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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무선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을 위해 시스템 및 방법은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역방향 링크 통신을 위한 시간 

슬롯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를 할당하는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한다. 장치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성능 특성이 

결정된다.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는 결정된 성능 특성에 기초하여 할당된다.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한 시간 슬

롯은 할당된 확산 코드에 기초하여 할당된다. 일 측면에 의하면, 할당된 확산 코드는 ACDMA 코드 및 ACDMA 코드 

중 하나에 대응하여, SCDMA 코드에 대응하는 시간 슬롯은 상기 기지국에 시간 슬롯을 제공하도록 한다. 시간 슬롯이

혼합 ACDMA 및 SCDMA 코드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비교할 때 채널 이득의 증가 및 채널 용량의 증가가 얻어진다.

대표도

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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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역방향 통신 링크(무선 장치에서 기지국으로의 링크)를 위한 무선 통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며, 특

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능 특성에 기초하여 비동기 동작 및 동기 동작을 위한 시간 슬롯 및/또는 확산 코드를 할당

하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통신의 성공으로 인하여 무선 장치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무선 장치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

였다.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함) 및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

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시스템과 같은 셀 기반 시스템을 통한 통신에 적합한 무선 장치

는 전통적으로 전화에 소속되었으나, 더 이상 그러하지가 않다.

오히려, 무선 통신 장치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이하 'PDA'라 함), 호출기, 네트

워크 기구(appliance), 랩톱 및 데스크톱 컴퓨터 등도 포함한다. 이들 장치 및 이들의 사용자는 세가지 카테고리(cate

gory), 즉 이동(mobile), 노매딕(nomadic) 및 고정(stationary)으로 나눌 수 있다. 이동 장치는 사용 중 이동하는 장

치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보행중 또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사용되는 전화기 및 PDA 등이 있다. 고정 장치는 통상

적으로 이동 경향이 없는 장치를 말하며, 반복 사용 동안에도 그러한 장치를 일컫는다. 고정 장치의 예로는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개인용 타워 컴퓨터가 있다. 노매딕 장치는 여기 저기 이동할 수 있으나 사용중에는 통상적으로 고정되는

장치를 말한다. 노매딕 장치는 사용중 통상적으로 고정되지만, 사용중에 이동할 수도 있다. 노매딕 장치의 예로는 무

선 통신 기능을 구비하고, 사무실에서 사용되며 후속 사용을 위해 또 다른 장소로 이동되는 랩톱 컴퓨터가 있다. 상기

예에 따르면, 상기 랩톱 컴퓨터는 기차 또는 차량에 탑승한 경우와 같이 이동 중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무선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는, 상기 무선 장치와의 통신을 위해 사용되며, 외부 서비스로의 액세스(예컨

대 인터넷 액세스)가 제공되는 네트워크에 구성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지국을 포함한다. 장치들이 이러한 시스

템에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기지국 통신 장치에 가해지는 처리 부담(load)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

지국 및 안테나 밀도의 증가 형태로 존재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이하 '3GPP'라 함)와 같은 현재 및 제안된 무선 통신 환경은 전술한 

상이한 카테고리에 대하여 상이한 설계를 제안한다. 장치 카테고리는 역방향 링크(장치에서 기지국으로의 링크)에 대

한 설계를 결정함에 있어 특히 중요하게 된다. 특히, 3GPP와 같은 CDMA 환경은 두가지 유 형의 역방향 링크 설계, 

즉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SCDMA; synchronous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SCDMA'라 함)와 비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ACDMA: asynchronous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ACDMA'라 함)를 제

안하며, 장치는 SCDMA 또는 ACDMA 중 한 유형의 링크 상에서 동작된다. 그런데, 3GPP는 역방향 링크 상에서 SC

DMA 및 ACDMA의 상호 보완적 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더욱이, 3GPP 뿐만 아니라 CDMA2000 통신 환경도 장치

유형(예컨대 고정 또는 이동)에 기초한 SCDMA 코드 및 ACDMA 코드의 상호 보완적 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SCDMA는 동기식 직교 전송으로서, 각 통신 채널이 상이한 직교 확산 시퀀스에 의해 식별되며, 전송이 각 수신기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각에 도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채널간 동기가 달성된다. 반면에, ACDMA 링크는 전송이 수신

기들에 상이한 시각에 도달되는 링크이다. ACDMA 링크는 SCDMA와 비교할 때,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직교성(ortho

gonality)이 손상되며, 각 기지국의 커버리지 구역, 즉 셀 내에서 간섭이 증가한다.

SCDMA 전송의 직교성의 결과로서, 상응하는 ACDMA 링크에 비하여 주어진 비트 오류율(BER; bit error rate) 달

성을 위해 필요한 반송파 대 간섭 비율(carrier to interference ratio)에 대해서 3 ㏈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직교성 이

득(gain)을 실현하게 된다. SCDMA 구성은 모든 장치가 동기로 동작할 때 반송파 채널의 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AC

DMA 동작에 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간 정렬이 되지 않고 동작하는 장치(즉, 나머지 장치와 비동기됨)의 존재는 

채널의 간섭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채널의 용량 및 성능을 감소시킨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SCDMA 링크는 수

신기 사이의 시간 정렬을 요구하며, 또한 Walsh 확산 코드와 같은 직교 확산 코드의 사용을 요구한다. ACDMA 링크

에서 사용되는 코드와 같은 비직교 코드와 비교할 때 직교 확산 코드 확경에서 코드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셀 내부

에서 특정 반송파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의 수가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코드 할당 측면이 특히 중요

하게 되며, 따라서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하게 된다.

CDMA 시스템의 통합적 특징(integral feature)은 소프트 핸드오버의 개념이다. 소프트 핸드오버란 무선 장치와 다수

의 기지국 사이에서 통신이 메이크-비포-브레이크(make-before-break) 방식(즉, 현재의 기지국과의 통신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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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하기 전에 새로운 기지국과 통신이 수립됨)으로 하나의 기지국에서 또 다른 기지국으로 전달되는 동시 통신을 말

한다. SCDMA 코드를 사용하는 장치는 다른 기지국과 소프트 핸드오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이들 다른 기지국은 SC

DMA 코드를 통상의 의사-잡음(pseudo-noise) 코드로 본다. 따라서, 소프트 핸드오프하는 장치는 셀 내의 SCDMA 

장치가 경험하는 간섭의 양을 증가시킨다. 정밀한 시간 정렬[예컨대 1 칩(chip)의 8분의 1 또는 4분의 1 내]이 대용

량 SCDMA 시스템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전술한 이동 카테고리의 장치는 다른 장치 및 그 기지국과 관련한 장치의 

이동으로 인하여 역방향 채널에서 동기 동작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동기 유지 능력은 페이딩(fading)

및 간섭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받으며, 고정 사용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불리한 영향은 광대역(즉, 5 ㎒ 이상) 시스

템에서 특히 일 반적이며, 이는 초고속 칩 속도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결과로서, 3GPP 규격에 적합한 시스템 등은 저 

이동성 및 고 이동성 장치에 대하여 별도의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장치가 동작하는 카테고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예로써 이동 장치 사용자가 장기간 이동을 멈추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시스템은 하나의 카테고리와 또 다른 카테고리[예컨대, ACDMA 에서 SCDMA(또는 그 반대)로의 역방

향 링크 동작] 사이의 전환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하게, 고정으로 되는 이동 장치는, 실제로 SCDMA 역방향 링

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보다 덜 효율적이면서 보다 저용량의 비동기 동작에 소속될 수 있다. 이

와 유사하게, 고정 동작에서 이동 동작으로 변경되는 노매딕 장치는 원래 할당된 SCDMA 역방향 링크의 성능에 불리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직교성 유지 불능으로 인해 채널 간섭을 증가시키는 부담에 기인한다.

