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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의 통신 시스템에서 다양한 전송율 및 다양한 길이의 물리채널 프레임 크기를 지원하는 공통

채널을 통한 신속한 시스템 접속절차와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 전송을 구현하기 위한 통신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역방향 접속슬롯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 크기에서의 

역방향 접속슬롯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송율을 가진 역방

향 접속슬롯의 구조 중 20ms 프레임을 사용할 때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송율을 가진 역방

향 접속슬롯의 구조 중 10ms 프레임을 사용할 때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제1,2 운용 방식의 기지국 송신장치의 블록 구성

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제1,2 운용 방식의 기지국 송신장치에 대응되는 

이동국 수신장치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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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제1,2 운용 방식의 이동국 송신장치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제1,2 운용 방식의 이동국 송신장치에 대응되는 기

지국 수신장치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9a는 순방향공통채널로 각 단말의 해당 슬롯에서 주기적으로 전달되는 방송메시지의 공통채널환경 정보를 표현하

고 있다.

도 9b는 상태천이시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공통채널환경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도 10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제 1, 2운용방식에서 프레임 크기와 전송율이 

결정하고 사용되는 기지국 송신장치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제 1, 2 운용방식에서 프레임 크기와 전송율이 

결정하고 기지국의 송신장치에 대응되는 이동국 수신장치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제 1, 2 운용방식에서 프레임 크기와 전송율이 결

정하고 사용되는 이동국 송신장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제 1, 2 운용 방식에서 프레임 크기와 전송율이 결

정하고 이동국 송신장치에 대응되는 기지국 수신장치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패킷데이타 서비스를 위한 상태 천이도.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가변이나 다양한 전송율의 공통채널로 데이터나 메시지 전송시 가용 공통채널 구성

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도 16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대기상태로 천이시 가용한 공통채널의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전용제어채널로 

전송하고 이동국이 상기 정보를 획득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도 17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대기상태나 널상태에서 가용한 공통채널의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순방향 공통

채널이나 방송채널로 전송하고 이동국이 상기 정보를 획득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의 통신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부호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서 다양한 전송율로 전송가능한 공통채널에 대한 운용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한다) 통신시스템에서 공통채널(c

ommon channel)은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링크 설정을 요구하면서 전송되는 모든 채널을 통칭하는 것이며, 메시

지 전송에 앞서 프리앰블(preamble) 등과 같은 알려진 신호를 전송하는 모든 채널을 일컫는다.

종래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공통채널의 전송율은 9.6kbps 혹은 4.8kbps 로 고정되고, 프레임크기는 20ms로 고

정해서 사용한다. 상기 순방향 공통채널은 직교부호(walsh code)가 다른 7개의 채널이 있고, 상기 역방향 공통채널은

순방향 공통채널 당 5개씩의 서로 다른 긴 부호 마스크(Long Code Mask)로 구분되는 채널을 사용한다.

상기 공통채널의 동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능한 7개의 순방향 공통채널 중 기지국과 특정 이동국이 이용할 채널

을 결정하는 것은 기지국과 이동국에서 모두 해싱함수(Hashing function)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순방향 공통

채널이 결정되면, 상기 기지국은 특정 이동국으로의 메시지 전송에서 항상 그 채널을 이용하게 된다. 상기 순방향 공

통채널의 경우에는 슬롯 모드(slotted mode)와 비슬롯 모드(non-slotted mode)로 동작한다. 상기 슬롯 모드는 이동

국의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각 이동국의 해당 슬롯은 해싱함수를 통해서 알아낸다. 이렇게 

슬롯이 결정되면 이동국은 자신의 슬롯을 통해 기지국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

상기 순방향 공통채널의 전송율은 9.6kbps 또는 4.8kbps 중 하나를 고정시켜서 전송하게 되는데, 이때 전송율은 동

기채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고, 이를 전달받은 이동국은 항상 고정된 전송율로 해석하게 된다. 상기 순방향

공통채널의 슬롯은 일반적으로 80ms 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메시지가 두 슬롯들에 걸쳐서 전송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역방향 공통채널의 경우에는 순방향 공통채널 하나 당 최대 5개씩의 채널이 가능하고, 상기 이동국이 접속하기 

위한 채널은 해당 채널 중 랜덤하게 생성 한 채널번호를 사용하며, 기지국은 가능한 역방향 공통채널을 모두 디코딩(d

ecoding)해서 전달된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

상기 역방향 공통 채널의 전송율은 4.8kbps로 고정시켜 사용하게 된다. 이때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

법은 슬롯티드 알로하(Slotted Aloha) 방식의 접속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상기 슬롯의 크기를 정하는 중요한 인자는 

