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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전송 방법 및 그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은, 단말이 임의 접속을 위한 프리앰블을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기지국은 상기 단말이 역방향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기 패킷 데이터의 전송 위치를 나타내는 전송 채널 할당 정보, 프리앰블 관련 정보 및 기지국과의 동기를 위한 정
보가 포함된 상기 임의 접속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 신호를 단말로 전송한다. 기지국으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한 단말은
전송 채널 할당 정보에 기초하여 역방향 트래픽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을 통해 상기 패킷 데이터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
한다.

이렇게 하면, 단말이 임의 접속을 위해 자원 할당을 기지국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기지국에서 역방향 트래픽 전송 채널의
일부를 할당하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임의 접속(random access), 버스트한 트래픽(bursty traffic), 자원 할당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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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의 임의 접속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장치의 세부적인 구조를 설
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채널 할당을 이용한 가변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 전송 위치를 갖는 프레임 구조를 설명하
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패킷 데이터 전송 위치를 갖는 임의 접속 방식의 순방향 채널과 역방향 채널의 타이
밍 관련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을 순차적으로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단말기 110 : 수신부

120 : 전송부 121 : 임의 접속 전송/처리부

121a : 프리앰블 응답 수신부 121b : 데이터 전송부

121c : 프리앰블 생성부 121d : 전송 데이터 선택부

122 : 채널 앤코더 123 : 변조부

130 : 임의 접속 처리부 131 : 임의 접속 데이터 처리부

132 : 전송자원 결정부 200 : 기지국

210 : 수신부 220 : 임의 접속 처리부

221 : 데이터 수신 처리부

222 : 프리앰블 수신 결정 및 확인 신호 발생부

230 : 전송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
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이하 OFDM이라 함)이란,
여러 개의 반송파를 사용하는 다수 반송파 전송/변조(MultiCarrier Transmission/Modulation, MCM) 방식의 일종으로
서, 사용하는 반송파의 수만큼 입력 데이터를 병렬화하여 각 반송파에 실어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파수 분할 다중화(FDM) 방식에 속하며, 반송파의 수만큼 각 채널에서의 전송 주기가 증가하기 때문
에, 광대역 전송시에 나타날 수 있는 심볼간 간섭을 일으키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으로 근사화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채널을 통하여 대역 제한된 신호를 심볼간 간섭(ISI) 및 채널간 간섭(Inter Channel Interference, ICI) 없
이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채널간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저대역 필터와 다수의 발진기 뱅크를 함
께 사용하는 직교 다중화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 직교 진폭 변조)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처럼 OFDM 방식은 상호 직교성 있는 부반송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다중경로 채널을 하나
의 탭을 갖는 간단한 주파수 영역 등화기로 쉽게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 푸리에 변한(Fast Fourier Transform)
을 사용하여 고속으로 구현할 수 있으므로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IEEE
802.11a 및 HIPERLAN/2 등과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전송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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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OFDM 기반의 대표적인 다중 접속 방식으로는, OFDM-TDMA, OFDM-FDMA(이하 OFDMA라 함), OFDM-
CDMA 등이 있는데, 이중 OFDMA는 각 사용자가 전체 부반송파 중에서 일부 부반송파를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부반송파의 할당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OFDMA방식은 각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부반송파의 개수를 사용자(즉, 단말기)로부터 요구하는 전송률
에 따라 다르게 할당함으로서, 자원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FDM-TDMA 방식 등과는 달리 각 사용
자가 해당 데이터를 수신하기 전, 프리앰블(preamble)을 사용한 초기화 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송 효
율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러한 OFDMA 방식은 많은 수의 부반송파 사용(즉, FFT 크기가 큰 경우)시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시간 지연 확산
이 비교적 큰 넓은 지역의 셀을 갖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OFDMA 다중 접속 방식에서 패킷 데이터 전송을 고려할 경우, 먼저 전체 대역을 여러 개의 부반송파로 나눈 후, 각
사용자로부터 요구되는 전송률에 따라 일정 시간 간격(슬롯)으로 스케쥴링하여 부반송파의 개수를 할당한다. 이는, 이전의
호 설정 이후 계속적으로 각 사용자들에게 각각의 전용 채널을 열어주는 방식과는 달리, 전체 대역을 여러 사용자들이 공
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부호 분할 다중 접속 방식에 따른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부호 분할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 첨부된 도 1을 통해 잠시 알아보면, 도시되어 있듯이, 일반적인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의 임의 접속 방법은 역방향(단말기->기지국)의 임의 접속을 위해서 RACH 메시지처럼 별도의 공통 채널
을 이용한다.