따라서, 동작 중인 무선 장치의 특정 프로파일에 따라 장치가 SCDMA 역방향 링크 모드 또는 ACDMA 역방향 링크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현재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통신 세션 중에 ACDMA에서 SCDMA( 및 그 반대)로의 전환을 촉진하지 않기 때

문에, 이러한 현재 시스템은 장치의 동작 모드를 모니터링하여 장치의 동작 카테고리 변경, 즉 동기를 유지하는 장치

의 능력(유닛 이동도)을 검출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은 SCDMA 코드의 사용을 제한하는 상황에 대하여 최

적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장치의 동작 특성, 즉 동작 카테고리를 모니터링하여 이의 변경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는 시스템 제공자가 자신들의 광대역 주파수 스펙트럼을 다수의 이산 반송파로 할당하여 각 반송파가 특정 

유형의 동작, 예컨대 SCDMA 또는 ACDMA 동작을 지원하도록 하는 다중-반송파 광대역 동작에서 특히 그러하다.

또한, 최적 시스템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 사용자에게 무제한의 ACDMA 코드를 제공하면서, SCDMA 모드로 동

작하는 장치에 대한 간섭을 감소시키는 CDMA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 출원 제09/797,273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이산 주파수 분할 다중(FDM) 반송파의 이용은 개별 반

송파가 ACDMA 및 SCDMA 코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만, 단일 광대역폭 반송파를 이용하여 두 코드 유형 모두를

지원할 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이는 각 개별 반송파 사이에 가드 대역(guard band)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

해 대역폭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의 협소한 반송파에 반하는 단일 광대역폭 반송파를 이용하는 통신 환

경에서 SCDMA 코드 및 ACDMA 코드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ACDMA 액세스에 대한 SCDMA의 추가 용량 이득은 코드 제한의 대가로서 얻어진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시점에 기

지국을 액세스할 수 있는 무선 장치의 수는 SCDMA 액세스의 경우 몹시 제한된다. 따라서, 셀 내에서 확산 코드를 재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셀'이란 

기지국이 지원하는 통신 구역을 말함).

기지국과 통신하는 모든 무선 장치는 상호간에 직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최적이지만, 모든 무선 장치가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다수의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로, 채널 조건 및/또는 무선 장치의 속도가 기지국에서의 정확한 시간

정렬을 억제한다. 둘째로, CDMA 시스템의 일부 사용자는 소프트 핸드오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선 장치

신호 도달 시간은 단지 하나의 기지국과 시간 정렬될 수 있다. 셋째로, 각 기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교 확산 코드

의 수가 제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지국과 통신하는 무선 장치는 이들 코드를 상이하게 스크램블링한 후

재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코드는 다른 무선 장치에게 의사 잡음 코드로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무선 장치 중 일부의 전송은 상호 직교할 것이나 일부는 그렇지 않다. 물론, 서로 직교 전송하는 무선 장치의 수가 많

아질수록 채널의 용량은 더욱 증대한다.

따라서, 서로 직교 전송하는 무선 장치로부터의 전송을 그룹화함으로써 무선 통신 채널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무선 시스템은 무선 자원 관리기(RRM; radio resource manager, 이하 'RRM'이라 함)를 포함하며, 이는 스케

줄러(scheduler)로도 알려져 있다. 다른 기능들 중에서도, RRM은 기지국 또는 기지국의 그룹과 관련된 무선 장치에 

시간 슬롯, 주파수 및 확산 코드를 할당함으로써 상기 기지국 또는 기지국의 그룹에 대한 무선 통신 채널을 관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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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동작하낟. 이들 할당은 채널 품질(C/I 비율)과 같은 채널 조건에 통상적으로 기초하지만, 서비스 품질 요건, 무선 

장치 통신 우선 순위 및/또는 라운드 로빈(round robin) 할당 방식에 기초하여 할당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시간 슬롯은 시간 영역에서 전송 자원의 공유를 분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간 단

위를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시간 슬롯은 상당히 짧으며, 예컨대 1 밀리 초(millisecond) 정도이다. 장치는 하

나 또는 그 이상 연속된 시간 슬롯 동안에 전송 자원이 허여될 수 있다. 상기 시간 간격이 경과한 후, 별도의 장치에 동

일한 전송 자원이 허여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두 장치로부터의 전송은 각각의 시간 슬롯에서 전송되기 때문에 시간

적으로 분리된다. 이와 같이, 장치들은 상호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RRM은 시간 슬롯이 ACDMA 통신을 위한 확산 코드에 할당되었는지 또는 SCDMA 통신을 위한 확산

코드에 할당되었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지된 RRM은 채널 용량을 최대화하는 시간 슬롯 할당을 촉진하기 위해 무선 장치를 ACDMA 통신을 이용/요

구하는 무선 장치(즉, 다른 무선 장치와 직교 통신하고 있지 않은 무선 장치)와, SCDMA 통신을 이용/요구하는 무선 

장치(즉, 다른 무선 장치와 직교 통신하는 무선 장치)로 그룹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는 특정 채널과 관련된 

시간 슬롯이 비(非)-최적의 방법으로 할당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채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채널 및 시

스템 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 슬롯이 SCDMA 코드에 대응하는지 또는 ACDMA 코드에 대응하는지를 RRM이 추적하고, ACDMA 코

드를 필요로 하는 모드로 동작하는 장치가 시간 슬롯 할당의 목적으로 함께 그룹화되며, SCDMA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동작하는 장치가 시간 슬롯 할당의 목적으로 함께 그룹화되도록 무선 장치를 그룹화하여, 이로써 채널 및

시스템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CDMA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셀 내에서 기지국과의 SCDMA 통

신에 대응하는 제한된 확산 코드를 대규모 무선 장치 그룹 사이에서 통신 직교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코드 재사용을 허용하고 시간 슬롯을 SCDMA 코드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치의 그룹에 할

당함으로써, 셀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직교 코드의 수를 확장하는 무선 자원 관리기 기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이 제공하는 방법은 단일 광대역폭 반송파를 이용하여 ACDMA 및 SCDMA 코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로써 가드 대역을 사이에 구비한 다중 반송파를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을 위한 시간 슬롯을 할당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상기 

방법에 있어 상기 장치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성능 특성이 결정된다. 상기 결정되는 하나 이상의 성능 특성에 기초

하여 확산 코드가 할당된다. 상기 할당되는 확산 코드에 기초하여 상기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한 시간 슬롯이 할당된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을 위해 시간 슬롯을 할당하는 장치가 제공되며, 

상기 장치는 중앙 처리 유닛(central processing unit)을 구비한다.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상기 장치에 대응하는 하

나 이상의 성능 특성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되는 하나 이상의 성능 특성에 기초하여 확산 코드를 할당하며, 상기 할당

되는 확산 코드에 기초하여 상기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한 시간 슬롯을 할당하도록 동작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 매체에 구현되는 통신 신호가 제공된다. 상기 무선 

신호는 복수의 시간 슬롯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시간 슬롯 각각은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코드 및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코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장치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의 통신을 지원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무선 통신과 관련된 확산 코드 세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상기 방법에서 상기 기지국에 대응하는 복수의 스크램블링 코드로부터 스크램블링 코드가

선택된다. 제1 확산 코드와 스크램블링 코드의 제1 조합이 제2 확산 코드와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의 조합과 직교하는

전체 코드를 생성하도록, 상기 기지국에 대응하는 복수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 세트로부터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가 선택된다.

