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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복수개의 단말기가 공통의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임의 접속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프리앰블의 길이를 길게 설정하여 부호의 초기 동기 및 부호 추적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한 후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데이터의 재전송 경우를 줄이는 종래와 달리, 프리앰블에서 동기를 포착된 데이터를 더욱 안

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프리앰블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부호 동기 및 추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상향 공통 채널

을 통해 타 단말기에서 발생되는 간섭 신호를 억제하기 위해 슬롯의 길이를 줄이고, 각 슬롯에서 기지국의 채널 카드

의 상태를 모든 단말기에 실시간 방송하여 단말기들이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동일한 길이

의 프리앰블을 사용하면서도 부호 동기 및 추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공통채널을 이용한 ALOHA 데이터 전송 과정도,

도 2는 본 발명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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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에서 단말기와 기지국의 기능 

블록도,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동작의 예시도,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미니 슬롯을 이용하는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동작의 

예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단말기 111: 데이터 발생부

112: 데이터 전송부 113: 단말기 RF 신호 처리부

114: 방송신호 수신부 115: 전송 결정부

210: 기지국 211: 기지국 RF 신호처리부

212: 데이터 송수신부 213: 포착 여부 결정부

214: 방송 신호 결정부 215: 방송 신호 전송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복수개의 단말기들이 공통의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임의접속(Rand

om Access)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지국에서는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의 동기를 

포착하였는지를 모든 단말에 방송하여 알려주며,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전송중인 단말은 더 이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상향 공통 채널에서 불필요하게 야기되는 간섭 신호를 억제하기 위한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Networ

k)에서 상향 공통 채널(Reverse Common Channel)의 임의 접속 장치 및 방법을 제공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 채널 상의 간섭 신호를 줄여 전용 채널을 이용하는 단말기나 상향 공통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

터를 전송 중인 단말의 전력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상향 공통 채널에서 데이터 전송에 실패한 단말이 더욱 빨리 

재전송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주로 이동중에 음성 정보 전송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형태로서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전자우편과 같은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에서

이동중에 동영상의 신호 수신에 대한 요구가 증가일로에 있다. 특히, 음성 신호뿐만 아니라 간단한 데이터에서 동영

상까지 지원하면서 국제적으로 통합된 표준안을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하는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동성에는 약간의 제한을 받지만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데, 특히 IEEE 802.11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선 LAN은 이미 2 Mbps(Mega bit per sec)의 데이터 전송이 가

능한 제품이 상용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와 같이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현재 공중 교환망이나 디지털 셀룰러와 개인 휴대 통신 시스

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선교환 방식(circuit-switch)은 유한한 채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

하다.

따라서, 회선교환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근거리 지역망이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표준

안으로 연구되고 있는 IMT-2000에서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패킷 교환방식(packet-switch)을 적용하고 있

다.

또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신

호 방식인 대역확산 방식은 수용 용량이 증가하고, 외부에서 도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동중에 급변하는 무선 채

널에 의해 발생되는 다중 경로(multipath)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무선 LAN, 향후 서비스가 예상되는 IMT-2000의 표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LMNQ(Lucen

t, Motolora, Nortel, Qualcomm, Samsung)의 CDMA One이나 유럽과 일본에서 주도하는 W-CDMA(Wideband- C

DMA)에서도 대역확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가 예상되는 IMT-2000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패킷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을 요

건으로 하는데, 패킷 데이터의 특성상, 기존의 음성과 같이 전용 채널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음성 데이터와 같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는 전용 채널을 할당받아 사

용하는데 비해, 불연속적이며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패킷 데이터의 경우에는 활성 상태의 단말기의 개수보

다 적은 상향 공통 채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향후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어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향 공통 채널을 이용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현재, 상기 상향 공통 채널을 이용한 채널 접속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법으로 ALOHA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으로 알려지고 있다. ALOHA 방식은 대표적인 임의 접속 방식으로서 1970년 하와이 대학에서 하와이 주의 섬들간의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프로토콜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ALOHA 방식에서는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별도의 시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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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효율도 떨어지고, 단말이 많은 경우에는 전송 데이터간 충돌이 잦아짐으로써 네트워

크의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지국과 단말간에 표준시간을 설정한 슬롯된 ALO

HA가 연구되었다. 즉, 단말에서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하더라도 기준 시각에서만 전송을 허용함으로써 하나의 데이터

전송에서 순수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데이터 전송 효율이 증가되며, 또한 타 단말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에 의해 자신의 데이터 전송에 방해를 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되어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효율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기한 ALOHA 방식은 근본적으로 경쟁 모드(contention mode)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단말기에서 

전송하는 데이터 간에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지국에서 단말로의 하향 채널(forward link)에 제

어 및 정보 전송을 위한 별도의 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데이터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단말에

방송함으로써, 단말들이 충돌을 피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을 이용한 ALOHA 방식에서는 각 단말기 상이한 부호를 사용하거나 혹은 동일한 부호를 시

간 차이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옵셋이 없는 동일한 부호를 동일한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타 단말

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전력 레벨로 수신되면 포획 효과(capture effect)에 의해 구분하여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충돌

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전에 프리앰블(preamble) 신호를 전송하여 전송에 소요될 전력을 설정

하고, 사용할 부호와의 초기동기 및 부호 동기추적을 미리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전송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하에서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을 이용한 종래의 ALOHA 프로토콜에 대해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종래의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을 이용한 ALOHA 프로토콜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도 1에 따르면, 단말기는 하나의 접속 시도(access attempt)를 통해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데, 상기 접속 시도는 

복수개의 접속 부시도(access sub-attempt)로 구성되고, 상기 접속 부시도는 복수개의 접속 프로브 시퀀스(access 

probe sequence)로 이루어지며, 상기 접속 프로브 시퀀스는 복수개의 접속 프로브(access probe)로 구성된다.