프레임의 크기이다. 상기 슬롯의 크기를 약속하는 인자에 PAM_SZ, MAX_CAP_SZ등이 있는데, 상기 PAM_SZ는 프

리앰블의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고, 상기 MAX_CAP_SZ는 메시지의 크기를 지정하는 인자이다. 그리고 상기 두 인자

들은 모두 프레임의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기 순방향 공통채널 메시지인 억세스 파라미터 메시지(Access Parame

ters Message)를 통해서 이동국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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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접속슬롯의 구성을 보면, (1+PAM_SZ) 크기의 프리앰블(PA:Preamble)과 (3+MAX_CAP_SZ) 크기의 메시지 

캡슐(Message Capsule)로 되어 있다.

상기 접속 슬롯의 구성 요소 중 프리앰블은 기지국과 이동국 간의 동기를 포착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이동통신 시

스템에서는 이동국에서의 전력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동국에서 기지국 방향으로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불필요한 송신을 억제하고, 이동국이 송신할 메시지 또는 데이터가 있는 순간에 링크를 설정하여 송신을 시작한다. 

그래서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이동국 송신 신호에 대한 동기 포착과정이 있어야 한다. 상기의

동기 포착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동국에서는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프리앰

블을 일정기간 동안 미리 송신한 다음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전송한다. 상기 프리앰블은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 미리 약속된 신호를 일컫는다. 상기 프리앰블의 송신 시작 시점은 대부분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전

원을 켠 다음 포착한 기지국 송신 신호에서 획득한 시스템 시각 정보에 의하여 결정된 시각을 기준으로 가능한 송신 

시점 중에서 이동국이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고, 시스템 내에서 고정된 파라미터로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상기 기

지국의 수신기는 시스템 시각(System Time)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이동국의 모든 프리앰블 송신 시점에서 프리

앰블의 존재를 검출하여 동기를 포착하고자 한다. 프리앰블이 검출되면, 상기 기지국은 동기 포착 및 추적과정을 수

행하여 프리앰블을 뒤따라 전송되어 오는 메시지를 수신한다.

상기 접속 슬롯 내에 포함되는 메시지의 크기는 MAX_CAP_SZ 파라미터에 의해서 제한된다. 시스템은 초기에 MAX_

CAP_SZ를 설정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이동국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상기의 종래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통채널의 9.6kbps 나 4.8kbps로 전송율을 고정시켜서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접속슬롯의 간격이 고정됨으로 인해 접속지연을 줄일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즉, 상기와 같은 종

래의 고정 전송율의 공통채널의 사용하게 되면 모든 단말들이 일정한 슬롯 간격에 의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지연이 커지게 되면 데이터 서비스등을 할 때 발생하는 상태천이 과정을 생각하면 이러한 지연이 데이터 서비스에 장

애를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서비스시에 전용채널이 없는 상태로 천이했을 때, 한 번에 전송될 데이터의 양이 작을 경우 실제적

인 데이터전송을 위해 필요한 자원보다는 데이터전송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과정에서 소비되는 자원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즉, 다시 전용채널을 할당하지 않고 일정 크기 이하의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려면 고정 전송율을 가지는 공통 채널로는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기가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전송율에 따라 접속 슬롯의 간격을 가변시켜 접속을 적

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데이타의 양에 따라 일정 크기 이하의 데이타 프

레임을 전송할 ?? 공통채널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신속한 접속을 수행하기 위한 서

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역방향 접속 슬롯의 크기를 줄이고 공통채널로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전송율 및 크기에

제한을 줄이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에에 따른 적어도 두 개의 전송율들을 지원하는 공통채널들을 구비하는 이

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이, 공통채널 서비스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상기 결정된 전송율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프레임 길이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전송율 및 프레임 정보들을 

특정한 순방향 공통채널의 메시지에 포함시켜 전송하는 과정과, 특정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응답 메시지 수신시 상

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를 상기 결정된 값으로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본 발명의 주된 내용을 구

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본 발명의 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실시에에서는 상기 공통채널의 운용 방식은 몇 가지로 나눈다. 첫번째 방식은 공통채널의 접속환경, 즉 프

레임 크기나 전송율 등을 단말로 미리 전송하게 되는데, 공통채널의 전송율이 올라감에 따라 프레임의 크기를 줄여서

접속 지연을 줄이거나, 프레임의 크기를 늘려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가능하도록 구현된다. 두 번째 방식은 접속환경

을 단말로 미리 전송하지 않고 모든 전송율과 프레임 크기에 대해 복호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 이때 각 전송율에 해당

하는 채널소자는 동시에 운용되게 된다.