본 발명은 장치와 기지국이 상기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최적화된 역방향 링크 코딩 기법 및 반송파를 이

용하여 서로 무선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고정인 장치는 SCDMA 링

크를 이용할 수 있고, 이동 장치는 ACDMA 링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장치 및 기지국의 동기를 모니터

링하며, 이동성 변경(예컨대 고정에서 이동 동작으로의 변경)이 검출되면 현재의 반송파로부터 변경된 이동성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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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CDMA 코드를 갖 는 링크를 채용한 반송파로 통신이 전환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으로서,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을 위해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

공되며, 상기 방법에서 상기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이 결정된다. 상기 동작 프로파일은 유닛 이동도를 포함한다. 상기 

결정되는 상기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의 무선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을 위한 제1 반송파가 선택된다. 상기 제1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장치와 상기 기지국 사이에 무선 통신 링크가 수립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기지국과의 무선 통신을 위해 하나 이상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를 이용하는 장

치가 제공되며, 상기 장치는 송신기와, 상기 송신기와의 동작 교신(operative communication)을 하는 중앙 처리 유

닛을 포함한다. 상기 송신기는 제1 지정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제1 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중앙 처리 유

닛은 동작 프로파일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되는 동작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지정 반송파를 선택하며, 상기 제

1 지정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과의 무선 통신 링크를 수립한다. 상기 동작 프로파일은 유닛 이동도를 포함한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을 위한 무선 신호가 제공되며, 상기 무선 신호는 복

수의 반송파를 포함한다. 상기 복수의 반송파 각각은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또는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중 하나를 제공한다. 상기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 각 반송파는 고정 

무선 장치에 의해 이용되며, 상기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 각 반송파는 이동 무선 장치에

의해 이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를 이용하여 장치로부터 무선 통신을 수신

하는 기지국이 제공되며, 상기 기지국은 수신기와, 상기 수신기와 동작 교신하는 중앙 처리 유닛을 구비한다. 상기 중

앙 처리 유닛은 상기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되는 동작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제1 지정 반송파를 

선택하며, 상기 제1 지정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장치와의 무선 통신 링크를 수립한다. 상기 동작 프로파일은 유닛 

이동도를 포함한다. 상기 수신기는 상기 제1 지정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장치로부터 제1 신호를 수신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다중-반송파 시스템의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장치의 무선 통신부에 대한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기지국의 무선 통신부에 대한 블록도.

도 5는 상기 시스템 및 통신 유닛의 전체 동작에 대한 흐름도.

도 6은 신규 반송파 선택 프로세스의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대안적 하드웨어 구성의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전체 코드 구성을 예시한 셀의 도면.

도 9는 통신 채널의 시간 슬롯 구성도.

도 10은 시간 슬롯 할당을 예시한 테이블도.

도 11은 대안적 시간 슬롯 할당을 예시한 테이블도.

도 12는 예시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표본 성능 평가 그래프.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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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대한 보다 완벽한 이해와 그에 따른 본 발명의 장점 및 특징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이후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도면을 참고하며, 도면에서 동일한 도면 부호는 동일한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도 1에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통신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10으로 표시되어 있다. 통신 시스템(10)은 무선 통신 네트

워크(16)를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지국(14)과 통신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선 장치(12)[핸드헬드(handhel

d) 무선 장치(12a), 무선 타워 컴퓨터(12b), 차량 장착 무선 전화(12c) 및 무선 랩톱 컴퓨터(12d)]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치(12)와 기지국(14)은 본 명세서에서 통상적으로 함께 '유닛(unit)'으로 부른다.

핸드헬드 무선 장치(12a)는 이동 장치의 예이고, 무선 타워(12b)는 고정 장치의 예이며, 차량 장착 무선 전화(12c)는 

이동 장치의 예이며, 무선 랩톱 컴퓨터(12d)는 노매딕 장치의 예이다. 물론, 핸드헬드 무선 장치(12a)와 차량 장착 무

선 전화(12c)는 사용자(또는 차량)가 이동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자(또는 차량)가 고정인 경우에도 동작 가능하므로 

노매딕 장치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 치(12a, 12c)는 사용 중에 통상적으로 이동 상태이므로, 본 명세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동으로 간주한다. 또한 통신 시스템(10)은 통신 링크(20)를 통해 기지국(14)과 연결된 기지국 통

신 네트워크(18)로 구성된다. 통신 링크(20)와 통신 네트워크(18)는 기지국(14) 사이 및/또는 기지국(14)과 외부 서

비스(도시되지 않음)(예컨대, 인터넷 액세스, 뉴스 및 주식 시세 서비스 등) 사이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

는 임의의 구성을 취할 수 있다. 디지털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18) 및 통

신 링크(20)에 대한 구성은 알려져 있다. 예컨대, 통신 링크(20)는 수 메가비트/초·링크와 같은 무선 또는 유선 링크

일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18)는 디지털 스위치, 라우터 및 기타 공지된 디지털 통신 장치들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장치(12)는 임의의 무선 통신 장치이며, 도 1에 도시된 네가지 유형의 장치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각 장치(12)는 기

지국으로, 그리고 기지국(14)으로부터 무선 통신 신호를 수신하고 기지국(14)으로 무선 통신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부(상세하게 후술함)를 포함한다.

무선 통신 네트워크(16)는 광대역 시스템인 것이 바람직하다. '광대역'이란 용어는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최소 5 ㎒ 대역폭을 갖는 시스템을 말한다. 광대역 시스템은 다중-반송파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

기 다중-반송파 시스템에서 반송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장치(12) 및/또는 기지국(14) 사이의 무선 통신 링크가 수립

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역방향 링크용 다중-반송파 시스템의 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2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다 중-반송파 시스템(22)은 복수의 반송파, 즉 반송파 A(24a), 반송파 B(24b) 및 반송파 C(24c)로 

이루어진다. 도 2는 인접 반송파를 도시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다중-반송파 시스템(22)은 반송파 A 내지 C(24a, 24b, 24c)가 각각 1.25 ㎒ 반송파 채널인 5 ㎒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개별 반송파는 그 반송파를 사용하는 장치에 대한 개개의 특징에 적합한

개개의 링크 구성(예컨대 ACDMA 및 SCDMA 무선 통신 링크)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이, 그리고 본 발명

의 원리에 따라, 반송파 A(24a)는 ACDMA 역방향 링크를 지원하도록 사용할 수 있으며, 반송파 B(24b)는 SCDMA 

역방향 링크를 지원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무선 통신 네트워크(16)는 무선 고속 데이터 프로토콜(HDP: Highspeed Data Protocol) 또는 무선 디지털 가입자 회

선(DSL; Digital Subscriber Line) 신호를 채용하는 무선 고속 고정 액세스 데이터 시스템을 포함한 임의의 무선 통

신 시스템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음이 고려되었다. 또한, 무선 통신 네트워크(16)는 무선랜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음이 고려되었다. 무선 고속 데이터 프로토콜, 무선 D니 신호 및 무선랜 신호를 제공하는 표준 프로토콜은 알려져 

있다. '프로토콜'은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패킷 내에서 데이터의 구성(예컨대 패킷 헤더, 풋터(fo

oter) 및 패킷 사이즈 등)을 말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장치(12)의 무선 통신부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12

)의 무선 통신부는 장치 수신기(26) 및 장치 송신기(28)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치 수신기(26)와 장치 송신기

(28) 각각은 장치의 중앙 처리 유닛(30)에 연결되고 이에 의해 제어된다. 장치 수신기(26)와 장치 송신기(28)는 다른 

유닛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다른 유닛으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안테나(32)에 연결된다.

장치 수신기(16)는 기지국(14)에 의해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치 송신기(28)는 안테

나(32)를 통해 기지국(14)으로 CDMA 확산 대역 신호(예컨대, ACDMA 및 SCDMA 확산 대역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

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치의 중앙 처리 유닛(30)은 상세히 후술하는 장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임의의 중앙 

처리 유닛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장치의 중앙 처리 유닛(30)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버퍼링하며, 지정 기능(후술함)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메모리(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거나 이를 액세스하도

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치의 중앙 처리 유닛(30)은 장치(12)로 하여금 다중-반송파 시스템에서 반송

파 사이를 전환하게 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장치(12)가 반송파 전환의 필요를 결정하는지 여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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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14)과 같은 별도의 유닛으로부터 수신된 명령에 기초하여 반송파 전환이 수행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하

다.