상기 접속 프로브는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채널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단말기 사용하는 부호와 기지국 부호의

초기 동기 및 부호동기 추적을 위해 아무런 정보없이 파일럿 채널만을 전송하게 되는 프리앰블과 상기 프리앰블에 이

어서 접속 정보나 사용자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접속 채널 메시지 캡슐(access channel message capsule)로 이루어

진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접속 시도 과정을 통해 상향 공통 채널로 접속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단말기 우선적

으로 일정 수준의 전력 레벨로 하나의 접속 프로브를 전송한다. 이때 전력 레벨은 전용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

송하거나 타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타 단말들에게 미치는 간섭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전력을 사용한다.

첫 번째 접속 프로브로 데이터 전송을 시도한 단말기 일정 시간(TA)동안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의 성공 여부

를 수신받게 된다. 하지만, 만약 첫 번째 접속 프로브의 데이터 전송을 실패하게 되면 임의의 시간(RT)을 기다린 후에

첫 번째 접속 프로브의 전력 레벨보다 일정 수준(PI) 증가된 전력 레벨로 재전송을 시도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접속 프로브를 통해 데이터 전송을 계속적으로 시도한다. 하지만, 미리 설정된 수의 접속 프

로브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의 접속 프로브 시퀀스를 마치고, 별도의 임의 시간(RS)을 

기다린 후 두 번째의 접속 프로브 시퀀스를 첫 번째 접속 프로브를 전송할 때와 같이 시작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런데, 상기와 같이 종래의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을 이용한 ALOHA 프로토콜의 데이터 전송 방법에서는 프리앰

블의 길이를 충분히 설정하여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많은 데이터가 전송되어도 부호 동기 및 추적을 안정적으로 수

행함으로써 상향 공통 채널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프리앰블은 부호의 동

기를 설정하기 위해 전송하는 신호인 반면, 실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적으며, 실제 

데이터의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프리앰블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프리앰블에서 정확히 동기를 포착하였더라도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프

리앰블을 재 전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길이의 프리앰블을 사용하면서도 부호 동기 및 추

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해결 과제는, 기지국의 채널 카드의 상태를 모든 단말기에 실시간 방송하여 

단말들이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프리앰블의 길이를 

길게 설정하여 부호의 초기 동기 및 부호 추적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한 후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데이터의 재전송

경우를 줄이는 종래와 달리, 프리앰블에서 동기를 포착된 데이터를 더욱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프리앰블 구간에

서 이루어지는 부호 동기 및 추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타 단말기에서 발생되는 간섭 신

호를 억제하기 위해 슬롯의 길이를 줄이고, 각 슬롯에서 기지국의 채널 카드의 상태를 모든 단말에 실시간 방송하여 

단말들이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동일한 길이의 프리앰블을 사용하면서도 부호 동기 및 추

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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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기지국에서는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의 동기를 포착하였는지를 모든 단말기

에 방송하여 알려주며,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전송중인 단말은 더 이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상향 공통 채

널에서 불필요하게 야기되는 간섭 신호를 억제하여 무선 채널 상의 간섭 신호를 줄여 전용 채널을 이용하는 단말이나

상향 공통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 중인 단말의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상향 공통 채널에서 데이터 전송에 실패한 단말기 더욱 빨리 재전송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및 방

법은, 기지국은, 복수개의 단말기로부터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신을 위해 

필요한 부호 동기를 수행하고, 전송 데이터가 포착되면 모든 단말기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방송하는 

방송 수단을 포함하고,

단말기는,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되,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신호를 수신

하여 기지국에서 포착된 데이타와 동일한 시간 슬롯에서 데이타를 전송하는 경우에만 데이타 전송을 계속하고, 부호

동기 포착된 시간 슬롯과 다른 시간 슬롯인 경우는 데이타 전송을 중단하고 대기하는 데이타 전송 결정수단 포함하여

구성한다.

상기 단말기는,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할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데이터 발생부와, 상기 데이터 발생부에서 발생된 데이

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부와; 상기 데이터 전송부로부터 전송할 데이터를 입력받아 RF 신호를 통해 상기 기지국

으로 전송하고,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RF 신호를 입력받는 단말기 RF 신호 처리부와; 상기 단말 RF 신호 처리부에서 

수신한 신호들 중에서 데이타 전송 결정을 위한 방송 신호에 해당되는 신호를 입력받는 방송 신호 수신부; 및 상기 방

송 신호 수신부에서 수신된 방송 신호를 입력받아 데이터를 전송 시도할 지와 전송 중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전송할 

지를 결정하여 상기 데이터 전송부의 데이타 전송을 제어하는 전송 결정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단말기의 전송 결정부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하나의 슬롯 시점에 방송된 부호동기가 포착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부호 동기가 포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전송을 보류하고; 상기 방송 신호에 해당되는 시간 슬롯에 전송을 시도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데이터

를 전송하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이라도 상기 방송 신호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 슬롯들에서 전송한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을 멈추고, 부호 동기가 포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전송을 보류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 전송 결정부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하나의 슬롯 시점에 부호동기가 포착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데이터 전송을 결정하되, 패킷 대 슬롯 길이의 비가 2일 때는 1번의 방송신호에 의해 데이타 전송여부를 결

정하고, 패킷 대 슬롯 길이의 비가 4 이상일 때는 2번의 방송신호에 의해 데이타 전송여부를 결정한다.