이하 설명되는 용어 중에서 '공용채널(common channel)'은 종래의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정의되는 공통채널만으로 

의미를 한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역방향 접속채널 (R-ACH: Reverse Access CHannel), 역방향 공용 제어 채널 (R-

CCCH: Reverse Common Control CHannel), 순방향 호출채널 (F-PCH: Forward Paging CHannel), 순방향 공용 

제어 채널 (F-CCCH: Forward Common Control CHannel) 등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명세서에서 일컫는 순방

향, 역방향 공통 채널의 예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에에서는 상기 공용채널이 역방향 접속채널인 경우를 가정하

여 설명하기로 하다.

현재 표준이 진행 중인 부호분할 다중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공통채널을 통해 가능한 전송율 및 그에 따른 프레임 

크기를 살펴보면, 38.4kbps에서는 20ms, 10ms, 5ms의 모든 프레임이 가능하고, 19.2kbps에서는 10ms, 20ms의 

프레임의 이용이 가능하며, 9.6kbps에서는 20ms의 프레임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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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전송율 및 프레임의 가변에 따른 역방향 공통채널의 슬롯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도 1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역방향 슬롯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접속 채널 메시지130을 송신 시작 전에 일정기간 동안 프리앰블110을 송신한 다음, 130과 같

이 송신전력을 낮추어 접속채널의 메시지를 송신한다. 여기서 상기 110과 같은 프리앰블의 송신 기간은 N*1.25 ms

라고 가정한다. 상기 프리앰블110과 역방향 파일롯 채널120은 동일한 시퀀스 발생기로 생성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별도의 발생기를 이용하여 생성한 것일 수도 있다. 상기의 역방향 파일롯채널신호 120은 역방향 링크의 채널 추정 및

동기 추적 등에 활용 되며, 순방향 파일롯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110과 같이 프리앰블을 역방향 파일롯 채널

에 비하여 큰 전력으로 송신하는 것은 기지국에서의 프리앰블 검출 및 동기 포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메시

지 캡슐 (Message Capsule)은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및 데이터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상기와 같이 역방향 공통채널로의 접속시도 방법을 살펴보면, 같은 긴 부호(long code)를 사용하는 이동국 들이 동시

에 상기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채널에서 메시지 충돌이 발생되어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를 상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충돌에 근거한 임의 접속방식이라고 한다.

상기 역방향 공통 채널에서 메시지 충돌시, 상기 이동국은 역방향 공통채널의 사용을 재시도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각 이동국 들이 상기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선정된 긴 부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한다. 

이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각 이동국은 일정시간 후에 충돌이 일어났음을 감지하고, 임의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데

이터를 재 송신한다. 또한 상기 이동국은 초기에 정해진 전력으로 기지국에 접속을 시도하고, 기지국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송신 전력을 증가시켜 재시도한다. 이런 방법으로 정해진 회수만큼 역방향 접속채널의 억세스를 반복하

다가 안되면, 처음부터 다시 이 절차를 사용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상기와 같은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한 메

시지 송신은 정해진 시간 구간 (접속 슬롯)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때 접속시도 간격을 조절하는 인자를 살펴보면, 지속지연(PD:Persistent Delay), 시퀀스 백오프(RS:Sequence Ba

ckoff), 프로브 백오프(RA:Probe Backoff), 응답 종료시간(TA:Ack Response Timeout)등이 있다. 지속지연은 여러

번의 접속시퀀스중 최초의 접속시도(Access Probe)를 하기 전에 발생시켜 주는 임의 시간이고, 시퀀스 백오프도 역

시 접속시퀀스 사이에서 발생시켜주는 임의 시간이다. 상기 프로브 백오프는 접속 프로브 사이에 발생시켜 주는 임의

의 시간이고, 응답 종료시간은 한번의 슬롯을 전송하고 이 메시지가 전송되고 응답이 되돌아 올 때까지의 시간을 예

상한 고정값이다. 상기 인자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접속슬롯의 간격이다.

도 2는 본 발명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 크기에서의 역방향 접속슬롯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도 2에서 38.4kbps 전송율로 5ms 프레임을 사용하면, 9.6kbps에서 20ms 프레임을 쓸 때와 똑같은 정보량의 

전송이 가능하다. 상기 도 2에 도시된 역방향 접속슬롯 구조는 상기 프리앰블210과 메시지 캡슐로 구성되는 것은 같

지만, 허용되는 프레임의 길이가 작아지면 접속슬롯의 크기도 줄어들면서 시스템에의 접속 간격도 함께 줄일 수 있으

며, 이로인해 같은 시간에 접속을 시도할 수 있는 횟수 및 접속이 성공할 확률이 함께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상기 접속간격 조절 인자들은 접속 슬롯의 크기를 기준으로 그 값을 정하기 때문에, 상기 접속슬롯의 크기를 줄이면 

접속시도 간격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므로 접속시간도 줄어들고 접속 성공 확률도 커지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송율을 가진 역방향 접속슬롯의 구조 중 20ms 프레임을 사

용할 때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과 같은 구조를 갖는 역방향 접속 슬롯은 20ms 프레임을 쓰면서 접속슬롯의 크기를 동일하게 가져가면, 38

.4kbps 전송율일 때 9.6kbps에서 20ms 프레임을 쓸 때의 4배 크기의 메시지나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다.

