기서는 상기 파일럿 채널에 0 논리신호를 출력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파일럿채널의 신호는 단말기가 새로운 다
중 경로에 대한 빠른 초기동기를(acquisition) 할 수 있게 하고, 채널을 추정(channel estimation)할 수 있게 한다. 파
일럿 채널에는 미리 결정된 특정한 직교부호 하나를 할당하여 상기 파일럿 채널신호를 확산한다.
    

동기채널 발생기107은 순방향 링크의 동기 채널(sync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기 단말기에 송
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동기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은 한 셀 내의 단말기들이 초기의 시간 동기(time sy
nchronization)와 프레임 동기(frame synchronization)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정보들이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동기
채널에는 미리 결정된 특정한 월시코드 하나를 할당하여 상기 동기채널의 정보를 확산한다.

페이징채널 발생기109는 상기 순방향 링크의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기 
단말기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페이징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은 통신 채널이 성립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
보들이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페이징채널에는 미리 결정된 직교부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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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채널 발생기111은 상기 순방향 링크의 기본 채널(fundamental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
기 단말기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음성신호가 
된다. 또한 상기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는 상기 음성신호 이외에 IS-95B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제어메시지(L3 signaling) 및 전력제어 신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상기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
해 전송되는 신호에는 RLP 프레임, MAC 메시지등도 포함될 수 있다.
    

    
상기 기본채널은 데이터 레이트(data rate)가 9.6kbps나 14.4kbps를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 레이트(
data rate)의 1/2의 레이트를 갖는 4.8kbps나 7.2kbps를 사용할 수도 있고, 1/4의 레이트를 갖는 2.4kbps나 3.6kbp
s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1/8 레이트를 갖는 1.2kbps나 1.8kbps를 사용할 수도 있는 가변 레이트(variable rate)를 
사용한다. 이렇게 변형된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는 수신측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
널 발생기111은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105, 동기채널 발생기107, 페이징채널 발생기109에 할당되지 않은 직교부호 
중 사용하지 않는 직교부호 하나가 할당되어 기본채널의 신호를 확산 출력한다.
    

    
부가채널 발생기113은 상기 순방향 링크의 부가 채널(supplemental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
기 단말기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은 RLP 프레임 , 패킷데
이터 등이다.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113은 9.6kbps 이상의 데이터 레이트를 가진다.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113은 약속
된 데이터 레이트(scheduled rate)를 가진다. 상기와 같이 약속된 레이트(scheduled rate)는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
해서 기지국과 단말기가 협상하여 기지국이 정한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를 가지고 통신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 순방
향 링크의 부가채널 발생기113은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105, 동기채널 발생기107, 페이징채널 발생기109에 할당되
지 않은 직교부호 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직교부호 하나가 할당되어 부가채널의 신호를 확산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기
본채널 및 부가채널은 통신 채널(traffic channel)이 된다.
    

    
가산기115는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 기본채널 발생기111 및 부가채널 발생기113에서 출력되는 순방향 링크
의 I채널 송신신호들과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105, 동기채널 발생기107 및 페이징채널 발생기109에서 출력되는 송신
신호를 가산하여 출력한다. 가산기117은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 기본채널 발생기111 및 부가채널 발생기113
에서 출력되는 Q채널 송신신호들을 가산하여 출력한다. 확산변조기119는 상기 가산기115 및 가산기117에서 출력되는 
송신신호를 확산시퀀스와 곱하여 확산한 후 송신신호의 주파수로 상승 변환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신기12
1은 역방향 링크로 수신되는 단말기의 각 채널신호들을 수신하여 기저 대역으로 주파수를 변환한 후, 이를 확산시퀀스
와 곱하여 역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도 1에서는 상기 기지국에 구비되는 역방향 링크의 채널 수신기들의 구성
은 생략되어 있다.
    

두 번째로 단말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어기151은 기지국의 각 채널 발생기들의 동작을 제어(enable, disable)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단말기에서 송수신되는 물리 계층(physical layer)의 메시지를 처리하며, 상위 계층과 메시지를 통
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은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각종 제어메세지들을 처리하여 기지국에 송
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의 동작을 살펴보면,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들은 RLP(Ra
dio Link Protocol)프레임 또는 상기 IS-95B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제어 메시지(L3 signaling)와,부가채널을 할당하
고 부가채널을 해제에 대한 응답에 관한 내용 등이 있는 MAC(Medium Access Control) 메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의 경우 전력제어 신호를 파일럿 채널에 삽입하여 전송하므로 전력제어신호를 전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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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
    

    
또한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은 기지국과 부가채널에 사용될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를 협상하기 위한 제어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은 미리 결정되어 각 채널에 할당된 직교부호로 확산
하여 각 채널들을 구분하고 사용자마다 다르게 할당된 PN코드로 확산하여 사용자를 구분한다. 여기서 직교부호는 채널
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용제어채널 , 파일럿 채널, 접근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에 미리 결정된 각각 
다른 직교부호를 사용하고 각 채널에 사용된 각각의 직교부호는 모든 사용자가 동일하게 사용한다. 예를들어 전용제어
채널에 사용되는 직교부호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직교부호를 사용해서 전용제어채널을 구분하는 것이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은 제어메시지의 전송율(data rate)을 9.6kbps로 고정해서 전송한다. 즉, 
종래에는 상기 제어메시지를 20ms의 길이를 가지는 한 개의 프레임 당 10비트밖에 제어 정보를 보낼 수 없어 효율적
인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는데 비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20ms의 길이를 가지는 한 개의 프레임 당 168비트 
이상의 제어정보를 전송하거나 또는 5ms의 길이를 가지는 한 개의 프레임 당 24비트 이상의 제어 정보를 보낼 수 있으
므로, 매우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의 데이터 레이트를 9.6kbps로 고
정시킴으로써, 상기 데이터 레이트 결정으로 인한 성능저하나 데이터 레이트 결정 회로를 요하지 않음으로써 수신기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음성신호의 기본 데이터 레이트인 9.6kbps와 동일한 데이터 레이트를 가지므로써 기본 
음성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일럿채널 발생기155는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 신호는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 신호와 같이 새로운 다중경로에 대한 
빠른 초기동기를(acquisition) 할 수 있게 하고 채널을 추정(channel estimation)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상
기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면서 일정 시점에 전력제어 신호를 부가하여 역방향 전력제어정보를 전송한다. 역방향 링크의 
경우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하지 아니하고 파일럿채널에 전력제어 신호를 삽입하므로, 전력제어 신
호를 전송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른 채널을 할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다른 채널을 할당하지 
않으면 전송신호의 순시최대송신전력 대 평균송신전력비(peak-to-average ratio)가 낮아져서 같은 전력을 가지고 
단말기가 전송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잇점이 있다.
    

접근채널 발생기107은 역방향 링크의 접근 채널(access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접근채널 신호의 메시지는 통신 채널이 성립되기 전에 상기 기지국이 필요한 단말기의 
모든 정보와 제어메시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채널 발생기159는 상기 역방향 링크의 기본 채널(fundamental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
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역방향 기본채널 발생기159의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는 기본적으
로 음성신호가 된다. 또한 상기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는 상기 음성신호 이외에 IS-95B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제어메시지(L3 signaling)들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상기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
해 전송되는 신호에는 RLP 프레임, MAC 메시지등도 포함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역방향 링크의 경우 전력제어정보를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므로, 기본채널을 통해서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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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본채널은 데이터 레이트(data rate)가 9.6kbps나 14.4kbps를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 레이트(
data rate)의 1/2의 레이트를 갖는 4.8kbps나 7.2kbps를 사용할 수도 있고, 1/4의 레이트를 갖는 2.4kbps나 3.6kbp
s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1/8 레이트를 갖는 1.2kbps나 1.8kbps를 사용할 수도 있는 가변 레이트(variable rate)를 
사용한다. 이렇게 변형된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는 수신측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
널 발생기159는 미리 결정되어 각 채널에 할당된 직교부호로 확산하여 각 채널들을 구분하고 사용자마다 다르게 할당
된 PN코드로 사용자를 구분한다. 여기서 직교부호는 채널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파일럿 채널, 접근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에 미리 결정된 각각 다른 직교부호를 사용하고 각 채널에 사용된 각각의 직교부호는 모든 사용자가 
동일하게 사용한다. 예를들어 기본채널에 사용되는 직교부호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직교부호를 사용해서 기본채널을 구
분하는 것이다.
    

    
부가채널 발생기161은 상기 역방향 링크의 부가 채널(supplemental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을 처리하여 상
기 기지국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은 RLP 프레임 , 패킷데
이터 등이다.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161은 9.6kbps 이상의 데이터 레이트를 가진다.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161은 약속
된 데이터 레이트(scheduled rate)를 가진다. 상기와 같이 약속된 레이트(scheduled rate)는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
해서 기지국과 단말기가 협상하여 기지국이 정한 데이터 레이트(data rate)를 가지고 통신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 역방
향 링크의 부가채널 발생기161은 미리 결정되어 각 채널에 할당된 직교부호로 확산하여 각 채널들을 구분하고 사용자
마다 다르게 할당된 PN코드로 사용자를 구분한다. 여기서 상기 기본채널 및 부가채널은 통신 채널(traffic channel)이 
된다.
    

    
가산기163은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 및 파일럿채널 발생기155에서 출력되는 역방향 링크의 송신신호들을 가산
하여 출력한다. 가산기165는 접근채널 발생기157, 기본채널 발생기159 및 부가채널 발생기161에서 출력되는 역방향 
링크의 송신신호들을 가산하여 출력한다. 확산변조기167은 상기 가산기163 및 가산기165에서 출력되는 역방향 링크
의 송신신호들을 확산시퀀스와 곱하여 확산한 후 송신신호의 주파수로 상승 변환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신
기169는 역방향 링크로 수신되는 단말기의 각 채널신호들을 수신하여 기저 대역으로 주파수를 변환한 후, 이를 확산시
퀀스와 곱하여 역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도 1에서 상기 단말기에 구비되는 순방향 링크의 채널 수신기들의 구
성은 생략되어 있다.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DMA 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은 모든 채널들을 제어하는 제어
기101과, 각각의 채널로 전송되는 신호를 처리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 파일럿채널 발생기105, 동기채널 발생기
107, 페이징채널 발생기109, 기본채널 발생기111, 부가채널 발생기113 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단말기는 제어
기151,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 파일럿채널 발생기155, 접근채널 발생기157, 기본채널 발생기159, 부가채널 발생기
161 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각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 형태를 보면, 기지국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 기본채
널 발생기111, 부가채널 발생기113에서 송신되는 신호들은 I채널(In-phase channel) 성분과 Q채널 (Quadrature-
phase channel) 성분의 두 개 채널신호로 발생되지만, 파일럿채널 발생기105, 동기채널 발생기107, 페이징채널 발생
기109는 한 개 채널의 성분만 발생된다. 여기서는 상기와 같이 한 개의 채널 만으로 발생되는 성분들은 I채널(Inphas
e channel) 성분만으로 출력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기의 각 채널들은 기지국의 채널들과는 다르게 한가지 채널 성분만을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단말기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와 파일럿 채널 발생기155의 출력을 가산하여 확산 변조기167의 I채널(In-phase channel) 
입력으로 하고, 나머지 채널 157, 159 및 161의 출력들을 가산하여 확산 변조기167의 Q채널(Quadrature-phase c
hannel) 입력으로 한다. 상기 접근채널 발생기157은 통신 채널이 생성되기 이전에 출력을 발생하므로, 상기 접근채널
을 사용할 때는 파일럿 채널 발생기155의 출력을 I채널 입력으로 하고 접근채널 발생기157의 출력을 Q채널 입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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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먼저 각각의 채널 발생기들에 대하여 첨부되는 도 2 -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을 하고, 다시 
도 1 및 도 14 - 도 21을 참조해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들의 수행 절차에 대해 각각의 채널들의 동
작을 설명하도록 한다.

    
상기 도 2a 및 도 2b는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여기서 본 발명의 실시예
에 따른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은 가변 길이를 갖는 프레임을 사용하며, 이에 따라 도 2a는 제1프레임의 제어
메세지를 사용하는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으며, 도 2b는 제2프레임의 제어메세지를 사용하
는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제1프레임의 제어메세지는 프레임의 길이가 5m
s라고 가정하며, 제2프레임의 제어메세지는 프레임의 길이가 20ms라고 가정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5ms 
프레임은 24비트 데이타의 크기를 가지며, 20ms 프레임은 172비트 데이타의 크기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코딩 레이트
는 1/2 레이트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도 2a를 참조하면, CRC발생기(add 16 bit CRC)202는 수신되는 5ms 프레임의 24비트 제어 데이타에 16비트의 
CRC를 생성한 후, 수신된 5ms 프레임 메시지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상기 CRC발생기202는 상기 24비트 데이타에 16
비트 CRC를 부가하여 40비트로 출력한다. 테일비트 발생기(add 8 bit encoder tail)204는 상기 CRC발생기202의 출
력을 입력하며, 5ms 프레임의 제어 메시지 끝을 알리기 위한 8비트의 테일비트를 생성한 후, 상기 5ms 프레임 메시지
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204는 40비트 데이타에 8비트 테일비트를 부가하여 48비트로 출력한다.
    

    
부호기(channnel encoder and puncturing part)206은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204에서 출력되는 5ms 프레임 길의 제
1프레임 제어메세지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부호기206은 길쌈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 또는 터보부호기
(turbo encoder)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206은 1/2 부호화 레이트(1/2 coding rate)를 사용하여 
구속장이 9(k=9)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상기 부호기206의 출력은 96심볼이 된다. 인터리버(interleaver)208은 상기 
부호기206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타를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리버208은 블럭 인터리버(block in
terleaver)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5ms 프레임의 제1프레임 제어메세지의 최종 출력 심볼 수는 96심볼이 되
며, 전송속도는 19.2Kbps가 된다.
    

    
롱코드 발생기(long code generator)210은 롱코드를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롱코드(long code)는 각 가입자의 고유
한 식별 코드로써 가입자마다 다르게 할당된다. 비트선택기(bit selector)212는 상기 인터리버208에서 출력되는 심볼 
레이트와 일치하도록 상기 롱코드를 데시메이션하는 동시에 제어비트를 삽입 위치를 결정하는 선택신호를 발생한다. 여
기서 상기 제어비트는 전력제어비트(Power Control Bit: PCB)가 될 수 있다. 배타적 논리합기(exclusive OR opera
tor)214는 상기 인터리버208에서 출력되는 부호화된 심볼들과 상기 비트선택기212에서 출력되는 롱코드를 배타적 논
리합하여 출력한다.
    

    
신호변환기(MUX & signal power mapping part)216은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214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I채널 및 
Q채널로 나누어 송신할 수 있도록 디멀티플렉싱하여 제1채널신호및 제2채널신호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신호변환기2
16은 심볼 데이타의 레벨을 변환하는데, 0을 +1로 변환하고 1을 -1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채널 이득조정
기218은 상기 신호변환기216에서 출력되는 제1채널신호를 입력하며,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1채널신호의 이득
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제2채널 이득조정기220은 상기 신호변환기216에서 출력되는 제2채널신호를 입력하며, 이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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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2채널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제어비트 이득조정기222는 상기 전용제어채널에 삽입하기 위한 제어비트를 입력하며,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어
비트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어비트는 매 프레임 당 16비트(16 bits / frame)의 제어비트들이 삽입
될수 있도록 발생되며, 상기 제어비트가 전력 제어비트이면, 상기 단말기의 전력을 증감시키기 위하여 +1 또는 -1로 
발생된다. 제1삽입기(puncture control symbol in N data)224는 제1채널 이득조정기218 및 제어비트 이득조정기2
22의 출력을 입력하며, 상기 채널 이득조정기218에서 출력되는 제1채널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비트선택기212의 선택
에 의해 N 심볼 간격으로 상기 제어비트 이득조정기222에서 출력되는 제어비트를 삽입하여 출력한다. 제2삽입기(pun
cture control symbol in N data)226은 제2채널 이득조정기220 및 제어비트 이득조정기226의 출력을 입력하며, 상
기 채널 이득조정기220에서 출력되는 제2채널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비트선택기212의 선택에 의해 N 심볼 간격으로 
상기 제어비트 이득조정기222에서 출력되는 제어비트를 삽입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N이 12이면, 상기 삽입기22
4 및 226은 대응되는 채널의 신호에서 매 12 심볼 단위마다 상기 제어비트를 삽입한다. 상기 비트선택기212는 상기 
제1삽입기224 및 226에서 삽입되는 심볼의 위치를 선택신호를 발생하는데, 상기 제어비트의 삽입 위치는 일정 간격으
로 주기적으로 삽입할 수 있으며, 또한 의사 랜덤(pseudo random)하게 삽입되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
시예에서는 상기 롱코드의 하위 소정 비트 값을 이용하여 의사 랜덤하게 제어비트를 삽입시킨다.
    

    
직교부호 발생기(orthogonal code generator)232는 직교부호 번호(orthogonal code number) Wno 및 직교부호 길
이(othogoanal code length)에 따라 대응되는 직교부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직교부호는 월시부호(Wa
lsh Code)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준 직교부호(Quasi-Orthogonal Code)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곱셈기228은 상기 제
1삽입기224에서 출력되는 제1채널 신호와 상기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제1채널신호를 발생한다. 곱셈기230은 
상기 제2삽입기226에서 출력되는 제2채널 신호와 상기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제2채널신호를 발생한다.
    