상기 데이터 전송부는, 하나의 전송 데이터 단위를 프리앰블과 사용자 데이터로 구성하고, 프리앰블의 전력을 사용자

데이터의 전력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전송부는,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수신 신호의 동기가 포착되

었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수신된 이후부터 전송되는 전력 제어 비트에 의해 전력 제어를 수행하고,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수신 신호의 동기가 포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전송되는 전력 제어 비트에 상관

없이 일정한 전력 레벨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단말기에서 전송된 RF 신호를 수신하는 기지국 RF 신호 처리부와, 상기 기지국 RF 신호 처리부

로부터 입력받은 신호를 수신 및 복조하여 상위 계층이나 타 네트워크로 출력하고,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단말기로 

전송할 데이터를 상위 계층이나 타 네트워크로부터 입력받아 전송하며, 수신 신호의 동기 포착 여부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송수신부와, 상기 데이터 송수신부로부터 전송중인 데이터의 프리앰블 완료와 동시에 수신 신호의 포착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 동기를 수행한 결과를 입력받는 포착 여부 결정부와, 상기 포착 여부 결정부에서 확

인한 수신 신호의 동기 포착 여부를 이용하여 모든 단말기에 방송할 정보를 결정하는 방송 신호 결정부; 및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로부터 결정된 방송 신호를 전송할 전력 레벨과 전송할 시간 등을 결정하여 상기 기지국 RF 신호 처리부

로 출력하는 방송 신호 전송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포착 여부 결정부는, 상기 단말기에서 슬롯 시작 시점에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호의 초기동

기와 동기추적 여부를 하나의 프리앰블의 전송이 완료되기 일정 시간 전에 결정하여 이를 방송한다. 또, 상기 포착 여

부 결정부는, 각 시간 슬롯의 시작 시점 주변에서 부호를 탐색하며, 탐색하는 시간은 슬롯의 길이에 해당하는 시간에

서 프리앰블의 길이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변화될 수 있다.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는, 프리앰블에서 동기의 포착 유무를 의미하는 하나의 비트만으로 전송할 방송 신호를 결정한

다.

상기 방송 신호 전송부는,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에서 결정된 방송 신호를 사용중인 부호 외에 다른 부호를 사용한 별

도의 채널을 통해 슬롯의 매 완료 시점에서 전송한다. 또한, 상기 방송 신호 전송부는,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에서 결

정된 방송 신호를 파일럿 채널에 전송되는 전력 제어 비트와 시간 옵셋을 가지며, 펑처링(puncturing)된 형태로 슬롯

의 매 완료 시점에서 전송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

기로 한다.

도 2 는 본 발명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사용자 단말기(110)와, 상기 단말기(110)로부터 상

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신을 위해 필요한 부호 동기를 수행하여 해당 단말기의

데이타를 수신하고 데이타 중계 역할을 하는 기지국(200)과, 복수개의 상기 기지국(200 및 210)들을 관리하고 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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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와의 연동을 수행하는 CDMA 네트워크(300)와, 상기 CDMA 네트워크(300)와 연동되어, 상기 단말기(110)와 

일반 전화 가입자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망(400)과, 상기 CDMA 네트

워크(300)와 연동되어 상기 단말기(110)와 인터넷의 사용자와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망(500)과, 상기 CDMA 네트워

크(300)와 연동되어 상기 단말기(110)와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용자와 연결시켜주는 PSDN(Public Switched 

Data Network) 망(600)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본 발명에 의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장치는,

상기 각 기지국(200)에, 다수의 단말기로부터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프리앰블의 부호 동기를 수행하여 어

떤 데이타의 부호 동기가 포착되면, 해당 상향채널을 통해 데이타 전송을 시도하는 모든 단말기가 그 부호 동기 포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채널카드의 상태 정보를 방송하는 포착 정보 방송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각 단말기(100)에 상기 기지국(200)에서 방송된 채널카드의 상태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타를 전송하지 않고 있

는 단말기들은 상기 부호 동기가 포착된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데이타 전송 중에 있는 단말기들중

상기 부호동기가 포착된 데이타와 동일한 시간 슬롯에서 데이타 전송을 시도한 단말기들은 계속적으로 데이타를 전

송하고, 상기 부호동기가 포착된 데이타와는 다른 시간 슬롯에서 데이타 전송을 시도한 단말기들은 데이타 전송을 멈

추고 상기 부호 동기가 포착된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데이타 전송을 제어하는 데이타 전송 결정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에서 단말기와 기지국의 기능 

블록도이다.

상기 단말기(110)는, 상기 기지국(200)으로 전송할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데이터 발생부(111)와, 상기 데이터 발생부

(111)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부(112)와, 상기 데이터 전송부(112)로부터 전송할 데이터를 입력

받아 RF 신호를 통해 상기 기지국(210)으로 전송하고, 상기 기지국(210)으로부터 RF 신호를 입력받는 단말기 RF 신

호 처리부(113)와, 상기 단말 RF 신호 처리부(113)에서 수신한 신호들 중에서 전송 결정을 위한 방송 신호에 해당되

는 신호를 입력받는 방송 신호 수신부(114)와, 상기 방송 신호 수신부(114)에서 수신된 방송 신호를 입력받아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 시도할 지와 전송중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전송할 지를 결정하여 상기 데이터 전송부(112)로 출력하는

전송 결정부(115)로 구성된다.