도 4는 본 발명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송율을 가진 역방향 접속슬롯의 구조중 10ms 프레임을 사용할 때

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4에서 10ms 프레임은 38.4kbps나 19.2kbps의 전송율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상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채널구조와 프레임 크기로 인해 발생하는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다양하게 조

합해서 운용해야 한다. 하기에 표시되는 <표 2>는 공통채널에서 전송율에 따라 가능한 프레임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첫 번째 공통채널의 운용방법은 살펴보면, 전송율을 38.4Kbps에서 9.6kbps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전송율에 따라 프레임 길이는 상기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5ms, 10ms, 20ms 중의 하나의 프레임 길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공통 채널의 운용은 각각의 슬롯을 기준으로 하는 부호채널의 집합들을 순방향 및 역방향 별로 

별개로 운용하거나 또는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

상기에서처럼 공통채널을 슬롯 길이 별로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신속한 접속을 요구하는 이동국의 경우 5ms 프

레임을 기준으로 하는 접속슬롯을 이용하는 역방향 부호채널을 통해 접속을 시도하면 접속지연을 줄일 수 있어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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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도 동시에 높아진다.

상기의 역방향 채널 구조의 구현은 여러 가지방식으로 가능하다.

첫 번째는 도 9a에서와 같이 순방향 공통채널환경 메시지 910을 통해 접속 시도시에 사용할 채널집합의 종류를 주기

적으로 알려주며, 상기 메시지910은 각 채널의 프레임 크기와 전송율을 포함한다. 상기 메시지910을 전송하는 과정

은 도 17와 같은 절차로 수행된다.

상기 도 9a는 순방향 공통채널로 주기적으로 전달되는 방송 메시지의 공통채널 정보를 도시하고 있다. 그리고 도 17

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대기 상태(Suspended state)나 널 상태(null state)에서 사용 가능한 공통채널

의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해당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공통채널에 대한 정보는 순방향 공통채널이나 방송채널에서 각 

이동국에 해당하는 호출슬롯을 통해서 전송하고, 각 단말은 자신에 해당하는 슬롯에서 공통채널환경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이 이용할 공통채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상기 도 17을 통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상기 기지국은 널상태나 대기상태가 되면 1711단계에서 이를 감지

하고, 1712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공통 채널의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를 파악하여 셀 내의 자원상태에 맞게, 혹은 사

용자의 등급이나 서비스의 QoS 파라미터에 적합하도록 한다. 이후, 1713단계에서 가능한 공통 채널 구성 정보를 순

방향 공통채널이나 순방향 방송채널 메시지에 추가하고, 1714단계에서 상기 메시지를 각 이동국을 위한 호출슬롯을 

통해 사용 가능한 채널 집합을 알려주며 각 이동국으로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역방향 공통채널로 부터 응답이 수신

되면, 기지국은 1715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종료한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은 가능한 공통채널 구성 정보를 순방향 공통 채널이나 방송채널을 통해 전송하며, 방송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동국은 다음 역방향 공통채널의 전송을 시도할 때 기지국에서 통보받은 부호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1

715단계가 완료된다. 이때 최초 셀 진입시 이용되는 순방향 공통채널은 프레임의 크기를 항상 고정해서 이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20ms 프레임을 이용하는 순방향 채널을 통해서 시스템의 정보를 얻은 후 적합한 공통채널을 사용하

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용하겠다.

상기와 같은 공통채널의 운용 방식은 이하 제1운용방식이라 칭한다.

두 번째는 도 9b에서와 같이 데이터 서비스 상태가 제어 유지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진입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후

에 사용할 공통채널의 부호채널집합을 알려주며, 그 절차는 도 16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된다.