장치(12)는 그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에 따라, 역방향 링크 상에서 SCDMA 또는 ACDMA 통신을 사용하여 기지국(14

)과 통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다중-반송파 무선 통신에서 반송파를 변경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적절한 

반송파 핸 드오프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ACDMA와 SCDMA 통신 링크 사이를 전환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기지국(14)의 블록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14)은 기지국 수신

기(34) 및 기지국 송신기(36)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지국 수신기(34)와 기지국 송신기(36) 각각은 기지국

중앙 처리 유닛(38)에 연결되어 이에 의해 제어된다. 또한 기지국(14)은 장치(12)에 의해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고 

장치(12)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각각 기지국 수신기(34) 및 기지국 송신기(36)에 연결된 기지국 안테나 서브시스템

(40)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지국(14)은 통신 링크(20)를 통해 기지국(14)을 통신 네트워크(18)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 하드

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지국 링크(42)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는 플

러그, 잭 및 전자 회로 소자의 형태를 취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는 실행될 경우, 통신 네트워크(18)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통신 네트워크(18)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드라이버 및 기타 기능을 제공한다.

기지국 수신기(34)는 복수의 장치(12)로부터 ACDMA 및 SCDMA 신호와 같은 무선 확산 대역 CDMA 신호를 수신하

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지국(14)은 장치(12)로 하여금 그들의 전송 타이밍을 조정하여 전송 중에 동

기 정렬을 유지하도록 시간 정렬 명령을 장치(12)로 전송한다. 무선 통신 환경에서 시간 정렬 명령을 결정하고 전송하

는 기술은 공지되어 있다.

기지국 중앙 처리 유닛(38)은 후술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는 저장 유닛을 포함하

거나 이를 액세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저장 유닛은, 장치(12)와의 진행중인(in-progress) 통신에 해당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장치(12) 및 통신 네트워크(18) 등으로/으로부터 전송 및/또는 수신되는 데이터의 버퍼링을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설명된 기지국(14)의 기능을 제공하는 임의의 중앙 처리 유닛을 

사용할 수 있다.

장치(12) 및 기지국(14) 모두의 경우에, 각 장치의 전술한 구성 요소 각각은 각 구성 요소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 구조를 갖도록 구성된다. 또한, 각 개개의 장치(12) 및 기지국(14)의 구성 요소의 임의의 조합(예컨대 수신기, 송

신기 및 중앙 처리 유닛)은 단일 반도체 집적 회로로서 제공될 수 있음이 고려되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각 기지국(14)은 다중-반송파 환경에서 하나의 반송파 또는 복수의 반송파 조합을 사용하여 장치(

12)와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다. 또한, 각 기지국(14)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작 프로파일 특성에 기초하여, 

ACDMA 링크 또는 SCDMA 링크, 특히 역방향 링크를 통해 장치(12)와 통신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동작한다. 이

들 특성에는 장치가 이동 또는 고정인지와, SCDMA 동작을 위해 사용 가능한 충분한 직교 확산 코드가 존재하는지가

포함된다.

시스템(10) 및 통신 유닛의 전체적 동작은 도 5와 관련하여 설명하며, 장치(12)와 기지국(14) 사이의 통신과 관련하

여 설명한다.

초기에, 장치(12)의 동작 프로파일이 결정되며(단계 S100), 기지국(14)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작 프로

파일에는 장치의 이동도를 나타내는 특성 이 포함된다. 이동도는 고정 또는 이동과 같이 이진 결정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또는 구체적인 이동도가 결정되고 동작 프로파일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다. 기지국(14)에서 수신 신호의 타

이밍 변동에 기초하여 이동 장치(12)의 속도를 추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이동도를 결정하는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 초

기에, 속도 추정을 위해 SCDMA 반송파 또는 ACDMA 반송파 상의 액세스 채널 혹은 시그널링 채널이 사용될 수 있

다. 기지국(14)은 장치(12)로 전송된 시간 정렬 변화의 주파수를 추적함으로써 장치(12)의 이동도를 추정한다. 상기

와 같이, 이동도는 이동성이 미리 지정된 값보다 작은 경우에 고정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또는 이동성이 미리 지정된

값보다 큰 경우에 이동으로 설정될 수 있다. 상기 미리 지정된 값은 칩 속도와, 장치(12)와의 SCDMA 링크를 유지하

기 위한 기지국의 결과적 능력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치(12)는 그 자신의 이동도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을 기지국(14)에 제공할 수 있음이 고려되었다. 예컨대, 장

치(12)는 시간에 걸쳐 장치(12)의 위치 변경(즉, 속도)을 결정하는 GPS 수신기(global positioning receiver)와 같은 

추적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다.

장치(12)와 기지국(14) 사이의 통신 링크용 반송파는 동작 프로파일에 적어도 일부 기초하여 선택된다(단계 S102). 

반송파는 SCDMA 확산 대역 통신 링크 및 ACDMA 확산 대역 통신 링크에 전용된 다중-반송파 환경의 반송파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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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지국(14)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치(12)도 상기 반송파를 선택할 수 있음이 고려되었다. 반송파 선

택 프로세스는 상세히 후술한다.

통신 링크는 상기 선택된 반송파를 사용하여 수립되며(단계 S104), 장치(12)와 기지국(14) 사이의 데이터 통신은 상

기 선택된 반송파를 사용하여 개시된다(단계 S106). ACDMA 통신 링크로서 수립된 통신 링크는 ACDMA 통신을 위

해 시스템이 제공하는 설비를 사용하여 진행된다. 예컨대, ACDMA 통신 링크를 지원하는 반송파 상에서 이동 장치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이동 장치(12)[예컨대, 차량 장착 무선 전화(12c)]와 다수의 기지국(14) 사이에서 '소프트 핸드오

버' 기법을 채용할 수 있다.

데이터 통신은 통신 세션(즉, 호, 데이터 전송 등)이 지속되는 동안 상기 통신 세션이 종료되거나 장치(12)의 동작 프

로파일 변경이 검출될 때까지 계속된다(단계 S108).

장치(12)의 동작 프로파일 변경은 단계(S100)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결정되는 초기 동작 파일과 유사한 방법

으로 검출된다. 특히, 기지국(14)은 장치(12)의 이동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장치(12)가 자기 자신의 이

동도를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랩톱(12d)과 같은 노매딕 장치는 고정 상태를 반영하는 자신의 초기 동작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통신을 수립했을 수 있다. 랩톱(12d)은 이동을 시작하여, 이로 인해 고정에서 이동으로 자신의 동작 상태 변

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랩톱(12D)이 초기에 이동하지 않다가 이어서 이동을 시작하는 기차 또는 차량에서

동작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동작 프로파일의 변경을 검출하면(단계 S108), 어쩌면 신규인 반송파가 상기 변경에 기초

하여 선택된다(단계 S110). 상기 신규 반송파는 상기 다중-반송파 광대역 통신 환경 내의 반송파인 것 이 바람직하다

.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 변경은 신규 반송파의 선택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

컨대, 상기 신규 반송파에 의해 지원되는 역방향 SCDMA 링크에 사용 가능한 확산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그

렇다. 기지국(14)이 신규 반송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치(12)가 신규 반송파를 선택하고 신규 반송파 정

보를 기지국(14)에 제공할 수 있음이 고려되었다.