상기 기지국(210)은, 상기 단말기(110)에서 전송된 RF 신호를 수신하는 기지국 RF 신호 처리부(211)와, 상기 기지국

RF 신호 처리부(211)로부터 입력받은 신호를 상기 단말기(110)에서 발생된 형태로 수신 및 복조하여 상위 계층이나 

타 네트워크로 출력하고, 상기 기지국(210)에서 상기 단말기(110)로 전송할 데이터를 상위 계층이나 타 네트워크로

부터 입력받아 전송하며, 수신되는 신호의 전력 레벨 등과 같이 수신 신호가 포착되었음을 확인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송수신부(212)와, 상기 데이터 송수신부(212)로부터 전송중인 데이터의 프리앰블 완료와 동시에 수신 신호의

포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 동기를 수행한 결과를 입력받는 포착 여부 결정부(213)와, 상기 포착 여부 

결정부(213)에서 확인한 수신 신호의 동기 포착 여부를 이용하여 모든 단말기에 방송할 정보를 결정하는 방송 신호 

결정부(214)와,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214)로부터 결정된 방송 신호를 전송할 전력 레벨과 전송할 시간 등을 결정하

여 상기 기지국 RF 신호 처리부(211)로 출력하는 방송 신호 전송부(215)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의 동작에 대해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기 단말기(110)의 상기 데이터 발생부(111)에서는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되는데, 이 데이터는 상기 기지국(21

0)과 상기 단말기(110)와의 통화 연결을 위한 제어 신호와 실제 상기 단말기(110)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이다. 그리고, 각 데이터들은 트래픽 특성에 따라 전용 채널과 상향 공통 채널 중 하나를 이용하여 전송하

게 되는데, 본 발명에서는 상향 공통 채널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데이터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상기 데이터 발생부(11

1)에서 발생된 데이터는 상기 기지국(210)으로부터 전송되는 방송 신호를 이용하여 전송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상기 기지국(210)의 상기 기지국 RF 신호 처리부(211)에서는 RF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데이

터 송수신부(212)로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 송수신부(212)에서는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데이터의 프리앰

블을 통해 부호 초기 동기와 부호 동기 추적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초기동기와 부호 동기 추적 여부는 하나의 프리앰블이 완벽히 수신되고 난 뒤에 결정될 수 있지만, 수신

되는 신호의 전력을 통해 프리앰블을 모두 수신하기 전이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호 동기가 이루어질 확률을 산출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앰블 전송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미리 방송 신호를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방송 신호를 결정

하고 전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방송 신호를 결정하여 모든

단말기에 방송하는 효과는 일단 부호 동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타 단말들이 계속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단지 간

섭 신호만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의 상기 기지국(210)에서는 상

향 공통 채널을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오류 검출을 수행한 후 성공적으로 수신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각 단말기에게 전송함과 동시에 부호의 동기 포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상기 포착 여부 결정부(213)에서는 상기 데이터 송수신부(212)로부터 프리앰블 완료와 동시에 수신 신호의 포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 동기를 수행한 결과를 입력받아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214)로 출력한다. 그리

고,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214)에서는 상기 데이터 송수신부(212)로부터 동기 포착 여부의 신호 등과 같이 복조 가

능 여부를 나타내는 신호와 상기 포착 여부 결정부(213)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조할 준비가 된 

상태임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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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기 방송 신호 전송부(215)에서는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214)에서 결정한 방송 신호의 실시간 전송을 위해

파일럿 채널에 전력 제어 비트(Power Control Bit; PCB)를 전송하는 바와 같이 슬롯의 경계 시점에서 PCB 대신 기

지국에서 부호 동기의 포착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간 지연은 상기한 바와 같이, 프리앰블 전송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송할

신호를 준비하고, 슬롯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방송함으로써 시간 지연에 따른 성능의 열화를 막을 수 있다.

이어서, 상기 단말기(110)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기지국(210)에서 방송된 부호 동기 포착 여부의 정보를 수신

하여 이후의 동작을 결정하게 된다. 상기 기지국(210)에서 특정 슬롯에서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한 데이터 중에

서 부호 동기를 포착하였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전송하게 되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있는 단말기들은 포착된 데이

터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말들 중에서 해당되는 시간 슬롯에 전송을 시도한 

단말들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반면, 해당되지 않는 시간 슬롯에서 전송을 시도한 단말들은 데이터 단말의 

전송을 멈추고 포착된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도 4에서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의 동작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도 4a에서는 시스템에서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슬롯의 시작 시점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시

도하는 방법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위해 부호 동기를 위해 필요한 프리앰블의 길이를 데이터

의 길이의 2배로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복수개의 시간 슬롯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

첫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이전에서 새롭게 발생된 데이터나 재 전송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상기 단말기(110)에서

는 랜덤 확률에 의해 첫 번째 슬롯 구간 에서 전송한다. 도 4a에 나타난 예에 따르면, 5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을 

시도하며, 다음 슬롯 구간 에서 2개의 데이터가 상향 공통 채널을 이용하여 기지국으로 전송된다. 따라서, 두 번째 슬

롯 구간 에서는 첫 번째 시간 슬롯 구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7개가 된다.

우선, 기지국에서는 첫 번째 슬롯 구간 에서 전송된 5개의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포착하여 부호 초기 동기 및 부호 동

기 추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동일한 시점에서 전송된 데이터라도 상기 기지국(200)과 상기 단말기(110)간의 

거리에 따라 전파 지연이나 전력 레벨의 차에 의해 정확히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의 가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 4a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기 기지국(200)에서 첫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서 전송된 데이터의 포착 

여부를 세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서 확인하여 모든 단말기에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단말기(110)에서는 상기 

단말용 RF 신호 처리부(113)와 상기 방송 신호 수신부(114)를 통해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다음 동작을 결정하게 된

다.