상기 도 9b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상태 천이시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공통 채널 정

보를 표현하는 도면이다. 도 16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대기상태로 천이시 사용 가능한 공통 채널의 정

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전용제어채널로 전송하고 이동국이 상기 정보를 획득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방식을 도 16을 통해 살펴보면, 제어유지상태에서 대기상태로 천이되 면, 기지국은 1611단계에서 이를 감지하

고 1612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공통채널을 파악한다. 이때 사용 가능한 공통 채널이 파악되면, 상기 기지국은 1613

단계 및 1614단계에서 가용한 공통채널에 대한 정보를 채널 해제 메새지와 함께 방송 메시지로 전송하며, 1615단계

에서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그 절차를 종료한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다시 살펴보면, 이동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등을 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해 채널활용에 따라 도 14와 같이 상태 천이가 발생한다. 이때 상기 제어 유지 상태에서 대기상태로 천이될 때

전용채널을 모두 해제하게 되는데, 이후 다시 데이터 전송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공통채널을 통해서 다시 전용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된다. 이때 이용할 공통채널을 전용 제어채널 해제 메시지 등에 첨가해서 이동국

으로 전달하게 하거나, 이동국의 전력상태에 따라 고속의 공통채널의 이용이 안될 경우에 이동국측에서 응답 메시지 

등을 통해서 가용채널의 전송 율을 기지국으로 알려주는 방법도 있다.

상기와 같은 공통채널 운용 방식은 이하 제2운용방식이라 칭한다.

세 번째는 상기 표 2에 나오는 모든 조합의 공통채널의 집합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순방향 공통채

널을 결정하고 호출슬롯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3가지 부호채널집합 모두에 대해서 셀에 진입시 항상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이용할 공통채널의 결정은 이동국이나 기지국의 자원상태나 서비스종류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거나, 혹은 

한 번의 슬롯에 전송해야할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공통 채널 운용방식은 이하 제3운용방식이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공통채널로 한 번의 접속슬롯에 전송가능한 메시지의 크기를 셀 진입시 약속하고 데이터나 메시지의 번

호 매김은 1회의 접속슬롯에 전송 가능한 크기로 잘라서 할당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프레임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처럼 여러 가지 프레임의 크기가 가능하게 되면, 슬롯의 크기가 가변되어 보낼 

수 있는 데이터나 메시지의 크기가 다양해지는 반면, 고속전송을 전제로 약속된 최대 전송 데이터의 양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는 이동국이 역방향 공통채널을 고속 전송율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통채널을 저속으로 

사용할 경우, 전송 가능한 슬롯 크기 별로 다시 번호매김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매체 접속 기능에 추가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운용방식의 실시 예에 따른 하드웨어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

기 제1운용방식 및 제2운용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 설명되는 도 5 - 도 8은 상기 운용방식에 따른 기지국 및 이동국의 송수신장치에 대한 구성으로써, 상기 도 5는 

기지국 송신장치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에서 1,2 운용 방식은 공통채널의 운용환경을 순방향 공통채널을 통하여 

미리 알리고 하도록 하는 운용방식이다. 상기 도 6은 상기 기지국 송신장치에 대응되는 이동국 수신장치의 구성을 도

시하는 도면이다. 또한 도 7은 이동국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8은 상기 이동국 송신장치에 대응되

는 기지국 수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 송신장치의 구성도이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성 이외에 통상적

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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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도면 참조번호 510의 제어기(Upper layer protocol part)은 물리계층의 상위 모듈전체를 칭

하는 명칭이다. 상기 510에서 메시지나 데이터가 전송 환경에 따라 SAR처리부(Segmentation and Reassembly and

framer)520, 521, 522로 전달되면, 상기 SAR처리부들은 물리계층의 프레임에 맞게 메시지나 데이터를 잘라주는 역

할을 한다. 상기 장치에서 각 채널별로 슬롯을 고정하여 운용하게 될 경우, 상기 SAR처리부522에서 출력되어 부호기

530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나 데이터의 프레임크기는 5ms 짜리이고, 상기 SAR처리부521에서 출력되어 부호기531로

는 10ms 프레임이 전달되며, 상기 SAR처리부520에서 출력되어 부호기532로는 20ms 프레임이 전달되도록 운용한

다. 이때 상기 5ms 프레임이 전송되는 채널은 38.4kbps의 전송율이 가능하고, 10ms 프레임이 전송되는 채널은 38.4

kbps 및 19.2kbps의 전송율이 가능하며, 상기 20ms 프레임이 전송되는 채널은 38.4kbps,19.2kbps,9.6kpbs의 전송

율이 가능하다. 상기 장치에서 접속지연을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작은 프레임과 고속의 전송율을 이용하게 되면 접속

지연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량의 데이타를 전송하려면 큰 프레임의 크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게 

된다. 상기 부호기530, 531 및532는 통신 채널상에서의 오류를 복구 및 검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채널부호화기(chan

nel coder)이다. 상기 방식대로 운용하게 되면 한 채널소자로 여러 가지 전송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기(repeater)