    
두 번째로 상기 도 2b를 참조하면, CRC발생기252는 수신되는 20ms의 제2프레임 길이를 갖는 172비트 제어메세지에 
12비트의 CRC를 생성한 후, 수신된 20ms 프레임 메시지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상기 CRC발생기252는 상기 172비트 
데이타에 12비트 CRC를 부가하여 184비트로 출력한다. 테일비트 발생기254는 상기 CRC발생기252의 출력을 입력하
며, 20ms 프레임의 제어 메시지 끝을 알리기 위한 8비트의 테일비트를 생성한 후, 상기 20ms 프레임 메시지에 부가하
여 출력한다.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254는 184비트 데이타에 8비트 테일비트를 부가하여 192비트로 출력한다.
    

    
부호기256은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254에서 출력되는 20ms 프레임 길이의 제2프레임 제어메세지를 부호화하여 출력
한다. 상기 부호기256은 길쌈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 또는 터보부호기(turbo encoder)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256은 1/2 부호화 레이트(1/2 coding rate)를 사용하여 구속장이 9(k=9)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상기 부호기256의 출력은 1프레임 당 384심볼이 된다. 인터리버(interleaver)258은 상기 부호기256에서 출력되는 
1프레임의 심볼 데이타들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리버258은 블럭 인터리버(block interleaver)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20ms 프레임의 데이타의 최종 출력 심볼 수는 384심볼이 되며, 전송속도는 19.2Kbps가 
된다.
    

    
롱코드 발생기(long code generator)260은 롱코드를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롱코드(long code)는 각 가입자의 고유
한 식별 코드로써 가입자 마다 다르게 할당된다. 비트선택기(bit selector)262는 상기 인터리버258에서 출력되는 심
볼 레이트와 일치하도록 상기 롱코드를 데시메이션하는 동시에 제어비트의 삽입 위치를 결정하는 선택신호를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비트는 전력제어비트(Power Control Bit: PCB)가 될 수 있다. 배타적 논리합기264는 상기 인터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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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에서 출력되는 부호화된 심볼들과 상기 비트선택기262에서 출력되는 롱코드를 배타적 논리합하여 출력된다.
    

    
신호변환기(MUX & signal power mapping part)266은 상기 혼합기264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I채널 및 Q채널로 
나누어 송신할 수 있도록 디멀티플렉싱하여 제1채널신호및 제2채널신호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신호변환기266은 심볼 
데이타의 레벨을 변환하는데, 0을 +1로 변환하고 1을 -1로 변환한다. 제1채널 이득조정기268은 상기 신호변환기26
6에서 출력되는 제1채널신호를 입력하며,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1채널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제2채
널 이득조정기270은 상기 신호변환기266에서 출력되는 제2채널신호를 입력하며,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2채널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제어비트 이득조정기272는 전용제어채널에 삽입하기 위한 제어비트를 입력하며,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어비트
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어비트는 매 프레임 16비트(16 bits / frame)가 삽입될 수 있도록 발생되
며, 상기 제어비트가 전력 제어비트이면, 상기 단말기의 전력을 증감시키기 위하여 +1 또는 -1로 발생된다. 제1삽입
기(puncture control symbol in N data)274는 제1채널 이득조정기268 및 제어비트 이득조정기272의 출력을 입력
하며, 상기 제1채널 이득조정기268에서 출력되는 제1채널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비트선택기262의 선택에 의해 N 심볼 
간격으로 상기 제어비트 이득조정기272에서 출력되는 제어비트를 삽입하여 출력한다. 제2삽입기276은 제채널 이득조
정기270 및 제어비트 이득조정기272의 출력을 입력하며, 상기 채널 이득조정기270에서 출력되는 제2채널신호를 출력
하고 상기 비트선택기262의 제어하에 N 심볼 간격으로 상기 제어비트 이득조정기272에서 출력되는 제어비트를 삽입
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N이 12이면, 상기 삽입기274 및 276은 대응되는 채널의 신호에서 매 12 비트 위치 마다 
상기 제어비트를 삽입한다. 상기 비트선택기212는 상기 제1삽입기224 및 226에서 삽입되는 심볼의 위치를 선택신호
를 발생하는데, 상기 제어비트의 삽입 위치는 일정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삽입할 수 있으며, 또한 의사 랜덤하게 삽입되
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롱코드의 하위 소정 비트 값을 이용하여 의사 랜덤하게 제어비
트를 삽입시킨다.
    

직교부호 발생기282는 직교부호 번호 Wno 및 직교부호 길이 Wlength에 따라 대응되는 직교부호를 생성하여 출력한
다. 여기서 상기 직교부호는 월시부호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준 직교부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곱셈기278은 상기 제
1삽입기274에서 출력되는 제1채널 신호와 상기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제1채널신호를 발생한다. 곱셈기280은 
상기 제2삽입기276에서 출력되는 제2채널 신호와 상기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제2채널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여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의 동작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IS-95 방식
의 CDMA 통신시스템에서는 프레임의 크기가 20ms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스템에서 통신시 채널을 할당(alloca
tion)하고 해제(release)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 메시지는 반응 시간이 빨라야 한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이 고정된 
20ms의 프레임 길이를 갖는 제2제어메세지를 이용하여 채널을 할당하고 해제하는데 사용하면, 반응 시간이 느려서 상
당한 지연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긴급도에 따라서 빠르게 제어해야 하는 채널의 할당이나 
해제 등의 제어메세지는 5ms의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제어메세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핸드오버(handover)나 위치등
록(location regstration), 호 제어(call control)등의 제어 메세지는 20ms의 제2프레임 길이를 가지는 제어메세지를 
사용한다. 또다른 실시예로서 처리 해야할 메시지의 길이에 따라서 상기 5ms의 제1프레임과 20ms의 제2프레임 길이
를 가지는 제어 메시지를 사용할수도 있다
    

    
상기 5ms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제어메세지는 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신호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할당하는 채널의 번
호, 비트율(bit rate), 간격(duration), 시작 시간(start time)등이 들어 있다. 상기 CRC발생기202 및 252는 수신 측
에서 프레임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입력되는 신호에 CRC(Cyclic Redendancy Check)를 부가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입력되는 신호의 프레임 크기가 5ms인 경우 상기 CRC발생기202가 16비트의 CRC 비트를 부가하고, 20ms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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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RC 발생기252가 12비트의 CRC 비트를 부가한다.
    

상기 CRC가 부가된 제어메세지를 입력하는 테일비트 발생기204 및 254는 테일비트를 생성하여 CRC 비트 다음 위치
에 부가한다. 이때 상기 테일비트송신기204 및 254는 프레임의 크기가 5ms나 20ms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8비트를 
생성한다. 상기와 같이 생성되는 테일비트는 입력되는 제어메세지 프레임의 끝을 표시하기 위한 데이타로써, 상기 테일
비트 발생기의 뒷단에 연결되는 부호기를 초기화시키기 위해 부가하는 것이다.

    
부호기206 및 256은 구속장(constraint length)이 K=9이고 부호화율이 R=1/2인 길쌈 부호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다. 인터리버208 및 258은 버스트 에러(burst error)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부호기206 및 256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타들을 프레임 단위로 프레임 내의 심볼 배열을 바꾸어 인터리빙 출력한다. 롱코드 발생기210 및 2
60은 사용자마다 다르게 할당된 롱코드(long code)를 발생하며, 이는 사용자 정보를 스크램블(scramble)시키는 기능
을 수행한다. 비트 선택기212 및 262는 상기 롱코드 발생기 210 및 260에서 출력되는 대응되는 롱코드의 출력 비트를 
선택함으로써, 각각 대응되는 인터리버208 및 258에서 출력되는 비트들과 전송률을 맞추며, 배타적 논리합기214 및 
264에 인가되어 각각 대응되는 인터리빙신호와 선택된 롱코드들이 배타적 논리합시킨다.
    

    
신호변환기216 및 266은 각각 대응되는 배타적 논리합기214 및 264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I채널(Inphase channel)
와 Q채널(Quadrature channel)로 나누고 전송신호의 레벨을 변환한다. 즉, 송신신호가 1의 논리를 가지면 -1로 변환
하고 0의 논리를 가지면 +1로 변환한다. 채널 이득조정기218, 220 및 채널 이득조정기268, 270은 데이터 채널 이득 
가산기로서, 전력제어에 따른 이득을 입력되는 신호에 가산해 준다. 제어비트 이득조정기222 및 272는 상위 계층에서 
출력되는 제어비트의 전력제어 이득을 조정한다. 상기 삽입기224, 226 및 삽입기274, 276은 각각 대응되는 채널의 1
2개의 데이터에 1개의 전력제어 심볼을 부가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전용제어채널에서 전력
제어 비트를 부가하는 경우도 있고 전력제어비트를 부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력제어비트는 순방향의 경우 전용제
어채널이나 기본채널에 부가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후술하기로 한다.
    

    
곱셈기228,230 및 곱셈기278,280은 각각 입력되는 해당 채널의 신호들과 각각 대응되는 직교부호 발생기232 및 28
2에서 출력되는 직교부호를 각각 승산하여 출력한다.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는 파일럿채널과 동
기채널, 페이징채널에 할당된 특정 직교부호들과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된 통신 채널과 전용제어채널에 할당된 직교부호
를 제외한 직교부호 중에서 하나의 직교부호를 할당한다. 여기서 직교부호는 월시부호(Walsh Code)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쿼시 직교부호(Quasi Orthogonal Code)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 3a 및 도 3b는 상기 도 1에서 단말기에 구비되는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도 3a는 전송하고자 하는 프레임 길이가 5ms인 경우의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으며, 
도 3b는 전송하고자 하는 프레임의 길이가 20ms인 경우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a를 참조하면, CRC발생기311은 수신되는 5ms 프레임 길이의 24비트 제어데이타에 16비트의 CRC를 생성한 
후, 수신된 5ms의 제1제어메시지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상기 CRC발생기311은 상기 24비트 제어데이타에 16비트 CR
C를 부가하여 40비트로 출력한다. 테일비트 발생기313은 상기 CRC발생기311의 출력을 입력하며, 5ms의 제1프레임 
제어메세지의 끝을 알리기 위한 8비트의 테일비트를 생성한다.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313은 40비트 데이타에 8비트 테
일비트를 부가하여 48비트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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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기315는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313에서 출력되는 5ms의 제1프레임 제어메세지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부호
기315는 길쌈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 또는 터보부호기(turbo encoder)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부
호기315는 1/4 부호화 레이트(1/4 coding rate)를 사용하며 구속장이 9(k=9)인 길쌈 부호기라고 가정한다. 이런 경
우 상기 부호기315의 출력은 192심볼이 된다. 인터리버319는 상기 부호기317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여기
서 상기 인터리버317은 블럭 인터리버(block interleaver)를 사용할 수 있다. 심볼반복기(symbol repetition N tim
es)319는 상기 인터리버317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타들을 반복 출력한다. 이때 상기 심볼 반복횟수 N이 8이면 1.2
288Mcps(chip per second)로 출력되고, N이 24이면 3.6864Mcps로 출력되며, N이 48이면 7.3728Mcps로 출력되
고, N이 72이면 11.0592Mcps로 출력되며, N=96이면 14.7456Mcps로 출력된다. 신호변환기321은 상기 심볼반복기
319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의 레벨을 변환하는데, 0를 +1로 변환하고 1을 -1로 변환한다.
    

    
두 번째로 상기 도 3b를 참조하면, CRC발생기351은 수신되는 20ms의 제2프레임 제어메세지에 대응되는 CRC를 생성
하여 부가한다. 상기 CRC발생기351은 상기 172비트 데이타에 12비트 CRC를 부가하여 184비트로 출력한다. 테일비
트 발생기353은 상기 CRC발생기351의 출력을 입력하며, 20ms 프레임의 제2제어메시지 끝을 알리기 위한 8비트의 테
일비트를 생성하여 부가한다.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353은 184비트 데이타에 8비트 테일비트를 부가하여 192비트로 
출력한다.
    

    
부호기355는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353에서 출력되는 20ms의 제2프레임 제어메세지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부
호기355는 길쌈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 또는 터보부호기(turbo encoder)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355는 1/4 부호화 레이트(1/4 coding rate)를 사용하며 구속장이 9(k=9)인 길쌈부호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다. 그러면 상기 부호기355의 출력은 768심볼이 된다. 인터리버357은은 상기 부호기355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출력
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리버357은 블럭 인터리버(block interleaver)를 사용할 수 있다. 심볼반복기359는 상기 인터
리버357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타들을 반복하여 출력한다. 이때 상기 심볼 반복횟수 N이 8이면 1.2288Mcps로 출력
되고, N이 24이면 3.6864Mcps로 출력되며, N이 48이면 7.3728Mcps로 출력되고, N이 72이면 11.0592Mcps로 출
력되며, N=96이면 14.7456Mcps로 출력된다. 신호변환기361은 상기 심볼반복기359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의 레벨을 
변환하는데, 0를 +1로 변환하고 1을 -1로 변환한다.
    

본 발명의 순방향 및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은 통신 상황에 따라서 제어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줄이기 위
하여 제어기101의 제어에 의하여 비연속적전송모드(discontinuous transsmission mode)로 전송할수 있다.

    
상기 도 3a 및 도 3b와 같은 구성을 갖는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구조는 입력되는 프레임의 크기와, 상기 CRC
발생기311 및 351가 각각 대응되는 프레임 메시지에 대하여 생성하는 CRC비트들을 생성하는 동작 이외의 나머지 구
성 및 동작 과정은 동일하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역방향 링크의 전력제어비트 전송을 파일럿 채널을 이용하여 
구현한다고 가정하면, 상기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 발생기는 별도로 전력제어 비트를 부가하는 구성 및 동작을 수
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후 뒷단에 이어지는 테일비트 송신기313 및 353, 부호기315 및 355, 인터리버317 및 
357의 동작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리고 심볼 반복기319 및 359는 각 데이터율에 따라 심볼들의 반복을 N번 수행하며, 
신호변환기321 및 361은 반복되어 출력되는 심볼들의 레벨을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도 2a 및 도 2b와 같은 구성을 갖는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 및 도 3a 및 도 3b와 같은 구성을 갖는 역방
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은 전송할 제어메세지의 유무에 따라 상기 제어메세지를 전송하거나 또는 전송을 중단한다. 
즉,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 및 153은 비연속(DTX: Discontinuous Transmission)으로 제어메세지를 전송하
며, 이는 본원출원인에 선출원된 대한민국 특허출원 98-4498호에 상세하게 개시되어 있다.

도 4a - 도 4c는 순방향 링크 기본채널 발생기111의 구성 예를 데이터율과 프레임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
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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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4a와 같은 순방향 기본채널 발생기111은 20ms의 제2프레임 길이를 갖는 데이타를 입력하며, 4개 데이타 율
로 입력된다. 여기서 상기 제1레이트의 프레임 데이타는 풀-레이트(full-rate)의 172비트로 이루어진 데이타이고, 제
2레이트의 프레임 데이타는 1/2 풀-레이트의 80비트로 이루어진 데이타이며, 제3레이트의 프레임 데이타는 1/4 풀-
레이트의 40비트로 이루어진 데이타이고, 제4레이트의 프레임 데이타는 1/8 풀-레이트의 24비트로 이루어진 프레임 
데이타라고 가정한다.
    

    
상기 도 4a를 참조하면, CRC발생기401, 411, 421, 431은 입력되는 데이터에 각각 대응되는 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
가한다. 이때 상기 CRC발생기401은 제1레이트의 172비트 데이터에 대하여 12비트의 CRC를 부가하여 184비트로 출
력하고, CRC발생기411은 제2레이트의 80비트 데이터에 대하여 8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하여 88비트로 출력하며, 
CRC발생기421은 제3레이트의 40비트 데이터에 대하여 6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하여 46비트로 출력하고, CRC발
생기431은 제4레이트의 16비트 데이터에 대하여 6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하여 22비트로 출력한다.
    

테일비트 발생기 402, 412, 422, 432는 각각 대응되는 상기 CRC발생기401, 411, 421, 431의 출력에 대하여 각각 
8비트의 테일비트들을 부가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제1테일비트발생기402의 출력은 192비트가 되며, 제2테일비트 발
생기412의 출력은 96비트가 되고, 제3테일비트 발생기422의 출력은 54비트가 되며, 제4테일비트 발생기432의 출력
은 30비트가 된다.

    
부호기403, 413, 423, 433은 각각 대응되는 테일비트 발생기402, 412, 422, 432의 출력을 입력하며, 수신되는 데이
터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403, 413, 423, 433은 각각 구속장 k=9이며 부호화 레이트 R=1/2인 
길쌈 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제1부호기403은 상기 제1테일비트 발생기4
02에서 출력되는 192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384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는 풀-레이트(full rate)가 된
다. 상기 제2부호기413은 상기 제2테일비트 발생기412에서 출력되는 88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192비트로 출력
하며, 이때의 데이타 레이트는 풀-레이트의 1/2이 된다. 상기 제3부호기423은 상기 제3테일비트 발생기422에서 출력
되는 54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108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데이타 레이트는 풀-레이트의 약 1/4이 된다. 상기 
제4부호기433은 상기 제4테일비트 발생기432에서 출력되는 30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하여 60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
의 데이타 레이트는 풀-레이트의 1/8이 된다.
    