즉, 방송 신호가 동기 포착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를 수신한 모든 단말기들 중에서 첫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

서 데이터를 전송한 단말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 시점부터 상기 기지국(200)으로부터 전송되는 전력 제

어 비트를 이용하여 폐쇄 루프 전력 제어(closed loop power control)를 수행하게 된다. 이전의 전력 제어 비트는 프

리앰블에서 포착되지 않은 상태로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 포착된 신호가 방송되기 전에 프리앰블에 폐쇄 루프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것은 상기 단말기(110)로부터 출력되는 전력이 급격한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첫 번째 슬롯 시작 시점이 아닌 시점에서 전송한 단말기들은 더 이상의 데이터 전송을 멈추고 다음 미포착 신호

가 전송되는 시간 슬롯에서 재전송을 시도하게 된다. 반면, 방송 신호가 동기 포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른 별도의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이전 슬롯 구간에서 이루어진 동작을 계속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지국에서는 포착된 데이터를 복조하는 데 있어서 간섭 신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복조가 가능하게 되고, 또한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열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을 높여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즉, 프리앰블에서 포착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복조함으로써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데이터 전

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도 4b에서는 도 4a에 도시되어 있는 데이터 전송 방법을 하나의 슬롯의 길이를 더욱 줄여 프리앰블뿐만 아니라

데이터만으로도 복수개(4개)의 슬롯 동안 전송되는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 방법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데

이터 전송을 위해 부호 동기를 위해 필요한 프리앰블의 길이가 데이터의 길이의 2배인 것은 도 4a와 동일하다.

도 4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슬롯 구간 에서 5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기지국으로 수신된 도 4a와 달리, 하나의 

슬롯이 더욱 작은 복수개의 슬롯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슬롯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단말기(110)들도 줄

어들게 된다. 첫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서는 하나의 데이터가 전송되고, 다음 슬롯 시작 시점 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

가 전송된다. 이와 같이 각 슬롯 시작 시점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도 4a의 경우보다 프리앰블에

서 포착할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두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상기 기지국(200)에서 포착하여 프리앰블이 완료되는 시점 에서 

포착되었음을 상기 단말기(110)에게 방송한다. 이를 수신한 모든 단말기들 중에서 두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서 전송

한 단말기들은 계속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다른 슬롯 시작 시점에서 전송한 단말들은 데이터 전송을 멈추게 되며, 현

재 전송중이지 않은 단말과 함께 기지국으로부터 미포착 신호를 수신받을 때 까지 기다리게 된다.

7개의 단말기 중에서 2개의 단말만이 전송을 멈춘 도 4a와 비교하여, 5개의 단말이 전송을 멈춤으로써 간섭 신호 및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의 효과 면에서 슬롯의 길이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슬

롯의 길이를 줄임으로써 동일한 시간 슬롯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확률을 줄임으로써 프리앰블 포착 후에 불필요한 전

송을 멈추게 되는 단말의 수를 늘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더욱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전용 채널을 사

용하는 단말이나 혹은 다른 상향 공통 채널을 사용하는 단말에게도 간섭 신호가 줄어드는 장점을 얻게 된다.

다만, 상기 기지국(200)에서 상기 단말기(110)로 방송되는 신호는 각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신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전송 지연이나 다중 경로에 의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슬롯 길이를 유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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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간섭 신호의 레벨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슬롯의 길이를 줄이는 것은 성능의 열화를 야기시키

며, 또한 간섭 발생 빈도를 증가시켜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도 악영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송 지연이나 다중 경

로에 의한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간섭 신호 레벨을 줄일 수 있는 슬롯 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은, 기지국은, 복수개의 단말기로부터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신을 위해 필요한 부호 동기를 수행하고, 전송 데이

터가 포착되면 모든 단말기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방송하는 방송 단계를 포함하고, 단말기는,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되,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기지국에서 포

착된 데이타와 동일한 시간 슬롯에서 데이타를 전송하는 경우에만 데이타 전송을 계속하고, 부호동기 포착된 시간 슬

롯과 다른 시간 슬롯인 경우는 데이타 전송을 중단하고 대기하는 데이타 전송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전송 단계는 상향 공통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할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데이터 발생 단계와, 상기 데이터 발생 단

계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단계로부터 전송할 데이터를 입력받아 RF 

신호를 통해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하향 링크로 전송되는 RF 신호를 입력받아 기저대역 신호

로 변환시키는 단말기용 RF 신호 처리 단계와, 상기 단말용 RF 신호 처리 단계에서 수신한 신호들 중에서 전송 결정

을 위한 방송 신호에 해당되는 신호를 입력받는 방송 신호 수신 단계와, 상기 방송 신호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방송 

신호를 입력받아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할 지와 전송중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전송할 지를 결정하여 상기 데이터 전송

단계로 출력하는 전송 결정 단계로 구성된다.

상기 방송 단계는 상기 전송 단계에서 전송된 RF 신호를 수신하는 기지국용 RF 신호 처리 단계와, 상기 기지국 RF 

신호 처리 단계로부터 입력받은 신호를 상기 전송 단계에서 발생된 형태로 수신 및 복조하여 상위 계층이나 타 네트

워크로 출력하고, 상기 방송 단계에서 상기 전송 단계로 전송할 데이터를 상위 계층이나 타 네트워크로부터 입력받아

전송하며, 수신되는 신호의 전력 레벨 등과 같이 수신 신호가 포착되었음을 확인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송수신

단계와, 상기 데이터 송수신 단계로부터 전송중인 데이터의 프리앰블 완료와 동시에 수신 신호의 포착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 동기를 수행한 결과를 입력받는 포착 여부 결정 단계와, 상기 포착 여부 결정 단계에서 확인한

수신 신호의 동기 포착 여부를 이용하여 모든 단말기에 방송할 정보를 결정하는 방송 신호 결정 단계와, 상기 방송 신

호 결정 단계로부터 결정된 방송 신호를 전송할 전력 레벨과 전송할 시간 등을 결정하여 상기 기지국용 RF 신호 처리

단계로 출력하는 방송 신호 전송 단계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의 작용에 대해 도 4를 참

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상기 전송 단계의 상기 데이터 발생 단계에서는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되는데, 이 데이터는 상기 방송 단계와 상

기 전송 단계와의 통화 연결을 위한 제어 신호와 실제 상기 전송 단계에서 사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이다. 그

리고, 상기 데이터 발생 단계에서 발생된 데이터는 상기 방송 단계로부터 전송되는 방송 신호를 이용하여 전송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상기 방송 단계의 상기 기지국 RF 신호 처리 단계에서는 RF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데이터 송