540 및 541은 낮은 전송율의 데이터를 결정된 물리 프레임의 크기 에 맞도록 해주는 반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터

리버 550, 551 및 552는 연집 오류를 랜덤화하기 위하여, 수신되는 부호화 데이타들을 인터리빙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혼합기 560, 561 및 562는 각각 대응되는 인터리버 550, 551 및 552의 출력과 각각 대응되는 월시부호를 곱해서

직교확산된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직교확산된 신호를 PN시퀀스와 곱해져 대역확산된 후 RF신호로 변환하여 송신된

다. 상기에서 각 채널의 전송율은 각 기지국의 셀(cell)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제어파트에서는 각 모듈의 전송율에 맞

도록 조정하게 되고 결정된 전송율과 프레임 크기는 단말에 동시에 통시에 통보하게 된다.

상기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 수신장치의 간략화된 구성도이며,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는 생략

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이동국에 수신된 신호는 RF수신단을 통과하여 PN 역확산된 후 혼합기 670, 671 및 672에 입

력된다. 상기 혼합기670, 671 및 672는 PN 역확산된 신호를 다시 상기 기지국 측에서 사용한 각각 대응되는 월시부

호 발생기의 출력과 곱하여 이동국에게 전송된 신호만을 추출한다. 상기 혼합기670, 671 및 672에서 출력되는 신호

는 디인터리버(deinterleaver) 650, 651 및652에서 각각 디인터리빙된다. 복호기640, 641 및 642를 통해 복호화를 

수행하는 채널 복호화기이다. 전송율결정기(rate decision part)630 및 631은 복호된 신호를 이용하여 기지국의 전

송율을 알아내게 되는데, 이대 상기 전송율결정기 640 및 641은 5ms 프레임 수신기에는 필요치 않다. 이는 5ms 프

레임의 전송율은 38.4kbps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기 전송율 결정기 640은 38.4kbps,19.6kbps를 구

분하고, 전송 율 결정기 641은 38.4kbps, 19.2kbps, 9.6kbps 의 전송율을 모두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기 순방향 공통채널의 경우에는 슬롯모드로 동작하는 것이 이동국의 전력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짧은 슬롯의 이용여부는 이동국의 상태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 송신장치의 구성도이며,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는 생략한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도면 참조번호 710은 제어기(Upper layer protocol part)은 물리계층의 상위 모듈전체를 칭

하는 명칭이다. 상기 710에서 메시지나 데이터가 전송환경에 따라 SAR 처리부720, 721 및 722로 전달되면, 물리계

층의 프레임에 맞게 상기 메시지나 데이터를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 SAR 처리부720에서 출력되어 부호기730으

로 전달되는 메시지나 데이터의 프레임크기는 5ms 프레임으로 전달되고, 상기 SAR 처리부721에서 출력되어 731로 

전달되는 프레임 크기는 10ms 프레임이 되며, 상기 SAR 처리부720에서 출력되어 부호기732로 전달되는 프레임의 

크기는 20ms 프레임이 된다.

상기 부호기 730, 731 및 732는 통신 채널상에서의 오류를 복구 및 검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채널부호화기이다. 반복

기 740 및 741은 낮은 전송율의 데이터를 물리 프레임의 크기에 맞도록 해주는 반복 출력한다. 인터리버 750, 751, 

752는 각각 대응되는 부호화 데이타들의 연집오류를 랜덤화하기 위하여 인터리빙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혼합기 760,

761 및 762는 상기 인터리버 750, 751 및 752에서 출력 되는 이동국의 송신신호를 각각의 부호채널용 긴부호(Long

Code)를 곱해서 RF단으로 출력한다. 상기 역방향 공통채널의 전송율과 전송 프레임의 크기는 기지국에 의해 순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공통채널환경 메시지(Common Channel Configuration Message)로 전달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 수신장치의 간략화된 구성도이며,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는 생략한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이동국에 수신된 신호는 RF수신단을 통과하여 혼합기 870, 871 및 872에 입력된다. 상기 혼

합기870, 871 및 872는 다시 이동국측에서 사용한 긴 부호 발생기860 의 출력을 곱하여 기지국에서 전송된 신호만

을 추출한다. 상기 혼합기870, 871 및 872의 출력은 디인터리버 850, 851 및852에서 각각 디인터리빙된다. 복호기8

40, 841 및 842를 통해 복호화를 수행한다. 다음 전송율결정기 830 및 881은 상기 복호화된 신호를 이용하여 기지

국의 전송율을 판별하게 된다. 이때 전송율 결정기는 5ms 프레임 수신기에는 필요치 않다. 이는 5ms 프레임의 전송

율은 38.4kbps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기 전송율 결정기 830은 38.4kbps,19.6kbps를 구분하고, 전송