    
반복기414, 424, 434는 상기 풀-레이트의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각각 대응되는 상기 부호기413, 423, 433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대응되는 설정 횟수로 각각 반복 출력한다. 그리고 심볼제거기425, 435는 대응되는 상기 반복기4
24, 434에서 심볼 반복시 풀-레이트 이상으로 반복되는 심볼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반복기414, 424, 
434는 각각 각각 수신되는 심볼들을 반복 출력하여 상기 풀-레이트의 심볼 수로 조정하며, 상기 심볼제거기425, 435
는 상기 반복기424, 434에서 반복된 심볼의 수가 상기 풀-레이트의 심볼 수를 초과할 시 풀-레이트의 심볼 수로 조정
하기 위하여 심볼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기 제2부호기413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호기40
3에서 출력되는 384 심볼의 1/2 크기인 192 심볼이므로, 상기 제2반복기414는 수신되는 심볼들을 1회 반복하여 384 
심볼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또한 상기 제3부호기423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호기401에서 출력되는 374 심볼
의 약 1/4인 108 심볼이므로, 상기 제3반복기424는 수신되는 심볼들을 3회 반복하여 432 심볼로 조정한다. 이때 상기 
432 심볼은 상기 풀-레이트 384 심볼 보다 많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3심볼제거기425는 매 9번째 심볼을 제
거하여 384의 풀-레이트 심볼 수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4부호기434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
호기401에서 출력되는 384의 약 1/8인 60 심볼이므로, 상기 제4반복기434는 수신되는 심볼들을 7회 반복하여 480 
심볼로 조정한다. 이때 상기 480 심볼은 상기 풀-레이트 384 심볼 보다 많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4심볼제거
기435는 매 5번째 심볼을 제거하여 384의 풀-레이트 심볼 수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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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리버406, 416, 426, 436은 각각 상기 제1부호기403, 제2반복기414, 제3심볼제거기425, 제4심볼제거기435에서 
출력되는 풀-레이트의 384 심볼을 인터리빙하여 동일 심볼들이 각각 다른 캐리어들에 균등하게 분배 출력한다. 상기 
인터리버406, 416, 426, 436은 상기 부호화된 데이타들을 균등하게 분배시켜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블럭 인터리버, 랜덤 인터리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인터리버들에서 출력되는 부호화된 데이타는 384 
심볼/프레임의 데이타이며, 19.2kbps의 전송율을 갖는 데이타가 된다.
    

    
도 4b는 순방향 링크의 기본 채널 발생기111에서 5ms의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데이타를 입력하는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4b를 참조하면, CRC발생기441은 수신되는 5ms 제1프레임의 24비트 데이타에 대하여 16비트의 CRC를 
생성한 후, 수신된 제1프레임 데이타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상기 CRC발생기441은 상기 24비트의 제1프레임 데이타에 
16비트 CRC를 부가하여 40비트로 출력한다. 테일비트 발생기442는 상기 CRC발생기441의 출력을 입력하며, 5ms 길
이를 갖는 제1프레임데이타의 끝을 표시하기 위한 8비트의 테일비트를 생성한 후, 상기 5ms의 제1프레임 데이타에 부
가하여 출력한다.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442는 40비트 데이타에 8비트 테일비트를 부가하여 48비트로 출력한다.
    

    
부호기443은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442에서 출력되는 5ms 제1프레임 데이타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부호기44
3은 길쌈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 또는 터보부호기(turbo encoder)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
443은 1/2 부호화 레이트를 사용하며, 구속장이 9(k=9)인 길쌈부호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상기 부호기4
43의 출력은 96심볼이 된다. 인터리버446은 상기 부호기443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리버
446은 블럭 인터리버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5ms 길이를 갖는 제1프레임 데이타의 최종 출력 심볼 수는 96심
볼이 되며, 전송속도는 19.2Kbps가 된다.
    

    
도 4c는 상기 도 4a 및 도 4b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되는 기본채널 데이타를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 발생기111의 
출력단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4c를 참조하면, 롱코드 발생기452는 롱코드를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롱코
드는 각 가입자의 고유 식별 코드로써 가입자마다 다르게 할당된다. 비트선택기454는 상기 각 인터리버들 중 대응되는 
인터리버에서 출력되는 심볼 레이트와 일치하도록 상기 롱코드를 데시메이션하는 동시에 제어비트의 삽입 위치를 결정
하는 선택신호를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비트는 전력제어비트가 될 수 있다. 배타적 논리합기456은 상기 인터리버
406, 416, 426, 436 및 446 들에서 출력되는 인터리빙된 심볼들과 상기 비트선택기454에서 출력되는 롱코드를 배타
적 논리합하여 출력한다.
    

    
신호변환기458은 상기 혼합기456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I채널 및 Q채널로 나누어 송신할 수 있도록 디멀티플렉싱하
여 제1채널신호및 제2채널신호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신호변환기458은 심볼들의 레벨을 변환하는데, 0을 +1로 변환
하고 1을 -1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채널 이득조정기460은 상기 신호변환기458에서 출력되는 제1채널신호
를 입력하며,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1채널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채널 이득조정기462는 상기 신호변
환기458에서 출력되는 제2채널신호를 입력하며,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2채널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제어비트 이득조정기464는 전용제어채널에 삽입하기 위한 제어비트를 입력하며,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어비트
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어비트는 매 프레임 당 16비트(16 bits / frame)의 제어비트들이 삽입될 
수 있도록 발생되며, 상기 제어비트가 전력 제어비트이면상기 단말기의 전력을 증감시키기 위하여 +1 또는 -1로 발생
된다. 제1삽입기468은 제1채널 이득조정기460 및 제어비트 이득조정기464의 출력을 입력하며, 상기 제1채널 이득조
정기460에서 출력되는 제1채널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비트선택기454의 선택에 의해 N 심볼 간격으로 상기 제어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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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조정기464에서 출력되는 제어비트를 삽입하여 출력한다. 제2삽입기470은 제2채널 이득조정기462 및 제어비트 
이득조정기464의 출력을 입력하며, 상기 제2채널 이득조정기462에서 출력되는 제2채널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비트선
택기454의 선택에 의해 N 심볼 간격으로 상기 제어비트 이득조정기464에서 출력되는 제어비트를 삽입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N이 12이면, 상기 삽입기468 및 470은 대응되는 채널의 신호에서 매 12 심볼 간격마다 상기 제어비트를 
삽입한다. 상기 비트선택기454는 상기 삽입기468 및 470에서 삽입되는 심볼의 위치를 선택신호를 발생하는데, 상기 
제어비트의 삽입 위치는 일정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삽입할 수 있으며, 또한 의사 랜덤하게 삽입되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롱코드의 하위 소정 비트 값을 이용하여 의사 랜덤하게 제어비트를 삽입시킨다.
    

직교부호 발생기476은 직교부호 번호 Wno 및 직교부호 길이 Wlength에 대응되는 직교부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여
기서 상기 직교부호는 월시부호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준 직교부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곱셈기472는 상기 제1삽입
기468에서 출력되는 제1채널 신호와 상기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제1채널신호를 발생한다. 곱셈기474는 상기 
제2삽입기470에서 출력되는 제2채널신호와 상기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제2채널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도 4a -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 발생기111에 입력되는 프레임의 크기는 20ms와 5
ms의 두가지 종류가 있고, 20ms의 길이를 가지는 제2프레임 데이타의 경우에는 4가지의 데이터율이 있다. 이때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111에서 도 4b와 같은 구성을 갖는 프레임 크기가 5ms인 제1프레임 데이타를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
면, 후술하는 부가채널을 통해 데이타 통신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 상기 5ms의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기본채널 송
신기111을 제어채널 송신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부가채널을 할당(allocation)하고 해제(release)하는 신호
는 전송해야 할 제어메시지의 양은 적지만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신호이므로, 상기와 같이 프레임의 크기를 5ms로 해
서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CRC발생기, 테일비트 송신기, 부호기 및 인터리버의 구성 및 동작 설명은 상기한 바와 
같다.
    

또한 순방향 링크의 경우, 상기 전력제어비트는 전용제어채널 또는 기본채널에 부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도 4c와 
같은 구조를 갖는 순방향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본채널에 전력제어비트를 부가하여 
송신할 수 있다.

도 5는 도 1과 같이 구성되는 각 채널 발생기들에서 발생된 신호들을 확산하고 변조하는 확산 변조기119의 구성을 도
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5는 복소 확산변조기(complex QPSK spreader)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곱셈기511은 I채널의 직교변조신호 IW와 I채널 확산시퀀스 PNI를 곱하여 출력하고, 곱셈기51
3은 Q채널의 직교변조신호 QW와 상기 I채널 확산시퀀스 PNI를 곱하여 출력하며, 곱셈기515는 상기 Q채널의 직교변
조신호QW와 상기 Q채널 확산시퀀스 PNQ를 곱하여 출력하고, 상기 곱셈기517은 상기 I채널의 직교변조신호 IW와 상
기 Q채널 확산시퀀스 PNQ의 출력을 곱하여 출력한다. 감산기519는 상기 곱셈기511의 출력에서 상기 곱셈기515의 출
력을 감산하여 I채널의 확산신호 XI를 발생하고, 가산기521은 상기 곱셈기513의 출력과 곱셈기517의 출력을 가산하
여 Q채널의 확산신호 XQ를 발생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확산기는 곱셈기511 및 515에서 출력되는 두 
신호의 차를 I채널의 확산신호 XI로 생성하며, 곱셈기513 및 517에서 출력되는 두 신호의 합을 Q채널의 확산신호 XQ
로 생성한다. 기저대역 여파기(baseband filter)523은 상기 감산기519에서 출력되는 I채널 확산신호를 기저대역으로 
여파하여 출력하며, 기저대역 여파기525는 상기 가산기521에서 출력되는 Q채널 확신산호를 기저대역으로 여파하여 
출력한다. 혼합기527은 상기 기저대역 여파기523의 출력과 I채널 반송파 cos(2πfct)를 혼합하여 I채널의 RF신호를 
발생하고, 혼합기529는 상기 기저대역 여파기525의 출력과 Q채널 반송파 sin(2πfct)를 혼합하여 Q채널의 RF신호를 
발생한다. 가산기531은 상기 혼합기527 및 529에서 출력되는 I채널 및 Q채널의 RF신호를 가산하여 송신 RF신호를 
발생한다.
    

상기와 같이 확산변조기119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I채널 성분과 Q채널 성분의 신호이며, 확산시퀀스도 I채널 확산시퀀
스 PNI와 Q채널 확산시퀀스 PNQ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I채널 및 Q채널의 신호를 확산하여 출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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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a - 도 6c는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널 발생기159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으며, 데이터율과 프레임의 길이에 따라 다
르게 구성된다.

    
상기 도 6a와 같은 순방향 기본채널 발생기111은 20ms의 제2프레임 길이를 갖는 데이타를 입력하며, 4개 데이타 율
로 입력된다. 여기서 상기 제1레이트의 프레임 데이타는 풀-레이트(full-rate)의 172비트로 이루어진 데이타이고, 제
2레이트의 프레임 데이타는 1/2 풀-레이트의 80비트로 이루어진 데이타이며, 제3레이트의 프레임 데이타는 1/4 풀-
레이트의 40비트로 이루어진 데이타이고, 제4레이트의 프레임 데이타는 1/8 풀-레이트의 24비트로 이루어진 프레임 
데이타라고 가정한다.
    

    
상기 도 6a를 참조하면, CRC발생기601, 611, 621, 631은 입력되는 데이터에 각각 대응되는 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
가한다. 이때 상기 CRC발생기601은 제1레이트의 172비트 데이터에 대하여 12비트의 CRC를 부가하여 184비트로 출
력하고, CRC발생기611은 제2레이트의 80비트 데이터에 대하여 8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하여 88비트로 출력하며, 
CRC발생기621은 제3레이트의 40비트 데이터에 대하여 6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하여 46비트로 출력하고, CRC발
생기631은 제4레이트의 16비트 데이터에 대하여 6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하여 22비트로 출력한다.
    

테일비트 발생기 602, 612, 622, 632는 각각 대응되는 상기 CRC발생기601, 611, 621, 631의 출력에 대하여 각각 
8비트의 테일비트들을 부가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제1테일비트발생기602의 출력은 192비트가 되며, 제2테일비트 발
생기612의 출력은96비트가 되고, 제3테일비트 발생기622의 출력은 54비트가 되며, 제4테일비트 발생기632의 출력은 
30비트가 된다.

    
부호기603, 613, 623, 633은 각각 대응되는 테일비트 발생기602, 612, 622, 632의 출력을 입력하며, 수신되는 데이
터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603, 613, 623, 633은 각각 구속장 k=9이며 부호화 레이트 R=1/4인 
길쌈 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제1부호기603은 상기 제1테일비트 발생기6
02에서 출력되는 192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768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데이타 레이트는 풀-레이트가 된다. 
상기 제2부호기613은 상기 제2테일비트 발생기612에서 출력되는 88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384비트로 출력하며, 
이때의 데이타 레이트는 풀-레이트의 1/2이 된다. 상기 제3부호기623은 상기 제3테일비트 발생기622에서 출력되는 
54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216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데이타 레이트는 풀-레이트의 약 1/4이 된다. 상기 제4
부호기633은 상기 제4테일비트 발생기632에서 출력되는 30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120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데이타 레이트는 풀-레이트의 1/8이 된다.
    

인터리버604, 614, 624, 634는 각각 상기 제1부호기603, 제2부호기613, 제3부호기623, 제4부호기633에서 출력되
는 풀-레이트에 근접하는 부호화 데이타들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상기 인터리버604, 614, 624, 634는 상기 부호
화된 데이타들을 균등하게 분배시켜주는 조건을 만족시키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블럭 인터리버, 랜덤 인터리버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제2반복기(transmit the sequence 2 times)615는 상기 블록인터리버614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2회 반복하여 76
8심볼로 출력한다. 제3반복기(transmit the sequence 3 times plus 120 of another)625는 상기 블록인터리버624
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3회 반복하며, 또한 여기에 반복된 심볼들 중에서 120심볼을 더하여 768심볼로 768심볼로 출
력한다. 제4반복기(transmit the sequence 6 times plus 48 of another)635는 상기 블록인터리버634에서 출력되
는 심볼들을 6회 반복하며, 또한 여기에 반복된 심볼들 중에서 48심볼을 더하여 768심볼로 출력한다. 상기 반복기61
5, 625, 635는 해당 레이트의 부호화된 심볼을 상기 풀-레이트의 심볼수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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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반복기(symbol repetion N times)606, 616, 626, 636은 각각 대응되는 블록인터리버604, 반복기615, 625, 6
35의 출력을 입력하며, 각각 대응되어 입력되는 심볼을 N회 반복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심볼반복기들에서 출력되
는 부호화된 데이타는 N*768 심볼/프레임이 되며, 19.2kbps의 전송율을 갖는다. 신호변환기607, 617, 627, 637, 6
47은 각각 대응되는 심볼반복기 606, 616, 626, 636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의 레벨을 변환하는데, 0인 경우 +1로 변환
하고 1인 경우 -1로 변환한다.
    

    
도 6b는 역방향 링크의 기본 채널 발생기159에서 5ms의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데이타를 입력하는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6b를 참조하면, CRC발생기641은 수신되는 5ms의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24비트 데이타에 16비트의 
CRC를 생성한 후, 수신된 5ms 제1프레임 데이타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상기 CRC발생기641은 상기 24비트 데이타에 
16비트 CRC를 부가하여 40비트로 출력한다. 테일비트 발생기642는 상기 CRC발생기641의 출력을 입력하며, 5ms 프
레임의 메시지 끝을 알리기 위한 8비트의 테일비트를 생성한 후, 상기 5ms 제1프레임 데이타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상
기 테일비트 발생기642는 40비트 데이타에 8비트 테일비트를 부가하여 48비트로 출력한다.
    

    
부호기643은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642에서 출력되는 5ms 제1프레임 데이타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부호기64
3은 길쌈부호기 또는 터보부호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643은 1/2 부호화 레이트를 사용하며, 구속
장이 9(k=9)인 길쌈부호기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상기 부호기643의 출력은 192 심볼이 된다. 인터리버646은 상기 부
호기643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리버646은 블럭 인터리버를 사용할 수 있다. 심볼반복기
646은 상기 인터리버644에서 출력되는 192심볼을 N회 반복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심볼반복기656은 N=8이면 
1.2288Mcps가 되고, N=24이면 3.6864Mcps가 되며, N=48이면 7.3728Mcps가 되고, N=72이면 11.0592Mcps가 
되며, N=96이면 14.7456Mcps가 된다. 신호변환기647은 상기 심볼반복기646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의 레벨을 변환하
는데, 0인 경우 +1로 변환하고 1인 경우 -1로 변환한다.
    

    
도 7은 도 1에서 순방향 링크의 부가채널 발생기113 구성을 도시하는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CRC
발생기711은 수신되는 프레임 데이타에 대하여 16비트의 CRC를 생성한 후, 프레임 데이타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상기 
수신되는 프레임 데이타는 21 octets, 45 octets, 93 octets, 189 octets, 381 octets, 765 octets 등이 될 수 있다. 
테일비트 발생기713은 상기 CRC발생기711의 출력을 입력하며, 수신된 프레임 데이타의 끝을 알리기 위한 8비트의 테
일비트를 생성한 후, 상기 프레임 데이타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713에서 출력되는 데이타
는 상기 프레임에 따라 각각 9.6kbps, 19.2kpbs, 38.4kbps, 76.8kpbs, 153.6kbps, 307.2kpbs 등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113에 입력되는 프레임 데이타는 데이타 전송율에 따라 프레임 길이가 다르다.
    