단계(S104)와 관련하여, 통신 링크는 신규 반송파를 사용하여 수립된다(단계 S112). 통신 세션을 종료하지 않으면서

무선 반송파 주파수 사이를 전환하는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 단계(S108-S112)에서 동작 프로파일 변경의 모니터링

과 이에 이은 신규 반송파 선택은 통신 세션이 완료될 때(단계 S114)까지 계속된다.

단계(S102) 및 단계(S110)의 신규 반송파 선택 프로세스는 도 6의 흐름도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장치가 고정인지 또

는 미리 지정된 정도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동작 프로파일을 평가된다. 만약 장치가 고

정이고(단계 S116), SCDMA를 지원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반송파에서 확산 코드(예컨대, 직교 Walsh 확산 코드)

를 사용할 수 있으면(단계 S118), SCDMA 채널을 구비한 반송파가 선택된다(단계 S120). 이는 무선 타워 컴퓨터(12

b)와 같은 고정 무선 장치의 경우에 그렇다. 사용 가능한 확산 코드가 없으면, ACDMA 채널을 구비한 반송파가 사용

된다(단계 S122).

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는 고정이 아니지만(단계 S116) 현재 이동이 아닌(단계 S124) 장치에 대하여 확산 코드가

사용 가능하면(단계 S118) SCDMA 채널 을 구비한 반송파가 선택된다. ACDMA 채널을 구비한 반송파는 확산 코드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된다.

현재 이동인 것으로 카테고리 분류되는 장치(단계 S124), 즉 고정이 아니거나 미리 지정된 양보다 많은 이동도를 갖

는 장치[예컨대, 무선 전화(12a) 및 차량 장착 무선 장치(12c)]는 ACDMA 채널을 구비한 반송파를 사용한다(단계 S

122).

동작 프로파일은 장치가 고정인지 또는 이동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동작 

프로파일은 장치의 이동성 이력을 저장함으로써 장치가 노매딕 장치임을 표시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상기 이동성 

이력은 장치의 초기 동작 특성을 고정 또는 이동으로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 중에 통상적으

로 고정이지만 이동 사용에 적합한 장치는 통상적으로 노매딕 장치인 것으로 생각된다.

SCDMA 코드를 사용하는 장치(12)는 자신의 1차 기지국(primary base station)(14) 이외의 기지국과 소프트 핸드 

오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들 다른 기지국(14)은 상기 SCDMA 코드를 각 기지국에 특정된 '커버(cover)' 스크램블

링 코드와 직교 코드의 조합에 의해 생성된 통상의 의사-잡음 코드로서 수신한다.

예컨대, 주 링크로서 기지국(14)(기지국 A라 칭함)과 관련된 장치(12)는 SCDMA 직교 가변 확산 인자(OVSF; ortho

gonal variable spreading factor) 트리 또는 직교 코드 세트로부터의 코드 C1과, 기지국 A와 관련된 스크램블링 코

드 S1을 가지고 있다. 장치(12)가 고유의 스크램블링 코드 S2를 갖는 또 다른 기지국(14)(기지국 B라 칭함)과의 소프

트 핸드오프에 진입하면, 장치(12)로부터 기지국 A로의 전송은 SCDMA 모드를 사용하지만, 기지국 B에서 수신되는 

동일한 전송은 단지 별도의 의사-잡음 코드로서 경험된다. 따라서, SCDMA 모드인 장치(12)는 다른 기지국과 소프트

핸드오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들 기지국이 동일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구비하는 경우(이러한 구성은 섹터화된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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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적용될 수 있음)가 아니면 이들 기지국과 SCDMA 모드로 동작할 수 없다. 따라서, 소프트 핸드오프하는 SC

DMA 모드 장치는 1차 기지국이 기지국 B인 SCDMA 장치에 대해서 간섭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이들이 동일한 반

송파 주파수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 핸드오프하는 장치(12)는 먼저 ACDMA 반송파로 이동(migration)할 수 있으며, 이는 이들 장치의 코드가 비(

非) 1차 기지국에 의해 의사-잡음 코드로 보일 것이며 따라서 이들 기지국에서 셀 내의(in-cell) (비 소프트 핸드오프)

SCDMA 코드 사용자에게 간섭원(source of interference)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은 선택된 링크 유형이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그 장치에 대한 최적의 링크가 되도록 통신 링크, 특

히 역방향 링크가 수립되고 유지되는 다중-반송파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신 링크의 유형은 링크 유형

의 변경이 필요하도록 동작 프로파일이 변경되는 경우(예컨대, SCDMA 링크를 사용하는 노매딕 장치가 이동을 시작

하여 ACDMA 동작이 바람직하게 되는 경우)에 변경된다. 또 다른 예로서, 링크는 SCDMA 코드를 사용하는 장치가 

소프트 핸드오프 진입을 필요로 할 때 변경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소프트 핸드오프에서 2차 기지국(secondary base station)(14)의 수신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장치(12)의 

동기를 유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장치(12) 가 2차 기지국(14) 중 하나로 핸드오프되는 경우에[이의 파일롯(pilot)이

가장 강하게 사용 가능케 되는 것에 기인함], 동기 정보는 장치(12)가 SCDMA 코드의 사용으로부터 즉각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저 이동성 및 고 이동성 장치를 지원하면서 사용중 이동성이 변경되는 장치를 수용하는 다중-반

송파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소수의 부반송파(subcarrier) 사이에서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분할하는 것은 

반송파별로 이용되는 칩 속도를 감소시킨다. 보다 낮은 칩 속도는 SCDMA 동작에 필요한 시간 정렬을 수립하고 유지

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 SCDMA 반송파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장치, 즉 저 이동성 장치는 

고 이동성 장치와 같이 시간 정렬을 유지할 수 없는 장치들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격리된다. SCDMA 동작을 위한 

엄격한 시간 정렬 요건과 소프트 핸드오프에서 모든 2차 기지국 내부의 동기 결여는 SCDMA 동작의 이점을 감소시

킨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본 발명은 다중-반송파 광대역 시스템으로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별 반송파는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반송파 유형 분포를 제공하도록 구성 및 재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세 개의 1.25 ㎒ 반송파를 지원하는 5 ㎒ 

다중-반송파 시스템은 SCDMA 반송파 대 ACDMA 반송파의 비율이 시스템 및 시스템의 사용자들에게 적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오피스 파크(office park)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스템이 이동 장치보다 많은 고정 

장치를 지원하는 경우에, 시스템 제공자는 두 개의 반송파를 SCDMA 동작에 할당하고, 하나의 반송파를 ACDMA 동

작에 할당할 수 있다. 고정 대 이동 장치의 분포가 변경되면, 시스템 제공 자는 필요에 따라 보다 많은 ACDMA 반송

파와 보다 적은 SCDMA 반송파를 지원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의 유연성으로 인해 시스템 제공자는 제공자의 필요 및 시스템에 놓인 요구에 기초하여 전 시스템 규모로 또는 셀/섹

터별 규모로 반송파 할당 비율을 최적화할 수 있다.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에서 SCDMA 코드와 

종래의 의사-잡음 ACDMA 코드의 상호 보안적 이용을 다룬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CDMA 코드는 칩 타이밍 

정렬에 있어 미소한 편차만을 허용하며 따라서 상당히 정확한 칩 동기를 요구하는 직교 코드라는 점에서, ACDMA 코

드와 상이하다. 셀/섹터 구역에 걸쳐 분포하는 장치에 대한 역방향 링크에 적용할 경우에, SCDMA 코드는 셀 내(intr

a-cell)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용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동기를 지정된 허용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SCDMA 코드의 성능은 ACDMA 코드의 성능까지 점진적으로(gracefully) 저하된다. 덧붙여,

동기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ACDMA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는 ACDMA 코드가 SCDMA 코드와 관

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수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발명은 역방향 링크에서 이용하기 위한 두가

지 액세스 모드를 제공하며, 상기 역방향 링크에서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에 최적인 모드가 선택되고 이로써 ACDMA 

및 SCDMA 액세스 모드 양자로부터 생기는 이점을 최대화한다. 그 결과로서 셀 및 시스템 용량이 증가한다.