수신 단계로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 송수신 단계에서는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데이터의 프리앰블을 통해 

부호 초기 동기와 부호 동기 추적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방송 단계에서는 미리 방송 신호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전송 단계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방송 신호를 결정하여 상기 전송 단계로 방송하는 

효과는 일단 부호 동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타 단말기 전송 단계에서 계속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단지 간섭 신

호만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의 상기 기지국(210)에서는 상

향 공통 채널을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오류 검출을 수행한 후 성공적으로 수신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각 단말기에게 전송함과 동시에 부호의 동기 포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상기 포착 여부 결정 단계에서는 상기 데이터 송수신 단계로부터 프리앰블 완

료와 동시에 수신 신호의 포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 동기를 수행한 결과를 입력받아 상기 방송 신호 

결정 단계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방송 신호 결정 단계에서는 상기 데이터 송수신 단계로부터 동기 포착 여부의 신

호 등과 같이 복조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신호와 상기 포착 여부 결정 단계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조할 준비가 된 상태임은 결정하게 된다. 이어서, 상기 방송 신호 전송 단계에서는 상기 방송 신호 결정 단계에서 

결정한 방송 신호의 실시간 전송을 위해 파일럿 채널에 전력 제어 비트를 전송하는 바와 같이 슬롯의 경계 시점에서 

기지국에서 부호 동기의 포착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이어서, 상기 전송 단계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방송 단계에서 방송된 부호 동기 포착 여부의 정보를 수신하여 

이후의 동작을 결정하게 된다. 상기 방송 단계에서 특정 슬롯에서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한 데이터 중에서 부호 

동기를 포착하였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전송하게 되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있는 단말기들은 포착된 데이터의 전

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말들 중에서 해당되는 시간 슬롯에 전송을 시도한 단말들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반면, 해당되지 않는 시간 슬롯에서 전송을 시도한 단말들은 데이터 단말의 전송을 멈

추고 포착된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도 4에서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의 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상기 전송 단계에

서 상기 방송 단계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 도시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앰블과 데이터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

송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프리앰블의 전력과 길이에 의해 성능이 변하게 되는데, 만약 하나의 전송 단위가 시간 슬

롯보다 일정 수준 이상(2배 이상) 큰 경우에는 본 발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의 전송 단위가 시간 슬롯보다 

작은 경우에는 본 발명의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기존의 슬롯 단위보다 작은 슬롯을 설정하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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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이전에서 새롭게 발생된 데이터나 재 전송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상기 전송 단계에서는 특정 확률에 의해 첫 번째 슬롯 구간 에서 전송한다. 도 4a에 나타난 예에 따르면, 5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을 시도하며, 다음 슬롯 구간 에서 2개의 데이터가 상향 공통 채널을 이용하여 기지국으로 전송

된다. 따라서, 두 번째 슬롯 구간 에서는 첫 번째 시간 슬롯 구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7개가 된다.

우선, 기지국에서는 첫 번째 슬롯 구간 에서 전송된 5개의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포착하여 부호 초기 동기 및 부호 동

기 추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동일한 시점에서 전송된 데이터라도 상기 방송 단계와 상기 전송 단계간의 거리에

따라 전파 지연이나 전력 레벨의 차에 의해 정확히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의 가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 4a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기 방송 단계에서 첫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서 전송된 데이터의 포착 여

부를 세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서 확인하여 모든 단말기에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전송 단계에서는 상기 단말용

RF 신호 처리 단계와 상기 방송 신호 수신 단계를 통해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다음 동작을 결정하게 된다.

즉, 방송 신호가 동기 포착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를 수신한 모든 단말기들 중에서 첫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

서 데이터를 전송한 단말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 시점부터 상기 방송 단계로부터 전송되는 전력 제어 

비트를 이용하여 폐쇄 루프 전력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이전의 전력 제어 비트는 프리앰블에서 포착되지 않은 상태

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 포착된 신호가 방송되기 전에 프리앰블에 폐쇄 루프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것은 상기 단말 단계로부터 출력되는 전력이 급격한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첫 번째 슬롯 시작 시점이 아닌 시점에서 전송한 단말기들은 더 이상의 데이터 전송을 멈추고 다음 미포착 신호

가 전송되는 시간 슬롯에서 재전송을 시도하게 된다. 반면, 방송 신호가 동기 포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른 별도의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이전 슬롯 구간에서 이루어진 동작을 계속 수행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지국에서는 포착된 데이터를 복조하는 데 있어서 간섭 신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복조가 가능

하게 되고, 또한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열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을 높여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즉, 프리앰블

에서 포착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복조함으로써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도 4b에서는 도 4a에 도시되어 있는 데이터 전송 방법을 하나의 슬롯의 길이를 더욱 줄여 프리앰블뿐만 아니라

데이터만으로도 복수개(4개)의 슬롯 동안 전송되는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 방법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데

이터 전송을 위해 부호 동기를 위해 필요한 프리앰블의 길이가 데이터의 길이의 2배인 것은 도 4a와 동일하다.

도 4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슬롯 구간 에서 5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기지국으로 수신된 도 4a와 달리, 하나의 

슬롯이 더욱 작은 복수개의 슬롯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슬롯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전송 단계들도 줄어

들게 된다. 첫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서는 하나의 데이터가 전송되고, 다음 슬롯 시작 시점 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와 같이 각 슬롯 시작 시점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도 4a의 경우보다 프리앰블에서 

포착할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두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상기 방송 단계에서 포착하여 프리앰블이 완료되는 시점 에서 포

착되었음을 상기 전송 단계로 방송한다. 이를 수신한 모든 단말기들 중에서 두 번째 슬롯 시작 시점 에서 전송한 단말

기들은 계속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다른 슬롯 시작 시점에서 전송한 단말들은 데이터 전송을 멈추게 되며, 현재 전송

중이지 않은 단말과 함께 기지국으로부터 미포착 신호를 수신받을 때 까지 기다리게 된다.