    
부호기715는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713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부호기715는 길쌈부호기 
또는 터보부호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14.4kbps이상의 데이터는 터보부호기의 사용이 추천된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
715는 1/2 부호화 레이트를 사용하며 구속장이 9(k=9)인 길쌈부호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상기 부호기71
5의 출력은 각각 입력된 프레임에 따라 384심볼, 768심볼, 1536심볼, 3073심볼, 6144심볼, 12288심볼 등이 된다. 
인터리버717은 상기 부호기715의 출력을 프레임 단위로 프레임 내의 위치를 바꾸어 인터리빙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
리버717은 블럭 인터리버를 사용할 수 있다.
    

롱코드 발생기719는 롱코드를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롱코드는 각 가입자의 고유한 식별 코드로써 가입자 마다 다르게 
할당된다. 데시메이터(decimator)721은 상기 인터리버717에서 출력되는 심볼 수와 일치하도록 상기 롱코드를 데시메
이션한다. 배타적 논리합기723은 상기 인터리버717에서 출력되는 부호화된 심볼들과 상기 데시메이터721에서 출력되
는 롱코드를 배타적 논리합하여 스크램블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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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변환기725는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723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I채널 및 Q채널로 나누어 송신할 수 있도록 디멀티
플렉싱하여 제1채널신호및 제2채널신호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신호변환기725는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725에서 출력
되는 심볼들의 레벨을 변환하는데, 0인 경우 +1로 변환하고 1인 경우-1로 변환한다. 직교부호 발생기727은 직교부호 
번호 Wno 및 직교부호 길이 Wlength에 따라 대응되는 직교부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직교부호는 월시부
호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준 직교부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직교부호가 월시부호인 경우, 상기 입력되는 데
이타의 프레임 길이에 따라 각각 128비트 월시부호, 64비트 월시부호, 32비트 월시부호, 16비트 월시부호, 8비트 월시
부호, 4비트 월시부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프레임의 길이가 큰 경우에는 작은 길이를 갖는 월시부호를 사용하고 
프레임 길이가 작은 경우에는 긴 길이를 갖는 월시부호를 사용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직교부호의 길이를 
다르게 할당하여 프레임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가정하여 설명하였지만, 상기 부가채널들의 양을 조정하여 데이타 프
레임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전송할 데이타가 많은 경우에는 한 사용자에게 부가채널을 많이 
할당하고 전송할 데이타가 적은 경우에는 부가채널을 작게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곱셈기729는 상기 신호변환기725에서 출력되는 제1채널 신호와 상기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제1채널신호 IW
를 발생한다. 곱셈기731은 상기 신호변환기725에서 출력되는 제2채널 신호와 상기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제
2채널신호 QW를 발생한다. 제1채널 이득조정기733은 상기 곱셈기729에서 출력되는 직교변조된 제1채널신호IW를 입
력하며,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1채널신호IW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제2채널 이득조정기735는 상기 곱셈
기731에서 출력되는 직교변조된 제2채널신호QW를 입력하며,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2채널신호QW의 이득을 조
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도 7과 같은 구성을 갖는 순방향 부가채널 발생기113의 동작을 살펴보면, 711은 CRC발생기711은 수신측에서 프
레임의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력된 프레임 데이타에 CRC 비트를 부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상기 테일비
트송신기713은 상기 CRC발생기713에 부가한 CRC비트에 다음에 테일비트를 생성하여 추가한다. 그리고 부호기715는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713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프레임 단위로 부호화하여 출력하며, 상기 인터리버717은 송신시 버
스트 에러에 대한 내성을 강화 시키기 위해 프레임내의 비트 배열을 바꾸어 준다. 상기 롱코드발생기719는 할당된 사용
자 코드를 발생시키며, 데시메이터721은 상기 인터리버717에서 출력되는 데이타 율과 상기 롱코드의 데이터율을 일치
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723은 상기 인터리버717의 출력과 상기 데시메이터721의 출력
을 배타적 논리합하여 부가채널의 신호를 스크램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후 신호변환기725는 상기 가산기723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I채널과 Q채널로 나누어 주고 입력 신호가 1이면 -1로 
0이면 +1로 변환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변환된 I채널 및 Q채널신호는 각각 곱셈기729 및 731에서 직교부호와 곱
해져 직교변조되며, 채널 이득조정기733 및 735를 통해 채널의 이득값이 보상되어 출력된다.

    
도 8은 도 1에서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 발생기161의 구성 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CRC발생기8
02는 수신되는 프레임 데이타에 따른 CRC를 생성한 후, 수신된 프레임 데이타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테일비트 발생기
804는 상기 CRC발생기802의 출력을 입력하며, 수신된 데이타 프레임의 끝을 알리기 위한 8비트의 테일비트를 생성한 
후, 상기 데이타 프레임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부호기806은 상기 테일비트 발생기804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부호화
하여 출력한다. 상기 부호기806은 길쌈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 또는 터보부호기(turbo encoder)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715는 1/4 부호화 레이트(1/4 coding rate)를 사용하며, 구속장이 9(k=9)인 길쌈부
호기라고 가정한다. 심볼반복기808은 상기 부호기806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반복하여 설정된 레이트의 부호화 데이
타를 발생한다. 천공기(puncture part)810은 상기 반복된 심볼들을 일부를 천공한다. 인터리버812는 상기 천공기81
0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리버812는 블럭 인터리버를 사용할 수 있다. 반복기(repetition 
N times)814는 상기 인터리버812에서 인터리빙된 심볼들을 반복하여 출력한다. 신호변환기816은 상기 반복기814에
서 출력되는 반복된 심볼들의 레벨을 변환하는데, 1인 경우 -1로 변환하고 0인 경우 +1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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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8과 같은 구성을 갖는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 발생기161은 순방향 링크 부가채널 발생기113과 유사한 구성
을 가지며, 상기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 발생기161은 부호화된 데이타를 천공(puncture)하는 천공기810을 구비한다. 
상기 천공기810은 출력되는 데이터의 비트를 맞추기 위해 초과되는 비트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9a - 도 9c는 도 1에서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채널 발생기105, 동기채널 발생기107 및 페이징채널 발생기109의 구
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먼저 도 9a를 참조하면, 파일럿채널 발생기105는 파일럿 채널에 " 0" (all zero) 또는 " 1" (all 1)을 발생하며, 신호
변환기914는 상기 파일럿 채널의 신호 레벨을 변환한다. 곱셈기915는 직교부호 W0와 상기 신호변환기914에서 출력
되는 파일럿신호를 곱하여 직교변조한 후 출력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파일럿 데이타가 " 0" 경우로 가정하
고 직교부호는 월시부호인 경우로 가정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105는 입력이 항상 논리 0인 파
일럿 데이타를 입력하며, 월시부호 중에 미리 결정된 특정한 월시부호W0를 선택해서 확산한다.
    

    
두 번째로 도 9b를 참조하여 동기채널 발생기107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호기921은 입력되는 동기채널 데이타를 부호
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부호기921은 길쌈부호기 또는 터보부호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상기 부호기921이 부
호화율이 1/2이며 구속장이 9인 길쌈부호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반복기(repeat 1 times)922는 상기 부호기921
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설정횟수(N=1) 반복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923은 버스트 에러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
여 상기 반복기922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상기 인터리버923은 블록 인터리버를 사용할 수 
있다. 신호변환기924는 상기 인터리버923에서 출력되는 동기채널 신호의 레벨을 변환한다. 곱셈기925는 상기 신호변
환기924에서 출력되는 동기채널신호와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한다.
    

따라서 기지국과 이동국 간의 시스템 동기를 맞추기 위한 상기 동기채널 발생기107은 입력되는 동기데이타를 구속장이 
9이고 부호화율이 1/2인 부호기921을 통해 부호화하고, 반복기922를 통해 부호화된 데이타를 1회 반복 한 후, 인터리
버923을 통해 인터리빙시킨다. 이후 곱셈기925를 통해 상기 인터리빙된 동기 데이타와 월시부호 중에 미리 할당된 특
정한 월시부호 하나를 선택해서 직교변조한다.

    
세 번째로 9c를 참조하여 페이징채널 발생기109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호기931은 입력되는 페이징 데이타를 부호화하
여 출력한다. 상기 부호기931은 길쌈부호기 또는 터보부호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상기 부호기931이 부호화
율이 1/2이며 구속장이 9인 길쌈부호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반복기(repeat 0 times)932는 상기 부호기931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설정횟수(N=0) 반복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933은 버스트 에러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
기 반복기932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상기 인터리버933은 블록 인터리버를 사용할 수 있다. 
롱코드 발생기936은 롱코드를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롱코드는 각 가입자의 고유한 식별 코드로써 가입자 마다 다르게 
할당된다. 데시메이터937은 상기 인터리버933에서 출력되는 심볼 레이트와 일치하도록 상기 롱코드를 데시메이션한다. 
배타적 논리합기938은 상기 인터리버933에서 출력되는 부호화된 페이징신호와 상기 데시메이터937에서 출력되는 롱
코드를 배타적 논리합하여 출력된다. 신호변환기934는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938에서 출력되는 페이징 데이타의 레벨
을 변환한다. 곱셈기935는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938에서 스크램블된 페이징신호와 페이징채널에 할당된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한다.
    

따라서 상기 순방향 링크의 페이징채널 발생기109는 동기채널 발생기107과 유사한 동작 과정을 수행하지만, 인터리버
933의 출력과 사용자를 구분하는 롱코드를 배타적 논리합 연산하고 난 이후에 페이징채널에 미리 결정되어 할당된 몇 
개의 직교부호 중 할당된 특정 직교부호를 선택해서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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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a 및 도 10b는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채널 발생기155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역방
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에 전력제어비트를 부가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상기 도 10a는 파일럿 채널에서 전력제어 비트를 
부가하는 구성을 도시하고 있으며, 도 10b는 파일럿 채널에서 출력되는 파일럿 신호와 전력제어 신호의 구성도이다. 먼
저 상기 심볼 반복기(symbol repetition 384N copies)1002는 입력되는 전력제어비트를 각 데이터 율에 따라 다르게 
반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전력제어비트는 1개의 전력 제어 그룹(Power Control Group: PCG) 당 1개의 전
력제어비트를 전송하며(1 PC bit per PCG), 매 프레임 당 16개의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한다(16 PC per frame). 따라
서 상기 심볼반복기1002에서 1.2288Mcps이면 N=1이 되고, 3.6864Mcps이면 N=3이 되며, 7.3728Mcps이면 N=
6이 되고, 11.0592Mcps이면 N=9가 되며, 14.7456Mcps이면 N=12가 된다. 선택기(multiplexer)1004는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신호 및 상기 심볼반복기1002에서 출력되는 전력제어비트를 입력하며, 도시하지 않은 선택제어신호sel
에 의해 일정 시점에 파일럿 신호를 차단하고 전력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10b는 상기 선택기1004에서 출력되는 파일럿 신호 및 전력제어신호의 특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즉, 역방향 파일
럿 채널을 통해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하는 경우, 선택기1004는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384N PN 칩 크기의 4그룹
(384N chip *4)으로 구성되는 전력제어그룹 PCG의 특정 그룹 위치에 전력제어비트를 삽입하여 전송한다.

도 11a - 도 11c는 도 1에서 역방향 링크의 접근채널 발생기157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11a는 데이터율이 960
0인 경우의 접근채널 발생기 구성을 도시하고 있으며, 도 11b는 4800인 경우의 접근채널 발생기 구성을 도시하고 있
다.

상기 도 11a 및 도 11b를 참조하면, CRC발생기 1111 및 1121은 각각 입력되는 데이터에 각각 대응되는 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한다. 이때 상기 CRC발생기1111은 입력되는 172비트 데이터에 대하여 12비트의 CRC를 부가하여 184
비트로 출력하고, CRC발생기1121은 입력되는 80비트 데이터에 대하여 8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하여 88비트로 출
력한다.

테일비트 발생기 1112 및 1122는 각각 대응되는 상기 CRC발생기1111 및 1121의 출력에 대하여 각각 8비트의 테일
비트들을 부가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제1테일비트발생기1112의 출력은 192비트가 되며, 제2테일비트 발생기1122의 
출력은96비트가 된다.

    
부호기1113 및 1123은 각각 대응되는 테일비트 발생기1112 및 1122의 출력을 입력하며, 수신되는 데이터를 부호화
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1113 및 1123은 각각 구속장 k=9이며 부호화 레이트 R=1/4인 길쌈 부호기(con
volutional encoder)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제1부호기1113은 상기 제1테일비트 발생기1112에서 출력되
는 192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768심볼로 출력하며, 상기 제2부호기1123은 상기 제2테일비트 발생기1122에서 
출력되는 96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384비트로 출력한다.
    

인터리버1114 및 1124는 각각 상기 제1부호기1113 및 제2부호기1123에서 부호화 데이타들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
다. 상기 인터리버1114 및 1124는 블럭 인터리버 또는 랜덤 인터리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블록 인터리버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반복기(transmit the sequence 2 times)1125는 상기 인터리버1124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2회 반복하여 768심볼
로 출력한다. 상기 반복기1125는 4800bps 모드의 심볼 레이트를 상기 9600bps의 심볼 레이트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심볼반복기(symbol repetion N times)1116 및 1126은 각각 대응되는 인터리버1114 및 반복기1125의 출력을 입력
하며, 각각 대응되어 입력되는 심볼을 N회 반복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심볼반복기들에서 출력되는 부호화된 데이
타는 N*768 심볼/프레임의 데이타이며, 19.2kbps의 전송율을 갖는 데이타가 된다. 신호변환기117 및 1127은 각각 
대응되는 심볼반복기1116 및 1126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의 신호레벨을 변환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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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접근채널 발생기157은 접근채널의 데이터율이 4800인 경우에는 인터리빙된 데이타를 심볼반복기1126에 
인가하기 전에 반복기1125에서 연속하여 2번을 전송한다. 따라서 접근채널을 통해 송신되는 데이타는 4800bps 모드
의 데이타율인 경우에는 9600bps 모드의 데이타율과 동일하게 출력 비트수를 맞추어 전송함을 알 수 있다.

도 11c는 도 11a 및 도 11b와 같이 접근 채널 신호가 파일럿채널 발생기155의 출력과 확산 변조되는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1c는 복소 확산변조기(complex QPSK spreader)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1c를 참조하면, 곱셈기1150은 파일럿채널 신호와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파일럿신호를 발생한다. 곱
셈기1151은 상기 접근채널 신호와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접근채널신호를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직교부호는 
월시부호 또는 쿼시 직교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득조정기1153은 상기 곱셈기1151에서 출력되는 직교변조된 접근채
널 신호의 이득을 조정한다.

    
곱셈기1155는 I채널의 확산시퀀스 PNI와 사용자 코드인 롱코드를 곱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157은 Q채널 확산시퀀스 
PNQ와 상기 롱코드를 곱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159는 직교변조된 파일럿 채널신호와 상기 곱셈기1155에서 출력되는 
I채널 확산시퀀스 PNI를 곱하여 출력하고, 곱셈기1161은 상기 직교변조된 접근채널의 신호와 상기 상기 곱셈기1155
에서 출력되는 I채널 확산시퀀스 PNI를 곱하여 출력하며, 곱셈기1163은 상기 직교변조된 접근채널 신호와 상기 곱셈
기1157에서 출력되는 Q채널 확산시퀀스 PNQ를 곱하여 출력하고, 상기 곱셈기1165는 직교변조된 파일럿채널 신호와 
상기 곱셈기1157에서 출력되는 Q채널 확산시퀀스 PNQ의 출력을 곱하여 출력한다. 감산기1167은 상기 곱셈기1159의 
출력에서 상기 곱셈기1163의 출력을 감산하여 I채널의 확산신호 XI를 발생하고, 가산기1169는 상기 곱셈기1161의 출
력과 곱셈기1165의 출력을 가산하여 Q채널의 확산신호 XQ를 발생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확산기는 곱
셈기1159 및 1163에서 출력되는 두 신호의 차를 I채널의 확산신호 XI로 생성하며, 곱셈기1161 및 1165에서 출력되
는 두 신호의 합을 Q채널의 확산신호 XQ로 생성한다.
    

    
기저대역 여파기1171은 상기 감산기1167에서 출력되는 I채널 확산신호를 기저대역으로 여파하여 출력하며, 기저대역 
여파기1173은 상기 가산기1169에서 출력되는 Q채널 확신산호를 기저대역으로 여파하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1175는 
상기 기저대역 여파기1171의 출력을 입력하여 I채널의 확산신호 이득을 조정하며, 이득조정기1177은 상기 기저대역 
여파기1173의 출력을 입력하여 Q 채널의 확산신호 이득을 조정한다. 혼합기1179는 상기 이득조정기1175의 출력과 
I채널 반송파 cos(2πfct)를 혼합하여 I채널의 RF신호를 발생하고, 혼합기1181은 상기 이득조정기1177의 출력과 Q
채널 반송파 sin(2πfct)를 혼합하여 Q채널의 RF신호를 발생한다. 가산기1183은 상기 혼합기1179 및 1181에서 출
력되는 I채널 및 Q채널의 RF신호를 가산하여 송신 RF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도 11c와 같은 구성을 갖는 확산변조기는 역방향 링크의 접근채널 및 파일럿 채널의 확산변조기 구성으로써, 파일
럿채널 신호가 I채널 성분으로 입력되고 접근채널 신호가 Q채널 성분으로 입력되며, 확산시퀀스도 I채널 확산시퀀스 P
NI와 Q채널 확산시퀀스 QNI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I채널 및 Q채널의 신호를 확산하여 출력하게 된다. 이때 상기 접근
채널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곱셈기1151에서 직교부호로 변조되고, 이득조정기1153에서 파일럿채널 신호와의 상대 이
득이 보상되며, 확산변조기1155-1169를 통해 확산시퀀스와 곱하여져 복소 확산된다. 그리고 상기 확산된 신호는 이
득조정기1175 및 1177을 통해 각각 전력제어에 따른 이득값이 보상되어 출력된다.
    