본 발명의 전술한 측면에서, 주파수 영역 다중(FDM)은 ACDMA 통신 및 ACDMA 통신을 위한 개별 통신 채널을 생

성하기 위해 채용된다. 이러한 구성은 단일 광대 역 채널과 대조적으로 각 채널에 대해 보다 협대역의 반송파를 채용

하기 때문에, 보다 협대역은 기지국에서 RAKE 수신기의 다중 경로 분해능(resolution)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시스템 및 셀 내에서 SCDMA 및 ACDMA 통신 모두를 지원하지만, FDM 시스템 보다 관리가 용이하고, 인접

채널간 가드 대역을 제공할 필요가 제거됨으로 인해 FDM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며, FDM 시스템에서 구현 가능한 것

보다 더 효율적인 소프트 핸드오버 지원 수단을 제공하는 무선 통신 환경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 

및 시스템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해 제공된다. 이러한 대안적 실시예를 지금부터 설명한다.

상기 대안적 구성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예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도 7은 도 1에 도시된 구성과 유사하며, 무선 자

원 관리기(RRM)(44)가 추가되어 있다. RRM(44)은 기지국(14)과 연결되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RRM(44)은 기지

국(14)의 물리적 경계 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또는 원격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기지국(14)의 다른 구성 요소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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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RRM(44)의 물리적 위치 및 배치는 RRM(44)이 제공하는 기능을 대응하는 기지국(14)이 이

용할 수 있는 한 중요하지 않다. 또한, 도 7은 각 기지국(14)에 대하여 하나의 RRM(44)을 도시하고 있지만, 기지국과

RRM 사이의 일대일 관계가 요구되지는 않음이 고려되었다. 이처럼, RRM(44)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지국(14)를 

지원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RRM(44)은 후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코드를 실행하도록 구성된 범용 또는 전용 컴퓨터

이다. RRM(44)의 계산 성능 및 메모리 저장 용량은 장치(12) 및 기지국(14)의 예상량을 지원하도록 당업자에 의해 

적절한 크기로 만들 수 있다. RRM(14)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코드 저장을 위해 램(RAM)과 같은 휘발성 저장 장치, 

롬(ROM)과 같은 비휘발성 저장 장치 및/또는 고정 디스크(fixed disc)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그리고 프로그램 소프트

웨어 코드를 실행하는 중앙 처리 유닛(central processing unit)과 RRM(44)을 기지국의 나머지 구성 요소 중 하나 또

는 그 이상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RM(44)이 수행하는 기능(코드 할당과 같이 당업자에게 공지된 것임)과 더불어,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RRM(44)은 

다수의 부가적인 면, 즉 직교성 및/또는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에 기초한 통신 채널 시간 슬롯 관리 능력 및 코드 재사

용 관리 능력을 포함한다. 상기 각 부가 기능은 자세히 후술할 것이다.

코드 재사용 및 시간 슬롯 관리 기능이 기지국(44)에 의해 수행되는 부가 기능으로 설명되었으나, 상기 부가 기능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별도 RRM(44)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즉, 하나 보다 

많은 RRM(44)이 기지국(14)을 지원하도록 사용되어, 기존 RRM 기능이 기존 RRM(44)에서 유지되고 본 발명의 일부

로서 설명된 부가 기능이 동일한 기지국(14)을 지원하는 또 다른 신규 RRM(44)에 의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코드 업그레이드 및 장비 갱신을 피할 수 있다. 물론, 당업자라면 설명한 기능

들을 새로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코드 배포의 일부로서 구현하고 기존 RRM(44)에 로드(load)할 수 있음을 양지할 

것이다.

본 발명의 코드 재사용 특징을 먼저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교 통신의 이점 중 하나는 통신 채널 용량이 증가

한다는 것이다. 상향 링크에 SCDMA 배치를 이용하는 패킷 기반 시스템은 비동기 CDMA 시스템에 비하여 3 ㏈ 내지

9 ㏈의 이득을 제공한다. 그러나, SCDMA 채널에서 이용 가능한 스크램블링 코드의 한정된 수량은 증가된 채널 용량

의 혜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통상적으로, CDMA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체 확산 대역 코드에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확산 코드가 포함된다. 스크램

블링 코드는 전체 코드 중 특정 기지국에 공통적인 부분이며, 사용 중인 확산 코드 세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전체 코드 중 상기 부분은 RRM(44)에 의해 관리되고, 해당 기지국(14)과 통신하는 각 장치(12)에 할당된다. 확

산 코드는 전체 코드 중 RRM(44)에 의해 특정 무선 장치(12)에 할당되는 부분이며, 무선 장치(12)로부터 수신되는 

통신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SCDMA 모드로 통신하는 무선 장치(12)에 직교 코드로서 할당되는 것은 전체 코드 

중 확산 코드부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제한되는 것은 이들 직교 확산 코드이다. 다수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하나의 기

지국과 연관시킴으로써, 준 직교성(quasi-orthogonality)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직교 확산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으며

, 이로써 후술하는 시간 슬롯 관리 기능과 상호 협조하는 방법으로 셀 내의 SCDMA 용량이 증가된다.

본 발명의 다중 스크램블링 코드 할당 및 관리 기능의 예는 도 8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도 8은 도 7의 기지국(14)에 

대응하는 셀(46)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셀(46)은 S1, S2로 식별되는 두 개의 스크램블링 코드와, C1, C2로 식별되는

두 개의 확산 코드 세트를 지원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두 개의 스크램블링 코드 및 두 개의 직교 확산 코

드의 구성은 네 개의 개별적인 전체 코드를 산출한다. 물론, 본 발명은 셀당 두 개의 스크램블링 코드 및 두 개의 확산 

코드 세트에 한정되지 않는다. 셀의 용량 요건에 기초하여 각각에 대하여 임의의 수량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코드(48)는 스크램블링 코드(S2) 및 직교 확산 코드 세트(C1)를 포함하고, 전체 코드(50)는 스크램블링 코

드(S2) 및 직교 확산 코드 세트(C2)를 포함하며, 전체 코드(52)는 스크램블링 코드(S1) 및 직교 확산 코드 세트(C2)를

포함하며, 전체 코드(54)는 스크램블링 코드(S1) 및 직교 확산 코드 세트(C1)를 포함한다. 동일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는 전체 코드는 상호 직교하지만, 셀(46) 내의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와는 직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도 8의 

직사각형 내에 도시된 전체 코드(전체 코드 48 및 50)는 상호 직교하며, 타원 내에 도시된 직교 코드(직교 코드 52 및

54)도 그러하다. 그러나, 전체 코드(48, 50)는 전체 코드(52, 54)와 직교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셀(46) 내에서 전체 

코드 사이의 준 직교성이다.

준 직교성은 동일한 직교 확산 코드 세트를 셀 내에서 재사용하여 셀 내의 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SCDMA 모드에서

동작하는 추가 장치(12)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RRM(44)은 장치(12)가 전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송 프레임의 

수 또는 장치(12)가 상기 할당된 전체 코드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 시간 지속 기간(time duration)에 대하여 각 

무선 장치(12)에 지시함으로써 통신 채널을 추가로 관리한다. 확산 코드의 재사용과 함께 프레임 통신 수량 및 전송 

시간 지속 기간을 관리함으로써 각 셀(46)의 무선 장치 용량이 공지된 CDMA 시스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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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셀(46) 내에서 동일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는 전체 코드는 상호 직교한다. 이와 같이, 이들 직

교하는 전체 코드를 특정 시간 슬롯에 할당함으로써 각 시간 슬롯 내의 직교성이 유지된다. 도 9는 복수의 시간 슬롯, 

즉 시간 슬롯 X, Y에서 시간 슬롯 Z까지로 분할된 통신 채널(56)을 도시하고 있다. CDMA 통신 채널을 시간 슬롯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공지되어 있다. RRM(44)은 셀(46) 내에서 무선 장치(12)로부터 기지국(14)으로의 상향 링크 통신

용 시간 슬롯을 할당한다. 각 시간 슬롯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선 장치(12)로부터의 통신을 지원한다.