율 결정기 841은 38.4kbps, 19.2kbps, 9.6kbps 의 전송율을 모두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제1운용방식과 역방향 채널 구조의 구현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도 9a에서는 순방향 공통채널환경 메시지 910을 통해 접속 시도시에 사용할 공통채널 전송율이나 프레임의 크기를 

각기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때 각 단말은 해당 호출슬롯을 통해서 해당 메시지를 전송받게 된다. 기지국은 

널상태나 대기상태에서 셀 내의 자원상태에 맞게, 혹은 사용자의 등급이나 서비스의 QoS 파라미터에 적합하도록 순

방향 공통채널나 순방향 방송채널 메시지에 첨가하고 각 방송메시지를 통해서 이용할 공통채널의 전송율이 접속슬롯

의 크기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 이동국은 다음 역방향 공통채널의 전송을 시도할 때 기지국에서 통보받은 부호채널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최초 셀 진입시 이용되는 순방향 공통채널은 전송율이나 가용슬롯의 크기를 항상 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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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용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도 9b에서와 같이 데이터 서비스 상태가 제어 유지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진입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후

에 사용할 공통채널 전송율이나 프레임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이다. 상기 방식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등을 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채널활용에 따라 상태 천이가 발생하는데, 제어 유지 

상태에서 대기상태로 천이될 때 전용채널을 모두 해제하게 되는데 이후 다시 데이터 전송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공통

채널을 통해서 다시 전용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되는데, 이때 이용할 공통채널을 전용 제어채널 

해제 메시지 등에 첨가해서 이동국으로 전달하게 된다. 이때 이동국의 전력상태에 따라 고속의 공통채널의 이용이 안

될 경우에 이동국측에서 응답 메시지등을 통해서 가용채널의 전송율을 기지국으로 알려주는 방법도 함께 쓰일 수 있

다.

도 10 - 도 13는 상기 채널 운용에서 접속슬롯의 크기를 전송율에 따라 한가지로 고정하게 될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방식으로 채널을 운용할 경우에는 송신기에서의 반복기(repeater)와 수신기에서의 전송율 결정(rate decision)

기가 필요없게 되는데 이때의 이동국과 기지국의 송/수신기 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반복 기와 전송율 결정기외에는 

도 5 - 도 8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게 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 1운용방식 및 제 2운용방식을 사용할 때 채널의 전송율별로 프레임 크기를 고정

하는 방식의 기지국 송신장치의 구성도이며,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는 생략한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도면 참조번호 1010은 물리계층의 상위 모듈 전체를 칭하는 명칭이다. 상기 1010에서 메시

지나 데이터가 전송환경에 따라 SAR처리부1020, 1021 및 1022에 전달되면, 상기 SAR처리부1020, 1021, 1022는 

각각 물리계층의 프레임에 맞게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 SAR처리부1020, 1021 및1022에서 생성되는 프레임의 

크기를 전송율별로 고정시키는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상기 SAR 처리부1022에서 출력되어 부호기1030으로 전달되

는 메시지나 데이터의 프레임크기는 5ms 프레임으로 전달되고, 상기 SAR 처리부102에서 출력되어 1031에 전달되

는 프레임 크기는 10ms 프레임이 되며, 상기 SAR 처리부102에서 출력되어 부호기1032로 전달되는 프레임의 크기

는 20ms 프레임이 된다. 이때 상기 5ms 프레임은 38.4kbps로만 전달되고, 10ms 프레임은 19.6kbps로만 전달되며,

20ms 프레임은 9.6kpbs 로만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전송율에 관계없이 프레임 크기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써서 20ms 프레임으로 고정하면 부호기1032, 10

31 및 1030으로 전달되어 각각 38.4kbps, 19.2kbps 및 9.6kbps으로 전송이 가능하고, 10ms 프레임으로 고정하면 

부호기1032 및 1031로 전달되어 38.4kbps 및 19.2kbps으로 전송 가능하며, 5ms 프레임으로 고정하면 부호기1031

로 전달되어 38.4kbps로만 전송하도록 운용한다.

상기 부호기 1030, 1031 및 1032는 통신 채널 상에서의 오류를 복구 및 검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채널부호화기이다. 