도 12는 역방향 링크를 구성하는 각 채널 발생기들의 직교변조 및 확산 변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종래의 CDMA 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송신장치는 파일럿 채널, 기본 채널, 부가채널, 제어채널을 구비하고 있다. 제
어채널 발생기의 경우 입력되는 제어 메시지의 크기는 10비트이고, 상기 전송되는 제어메시지에 일정 시점마다 전력제
어신호를 부가하여 전송한다. 이런 경우 입력되는 제어 메시지의 크기가 너무 적어서 제어해야 할 양이 많은 경우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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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성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본채널을 통해서 음성신호 만을 전송하는 일반적인 음
성통신의 경우 파일럿 채널, 기본채널을 사용하고 또한 전력제어신호를 위해서 제어채널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
은 전력제어정보 전송 방법은 일반적인 음성 통신을 위해서 3개의 채널이나 사용해여 단말기 송신 증폭기의 순시최대
송신전력 대 평균송신전력비(peak-to-average ratio)를 악화시켜 서비스 반경을 축소 시키는 단점이 있다. 패킷 데
이터를 전송하는 패킷데이터 통신의 경우, 상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파일럿 채널과 부가채널을 할당하고 부가채
널을 제어하기 위해 기본채널을 할당하고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제어채널을 할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패킷 데
이터 통신을 위해서 역방향 링크 4개 채널 모두를 사용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종래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한 제어채널과는 구별되는 전용제어채널을 사용한다. 
상기 전용제어채널은 입력을 최대 172비트로 해서 제어할 양이 많은 경우에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어 종래의 CDMA 
이동통신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또한 전력제어비트를 파일럿 채널에 삽입하여 전송하므로 일반적인 음성 통신의 
경우 종래 기술과 같이 전력제어를 위해 따로 제어 채널을 할당하지 않고 파일럿 채널과 기본채널만을 사용해서 음성신
호를 전송할 수 있다. 패킷 데이터 통신의 경우 파일럿 채널, 부가채널을 사용하고 부가채널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제어
채널을 할당하여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전력제어신호는 파일럿 채널에 삽입해서 전송하므로 전력제어신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채널을 할당할 필요가 없다. 본 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종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역방향 링
크에서 1개의 채널을 적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때 전송되는 신호의 순시최대송신전력 대 평균송신전력비(peak-to-
average ratio)가 작아져서 단말기가 같은 전력을 가지고도 전송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잇점이있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곱셈기1200은 파일럿 신호와 전력제어정보의 파일럿 채널신호를 직교부호와 곱하여 직교변조
된 파일럿 채널신호를 발생한다. 곱셈기1202는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에서 출력되는 전용제어채널 신호와 할당
된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전용제어채널 신호를 발생한다. 곱셈기1204는 부가채널 발생기161에서 출력되는 부
가채널 신호와 할당된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부가채널 신호를 발생한다. 곱셈기1206은 기본채널 발생기159에
서 출력되는 기본채널 신호와 할당된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기본채널 신호를 발생한다.
    

    
이득조정기1208은 상기 곱셈기1202에서 출력되는 직교변조된 전용제어채널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이득
조정기1210은 상기 곱셈기1204에서 출력되는 직교변조된 부가채널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12
12는상기 곱셈기1206에서 출력되는 직교변조된 기본채널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이득조정기1208-
1212는 각각 대응되어 입력되는 채널들의 신호 들에 대하여 상기 파일럿채널의 신호와 상대적인 이득을 보상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가산기1214는 상기 곱셈기1200에서 출력되는 직교변조된 파일럿채널신호와 상기 이득조정기1208의 출력을 가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155의 출력은 전력제어비트가 부가된 파일럿 신호가 될 수 있다. 가산기1216은 상
기 이득조정기1210의 출력과 이득조정기1212의 출력을 가산하여 출력한다. 즉, 상기 가산기1214 및 1216은 각각 대
응되는 채널들의 신호를 가산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곱셈기1218은 I채널의 확산시퀀스 PNI와 사용자 코드인 롱코드를 곱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220은 Q채널 확산시퀀스 
PNQ와 상기 롱코드를 곱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222는 상기 가산기1214의 출력과 상기 곱셈기1218에서 출력되는 I채
널 확산시퀀스 PNI를 곱하여 출력하고, 곱셈기1224는 상기 가산기1216의 출력과 상기 곱셈기1218에서 출력되는 I채
널 확산시퀀스 PNI를 곱하여 출력하며, 곱셈기1226은 상기 가산기1216의 출력과 상기 곱셈기1220에서 출력되는 Q채
널 확산시퀀스 PNQ를 곱하여 출력하고, 상기 곱셈기1228은 상기 가산기1214의 출력과 상기 곱셈기1220에서 출력되
는 Q채널 확산시퀀스 PNQ의 출력을 곱하여 출력한다. 감산기1230은 상기 곱셈기1222의 출력에서 상기 곱셈기1226
의 출력을 감산하여 I채널의 확산신호 XI를 발생하고, 가산기1232는 상기 곱셈기1224의 출력과 곱셈기1228의 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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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하여 Q채널의 확산신호 XQ를 발생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확산기는 곱셈기1222 및 1226에서 출력
되는 두 신호의 차를 I채널의 확산신호 XI로 생성하며, 곱셈기1224 및 1228에서 출력되는 두 신호의 합을 Q채널의 확
산신호 XQ로 생성한다.
    

    
기저대역 여파기1234는 상기 감산기1230에서 출력되는 I채널 확산신호를 기저대역으로 여파하여 출력하며, 기저대역 
여파기1236은 상기 가산기1232에서 출력되는 Q채널 확신산호를 기저대역으로 여파하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1238은 
상기 기저대역 여파기1234의 출력을 입력하여 I채널의 확산신호 이득을 조정하며, 이득조정기1240은 상기 기저대역 
여파기1236의 출력을 입력하여 Q 채널의 확산신호 이득을 조정한다. 혼합기1242는 상기 이득조정기1238의 출력과 
I채널 반송파 cos(2πfct)를 혼합하여 I채널의 RF신호를 발생하고, 혼합기1244는 상기 이득조정기1240의 출력과 Q
채널 반송파 sin(2πfct)를 혼합하여 Q채널의 RF신호를 발생한다. 가산기1246은 상기 혼합기1242 및 1244에서 출
력되는 I채널 및 Q채널의 RF신호를 가산하여 송신 RF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여 역방향 링크의 채널 발생기들의 직교변조 및 확산변조 과정을 살펴보면,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
53, 부가채널 발생기161, 기본채널 발생기159는 각각 직교부호로 확산을 하고 파일럿 채널 신호를 토대로 각 채널 간
의 상대적인 이득을 보상해 준다. 상기 역방향 채널은 미리 결정된 직교부호들로 각 채널들을 각기 다른 직교부호로 변
조하여 채널들을 구분한다. 여기서 각 채널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직교 부호들은 같은 기지국 내에서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통으로 할당한다. 이후 직교 변조된 전용제어채널 신호와 파일럿 채널 신호를 가산하고, 직교변조된 상
기 부가채널 신호와 기본채널 신호를 가산한 후, 이들 가산신호를 각각 I채널 및 Q채널 신호 성분으로 입력하여 확산변
조기167에서 확산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확산된 신호는 이득조정기1238 및 1240을 통해 전력제어에 따른 이
득을 각각 보상하여 출력한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은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과는 달리 사용자마다 할당된 다른 PN코드로 확산하므로 
기지국 측에서 수신하는 신호를 기준으로 볼 때 단말기마다 다른 파일럿 신호를 발생 시키는 것이므로, 상기 역방향링
크의 파일럿채널은 전용 파일럿 채널이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송신기에서 송신신호를 확산하여 전송하는 두가지 방법
이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구분을 PN 코드로 하는 것이다. 각 채널을 구분하기 위해 미리 결정된 월시코드
로 확산한다. 여기서 사용된 월시코드는 각 채널마자 다르게 할당되어있고 모든 사용자가 동일채널에 할당하는 월시코
드는 동일하다. 사용자 구분은 PN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구분을 월시코드로 하는 것
이다. 사용자마다 각각 다른 월시코드 4개를 사용하여 확산하고 PN코드는 기지국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도 13은 역방향 링크의 채널 발생기들이 신호들을 직교변조 및 확산변조 구성들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3을 참조
하면, 직교변조기1311은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채널 신호 및 전력제어비트를 입력하여 직교변조된 파일럿채널 신호를 
발생한다. 직교변조기1313은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에서 출력되는 전용제어채널 신호와 할당된 직교부호를 곱
하여 직교변조된 전용제어채널 신호를 발생한다. 직교변조기1315는 기본채널 발생기159에서 출력되는 기본채널 신호
와 할당된 직교부호를 곱하여 직교변조된 기본채널 신호를 발생한다.
    

이득조정기1317은 상기 직교변조기1311에서 출력되는 직교변조된 파일럿채널 및 전력제어비트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
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1319는 상기 직교변조기1313에서 출력되는 직교변조된 전용제어채널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
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1321은 상기 직교변조기1315에서 출력되는 직교변조된 기본채널 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
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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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기1214는 상기 이득조정기1317의 출력과 이득조정기1319의 출력을 가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
155의 출력은 전력제어비트가 부가된 파일럿 신호가 될 수 있다. 곱셈기1327은 I채널의 확산시퀀스 PNI와 사용자 코
드인 롱코드를 곱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329는 Q채널 확산시퀀스 PNQ와 상기 롱코드를 곱하여 출력한다. 확산변조기
1325는 상기 가산기1323의 출력을 I채널신호로 입력하고 상기 이득조정기1321의 출력을 Q채널신호로 입력하며, 상
기 곱셈기1327 및 1329에서 출력되는 확산시퀀스 PNI 및 PNQ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신호들을 확산한다. 여기서 상기 
확산변조기1325는 상기 도 12의 곱셈기1222-1128 및 가산기1230 및 1232와 같이 구성되는 복소 확산변조기(com
plex PN spread)로 구성할 수 있다.
    

    
디멀티플렉서1331은 부가채널 발생기161의 신호변환기816에서 출력되는 부가채널신호를 디멀티플렉싱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디멀티플렉서1331은 홀수번째 심볼 및 짝수번째 심볼로 나누어 디멀티플렉싱한다고 가정한다. 제1직교부
호 발생기1333은 상기 홀수번째 부가채널의 심볼들을 직교변조하기 위한 제1직교부호Wi를 발생한다. 곱셈기1335는 
상기 디멀티플렉서1331에서 출력되는 홀수번째 심볼들에 상기 제1직교부호Wi를 곱하여 제1직교변조된 신호를 발생한
다. 제2직교부호 발생기1337은 상기 짝수번째 부가채널의 심볼들을 직교변조하기 위한 제2직교부호Wj를 발생한다. 
곱셈기1339는 상기 디멀티플렉서1331에서 출력되는 짝수번째 심볼들에 상기 제2직교부호Wj를 곱하여 제2직교변조된 
신호를 발생한다. 인터리버1341은 상기 곱셈기1335에서 출력되는 제1직교변조된 부가채널 심볼들과 상기 곱셈기13
37에서 출력되는 제2직교변조된 부가채널 심볼들을 인터리빙하여 1칩 레지스턴스 부호로 직교변조된 부가채널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와 구성은 2개의 서로 다른 직교부호 발생기1333과 1137을 이용하여 1칩 레지스턴스 부호를 사용하는 예를 들고 
있지만, 상기 디멀티플렉서1331이 입력되는 부가채널 심볼들을 M개로 역다중화하고, M개의 서로 다른 직교부호 발생
기들을 구비하여 M개의 심볼들에 대하여 각각 대응되는 직교부호들로 직교변조한 후 인터리버1341을 통해 인터리빙 
출력하면 M칩 레지스턴스 부호로 변조할 수 있다.

    
이득조정기1343은 상기 인터리버1341의 출력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데시메이터1345는 기지국을 구분하기 위한 
PNI`(cell specific PNI` code)를 데시메이션하며, 심볼반복기1347은 상기 데시메이션된 PNI`를 2회 반복 출력한
다. 데시메이터1349는 기지국을 구분하기 위한 PNQ`(cell specific PNQ` code)를 데시메이션하며, 심볼반복기135
1은 상기 데시메이션된 PNQ`를 2회 반복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심볼반복기1347 및 1351은 1칩 레지스턴스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입력되는 PN부호를 2회 반복하여 출력하며, M칩 레지스턴스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PN부호를 
M회 반복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353은 상기 이득조정기1343의 출력과 상기 심볼반복기1347에서 출력되는 PNI`부호
를 곱하여 I채널의 부가채널 확산신호를 발생하며, 곱셈기1355는 상기 이득조정기1343의 출력과 상기 심볼반복기13
51에서 출력되는 Q채널의 부가채널 확산신호를 발생한다.
    

    
가산기1325는 상기 확산변조기1325의 I채널 확산신호와 상기 곱셈기1353의 확산신호를 가산하여 I채널의 확산신호
를 발생한다. 가산기1359는 상기 확산변조기1325의 Q채널 확산신호와 상기 곱셈기1355의 확산신호를 가산하여 Q채
널의 확산신호를 발생한다. 기저대역 여파기1361은 상기 가산기1357에서 출력되는 I채널 확산신호를 기저대역으로 
여파하여 출력하며, 기저대역 여파기1363은 상기 가산기1359에서 출력되는 Q채널 확신산호를 기저대역으로 여파하여 
출력한다. 채널 이득조정기1365는 상기 기저대역 여파기1361의 출력을 입력하여 I채널의 확산신호 이득을 조정하며, 
채널 이득조정기1367은 상기 기저대역 여파기1363의 출력을 입력하여 Q 채널의 확산신호 이득을 조정한다. 혼합기1
369는 상기 채널 이득조정기1365의 출력과 I채널 반송파 cos(2πfct)를 혼합하여 I채널의 RF신호를 발생하고, 혼합
기1371은 상기 채널 이득조정기1367의 출력과 Q채널 반송파 sin(2πfct)를 혼합하여 Q채널의 RF신호를 발생한다. 
가산기1373은 상기 혼합기1369 및 1371에서 출력되는 I채널 및 Q채널의 RF신호를 가산하여 송신 RF신호를 발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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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3에 따른 역방향 링크의 가산기163, 165 및 확산변조기167의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도 12에 각 채널 발생
기들은 채널을 구분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널 발생기들을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변조하지만, 도 13과 같은 구조를 갖는 
역방향 채널발생기 구조에서는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 파일럿채널 발생기155, 기본채널 발생기159는 상기 도 
12와 같이 직교부호를 사용하여 채널을 구분하고, 부가채널 발생기161은 월시부호 대신에 1칩 레지스턴스 코드를 사
용해서 다른 채널과 채널을 구분한다. 또한 월시부호로서 채널을 구분할수도 있다.
    

    
상기 1칩 레지스턴스 코드를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 발생기161에서 출력되는 부가채널신호
를 디멀티플렉서1331을 통해 홀수번째 심볼과 짝수번째 심볼을 나뉘어 출력되고, 이들 부가채널 신호들을 각각 직교부
호 발생기1333 및 1337에서 발생되는 다른 직교부호들을 통해 변조된다. 그리고 상기 각각 다르게 변조된 부가채널 
신호들은 다시 인터리버1341을 통해 각기 다른 2개의 직교부호로 확산한 심볼들을 엇갈려서 출력된다. 그리고 상기 인
터리버1341에서 출력되는 부가채널 신호들은 채널 이득이 조정된 후 확산변조된다. 이때 상기 확산 변조를 하기 위해
서 사용되는 PN코드들은 동일한 기지국 내의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이 할당해 준다. 또한 1칩 레지스턴스 코드의 확산
을 위한 PN코드들은 한 칩 간격으로 데시메이션하고 1 칩을 반복한다. 상기와 같은 1칩 레지스턴스 부호의 발생은 본
원출원인에 의해 선출원된 1997년 출원 39119호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상기 도 13과 같은 구성을 갖는 역방향 링크의 채널 송신장치는 상기 도 12와 부가채널을 변조하는 과정과 확산변조 
과정이 다르다. 즉, 상기 도 12에서는 파일럿채널 발생기155의 신호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의 신호를 가산한 신호
와 기본채널 발생기159의 신호와 부가채널 발생기161의 신호를 가산한 신호가 각각 확산변조기에 입력되어 확산되지
만, 도 13r에서는 파일럿채널 발생기155의 신호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의 신호를 가산한 신호와 기본채널 발생기
159의 신호가 각각 확산변조기1325의 입력이 된다. 그리고 확산변조기1325의 출력에 부가채널 발생기161의 신호를 
1칩 레지스턴스 코드로 확산한 신호들을 각각 가산하여 출력한다.
    

도 14a - 도 14c는 각각 기본채널, 부가채널 및 접근채널을 통해 송수신되는 프레임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때 상기 
기본채널, 부가채널 및 접근채널은 모두 일정 크기의 정보비트와 수신측에서 수신된 프레임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CRC비트, 부호기를 초기화 시켜주기 위한 테일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도 15a 및 도 15b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도 15a는 제1프레임 길
이를 갖는 제어메세지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으며, 도 15b는 제2프레임 길이를 갖는 제어메세지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
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제1프레임 길이는 5ms로 가정하고 제2프레임 길이는 20ms로 가정한다.