시간 슬롯 할당의 예가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도 10에 도시된 시간 슬롯 테이블은 두 개의 시간 슬롯, 즉 시간 슬롯 

X 및 시간 슬롯 Y를 포함하고 있다. 간단히 하기 위해 단지 두 개의 시간 슬롯을 개시하였으며, RRM(44)에 의해 관리

되는 주어진 채널에 대하여 모든 시간 슬롯을 포함하는 유사한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도시된 바

와 같이, 시간 슬롯 X는 장치 A, C, E 및 G를 지원한다. 시간 슬롯 Y는 무선 장치 B, D, F 및 H를 지원한다. 소프트 핸

드오프 및 다중경로 페이딩과 같은 전술한 요인으로 인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각 통신 시간 슬롯에 할당된 무

선 장치는 동일한 시간 슬롯에 할당된 다른 장치(12) 각각에 직교하는 모드로 통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전체 코드(48) 또는 전체 코드(50)로부터 전체 코드가 할당된 장치(12)는 시간 슬롯 X 또

는 시간 슬롯 Y 중 하나에 각각 할당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하나의 기지국에 동기될 수 있는 소프트 핸드오프 중인 

무선 장치 또는 다중 경로 페이딩과 같은 전술한 이유 때문에, ACDMA 코드를 이용하여 동작할 필요가 있어 모든 장

치에 직교 확산 코드가 할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직교 동작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이전에 동

일한 시간 슬롯이 할당된 장치(12)는 현재 직교 동작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서, RRM(44)에 의해 직교 동작 중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는 장치가 도 10에 어둡게 표시된 직교성 표시자(58)

에 의해 도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간 슬롯 X의 장치 C, G 및 시간 슬롯 Y의 장치 B, F가 직교 동작하고 있지 않음

이 도 10의 예에 도시되어 있다. 그 결과는 채널 이득의 저하 및 그에 따른 채널 용량 감소이다. 채널 조건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RRM(44)은 직교 코드를 이용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치(12)를 함께 그룹화하여 채널 용량을 최적화하

도록 시간 슬롯을 재할당한다. 이러한 재그룹화의 예는 도 11과 관련하여 개시 및 설명한다. 채널 조건은 예컨대 이전

에 스케줄된 전송의 수신 신호 강도를 결정함으로써, 또는 장치와 기지국 간에 진행중인 저(低) 데이터 속도 시그널링

접속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시그널링 채널로부터 모니터링될 수 있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간 슬롯 X는 RRM(44)에 의해, 소프트 핸드오프 중이 아닌 장치와 같이 직교 통신으로

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치로 재할당되어 있다. 도 11에 도시된 예에서, 장치 A, D, E 및 H는 이러한 장치이다. 이

들 장치는 도 8에 도시된 전체 코드(48, 50) 또는 전체 코드(52, 54)와 같이 상호 직교하는 직교 확산 코드가 할당되

어 있다. 제한된 직교 코드의 이용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치는 무선 장치 B, C, F 및 G를 포함하는 도 11의 

시간 슬롯 Y와 같은 별도의 시간 슬롯에 함께 그룹화된다. 무선 장치 B, C, F 및 G는 하나 이상의 다른 기지국과 소프

트 핸드오프 중인 장치일 수 있다. 소프트 핸드오프 중인 장치는 단지 하나의 기지국에 동기, 즉 시간 정렬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 핸드오프 중인 장치는 셀(46) 내에서 지원되는 나머지 장치와는 시간 정렬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시간

정렬이 되지 않은 모든 장치를 단일 시간 슬롯에 그룹화 및 할당함으로써, 시간 슬롯 Y에서 관찰되는 이득의 결여는 

직교 장치를 시간 슬롯 X에 그룹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에 의해 상쇄된다.

도 12는 예시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표본 성능 평가를 도시하며, 상기 케이스에서 셀당 사용자(용량)의 최대 숫자가

동기(SCDMA) 사용자의 퍼센트에 대한 함수로서 그려져 있다. 모든 사용자가 ACDMA 모드(비동기)에 있는 경우에, 

32 명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사용자가 SCDMA 모드에 있는 경우에, 셀 용량은 44 사용자가 된다(

용량이 ACDMA 경우보다 38 % 증가함).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직교하는 상황은 50 %의 사용자가 A

CDMA이고 50%는 SCDMA 인 시나리오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 용량은 37 사용자이며, 이는 모든 동

기 SCDMA 사용자가 동일한 시간 슬롯에 함께 그룹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간 슬롯 할당을 재조직함으로써 44 사

용자로 증가될 수 있다(부분 직교하는 경우보 다 용량이 19 % 증가됨). 테스트 결과는 단지 예시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것이며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용량 이득은 여기에 주어진 숫자보다 더 크거나 작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

다.

전술한 방법으로 코드 재사용 및/또는 시간 슬롯 할당을 관리함으로써, ACDMA 코드 대 SCDMA 코드를 사용하는 장

치의 분리는 FDM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보다 간단하다. 본 발명은 채널 조건 및 소프

트 핸드오프 요건과 같은 요인에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셀(46) 내에서 이용 가능한 직교 코드의 수를 확장하는 RRM 

기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이는 상기 코드를 재사용하여 준 직교 환경을 달성함으로써, 그리고 SCDMA로 통신하

는 장치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간 슬롯 내에 그룹화하는 방법으로 시간 슬롯을 할당하여, 직교(SCDMA) 코드로부

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할당된 것이 아닌 시간 슬롯과 비교할 때 이들 시간 슬롯 내의 용량을 증가

시킴으로써(시간 슬롯 내의 10 ㏈ 이득은 대략 8배의 용량 증가에 상음함) 달성된다.

본 발명은 패킷 기반 시스템이 무선 장치에 자원을 할당하는 RRM(44)을 통상적으로 구비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에

복잡성을 부가하지 않고도 이러한 장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기존 RRM(44)이 SCDMA 또는 ACDMA 

코드의 할당과, 상기 할당된 코드에 기초하여 전송 시간 슬롯의 할당 및 전송 지속 기간을 결정할 때, 전술한 동작 프

로파일, 불리한 채널 조건(즉, 다중 경로 페이딩 및 핸드오버 동작)과 같은 장치(12)의 성능 특성을 고려하는 구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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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단일의 광대역폭 반송파를 이용하여 ACDMA 및 SCDMA 코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에

가드 대역을 구비한 다중 반송파를 지원해야 할 필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당업자는 본 발명이 앞서 본 명세서에서 특정적으로 개시되고 설명한 것에 한정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위

에서 상반된 언급이 없다면, 모든 첨부 도면은 일정한 스케일(scale)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의 범주 및 사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전술한 교시에 비추어 각종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며, 본 발명의 범위 및 

사상은 이후의 청구항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을 위해 시간 슬롯을 할당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장치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성능 특성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되는 하나 이상의 성능 특성에 기초하여 확산 코드를 할당하며,

상기 할당되는 확산 코드에 기초하여 상기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한 시간 슬롯을 할당하는 것

을 포함하는 시간 슬롯 할당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되는 확산 코드는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코드 및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코드

중 하나에 대응하는 것인 시간 슬롯 할당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성능 특성은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에 대응하는 것인 시간 슬롯 할당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을 식별하고 상기 확산 코드에 대응하는 확산 코드 세트를 식별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할당하며,

상기 할당되는 확산 코드 및 상기 할당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로 구성되는 전 체 코드를 할당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시

간 슬롯 할당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에 대응하는 복수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구비하며,

상기 할당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는 상기 복수의 스크램블링 코드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시간 슬롯 할당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에 대응하는 복수의 확산 코드 세트를 구비하며,

상기 할당되는 확산 코드는 상기 복수의 확산 코드 세트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시간 슬롯 할당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제1 확산 코드 세트와 스크램블링 코드의 제1 조합은 제2 확산 코드 세트와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의

제2 조합에 직교하는 전체 코드를 생성하는 것인 시간 슬롯 할당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의 성능 특성 변경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에 할당되는 상기 확산 코드 및 상기 시간 슬롯 중

적어도 하나를 재할당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시간 슬롯 할당 방법.