OFDMA다중 접속 방식에서 패킷 데이터의 전송 위치를 고정한 전송방식은 패킷 데이터의 전송 여부에 관계없이 전송 자
원을 할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정된 위치에서만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서 임의 접속 프리앰블(random
access preamble) 전송과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도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를 전송 가능한 위치까지 전송을 지연해야
함으로 인한 전송 지연이 있다. 또한, 역방향 채널의 프레임 구성시, 프레임 내에서의 슬롯 위치에 따라 해당 슬롯의 형태
를 달리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관련 특허로는, 권리권자가 김종호 외 4명인 [특허명칭 :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의 무선랜에 적합한
매체 접근 제어 프레임 구성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 10-1999-62375호]가 있는데, 이는 OFDM 변조 방식으로 IP 패킷
또는 ATM 셀을 전송하는 무선 랜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정보 전달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MAC 프
레임 구성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메시지 전송 및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등을 전송하고자 하는 사용자(단말기)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할당 방법 및
장치에 대한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패킷 데이터 전송 여부에 따라 해당 기
지국으로부터 전송 자원이 할당되면, 가변적인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 전송 위치를 갖는 프레임에서 해당 패킷 데이터를
바로 기지국으로 전송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빠른 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시간 지연 단축을 이룰 수 있는 직교 주
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은,서로 직교하는 다수의 부반송파
에 데이터를 실어 전송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시스템에서 단
말이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서, a) 임의 접속을 위한 프리앰블을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
는 단계; b)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단말이 역방향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기
패킷 데이터의 전송 위치를 나타내는 전송 채널 할당 정보, 프리앰블 관련 정보 및 기지국과의 동기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상기 임의 접속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c)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전송 채널 할당 정보에 기
초하여 역방향 트래픽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을 통해 상기 패킷 데이터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단말은 상기 b)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임의 접속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역방향 트래픽 전
송 채널의 프레임 내의 각 슬롯(slot)을 동일하게 구성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장치는,서로 직교하는 다수의 부반송파에 데이터를 실어
전송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시스템에서 단말이 버스트한 패
킷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장치로서,기지국으로의 프리앰블(preamble) 전송과 관련된 자원을 결정하며, 상기 기
지국으로의 임의 접속과 관련된 메시지 처리를 수행하는 임의 접속 처리부; 상기 임의 접속을 위한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프리앰블 생성부; 상기 기지국으로 생성된 프리앰블의 전송에 따른 응답 신호―상기 단말이 역방향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
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기 패킷 데이터의 전송 위치를 나타내는 전송 채널 할당 정보, 프리앰블 관련
정보 및 기지국과의 동기를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를 수신하여 분석하는 프리앰블 응답 수신부; 및 상기 기지국으로
부터 전송된 전송 채널 할당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역방향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을 통해 해당 패킷 데이터를 상기 기지국
으로 전송하는 전송 데이터 선택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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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서로 직교하는 다수의 부반송파에 데이터를 실어 전송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시스템에서 단말이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하
는 기능을 가지는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
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장치의 세부적인 구조를 설
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장치는 단말기(100)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장치는 수신부(110)와 전송부(120) 및 임의 접속 처리부(130)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장치에 포함되는 주요 구성 장치들의 기능
및 동작 과정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임의 접속 처리부(130)는 해당 기지국으로의 임의 접속을 위한 메시지를 처리하는 임의 접속 데이터 처리부(131)와
임의 접속을 위한 프리앰블 전송에 관련되는 자원을 결정하는 전송 자원 결정부(132)를 포함한다.

또한, 전송부(120)는 임의 접속 전송/처리부(121)와 채널 앤코더(channel encoder, 122) 및 변조부(123)를 포함하며, 수
신부(110)는 복조부(111) 및 채널 디코더(112)를 포함한다.

이때, 임의 접속 전송/처리부(121)는 전송한 프리앰블에 대한 기지국의 응답을 확인하는 프리앰블 응답 수신부(121a)와
임의 접속 메시지 전송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송부(121b), 임의 접속 프리앰블 전송을 위해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프리앰블
생성부(121c) 및, 기지국의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에 따라 임의 접속 프리앰블과 메시지 중에서 전송할 것을 선택하는 전송
데이터 선택부(121d)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기지국(200)은 수신부(210), 임의 접속 처리부(220) 및, 전송부(230)로 이루어지며, 수신부(210)는 채널 디코
더(channel decoder, 211)와 복조부(212)를 포함하며, 전송부(230)는 채널 엔코더(channel encoder, 231) 및 변조부
(232)를 포함한다.