나머지 과정은 같으나 이때 각 전송율 별로 곱해지는 직교부호의 집합이 달라진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상기 도 10과 같은 기지국 송신장치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이동국 수신장

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며,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는 생략한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이동국에 수신된 신호는 RF수신단을 통과하여 혼합기 1160, 1161 및 1162에 입력된다. 상

기 혼합기1160, 1161 및 1162는 수신되는 신호를 다시 기지국 측에서 사용한 대응되는 직교부호 발생기의 출력들과

곱하여 이동국에게 전송된 신호만을 추출한다. 상기 혼합기1160, 1161 및 1162의 출력은 디인터리버 1140, 1141 

및 1142에서 각각 디인터리빙된다. 이때 채널별로 전송율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전송율 결정기는 필요치 않다.

상기 방식에서도 순방향 공통채널의 경우에는 슬롯모드로 동작하는 것이 이동국의 전력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

하는 것이므로, 짧은 슬롯의 이용여부는 상기 이동국의 상태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채널의 전송율별로 프레임 크기를 고정하는 방식의 이동국 송신장치의 구성도이며

,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는 생략한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도면 참조번호 1210은 물리계층의 상위 모듈전체를 칭하는 명칭이다. 상기 1210에서 메시

지나 데이터가 전송환경에 따라 SAR 처리부1220, 1221 및 1222로 전달되면, 상기 SAR 처리부1220, 1221 및 1222

는 각각 물리계층의 프레임에 맞게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 나머지 과정은 상기 도 10의 과정과 동일하고 직교부호 대

신에 긴 부호를 곱해주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상기 도 12와 같은 구성을 갖는 이동국 송신장치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기지국 수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며,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는 생략한다.

상기 도 13을 참조하면, 상기 이동국에 수신된 신호는 RF수신단을 통과하여 혼합기 1360,1361,1362에 입력된다. 혼

합기는 다시 기지국 측에서 사용한 긴부호 발생기1350의 출력을 곱하여 이동국에게 전송된 신호만을 추출한다. 나머

지 과정은 도 11의 과정과 동일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양한 전송율과 프레임 크기를 지원하는 공통채널을 이용해서 접속지연을 줄여서 접속

성공확률을 높여줄 수 있으며, 또한 프레임 크기가 다양한 데이터나 메시지를 한번의 접속슬롯으로 전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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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두 개의 전송율들을 지원하는 공통채널들을 구비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에 있

어서,

공통채널 서비스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상기 결정된 전송율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프레임 

길이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전송율 및 프레임 정보들을 특정한 순방향 공통채널의 메시지에 포함시켜 전송하는 과정과,

특정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응답 메시지 수신시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를 상기 결정된 값으로 설

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를 결정하는 과정이, 상기 전송율이 9.6kbps일 시 상기 프레

임 길이를 20ms로 결정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를 결정하는 과정이, 상기 전송율이 19.2kbps일 시 상기 프

레임 길이를 20ms 또는 10ms 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를 결정하는 과정이, 상기 전송율이 38.4kbps일 시 상기 프

레임 길이를 20ms 또는 10ms 또는 5ms 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5.
제1항에서 있어서, 상기 공통채널 서비스 상태가 대기상태인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채널 서비스 상태가 패킷 널 상태인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가 현재 기지국 내의 공통 채널 서비스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가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

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가 서비스의 등급(QoS)에 따라 결정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전송율을 지원하는 공통채널이 역방향 접속채널인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순방향 공통채널이 방송채널인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12.
적어도 두 개의 전송율들을 지원하는 공통채널들을 구비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에 있

어서,

공통채널 서비스 상태에서 특정한 순방향 공통채널의 메시지에 포함된 사용 가능한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 정보를 수

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메세지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특정 역방향 공통채널을 통해 정송하고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를 상기 결정된 값으로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공통채널의 통신방법.

청구항 13.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채널통신장치에 있어서,

공통채널 서비스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상기 결정된 전송율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프레임 

길이를 결정하는 제어기와,

상기 결정된 전송율 및 프레임 정보들을 방송채널 메시지에 포함시켜 이동국 에 전송하는 순방향 방송채널 송신기와,

적어도 두 개의 전송율들을 지원하며, 상기 공통채널의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가 상기 결정된 값으로 설정되어 메시

지를 통신하는 공용채널 송신기로 구성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채널 통신장치.

청구항 14.
이동통신 시스템의 단말기의 채널통신장치에 있어서,

공통채널 서비스 상태에서 특정한 순방향 공통채널의 메시지에 포함된 사용 가능한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 정보를 수

신하는 순방향 방송채널수신기와,

적어도 두 개의 전송율들을 지원하며, 상기 수신된 전송율 및 프레임 길이에 대한 정보에 의해 결정된 값으로 설정되

어 메시지를 통신하는 공용채널 송신기로 구성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단말기의 채널통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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