7개의 단말기 중에서 2개의 단말만이 전송을 멈춘 도 4a와 비교하여, 5개의 단말이 전송을 멈춤으로써 간섭 신호 및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의 효과 면에서 슬롯의 길이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슬

롯의 길이를 줄임으로써 동일한 시간 슬롯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확률을 줄임으로써 프리앰블 포착 후에 불필요한 전

송을 멈추게 되는 단말의 수를 늘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더욱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전용 채널을 사

용하는 단말이나 혹은 다른 상향 공통 채널을 사용하는 단말에게도 간섭 신호가 줄어드는 장점을 얻게 된다.

다만, 상기 방송 단계에서 상기 전송 단계로 방송되는 신호는 각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신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므로, 전송 지연이나 다중 경로에 의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슬롯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간섭 신호의 레벨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슬롯의 길이를 줄이는 것은 성능의 열화를 야기시키며, 또

한 간섭 발생 빈도를 증가시켜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도 악영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송 지연이나 다중 경로에 

의한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간섭 신호 레벨을 줄일 수 있는 슬롯 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의한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기

지국에서는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의 동기를 포착하였는지를 모든 단말기에 방송하여 알려주

며,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전송중인 단말은 더 이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상향 공통 채널에서 불필요하게 

야기되는 간섭 신호를 억제하여 무선 채널 상의 간섭 신호를 줄여 전용 채널을 이용하는 단말이나 상향 공통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 중인 단말의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높은 전력 레벨을 이용하는 임의 접속 신호에 의해 

현재 서비스 중에 있는 단말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상향 공통 채널에서 데이터 전송에 실패한 단말이

더욱 빨리 재전송을 시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 지연을 감소시켜 IMT-2000과 같이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

는 시스템에 적합한 임의 접속 장치 및 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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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을 이용하여 복수개의 단말기가 공통의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기지국에 전송하는 임의 접속 

장치에 있어서,

다수의 단말기로부터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프리앰블의 부호 동기를 수행하여 어떤 데이타의 부호 동기가 

포착되면, 해당 상향채널을 통해 데이타 전송을 시도하는 모든 단말기가 그 부호 동기 포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채널카드의 상태 정보를 방송하기 위해 각 기지국에 구비된 부호동기 포착 정보 방송수단을 기지국에 포

함하고;

상기 기지국에서 방송된 채널카드의 상태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부호동기가 포착된 데이타와 동일한 시간 슬롯에서 

데이타 전송을 시도한 단말기들만 계속적으로 데이타를 전송하고, 그 외의 단말기들은 데이타 전송을 멈추고 대기하

도록 제어하기 위한 데이타 전송 결정수단을 단말기에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할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데이터 발생부와;

상기 데이터 발생부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부와;

상기 데이터 전송부로부터 전송할 데이터를 입력받아 RF 신호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기지국으로부

터 RF 신호를 입력받는 단말기 RF 신호 처리부와;

상기 단말기 RF 신호 처리부에서 수신한 신호들 중에서 데이타 전송 결정을 위한 방송 신호에 해당되는 신호를 입력

받는 방송 신호 수신부; 및

상기 방송 신호 수신부에서 수신된 방송 신호를 입력받아 데이터를 전송 시도할 지와 전송 중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전송할 지를 결정하여 상기 데이터 전송부의 데이타 전송을 제어하는 전송 결정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결정부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하나의 슬롯 시점에 방송된 부호동기가 포착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부호 동기가 포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전송을 

보류하고;

상기 방송 신호에 해당되는 시간 슬롯에 전송을 시도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이라도 상기 방송 신호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 슬롯들에서 전송한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을 멈추

고, 부호 동기가 포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전송을 보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결정부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하나의 슬롯 시점에 부호동기가 포착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데이터 전송을 

결정하되,

패킷 대 슬롯 길이의 비가 2일 때는 1번의 방송신호에 의해 데이타 전송여부를 결정하고,

패킷 대 슬롯 길이의 비가 4 이상일 때는 2번의 방송신호에 의해 데이타 전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

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부는

하나의 전송 데이터 단위를 프리앰블과 사용자 데이터로 구성하고,

프리앰블의 전력을 사용자 데이터의 전력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부는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수신 신호의 동기가 포착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수신된 이후부터 전송되는 전력 제어 

비트에 의해 전력 제어를 수행하고,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수신 신호의 동기가 포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전송되는 전력 

제어 비트에 상관없이 일정한 전력 레벨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

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단말기에서 전송된 RF 신호를 수신하는 기지국 RF 신호 처리부와;

상기 기지국 RF 신호 처리부로부터 입력받은 신호를 수신 및 복조하여 상위 계층이나 타 네트워크로 출력하고,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단말기로 전송할 데이터를 상위 계층이나 타 네트워크로부터 입력받아 전송하며, 수신 신호의 동기 

포착 여부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송수신부와;

상기 데이터 송수신부로부터 전송중인 데이터의 프리앰블 완료와 동시에 수신 신호의 포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

용되는 부호 동기를 수행한 결과를 입력받는 포착 여부 결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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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착 여부 결정부에서 확인한 수신 신호의 동기 포착 여부를 이용하여 모든 단말기에 방송할 정보를 결정하는 

방송 신호 결정부; 및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로부터 결정된 방송 신호를 전송할 전력 레벨과 전송할 시간 등을 결정하여 상기 기지국 RF 신

호 처리부로 출력하는 방송 신호 전송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

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포착 여부 결정부는

상기 단말기에서 슬롯 시작 시점에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호의 초기동기와 동기추적 여부를 하나의 프