또한, 임의 접속 처리부(220)는 단말기(100)에서 전송한 임의 접속 메시지를 수신한 후, 수신부(210)로부터 수신되는 데
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수신 처리부(221)와 단말기(100)에서 전송한 임의 접속 프리앰블을 수신부(210)의 복조부(212)
에서 수신하여 넘겨주면, 수신된 프리앰블이 무엇인지를 결정한 후, 결정된 정보와 채널 할당 정보를 전송부(230)로 보내
는 프리앰블 수신 결정 및 확인신호 발생부(222)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를 이루는 단말기(100)와 기지국(200)간의 임의 접속 과정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단말기(100)의 임의 접속
처리부(130)에서 임의 접속 메시지를 생성한 후, 생성된 임의 접속 메시지를 전송할 자원(예를 들어, 임의 접속 프리앰블
을 전송할 시점 및 전송 채널 등)을 결정하면, 이에 기초하여 전송부(120)의 임의 접속 전송/처리부(121)가 먼저 전송 프리
앰블을 만들어서 변조부(123)를 통해 해당 기지국(200)으로 전송한다.

이후, 기지국(200)이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을 주면, 단말기(100)의 수신부(110)는 프리앰블의 수신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프리앰블이 제대로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프리앰블 응답 수신에서 판단되면, 프리앰블 생성부(121c), 전송 데이터 선
택부(121d) 및 변조부(123)를 통해 임의 접속 프리앰블을 다시 전송한다.

이후, 수신부(110)의 응답 수신에서 프리앰블이 제대로 전송된 것으로 판단되면, 전송 데이터 선택부(121d)는 전송할 메
시지를 선택한 후, 채널 앤코더(122) 및 변조부(123)를 통해 해당 기지국(200)으로 전송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및 그 장치는 해당 기지국으로부터 전송 자원이 할당
되면, 가변적인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 전송 위치를 갖는 프레임을 구성하여 해당 기지국으로 전송함으로써, 효율적인 자
원 활용 및 빠른 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시간 지연 단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가변적인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 전송 위치를 갖는 프레임 구성을 첨부된 도 3을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채널 할당을 이용한 가변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 전송 위치를 갖는 프레임 구조를 설명하
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되어 있듯이, 한 프레임 구간을 20ms로 정하고 한 프레임은 20개의 슬롯(uplink traffic packe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슬롯은 프레임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슬롯의 처음에 임의 접속을 위한 프리앰블 RA_P를 전송하는 슬롯또
는 채널 상황을 보고하는 CQM_P를 전송하는 슬롯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 전송 위치를 갖는 프레임은 모든 슬롯을 RA_P 또는
CQM_P(T1)과, 그 다음으로 순방향 전송에 대한 응답 내용을 전송(DL 응답)하는 시점(T2) 및, 데이터 트래픽 전송 시점
(T3)으로 구성하며, 이러한 구성시 단말기 상태 관리(state control)와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RA packet data) 전송 가능
시점을 가변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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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고정된 프레임 위치에서만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를 전송함으로 인한 전송 시간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 접속 메시지가 없는 경우의 전송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단말기(100)가 임의로 선택한 임의 접속 프리앰블을 전송하면, 기지국(200)에서는 수신된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을 통해 기지국과의 동기를 위한 정보와 수신된 프리앰블 관련 정보, 패킷 데이터 전송 시점, 전송 채널의 할당
관련 정보를 순방향 응답 채널에 같이 내려 보낸다.

이후, 단말기(100)는 기지국(200)으로부터 수신된 전송 채널의 할당 관련 정보에 따라, 역방향 트래픽 채널의 일부분을 이
용하여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때, 이를 수신하는 기지국(200)은 할당 관련 정보를 통해 이미 수신된 패킷
데이터가 활성 사용자의 패킷 데이터가 아니라,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임을 알 수 있다.

즉, 해당 기지국은 일정 자원을 임의 접속을 위해 미리 할당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임의 접속을 위해 자원을 할
당해 주는데, 이러한 방식을 이벤트 반응형(event-driven) 방식이라 한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전송 지연의 감소
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때 자원을 할당해 주는 알고리즘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이러한 이벤트 반응형(event-driven) 방식을 이용하는 기지국은 동일한 채널 및 같은 시점에 서로 다른 임의 접속 프
리앰블이 여러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더라도 자원 할당 알고리즘에 의해 하나의 단말기만을 선택한 후, 응답과 채널 할당을
해 주거나 또는 자원의 상황에 따라 모든 단말기에 대한 채널 할당, 또는 모든 단말기 대한 자원 미할당 등을 함으로서, 효
율적인 자원 관리를 수행한다.