    
상기 도 15a 및 도 1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메세지의 프레임은 길이에 따라 그 구성이 상이하다. 즉, 상기 도 15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5ms 길이의 제어메세지는 데이터의 내용이 있는 부분과 프레임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CRC비
트, 부호기를 초기화 시키기 위한 테일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도 1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20ms 길이의 제어
메세지는 프레임의 형태를 설명하기위한 부분과, 데이터의 내용이 있는 부분, 프레임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CRC비
트, 테일비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위계층에서 전송하고자하는 데이터의 길이가 가변적이므로 마지막 프레임의 길이를 
20ms로 맞추기 위해 마지막 프레임에는 패딩(padding)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상기 역방향 링크와 순방향 링크의 모든 송수신기에서 사용되는 월시코드는 쿼시직교부호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도 있
다.

    
이하 상기 도 1 및 상기 도 2 - 도 15와 같은 구성을 갖는 순방향 링크의 각 채널 발생기들 및 역방향 링크의 각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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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기들의 구조를 참조하며, 채널의 구성에 따라 각 채널들의 역할과 그 경우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를 명시한다. 
호가 성립되고 난 후,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 사용되는 채널들(즉 파일럿채널,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은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구성될 수 있다. 도 16a에서 도 22b를 참조하여 하기에서 설명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조합
들을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각각의 조합들에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를 명시한다. 또한 
후술하는 내용 중에 특정 서비스를 언급하는 것은 본 발명의 실싱예에서 각 채널들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따라
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각 채널들의 구성과 그 채널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상황에 따라 본 발명에서 언
급하는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에 이용될 수 도 있다. 후술하는 도 16 - 도 22에서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가는 화살표는 
순방향 링크를 의미하고,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가는 화살표는 역방향 링크를 의미한다.
    

순방향 링크에서 채널들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기와 같은 일곱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기본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 및 
기본채널을 통해 통신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 모든 제어메시지는 딤앤버스트(dim and burst)나 브랭크앤버스트(blan
k and burst)방식을 사용해서 기본채널에 부가하여 전송되며, 전력제어 신호 또한 기본채널을 통해서 전송한다. 도 1
6b는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기본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순
방향 링크의 일반적인 음성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지국의 상위계층에서 일반적인 음성 통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101에 전달하면, 상기 기
지국 제어기101은 통신을 위한 기본채널을 할당한 후 페이징채널 발생기109를 구동하여 단말기에 채널 할당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단말기는 기지국의 페이징채널 발생기109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페이징채널 수신기를 통해 수
신하여 확인하고, 상기 접근채널 발생기157을 구동하여 기지국에 응답확인 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은 접근채널 
수신기를 통해 상기 단말기의 응답확인신호를 수신한 후,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할당한 기본채널을 통해서 
상기 단말기에 음성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의 경우, 전력제어 신호를 포함한 모든 제어메시지는 딤앤버
스트(dim and burst)나 브랭크앤버스트(blank and burst)방식을 사용해서 기본채널의 음성 데이터에 부가하여 전송
한다. 음성 데이터를 종료해야 할 경우, 상기 기지국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통해 단말기에 종료신호를 전송하며, 이
를 수신하는 단말기도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통해 응답 확인 신호를 전송하고, 연결된 기본채널을 해제하여 음성 통신
을 종료한다.
    

두 번째로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
을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전력제어신호는 기본채널에 부가하여 전송하고 나머지 제어메시지는 전용제어채널
을 통해서 전송된다. 도 17b는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순방향 링크의 고품질 음성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101가 상위 계층으로부터 순방향 고품질 음성통신 요구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페이징채널 발생
기109를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페이징채널을 통해 단말기에게 고품질 음성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채널과 전용제
어채널 할당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단말기는 이를 수신하게 되며, 접근채널 발생기157을 구동하여 역방향 접근
채널을 통해서 응답확인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단말기에서 전송되는 응답확인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1
01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기에 음성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기본
채널을 통해 고품질 음성 통신을 서비스하는 상태에서 제어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 상기 기지국 제어기10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을 구동하여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단말기에 전송하며, 상기 단말기의 제
어기151도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을 구동하여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기지국에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와 
같은 음성 통신 중에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크기는 20ms이다. 상기 기지국은 단말기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지국 제어
기101은 기본채널 발생기103을 구동하여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설정된 위치에서 전력제어비트를 삽입하여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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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고품질의 음성 통신을 수행하는 중에 통신을 종료하는 경우,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기본채널 발생기
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채널 종료 요구신호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는 단말기의 제어기151
은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채널을 종료 하도록 하는 신호를 기지국에 전송한다. 상기
와 같이 통화 종료 요구신호를 주고받으면 현재 통신 중인 기본채널은 해제되어 채널 종료 상태가 된다. 상기 기본채널
은 전력제어 신호와 음성만을 전송할 수 있어, 종래의 딤앤버스트(dim and burst)방식이나 브랭크앤버스트(blank an
d burst)방식을 이용해서 모든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반적인 음성통신 방식 보다 통화품질이 나아지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고품질 음성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기지국 및 단말기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사용할 기본채널
을 할당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기본채널이 할당되면, 상기 기지국과 단말기는 할당된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 통신 기
능을 서비스하며, 상기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 통신을 수행하는 중에 전송할 제어메시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용제어
채널을 통해 해당하는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음성 통신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기본채널이 해제되어 음성 
통신 서비스가 종료된다. 그리고 채널 할당 및 해제 등과 같이 프레임 길이가 짧으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제어
메시지는 짧은 프레임의 5ms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며, 핸드오프 등과 같은 제어메시지는 긴 프레임의 20ms 제어메시
지를 전송한다.
    

세 번째로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을 이용하
여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전력제어신호 및 나머지 제어메시지를 기본채널에 부가하여 전송한다. 도 18b는 순방향 링크
를 파일럿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순방향 링크의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지국의 상위계층에서 기지국의 제어기101에 순방향 링크의 패킷데이터 통신을 요구하는 신호를 인가하면, 기지
국 제어기101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부가 채널을 할당하는 신호를 전송한
다. 그러면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응답 확인 신호
를 기지국에 전송한다. 이때 상기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시지의 크기는 5ms이다. 상기 응답 확인 신호를 수
신한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부가채널 발생기113을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와 같이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서비스하는 중에 제어메시지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 상기 기지국 제어기1
01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20ms의 프레임 크기를 가지는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단말기도 할당된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서비스하는 중에 제어메시지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20ms의 프레임 크기를 가지는 제어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에 
전송한다.
    

이때 상기 기지국은 패킷 데이타 통신을 서비스하는 경우, 단말기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
널을 통해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지국 제어기101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기
본채널을 통해 설정된 위치에서 전력제어비트를 삽입하여 전송한다.

    
이때 상기 패킷 데이타 통신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상기 부가채널의 사용 종료 요구신호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는 단말기의 제어기151
은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채널을 종료 하도록 하는 신호를 기지국에 전송한다. 이때
에 상기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크기는 5ms이다. 상기와 같이 통화 종료 요구신호를 주고받으
면 현재 패킷 데이타 통신 중인 부가채널은 해제되는데, 이때 상기 부가채널만 해제되고 상기 기본채널은 연결되어 있
는 제어 유지 상태(control hold state)가 된다. 상기 제어유지상태가 되면,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단말기에 제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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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특정 시점에서는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하여 단말기의 송신 전력을 제어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본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전송하고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 통신을 서비스하는 경우, 상기 
기지국 및 단말기는 기본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서비스할 부가채널을 할당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부가채널이 할
당되면, 상기 기지국과 단말기는 할당된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통신하며, 상기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
를 서비스하는 중에 전송할 제어메시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기 기본채널을 통해 해당하는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또한 부가채널을 통해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에 전력제어는 순방향 링크의 경우 기본채널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다. 그리고 상기 패킷 데이타 통신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기본채널을 통해 해제를 요구하며, 이런 경우 상기 부가채
널은 해제되어 패킷 데이타의 통신 서비스가 종료되지만 기본채널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때 상기 기본채널을 통
해 제어메시지를 통신할 시, 채널 할당 및 해제 등과 같이 프레임 길이가 짧으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제어메시
지는 짧은 프레임의 5ms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며, 핸드오프 등의 제어메시지는 긴 프레임의 20ms 제어메시지를 전송
한다.
    

    
네 번째로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을 이용하여 통
신을 수행하는 경우, 기본채널을 통해서는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제어 신호와 나머지 제어메시지를 전송하
며 부가채널로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도 20b는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
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순방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
터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지국의 상위계층이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을 요구하는 신호를 기지국의 제어기에 전송하면, 상기 기지국 제
어기101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단말기에 패킷 데이타를 서비스할 부가채널을 할
당한다. 그러면 이를 수신하는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기지국
에게 응답확인신호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기본채널을 통해 사용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길이는 5ms이다. 이때 상기 
기지국은 부가채널 발생기113을 구동하여 할당한 순방향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본채널 발생기1
11을 구동하여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을 전송한다. 이때 상기 순방향 링크에서의 전력제어 신호를 포함한 모든 
제어메시지는 기본채널에 부가되어 이루어 진다.
    

다섯번째로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 전용제어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을 통
해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전력제어신호 및 나머지 제어메시지를 전용제어채널에 부가하여 전송한다. 도 19b는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 전용제어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
면으로써, 순방향 링크의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지국의 상위계층에서 기지국의 제어기101에 순방향 링크의 패킷데이터 통신을 요구하는 신호를 인가하면, 기지
국 제어기10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을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부가 채널을 할당하는 신호
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을 구동하여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
해 응답 확인 신호를 기지국에 전송한다. 이때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시지의 크기는 5ms이다. 상
기 응답 확인 신호를 수신한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부가채널 발생기113을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와 같이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서비스하는 중에 제어메시지의 전송이 필요한 경
우, 상기 기지국 제어기10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을 구동하여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20ms의 프레임 크기
를 가지는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단말기도 할당된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서비스하는 중에 제어메
시지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을 구동하여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20ms의 프레임 크
기를 가지는 제어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에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은 패킷 데이타 통신을 서비스하는 경우, 단말기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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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지국 제
어기10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을 구동하여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설정된 위치에서 전력제어비트를 삽입하
여 전송한다.
    

    
이때 상기 패킷 데이타 통신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을 구동
하여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부가채널의 사용 종료 요구신호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는 단말기의 제
어기15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을 구동하여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채널을 종료 하도록 하는 신호를 기지국
에 전송한다. 이때에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크기는 5ms이다. 상기와 같이 통화 종
료 요구신호를 주고받으면 현재 패킷 데이타 통신 중인 부가채널은 해제되는데, 이때 상기 부가채널만 해제되고 상기 
전용제어채널은 연결되어 있는 제어 유지 상태(control hold state)가 된다. 상기 제어유지상태가 되면, 순방향 전용제
어채널을 통해 단말기에 제어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특정 시점에서는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하여 단
말기의 송신 전력을 제어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전송하고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 통신을 서비스하는 경우, 
상기 기지국 및 단말기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서비스할 부가채널을 할당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부가
채널이 할당되면, 상기 기지국과 단말기는 할당된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통신하며, 상기 부가채널을 통해 패
킷 데이타를 서비스하는 중에 전송할 제어메시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해당하는 제어메시지
를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패킷 데이타 통신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해제를 요구하며, 이런 경우 
상기 부가채널은 해제되어 패킷 데이타의 통신 서비스가 종료되지만 전용제어채널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때 상
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통신할 시, 채널 할당 및 해제 등과 같이 프레임 길이가 짧으면서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 하는 제어메시지는 짧은 프레임의 5ms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며, 핸드오프 등과 제어메시지는 긴 프레임의 20m
s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여섯 번째로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을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전력제어신호 및 기본채널에 관련된 제어메시지는 기본채널을 통하여 전송한
다. 또한 부가채널에 관련된 제어메시지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하여 전송한다. 도 22b는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 전용
제어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순방
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지국의 상위계층이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을 요구하는 신호를 기지국의 제어기101에 인가하면, 상기 기지국 
제어기10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을 구동하여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단말기에 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제어메
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이를 수신하는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을 구동하여 역방향 전용제어
채널을 통해 기지국에게 응답확인신호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길이
는 5ms이다. 이후 상기 기지국은 할당한 순방향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음
성 및 음성을 제어하는 제어메시지를 딤앤버스트 방식이나 블랭크앤버스트 방식으로 전송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에서의 
전력제어 신호는 기본채널에 부가되어 전송된다. 상기 부가채널은 전송 할 데이터가 있을 때만 통화채널이 연결되고 없
을 때는 종료하게 되므로, 상기 부가채널을 연결하지 않고 음성 통신 기능만을 서비스하는 상태도 존재한다.
    

    
일곱 번째로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
을 통해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기본채널을 통해서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하며 부가채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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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서는 기본채널과 부가채널에 관련된 제어메시지를 전송한
다. 도 21b는 순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
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순방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지국의 상위계층이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을 요구하는 신호를 발생하면,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전용제
어채널 발생기103을 구동하여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단말기에 음성 및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할 기본채널 및 부
가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제어메시지를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이를 수신하여 확인한 후, 상기 전
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을 구동하여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서 기지국에 응답확인신호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전용
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길이는 5ms이다. 이후 상기 기지국은 기본채널 발생기111 및 부가채
널 발생기113을 구동하여 할당한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을 전송하고 순방향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
송한다. 상기 순방향 링크에서의 제어메시지는 전용제어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지며 전력제어 신호는 기본채널을 통해
서 전송된다.
    

또한 역방향 링크에서도 채널들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와 같은 일곱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먼저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기본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
하는 경우, 모든 제어메시지는 딤앤버스트(dim and burst)나 브랭크앤버스트(blank and burst)방식을 사용해서 기본
채널에 부가하여 전송한다. 하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역방향 링크를 통해 통신을 수행할 경우 전력제어 신호는 항
상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전송된다. 도 16a는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기본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역방향 링크의 일반적인 음성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일반적인 음성통신 서비스를 하려면 호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음성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종래의 
기술에서는 파일럿 채널, 기본채널과 함께 전력제어 신호의 전송을 위한 제어채널도 동시에 사용해야 하지만, 본 발명
의 실시예에서 전력제어 신호는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므로 다른 채널을 추가로 할당할 필요 없이 파일럿 채널과 
기본채널만 동시에 사용해서 음성 신호를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사용되는 채널이 종래의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적어지므로, 순시최대송신전력 대 평균송신전력비(peak-to-average ratio)가 줄어들어 단말기에서 같은 
전력을 가지고도 종래 기술을 이용하는 것보다 서비스 반경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수신기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잇
점을 가진다.
    

    
상기 단말기의 상위 계층에서 역방향 링크의 일반적인 음성통신을 요구하면,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접근채널 발생기1
57을 통해서 기지국으로 채널을 요구하는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페이징채널 발생기109를 구
동하여 채널할당에 관련된 정보와 주변 셀에 관련된 파라미터 등의 정보를 단말기에 전송한다. 단말기는 접근채널 발생
기157을 통해서 앞에서 전송된 신호를 수신했다는 응답확신신호(ACK : Acknowledge)를 기지국에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할당된 기본채널을 통해서 상기 단말기의 신호를 수신할 준비를 하고, 
상기 단말기는 기준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일정 시점에 기본채널 중에 할당된 채널을 통해서 음성 신호를 전송한
다. 상기와 같이 기지국과 단말기는 각각 순방향 기본채널 발생기111 및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면서 할당된 기
본채널을 통해서 음성 신호를 송수신하며, 전송하는 음성 데이터 중간에 딤앤버스트(dim and burst)방식이나 브랭크
앤버스트(blank and burst)방식으로 전력제어 신호를 제외한 제어메시지를 부가하여 전송한다. 또한 역방향 링크의 경
우, 전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상기 도 10과 같이 파일럿채널 발생기155를 구동하여 파일럿 신호에 전력제어신호를 부가
하여 상기 기지국에 전송한다. 상기와 같이 할당된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 통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전송을 
끝내야 하는 경우, 상기 단말기는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통해 기지국에 종료 신호를 보내며, 이를 수신하는 상기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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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역시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통해 상기 단말기에 응답확인 신호를 전송하고, 연결된 기본채널을 해제하여 음성통
신을 종료한다.
    

    
두 번째로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을 이
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전력제어 신호를 제외한 모든 제어메시지는 전용제어채널에 부가하여 전송한다. 본 발명
의 실시예에서 역방향 링크를 통해 통신을 수행할 경우 전력제어 신호는 항상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전송된다. 도 17a
는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
기 위한 도면으로, 역방향 링크의 고품질 음성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단말기의 상위계층에서 고품질의 음성통신을 요구하는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접근채널 발
생기157을 구동하여 기지국에 채널 할당을 요구한다. 상기 단말기의 접근채널 발생기157에서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
는 기지국의 제어기151은 페이징채널 발생기109를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페이징채널을 통해 채널을 할당한다. 상기
와 같이 기지국으로 부터 채널을 할당 받으면, 상기 단말기는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할당받은 기본채널을 통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며, 제어정보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5를 구동하여 각각의 전용제어채
널을 통해서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사용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길이는 20ms이다.
    

    
상기와 같이 고품질의 음성 통신을 수행하는 중에 통신을 종료하는 경우,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기본채널 발생기
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채널 종료 요구신호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는 기지국의 제어기101
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채널을 종료 하도록 하는 신호를 단말기에 전송한다. 종료 
신호를 수신한 단말기는 일정 시점에 채널을 종료한다. 상기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크기는 5
ms이다.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채널 발생기155는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면서 특정 시점에서는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하
고, 나머지 제어와 관련된 신호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서 전송된다. 따라서 상기 기본채널은 기본채널을 해제하는 제어
메시지와 음성만을 전송할 수 있어, 종래의 딤앤버스트(dim and burst)방식이나 브랭크앤버스트(blank and burst)방
식을 이용해서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반적인 음성통신 방식 보다 통화품질이 나아지게 된다.
    