리앰블의 전송이 완료되기 일정 시간 전에 결정하여 이를 방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포착 여부 결정부는

각 시간 슬롯의 시작 시점 주변에서 부호를 탐색하며,

탐색하는 시간은 슬롯의 길이에 해당하는 시간에서 프리앰블의 길이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변화될 수 있음을 특징으

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는

프리앰블에서 동기의 포착 유무를 의미하는 하나의 비트만으로 전송할 방송 신호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

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신호 전송부는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에서 결정된 방송 신호를 사용중인 부호 외에 다른 부호를 사용한 별도의 채널을 통해 슬롯의 

매 완료 시점에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신호 전송부는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에서 결정된 방송 신호를 파일럿 채널에 전송되는 전력 제어 비트와 시간 옵셋을 가지며, 펑처

링(puncturing)된 형태로 슬롯의 매 완료 시점에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청구항 13.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복수개의 단말기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임의 접속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은, 복수개의 단말기로부터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신을 위해 필요한 

부호 동기를 수행하고, 전송 데이터가 포착되면 모든 단말기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방송하는 방송 단

계를 포함하고,

단말기는,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상향 공통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되,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신호를 수신

하여 기지국에서 포착된 데이타와 동일한 시간 슬롯에서 데이타를 전송하는 경우에만 데이타 전송을 계속하고, 부호

동기 포착된 시간 슬롯과 다른 시간 슬롯인 경우는 데이타 전송을 중단하고 대기하는 데이타 전송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전송 단계는

상향 공통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할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데이터 발생 단계와;

상기 데이터 발생 단계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단계로부터 전송할 데이터를 입력받아 RF 신호를 통해 상향 링크를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하

향 링크로 전송되는 RF 신호를 입력받아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시키는 단말기용 RF 신호 처리 단계와;

상기 단말기용 RF 신호 처리 단계에서 수신한 신호들 중에서 전송 결정을 위한 방송 신호에 해당되는 신호를 입력받

는 방송 신호 수신 단계; 및

상기 방송 신호 수신 단계에서 수신된 방송 신호를 입력받아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할 지와 전송 중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전송할 지를 결정하여 상기 데이터 전송 단계로 출력하는 전송 결정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결정 단계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하나의 슬롯 시점에 방송된 부호동기가 포착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면, 데이터

를 전송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부호 동기가 포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전송을 보류하

고;

상기 방송 신호에 해당되는 시간 슬롯에 전송을 시도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이라도 상기 방송 신호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 슬롯들에서 전송한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을 멈추

고, 부호 동기가 포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전송 보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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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결정 단계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하나의 슬롯 시점에 부호동기가 포착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데이터 전송을 

결정하되,

패킷 대 슬롯 길이의 비가 2일 때는 1번의 방송신호에 의해 데이타 전송여부를 결정하고,

패킷 대 슬롯 길이의 비가 4 이상일 때는 2번의 방송신호에 의해 데이타 전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

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단계는

하나의 전송 데이터 단위를 프리앰블과 사용자 데이터로 구성하고,

프리앰블의 전력을 사용자 데이터의 전력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 단계는

상기 방송 단계에서 전송되는 수신 신호의 동기가 포착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수신된 이후부터 전송되는 전력 제

어 비트에 의해 전력 제어를 수행하고,

상기 방송 단계에서 전송되는 수신 신호의 동기가 포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전송되는 전

력 제어 비트에 상관없이 일정한 전력 레벨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

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

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단계는

상기 전송 단계에서 전송된 RF 신호를 수신하는 기지국용 RF 신호 처리 단계와;

상기 기지국 RF 신호 처리 단계로부터 입력받은 신호를 수신 및 복조하여 상위 계층이나 타 네트워크로 출력하고, 상

기 방송 단계에서 상기 전송 단계로 전송할 데이터를 상위 계층이나 타 네트워크로부터 입력받아 전송하며, 동기 포착

여부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송수신 단계와;

상기 데이터 송수신 단계로부터 전송중인 데이터의 프리앰블 완료와 동시에 수신 신호의 동기 포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 동기를 수행한 결과를 입력받는 포착 여부 결정 단계와;

상기 포착 여부 결정 단계에서 확인한 수신 신호의 동기 포착 여부를 이용하여 모든 단말기에 방송할 정보를 결정하

는 방송 신호 결정 단계; 및

상기 방송 신호 결정 단계로부터 결정된 방송 신호를 전송할 전력 레벨과 전송할 시간 등을 결정하여 상기 기지국용 

RF 신호 처리 단계로 출력하는 방송 신호 전송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

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포착 여부 결정 단계는

상기 전송 단계에서 슬롯 시작 시점에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호의 초기동기와 동기추적 여부를 하나의

프리앰블의 전송이 완료되기 일정 시간 전에 결정하여 방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

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포착 여부 결정 단계는

각 시간 슬롯의 시작 시점 주변에서 부호를 탐색하며,

탐색하는 시간은 슬롯의 길이에 해당하는 시간에서 프리앰블의 길이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변화될 수 있음을 특징으

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신호 결정 단계는

프리앰블에서 동기 포착의 유무를 의미하는 하나의 비트만으로 전송할 방송 신호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

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신호 전송 단계는

상기 방송 신호 결정 단계에서 결정된 방송 신호를 사용중인 부호 외에 다른 부호를 사용하여 전송하며, 방송 신호의 

전송은 슬롯의 매 완료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방법.

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신호 전송 단계는

상기 방송 신호 결정부에서 결정된 방송 신호를 파일럿 채널에 전송되는 전력 제어 비트와 시간 옵셋을 가지며, 펑처

링(puncturing)된 형태로 슬롯의 매 완료 시점에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상향 

공통 채널의 임의 접속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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