여기서, 이러한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 송신 및 수신에 따른 역방향과 순방향 채널의 타이밍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통해 잠
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패킷 데이터 전송 위치를 갖는 임의 접속 방식의 순방향 채널과 역방향 채널의 타이
밍 관련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100)의 임의 접속 처리부(130)에서 결정한 역방향 채널의 임의 접속 프리앰블 전송 시점에 결정
된 프리앰블을 단말기(100)의 임의 접속 전송/처리부(121)를 통해 전송하면, 일정수의 슬롯 지연 후 순방향 채널을 통해
수신한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과 동기 정보 및 채널 할당 정보를 단말기(100)의 수신부(110), 프리앰블 응답 수신을 통해
받고 이 정보에 따라 단말기(100)의 임의 접속 전송/처리부(121)의 데이터 전송부(121b), 전송 데이터 선택부(121d), 채
널 앤코더(122) 및 변조부(123)를 거쳐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장치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에 대해 첨부
된 도면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을 순차적으로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시되어 있듯이, 먼저 단말기(100)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임의 접속 프리앰블 전송(S501)한 후, 전송한 임의 접속 프리앰
블에 대한 응답이 해당 기지국으로부터 NACK이거나 또는 없는 경우(S502), 단말기(100)는 다시 임의적으로 선택한 임의
접속 프리앰블을 재전송 한다(S503).

이후, 재전송된 프리앰블에 대해 해당 기지국(200)으로부터 ACK와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정보(offset, ch num,
slot num 등)가 수신(S504)되면, 기지국(100)은 수신된 채널 정보에 따라 패킷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S505)하며, 이
후 단말기(100)는 전송된 패킷 데이터에 대해 기지국이 응답하는 과정이 따른다.

이처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는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위치가해당 프레임 내에서 가변적으로 트래픽 채널의 일부로 할당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전송 시간 지연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도면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단지 본 발명의 예시적인 것으로서,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
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
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반의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는, 해당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
는 패킷 데이터 전송 위치에 따라, 가변적인 임의 접속 패킷 데이터 전송 위치를 갖는 프레임 내에서 해당 패킷 데이터를
바로 기지국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 뿐만 아니라, 빠른 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지연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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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직교하는 다수의 부반송파에 데이터를 실어 전송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시스템에서 단말이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임의 접속을 위한 프리앰블을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단말이 역방향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기 패킷 데
이터의 전송 위치를 나타내는 전송 채널 할당 정보, 프리앰블 관련 정보 및 기지국과의 동기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상기 임
의 접속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c)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전송 채널 할당 정보에 기초하여 역방향 트래픽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을 통해 상기 패킷
데이터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상기 b)단계에서 수신된 상기 임의 접속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역방향 트래픽 전송 채
널의 프레임 내의 각 슬롯(slot)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채널 할당 정보는 상기 프레임 내 슬롯 및 전송 부채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스트한 패
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임의 접속을 위한 서로 다른 프리앰블이 서로 다른 단말에 의해 동일 시점과 동일 채널을 통해 전송되어 수
신된 경우,

상기 역방향 트래픽 전송 채널의 자원 상황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단말을 선택하여 상기 채널 할당 정보가 포함되는 상
기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 신호를 전송하거나, 상기 모든 단말로 상기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서로 직교하는 다수의 부반송파에 데이터를 실어 전송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시스템에서 단말이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으로의 프리앰블(preamble) 전송과 관련된 자원을 결정하며, 상기 기지국으로의 임의 접속과 관련된 메시지 처리
를 수행하는 임의 접속 처리부;

상기 임의 접속을 위한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프리앰블 생성부;

상기 기지국으로 생성된 프리앰블의 전송에 따른 응답 신호―상기 단말이 역방향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을 통해 패킷 데이
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기 패킷 데이터의 전송 위치를 나타내는 전송 채널 할당 정보, 프리앰블 관련 정보 및 기지국과의
동기를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를 수신하여 분석하는 프리앰블 응답 수신부; 및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전송 채널 할당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역방향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을 통해 해당 패킷 데이
터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전송 데이터 선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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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전송 채널의 프레임 내의 각 슬롯(slot)은 위치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8.

서로 직교하는 다수의 부반송파에 데이터를 실어 전송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시스템에서 단말이 버스트한 패킷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록매체에 있어
서,

a) 임의 접속을 위한 프리앰블을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기능;

b)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단말이 역방향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기 패킷 데
이터의 전송 위치를 나타내는 전송 채널 할당 정보, 프리앰블 관련 정보 및 기지국과의 동기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상기 임
의 접속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 및

c)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전송 채널 할당 정보에 기초하여 역방향 트래픽 전송 채널의 일정 부분을 통해 상기 패킷
데이터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기능

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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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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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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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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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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