    
세 번째로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을 이용하
여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전력제어 신호를 제외한 모든 제어메시지는 기본채널에 부가하여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역방향 링크를 통해 통신을 수행할 경우 전력제어 신호는 항상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전송된다. 도 18a는 역방
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
면으로써, 역방향 링크의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패킷 데이터 통신을 하려면 호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패킷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종래의 기
술을 이용하면 파일럿채널, 부가채널, 기본채널, 제어채널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부가채널에 대한 제어메시지의 대
부분은 기본채널을 통해서 전송되지만 종래의 기술에서는 전력제어 신호가 제어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므로 제어채널도 
사용해야만 한다. 본 발명에서 전력제어 신호는 역방향 링크의 경우 파일럿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므로 부가채널에는 패
킷 데이터 신호만을 전송하고 기본채널에는 제어메시지만을 전송한다. 종래 기술에서는 패킷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파일럿채널, 부가채널, 기본채널, 제어채널 이렇게 4개의 채널을 사용해야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파일럿채널, 
부가채널, 기본채널 이렇게 3개의 채널만 사용하면 되므로 종래 기술보다 적은 채널을 사용하여 순시최대송신전력 대 
평균송신전력비(peak-to-average ratio)를 줄일 수 있고, 수신기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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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기의 상위계층에서 단말기의 제어기151에 역방향 링크의 패킷데이터 통신을 요구하는 신호를 인가하면,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기지국에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신호
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
타 통신을 하기 위한 부가채널을 할당하는 신호를 단말기에 전송한다. 이때에 사용되는 제어메시지의 크기는 5ms이다. 
이때 상기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부가채널을 할당받은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부가채널 발생기161을 구동하여 역방
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상기 패킷 데이타를 수행하는 
중에 제어메시지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며, 이때 전송되는 제어메시지는 20ms의 프레임 크기를 갖는다. 또한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도 부가채널 발생기
113을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전송하며, 제어메시지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 상기 기지
국 제어기101는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며, 이때의 제어
메시지는 20ms의 프레임 크기를 갖는다.
    

    
상기와 같이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통신하고 기본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통신하는 중에 통신을 종료하는 
경우,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링크의 기본채널을 통해 채널 종료 요구신
호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는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채널을 
종료 하도록 하는 신호를 단말기에 전송한다. 이때에 상기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크기는 5m
s이다. 상기와 같이 통화 종료 요구신호를 주고받으면 현재 패킷 데이타를 통신 중인 부가채널은 해제되는데, 이때 상
기 부가채널만 해제되고 상기 기본채널은 연결되어 있는 제어 유지 상태(control hold state)가 된다. 상기 제어유지상
태가 되면,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채널 발생기155는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면서 특정 시점에서는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
하고, 나머지 제어와 관련된 신호는 상기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기본채널을 통해서 전송된다.
    

    
네 번째로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을 이용하
여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기본 채널을 통해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며 부가 채널을 통
해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전력제어 신호를 제외한 모든 제어메시지는 기본
채널에 부가하여 전송하고, 역방향 링크를 통해 통신을 수행할 경우 전력제어 신호는 항상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전송
된다. 도 20a는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
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역방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을 위해 음성 신호와 패킷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려면 종래 기술로는 파일
럿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 제어채널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본 발명에서 전력제어 신호는 역방향 링크의 경우 파일
럿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므로 부가채널에는 패킷 데이터 신호만을 전송하고 기본채널에는 음성 신호 및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종래 기술에서는 음성 및 패킷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파일럿채널, 부가채널, 기본채널, 제어채널 이
렇게 4개의 채널을 사용해야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파일럿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 이렇게 3개의 채널만 사용하면 되
므로 종래 기술보다 적은 채널을 사용하여 순시최대송신전력 대 평균송신전력비(peak-to-average ratio)를 줄일 수 
있다.
    

    
상기 단말기의 상위계층에서 역방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을 요구하면,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기본채널 발
생기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기지국에 부가 채널의 할당을 요구하고, 이를 수신하는 상기 기지국 제어
기101은 기본채널 발생기111을 구동하여 순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단말기에게 부가 채널을 할당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길이는 5ms이다. 그러면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부가채널 발생기161을 구동하여 할당 받은 
역방향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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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상기 역방향 링크에서의 전력제어 신호는 파일럿 채널에 부가되어 전송되고, 나머지 제어메시지는 기본채널
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다섯 번째로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전용제어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전력제어 신호를 제외한 모든 제어메시지는 전용제어채널에 부가하여 전송하며, 역방
향 링크를 통해 통신을 수행할 경우 전력제어 신호는 항상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전송된다. 도 19a는 역방향 링크를 파
일럿채널과 전용제어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역방향 링크의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패킷 데이터 통신을 하려면 호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패킷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종래의 기
술을 이용하면 파일럿채널, 부가채널, 기본채널, 제어채널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부가채널에 대한 제어메시지의 대
부분은 기본채널을 통해서 전송되지만 종래의 기술에서는 전력제어 신호가 제어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므로 제어채널도 
사용해야만 한다. 본 발명에서 전력제어 신호는 역방향 링크의 경우 파일럿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므로 부가채널에는 패
킷 데이터 신호만을 전송하고 전용제어채널에는 제어메시지만을 전송한다. 종래 기술에서는 패킷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
기 위해서 파일럿채널, 부가채널, 기본채널, 제어채널 이렇게 4개의 채널을 사용해야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파일럿채널, 
부가채널, 전용제어채널 이렇게 3개의 채널만 사용하면 되므로 종래 기술보다 적은 채널을 사용하여 순시최대송신전력 
대 평균송신전력비(peak-to-average ratio)를 줄일 수 있고, 수신기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상기 단말기의 상위계층에서 단말기의 제어기151에 역방향 링크의 패킷데이터 통신을 요구하는 신호를 인가하면,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을 구동하여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기지국에 채널 할당을 요구하
는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을 구동하여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 통신을 하기 위한 부가채널을 할당하는 신호를 단말기에 전송한다. 이때에 사용되는 제어메시지의 크
기는 5ms이다. 이때 상기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부가채널을 할당받은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부가채널 발생기1
61을 구동하여 역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상기 패킷 
데이타를 수행하는 중에 제어메시지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을 구동하여 역방향 전용제어
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며, 이때 전송되는 제어메시지는 20ms의 프레임 크기를 갖는다. 또한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도 부가채널 발생기113을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전송하며, 제어메시지의 전송
이 필요한 경우 상기 기지국 제어기101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을 구동하여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
어메시지를 전송하며, 이때의 제어메시지는 20ms의 프레임 크기를 갖는다. 기지국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부가
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에 필요한 전력제어 신호는 역방향 링크의 경우 파일럿 채널에 부가하여 전송한
다.
    

    
상기와 같이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타를 통신하고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통신하는 중에 통신을 종료
하는 경우,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53을 구동하여 역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채널 
종료 요구신호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는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을 구동하여 순방향 전용제
어채널을 통해 채널을 종료 하도록 하는 신호를 단말기에 전송한다. 이때에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
시지의 프레임 크기는 5ms이다. 상기와 같이 통화 종료 요구신호를 주고받으면 현재 패킷 데이타를 통신 중인 부가채
널은 해제되는데, 이때 상기 부가채널만 해제되고 상기 전용제어채널은 연결되어 있는 제어 유지 상태(control hold s
tate)가 된다. 상기 제어유지상태가 되면, 역방향 링크의 파일럿채널 발생기155는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면서 특정 시
점에서는 전력제어 신호를 전송하고, 나머지 제어와 관련된 신호는 상기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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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로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기본채널에 관련된 제어메시지는 기본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며, 또한 부가채
널에 관련된 제어메시지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역방향 링크를 통해 통신을 수행할 경우 전력
제어 신호는 항상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전송된다. 도 22a는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 부
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역방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하려면 호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음성 신호와 패킷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
기 위해 종래 기술로는 파일럿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 제어채널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본 발명에서 도 22a를 참
조하면 부가채널에는 패킷 데이터 신호만을 전송하고 기본채널에는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음성 신호와 음성 신호
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메시지만을 전송하며 전용제어채널에는 부가채널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종래 
기술에서는 음성 및 패킷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파일럿채널, 부가채널, 기본채널, 제어채널 이렇게 4개의 채
널을 사용해야 한다. 본 발명에서도 파일럿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 전용제어채널 이렇게 4개의 채널을 사용하지만 
종래 기술에서는 제어채널의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부가채널의 제어메시지를 대부분 기본채널을 통해서 전송한다. 
따라서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을 할 경우 수신되는 음성 신호의 품질도 저하되고 부가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 통신의 품질도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전력제어비트는 파일럿채널을 통해서 전송되고 
기본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음성신호에 대한 제어메시지는 기본채널에 딤앤버스트(dim and burst)방식이나 브랭크
앤버스트(blank and burst)방식을 사용해서 전송하며 부가채널에 대한 제어메시지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므
로 종래의 기술에 비해서 음성 및 패킷 데이터 신호의 품질이 훨씬 개선 될 수 있다.
    

    
상기 단말기의 상위계층에서 역방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을 요구하면,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3은 전용제
어채널 발생기153을 구동하여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기지국에 채널 할당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를 수신하는 상
기 기지국 제어기10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3을 구동하여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부가채널을 할당하는 제어메
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길이는 5ms이다. 이후 상기 단말기는 
부가채널 발생기161을 구동하여 할당 받은 역방향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과 음성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음성을 제어하는 
제어메시지는 딤엔버스트(dim and burst) 방식이나 브랭크엔버스트(blank and burst)방식으로 기본채널에 부가하여 
전송한다. 상기 역방향 링크에서의 전력제어 신호는 파일럿 채널에 부가되어 전송되고, 나머지 제어메시지는 전용제어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부가채널은 전송 할 데이터가 있을 때만 통화채널이 연결되고 없을 때는 종료하게 되므로, 
부가채널은 연결되지 않고서 음성통신만을 하고 있는 상황도 존재하게된다. 즉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은 연결되어 있고 
기본채널로는 음성 또는 음성에 대한 제어메시지가 전송되는 상황도 있다.
    

    
일곱 번째로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채널들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기본채널에는 음성 서비스만 제공 하고 부가채널로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상기 기본채널과 부가채널에 관련된 모든 제어메시지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서 전송
하고, 역방향 링크를 통해 통신을 수행할 경우 전력제어 신호는 항상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전송된다. 도 21a는 역방향 
링크를 파일럿채널과 전용제어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로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하면서 각 채널들의 연관관계를 설명하
기 위한 도면으로, 역방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상기 역방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 호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음성 신호와 패킷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려면 종래 기술로는 파일럿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 제어채널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본 발명에서 전력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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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역방향 링크의 경우 파일럿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므로 도 21a 및 도 21b을 참조하면 부가채널에는 패킷 데이터 
신호만을 전송하고 기본채널에는 음성 신호만을 전송하며 전용제어채널에는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종래 기술에서는 
음성 및 패킷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파일럿채널, 부가채널, 기본채널, 제어채널 이렇게 4개의 채널을 사용해
야 한다. 본 발명에서도 파일럿채널, 기본채널, 부가채널, 전용제어채널 이렇게 4개의 채널을 사용하지만 종래 기술에
서는 제어채널의 용량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채널의 제어메시지를 대부분 기본채널을 통해서 전송한다. 따라서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할 경우 수신되는 음성 신호의 품질도 저하되고 부가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 통신의 품질도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전력제어비트는 파일럿채널을 통해서 전송되고 
모든 제어메시지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므로 종래의 기술에 비해서 음성 및 패킷 데이터 신호의 품질이 훨씬 
개선 될 수 있다.
    

    
상기 단말기의 상위계층에서 역방향 링크의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을 요구하면,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이 전용제
어채널 발생기153을 구동하여 역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기지국에 음성통신을 위한 기본채널 및 패킷 데이터 
통신을 위한 부가채널의 할당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를 수신하는 상기 기지국의 제어기101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10
3을 구동하여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부가채널을 할당한다. 이때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메시지
의 프레임 길이는 5ms이다. 그러면 상기 단말기의 제어기151은 부가채널 발생기161을 구동하여 할당받은 역방향 부
가채널를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본채널 발생기159를 구동하여 할당받은 역방향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을 전
송한다. 상기와 같은 역방향 링크에서의 전력제어 신호는 파일럿 채널에 부가되어 전송되고, 나머지 제어메시지는 전용
제어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도 17a - 도 2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음성 및(또는)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시 제어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채널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즉, 도 17a 및 도 1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품질 음성 통신 기능을 수행
할 시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을 전송하고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며, 도 18a 및 도 18b에 도시된 바
와 같이 패킷 데이터 통신을 서비스할 시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본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전송
하고, 도 19a 및 도 1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킷 데이터 통신을 서비스할 시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며, 도 20a 및 도 2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성 및 패킷 데이터를 동시에 서
비스할 시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 및 제어메시지를 전송하고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도 21a 및 도 2
1b와 같이 음성 및 패킷 데이터를 동시에 서비스할 시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을 전송하고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
를 전송하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며, 도 22a 및 도 22b와 같이 음성 및 패킷 데이터를 동시에 서
비스할 시 기본채널을 통해 음성 및 음성에 관련된 제어메시지를 전송하고 부가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하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패킷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제어메시지를 전송한다. 위에서 설명한 실시예에서 역방향 링크의 경
우 전력제어 신호는 파일럿 채널에 부가하여 전송되고 순방향 링크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채널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
채널을 통해서 전송하고 기본채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전용제어채널을 통해서 전송한다. 도 17a - 도 22b에서 
제어메시지 및 기본채널, 부가채널을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꺽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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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파일럿 채널 전용제어 채널 기본 채널 부가 채널
일반적인 음성 통신 ○ × ○ ×
고품질 음성 통신 ○ ○ ○ ×
패킷 데이터 통신 1 ○ × ○ ○
패킷 데이터 통신 2 ○ ○ × ○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1

○ × ○ ○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2

○ ○ ○ ○

음성 및 패킷 데이터 통신 
3

○ ○ ○ ○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갖는 CDMA 통신 시스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 채널 발생기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들 
각각에 대응되는 채널 발생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채널 수신기들은 상기 채널 발생기의 역구성을 가진다. 따
라서 이들 각 채널 수신기에 대한 구성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구현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전용제어채널(또는 전용제어채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을 구비하여 음성 
및 패킷 데이터 서비스시 관련된 제어메시지를 독립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한다. 그리고 상기 전용제어채널
을 통해 통신채널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채널 및(또는) 부가채널의 할당 요구 및 할당에 관련된 제어메시지를 상대측으
로 전송하며, 통신 서비스(active status)시 통신에 관련된 제어메시지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
해 전송할 수 있고, 호 해제시 상기 통신 중인 채널의 연결은 해제하지만 제어메시지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상기 전용제
어채널은 연결 상태(control hold status)를 유지한다. 따라서 데이터 통신과 같이 통신 상태에서 실제 전송되는 데이
터가 없는 휴지 시간에서는 사용 중인 채널을 해제하고 전용제어채널만 유지하며, 이런 제어유지상태에서 통신 데이터 
발생시 다시 채널을 할당하여 신속하게 통신상태로 천이한다. 이때 상기 제어유지상태가 설정시간 이상 유지되면 대기 
상태로 천이하여 상기 전용제어채널의 연결도 해제한다. 따라서 통신 중인 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송신하지 않으므
로써, 사용이 제한되는 사이 직교부호의 사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력제어신호를 단말기에 전송하므로, 전력제어비트를 삽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을 해소할 수 있다. 즉, 제어메시지를 기본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순방향 링크의 전력 제어는 기본채널에 부가하
여 전송하고,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순방향 링크의 전력 제어는 전용제어채널에 부가하여 전송한다. 따라
서 순방향 링크의 전력 제어를 위해 통신중인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는 채널을 통해 수행하므로, 
통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어메시지를 전송할 시, 제어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프레임 길이를 다르게 하여 전송한다. 즉, 통신을 위한 채널
들을 할당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하는 제어메시지의 길이는 비교적 짧으며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짧은 길이
를 갖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전송하고, 핸드오프 등과 같이 긴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프레임 길이가 긴 제어메시
지를 만들어 전송한다. 따라서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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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신호를 발생하는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전용채널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호를 발생하는 전용 기본채널 발생기와,

데이터를 발생하는 전용 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
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확산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호를 할당하는 제어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가 적어도 하나의 채널 발생기에 쿼시 직교부호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쿼시직교부호가 할당되는 채널 발생기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
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의 유무에 따라 비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RL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
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MAC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L3 시그날링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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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에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의 상기 음성신호에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12.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가 상기 음성신호에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고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가 동작하지 
않을 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에 상기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13.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를 크기에 따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임 길이로 발
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1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긴급 제어메시지일 시 제1프레임 길이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2프레임 길이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어메시지가 5ms 프레임이고 상기 제2제어메시지가 20ms 프레임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를 유무에 따라 비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1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가 적어도 복수개로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시스템의 기
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1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에 의해 직교부호가 할당되며, 초기 시간 동기 및 프레임 동기를 위한 동기채널 정보를 발생하는 동기채널 
통신기와,

상기 제어기에 의해 직교부호가 할당되며, 통신 채널 형성 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발생하는 페이징채널 통신기를 더 구
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 통신장치.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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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에 있어서,

전용 채널들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파일럿 신호에 전력제어신호를 부가하여 발생하는 전용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호를 발생하는 전용 기본채널 발생기와,

데이터를 발생하는 전용 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
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확산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호를 할당하는 제어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가 적어도 하나의 채널 발생기에 쿼시 직교부호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쿼시직교부호가 할당되는 채널 발생기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가 적어도 하나의 채널 발생기에 1칩 레지스턴스 부호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
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1칩 레지스턴스 부호가 할당되는 채널 발생기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
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26.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를 유무에 따라 비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27.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RL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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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MAC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
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29.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L3 시그날링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30.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를 크기에 따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31.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긴급 제어메시지일 시 제1프레임 길이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2프레임 길이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32.

제30항 또는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어메시지가 5ms 프레임이고 상기 제2제어메시지가 20ms 프레임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를 유무에 따라 비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3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가 적어도 복수개로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3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송신기가 9.6Kbps로 상기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RL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MAC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
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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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L3 시그날링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39.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에 있어서,

제어 종류에 따라 프레임 길이를 가변하고 9.6Kbps의 전송율을 갖는 전용채널들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전용제어채
널 발생기와,

파일럿 신호에 전력제어신호를 부가하여 발생하는 전용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호를 가변레이트로 발생하는 전용 기본채널 발생기와,

데이터를 스케듈드 레이트로 발생하는 전용 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
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확산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호를 할당하는 제어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어메시지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메시지가 RLP, MAC 및 L3 시그날링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의 스케듈드 레이트가 9.6kbps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의 가변레이트가 96kpbs와, 4.8kbps와, 2.4kbps 및 1.2kbps 중의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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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에 있어서,

제어의 종류에 따라 프레임 길이를 가변하고 9.6Kbps의 전송율을 갖는 전용채널들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며, 할당된 
전용제어채널의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파일럿 신호와 상기 파일럿 신호에 부가되는 전력제어신호를 할당된 전용 파일럿채널의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전용 파
일럿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호를 할당된 전용 기본채널의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기본채널 발생기와,

데이타를 할당된 전용 부가채널의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부가채널 발생기와,

상기 전용제어채널 신호와 상기 파일럿채널 신호를 가산하여 제1채널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기본채널신호와 상기 부가
채널신호를 가산하여 제2채널신호를 발생하는 가산기와,

제1채널신호와 제2채널신호를 각각 대응되는 기지국 공통의 피엔시퀀스로 확산하는 확산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어메시지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RLP, MAC 및 L3 시그날링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가 기지국 장치의 결정에 따라 9.6kbps 이상의 스케듈드 레이트로 상기 데이타
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가 가변레이트의 96kpbs, 4.8kbps, 2.4kbps 및 1.2kbps 중 하나의 전송율을 
갖는 음성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51.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의 종류에 따라 프레임 길이를 가변하고 9.6Kbps의 전송율을 갖는 전용채널들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며, 직
교부호로 확산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파일럿 신호와 상기 파일럿신호에 부가되는 전력제어신호를 상기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전용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호를 상기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기본채널 발생기와,

데이타를 상기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부가채널 발생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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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용제어채널 신호와 상기 파일럿채널 신호를 가산하여 제1채널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기본채널신호와 상기 부가
채널신호를 가산하여 제2채널신호를 발생하는 가산기와,

제1채널신호와 제2채널신호를 각각 대응되는 피엔시퀀스로 확산하는 확산기로 구성되며,

상기 직교부호가 동일한 직교부호이고 상기 피엔시퀀스가 가입자 전용 부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어메시지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RLP, MAC 및 L3 시그날링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가 기지국 장치의 결정에 따라 9.6kbps 이상의 스케듈드 레이트로 상기 데이타
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가 가변레이트의 96kpbs, 4.8kbps, 2.4kbps 및 1.2kbps 중의 한 전송율을 갖
는 음성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56.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의 종류에 따라 프레임 길이를 가변하고 9.6Kbps의 전송율을 갖는 전용채널들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며, 직
교부호로 확산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파일럿 신호와 상기 파일럿신호에 부가되는 전력제어신호를 상기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전용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호를 상기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기본채널 발생기와,

상기 전용제어채널 신호와 상기 파일럿채널 신호를 가산하여 제1채널신호를 발생하는 제1가산기와,

상기 제1채널신호와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의 제2채널신호를 각각 대응되는 가입자 전용 피엔시퀀스로 확산하는 제1확
산기와,

데이타를 1칩 레지스턴트 부호로 확산하는 부가채널 발생기와,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의 출력을 기지국 공용의 피엔시퀀스로 확산하는 제2확산기와,

상기 상기 제1확산기와 제2확산기의 출력을 가산하여 출력하는 제2가산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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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가,

상기 데이타를 디멀티플렉싱하여 제1 및 제2데이타로 분리하는 디멀티플렉서와,

상기 제1데이타를 할당된 제1직교부호로 확산하는 제1직교확산기와,

상기 제2데이타를 할당된 제2직교부호로 확산하는 제2직교확산기와,

상기 제1 및 제2직교확산기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상기 제2확산기에 출력하는 인터리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어메시지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의 제어메시지가 RLP, MAC 및 L3 시그날링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채널 발생기가 기지국 장치의 결정에 따라 9.6kbps의 스케듈드 레이트로 상기 데이타를 발
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채널 발생기가 가변레이트의 96kpbs, 4.8kbps, 2.4kbps 및 1.2kbps 중의 한 전송율을 갖
는 음성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단말기 통신장치.

청구항 62.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장치가,

파일럿 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전용채널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호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 기본채널 발생기와,

데이터를 발생하는 순방향 전용 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되며,

단말기 장치가,

전용 채널들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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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신호에 전력제어신호를 부가하여 발생하는 역방향 전용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호를 발생하는 역방향 전용 기본채널 발생기와,

데이터를 발생하는 전용 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장치가 상기 순방향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순방향 확산기를 더 
구비하고, 상기 단말기 장치가 상기 역방향 채널 발생기 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역방향 확산기를 더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장치가 상기 순방향 채널 발생기들의 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호를 할당하는 순방향 
제어기를 더 구비하고, 상기 단말기 장치가 상기 역방향 채널 발생기들의 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를 할당하는 역
방향 제어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제어기가 적어도 하나의 순방향 채널 발생기에 쿼시 직교부호를 할당하고, 상기 역방향 
제어기가 적어도 하나의 역방향 채널 발생기에 쿼시 직교부호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쿼시직교부호가 할당되는 순방향 채널 발생기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이고, 역방향 채널 발생기
가 부가채널 발생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67.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제어기가 적어도 하나의 순방향 채널 발생기에 쿼시 직교부호를 할당하고, 상기 역방향 
제어기가 적어도 하나의 역방향 채널 발생기에 1칩 레지스턴스 부호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쿼시직교부호가 할당되는 순방향 채널 발생기가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이고, 상기 1칩 레지스턴
스 부호가 할당되는 역방향 채널 발생기가 부가채널 발생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
신장치.

청구항 69.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및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들이 상기 제어메시지를 유무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발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70.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및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들의 제어메시지가 RL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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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1.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및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들의 제어메시지가 MAC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72.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및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들의 제어메시지가 L3 시그날링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73.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에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74.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기본채널 발생기가 상기 음성신호에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7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기본채널 발생기가 상기 음성신호에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고 상기 순방향 기본채널 발
생기가 동작하지 않을 시 상기 순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에 상기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76.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및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를 크기에 따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
2프레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77.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상기 순방향 및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긴급 제어메시지일 시 제1프레임 길이의 제어메
시지를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2프레임 길이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78.

제76항 또는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어메시지가 5ms 프레임이고 상기 제2제어메시지가 20ms 프레임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79.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및 역방향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상기 제어메시지의 유무에 따라 비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통신장치.

청구항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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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를 발생하는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전용채널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음성신호에 전력제어신호가 부가된 전용 기본채널신호를 발생하는 전용 기본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확산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호를 할당하는 제어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어메시지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84.

제8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메시지가 RLP, MAC 및 L3 시그날링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85.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를 발생하는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전용 채널들의 제어메시지에 전력제어정보가 부가된 전용제어채널 신호를 발생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데이타의 부가채널 신호를 발생하는 전용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
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86.

제85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확산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87.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호를 할당하는 제어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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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8.

제87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어메시지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89.

제8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메시지가 RLP, MAC 및 L3 시그날링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90.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를 발생하는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전용 채널들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음성 신호에 전력제어신호가 부가된 기본채널신호를 발생하는 전용기본채널 발생기와,

데이타의 부가채널 신호를 발생하는 전용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
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91.

제90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확산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92.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호를 할당하는 제어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93.

제92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어메시지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94.

제9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메시지가 RLP, MAC 및 L3 시그날링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95.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에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여 파일럿 채널신호를 발생하는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음성 및 제어메시지의 전용 기본채널신호를 발생하는 전용기본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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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6.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가 고정된 값의 파일럿 신호와 전력제어정보를 다중화하여 파일럿 채널신호
를 발생하며, 상기 전력제어정보가 프레임 당 16비트 들이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
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97.

제96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확산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98.

제97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어메시지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99.

제9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메시지가 RLP, MAC 및 L3 시그날링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00.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에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여 파일럿 채널신호를 발생하는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전용채널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음성신호의 기본채널신호를 발생하는 전용기본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
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01.

제100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가 고정된 값의 파일럿 신호와 전력제어정보를 다중화하여 파일럿 채널신호
를 발생하며, 상기 전력제어정보를 프레임 당 16비트 들이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
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02.

제10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확산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03.

제102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어메시지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
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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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메시지가 RLP, MAC 및 L3 시그날링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05.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에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여 파일럿 채널신호를 발생하는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제어메시지 및 음성신호의 기본채널신호를 발생하는 전용기본채널 발생기와,

데이타의 부가채널신호를 발생하는 전용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06.

제105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가 고정된 값의 파일럿 신호와 전력제어정보를 다중화하여 파일럿 채널신호
를 발생하며, 상기 전력제어정보를 프레임 당 16비트 들이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
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07.

제106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확산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08.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에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여 파일럿 채널신호를 발생하는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전용채널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데이타의 부가채널신호를 발생하는 전용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09.

제108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가 고정된 값의 파일럿 신호와 전력제어정보를 다중화하여 파일럿 채널신호
를 발생하며, 상기 전력제어정보를 프레임 당 16비트 들이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
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10.

제109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확산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11.

제110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어메시지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
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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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2.

제11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메시지가 RLP, MAC 및 L3 시그날링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13.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에 전력제어정보를 부가하여 파일럿 채널신호를 발생하는 파일럿채널 발생기와,

전용채널의 제어메시지를 발생하는 전용제어채널 발생기와,

음성신호의 기본채널신호를 발생하는 전용기본채널 발생기와,

데이타의 부가채널신호를 발생하는 전용부가채널 발생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14.

제113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채널 발생기가 고정된 값의 파일럿 신호와 전력제어정보를 다중화하여 파일럿 채널신호
를 발생하며, 상기 전력제어정보를 프레임 당 16비트 들이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
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15.

제114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발생기들의 출력을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확산기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16.

제115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발생기가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어메시지를 제1프레임 길이 및 제2프레
임 길이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17.

제11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메시지가 RLP, MAC 및 L3 시그날링 메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송신장치.

청구항 118.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채널 통신방법에 있어서,

전용채널들의 제어메시지 및 데이타를 각각 전용제어채널 및 전용 부가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전용제어채널 및 전용부가채널의 신호를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
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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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의 제어메시지에 전력제어정보룰 부가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
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20.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채널 통신방법에 있어서,

파일럿신호와 전력제어정보를 전용 파일럿 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전용채널들의 제어메시지 및 데이타를 각각 전용제어
채널 및 전용 부가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전용제어채널 및 전용부가채널의 신호를 대역확산하여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
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21.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이 전용채널의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용채널의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전용기본채널과 제어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전용제어채널을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전용기본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통신을 종료할 시 전용기본채널 및 전용제어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
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22.

제12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가 음성 및 데이터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23.

제122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정보가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제어메세지, 제2프레임 길
이를 갖는 제어메세지 및 사용자 메시지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
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24.

제1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레임 길이가 5ms이고, 제2프레임 길이가 20ms인 것을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25.

제122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이 역방향 링크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26.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이 전용채널의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채널할당 메세지에 의해 상기 전용채널의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전용기본채널과 제어정보를 통신
하기 위한 전용제어채널과, 파일럿신호를 통신하기 위한 전용파일럿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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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용기본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제어정보를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전용채널 통신을 종료할 시 전용기본채널 및 전용제어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27.

제126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기본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가 음성 및 데이터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28.

제127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정보가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제어메세지, 제2프레임 길
이를 갖는 제어메세지 및 사용자 메시지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
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29.

제1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레임 길이가 5ms이고, 제2프레임 길이가 20ms인 것을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30.

제127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파일럿채널이 순방향 링크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31.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이 데이터를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전용부가채널과 제어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전용제어채널을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통신을 종료할 시 전용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
국의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32.

제13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종료시 전용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이,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상기 전용제어채널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유지상태로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
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33.

제13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유지상태에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제어하는 과정이,

설정된 시간 내에 데이타 통신이 요구될 시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할당하고 상기 통신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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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정된 시간이 초과되도록 데이타 통신이 요구되지 않으면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34.

제131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정보가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제어메세지, 제2프레임 길이
를 갖는 제어메세지 및 사용자 메시지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데이
타 통신방법.

청구항 135.

제134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레임 길이가 5ms이고, 제2프레임 길이가 20ms인 것을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36.

제131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이 역방향 링크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37.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이 전용채널의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채널할당 메세지에 의해 상기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전용부가채널과 제어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전용제어채널과, 파일럿신호를 통신하기 위한 전용파일럿 채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전용채널 통신을 종료할 시 전용부가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의 이동국의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38.

제13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종료시 전용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이,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상기 전용제어채널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유지상태로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139.

제14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유지상태에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제어하는 과정이,

설정된 시간 내에 데이타 통신이 요구될 시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할당하고 상기 통신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시간이 초과되도록 데이타 통신이 요구되지 않으면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40.

제137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정보가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제어메세지, 제2프레임 길
이를 갖는 제어메세지 및 사용자 메시지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데
이타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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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1.

제140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레임 길이가 5ms이고, 제2프레임 길이가 20ms인 것을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42.

제137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파일럿채널이 순방향 링크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143.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통신방법에 있어서,

상기 음성을 통신하기 위한 전용기본채널,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전용부가채널 및 제어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용제
어채널을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된 전용기본채널을 통해 음성을 전송하고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며,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과정과,

상기 통신 과정에서 음성통신이 종료되면 상기 전용기본채널을 해제하는 과정과,

상기 통신 중에 데이타 통신이 종료되면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44.

제14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통신 종료시 전용부가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이,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전용제어채널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유지상태로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45.

제14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통신 종료시 전용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이,

상기 전용부가채널 및 전용제어채널을 해제하고 상기 전용기본채널의 연결상태를 유지하며, 상기 전용기본채널을 통해 
음성 및 제어신호를 통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46.

제145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해제시 역방향 링크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정보를 상기 전용기본
채널을 통해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47.

제14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통신 종료시 전용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이,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상기 전용기본채널 및 전용제어채널의 연결상태를 유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
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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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8.

제144항 내지 제14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통신 종료시 전용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이,

전용제어채널을 해제하고 전용제어채널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유지상태로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49.

제14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유지상태에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제어하는 과정이,

설정된 시간 내에 데이타 통신이 요구될 시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할당하고 상기 통신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시간이 초과되도록 데이타 통신이 요구되지 않으면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50.

제143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정보가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제어메세지, 제2프레임 길
이를 갖는 제어메세지 및 사용자 메시지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
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51.

제147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레임 길이가 5ms이고, 제2프레임 길이가 20ms인 것을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52.

제143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이 역방향 링크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53.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용채널 통신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채널할당 메시지에 의해 상기 음성을 통신하기 위한 전용기본채널,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전용
부가채널 및 제어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용제어채널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된 전용기본채널을 통해 음성을 전송하고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며,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과정과,

상기 통신 과정에서 음성통신이 종료되면 상기 전용기본채널을 해제하는 과정과,

상기 통신 중에 데이타 통신이 종료되면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54.

제15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통신 종료시 전용부가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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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전용제어채널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유지상태로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55.

제15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통신 종료시 전용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이,

상기 전용부가채널 및 전용제어채널을 해제하고 상기 전용기본채널의 연결상태를 유지하며, 상기 전용기본채널을 통해 
음성 및 제어신호를 통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56.

제155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 해제시 역방향 링크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정보를 상기 전용기본
채널을 통해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57.

제15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통신 종료시 전용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이,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해제하고 상기 전용기본채널 및 전용제어채널의 연결상태를 유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
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58.

제154항 내지 제15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통신 종료시 전용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이,

전용제어채널을 해제하고 전용제어채널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유지상태로 천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59.

제15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유지상태에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제어하는 과정이,

설정된 시간 내에 데이타 통신이 요구될 시 상기 전용부가채널을 할당하고 상기 통신과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시간이 초과되도록 데이타 통신이 요구되지 않으면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해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60.

제153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정보가 제1프레임 길이를 갖는 제어메세지, 제2프레임 길
이를 갖는 제어메세지 및 사용자 메시지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
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61.

제157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레임 길이가 5ms이고, 제2프레임 길이가 20ms인 것을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청구항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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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제어채널이 역방향 링크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용채널 정보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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