청구항 9.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을 위해 시간 슬롯을 할당하는 장치로서,



공개특허 특2003-0084957

- 13 -

중앙 처리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상기 장치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성능 특성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되는 하나 이상의 성능 특성에 기초하여 확산 코드를 할당하며,

상기 할당되는 확산 코드에 기초하여 상기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한 시간 슬롯을 할당하도록 동작하는 것

인 시간 슬롯 할당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처리 유닛과 동작 교신(operative communication)을 하며 상기 기지국과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 인

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며,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상기 할당된 시간 슬롯을 상기 장치로의 전송을 위해 상기 기지국에 제공하는 것인 시간 슬롯 

할당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되는 확산 코드는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코드 및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코드

중 하나에 대응하는 것인 시간 슬롯 할당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성능 특성은 소프트 핸드오프 동작에 대응하는 것인 시간 슬롯 할당 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상기 기지국을 식별하고 상기 확산 코드에 대응하는 확산 코드 세트를 식별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할당하며,

상기 할당되는 확산 코드 및 상기 할당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로 구성된 전체 코드를 할당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더 포

함하는 것인 시간 슬롯 할당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에 대응하는 복수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구비하며,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상기 복수의 스크램블링 코드로부터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를 할당하도록 추가로 동작하는 것

인 시간 슬롯 할당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에 대응하는 복수의 확산 코드 세트를 구비하며,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상기 복수의 확산 코드 세트 중 하나로부터 상기 확산 코드를 할당하도록 추가로 동작하는 것

인 시간 슬롯 할당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제1 확산 코드 세트와 스크램블링 코드의 제1 조합은 제2 확산 코드 세트와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의 제2 조합에 직교하는 전체 코드를 생성하는 것인 시간 슬롯 할당 장치.

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의 성능 특성 변경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에 할당되는 상기 확산 코드 및 상기 시간 슬롯 중

적어도 하나를 재할당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시간 슬롯 할당 장치.

청구항 18.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 매체에서 구현되는 통신 신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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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시간 슬롯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시간 슬롯 각각은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코드 및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코드 중 하나를 이

용하여 상기 장치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의 통신을 지원하는 것인 통신 신호.

청구항 19.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무선 통신과 관련된 확산 코드 세트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기지국에 대응하는 복수의 스크램블링 코드로부터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고,

상기 기지국에 대응하는 복수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 세트로부터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 세트를 선

택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1 확산 코드 세트와 스크램블링 코드의 제1 조합은 제2 확산 코드 세트와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의 제2 조합과 직교

하는 전체 코드를 생성하는 것인 확산 코드 세트 선택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는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인 것인 확산 코드 세

트 선택 방법.

청구항 21.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을 위해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유닛 이동도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되는 상기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의 무선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을 위한 제1 반송파를 선택하며,

상기 제1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장치와 상기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 링크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 변경을 검출하고,

상기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 변경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의 무선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을 

위한 제2 반송파를 선택하며,

상기 제2 반송파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의 무선 통신 링크를 수립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송파 및 제2 반송파 중 하나는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를 제공하며, 상

기 제1 반송파 및 제2 반송파 중 다른 하나는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반송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반송파의 선택은 이용 가능한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의 양에 추가로 기초

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제2 반송파는 상기 이용 가능한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의 양이 미리 지

정된 양보다 적은 경우에 상기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링크에 대응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의 이

용 방법.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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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도는 이동 및 고정 중 하나에 대응하며,

상기 제2 반송파는 상기 이동도가 이동에 대응하는 경우에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를 제공하며, 상기

이동도가 고정에 대응하는 경우에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

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27.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도는 이동 및 고정 중 하나에 대응하며,

상기 제1 반송파는 상기 이동도가 이동에 대응하는 경우에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를 제공하며, 상기

이동도가 고정에 대응하는 경우에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

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도는 상기 장치의 속도가 미리 지정된 양보다 작은 경우에 고정인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

속 반송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도는 상기 장치의 속도가 미리 지정된 양보다 작은 경우에 고정인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

속 반송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30.
제21항에 있어서, 복수의 무선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가 존재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의 이용 방법

.

청구항 31.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유닛 이동도는 상기 기지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송파는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및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중 하나를 제공하며,

상기 제2 반송파는 상기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및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중 다른 

하나를 제공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3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도는 이동 및 고정 중 하나에 대응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3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의 이동도 이력은 상기 장치 및 상기 기지국 중 하나에 저장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

속 반송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3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의 이동도 이력은 상기 장치 및 상기 기지국 중 하나에 저장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

속 반송파의 이용 방법.

청구항 36.
기지국과의 무선 통신을 위해 하나 이상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를 이용하는 장치로서,

제1 지정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제1 신호를 전송하는 송신기와;

상기 송신기와의 동작 교신을 하는 중앙 처리 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유닛 이동도를 포함하는 동작 프로파일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되는 동작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상기 제1 지정 반송파를 선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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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지정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과의 무선 통신 링크를 수립하는 것

인 장치.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정 반송파는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및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중 하나에 대응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정 반송파의 선택은 이용 가능한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의 양에 추가로 

기초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정 반송파는 상기 이용 가능한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의 양이 미리 지정

된 양보다 적은 경우에 상기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링크에 대응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상기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및 상기 동기식 코드 분할 다

중 접속 통신 링크 중 다른 하나에 대응하는 제1 지정 반송파를 제공하는 별도의 인접 기지국과 통신하기 위해 상기 

송신기를 추가로 이용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1.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추가로,

상기 동작 프로파일의 변경을 검출하고,

상기 동작 프로파일의 변경에 기초하여 무선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을 위한 수정된 제1 지정 반송파를 선택하며,

상기 수정된 제1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과의 무선 통신 링크를 수립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제1 지정 반송파는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링크 및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링크 중 하나에 대응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제1 지정 반송파의 선택은 이용 가능한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의 양에 

추가로 기초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제1 지정 반송파는 상기 이용 가능한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의 양이 미

리 지정된 양보다 적은 경우에 상기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링크에 대응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5.
제36항에 있어서, 제2 지정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제2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수신기는 상기 중앙 처리 유닛과 동작 교신을 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되는 제2 신호는 이동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상기 장치의 이동도를 추가로 결정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되는 제2 신호는 상기 장치의 속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상기 장치의 속도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의 이동도를 추가로 결정하는 것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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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 매체에서 구현되는 통신 신호로서,

복수의 반송파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반송파 각각은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및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중 하

나를 제공하며,

상기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 각 반송파는 고정 무선 장치에 의해 이용되며, 상기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 각 반송파는 이동 무선 장치에 의해 이용되는 것인 통신 신호.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반송파는 다중-반송파 광대역 신호로서 구성되는 것인 통신 신호.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반송파 광대역 신호의 대역폭은 5 ㎒ 이상인 것인 통신 신호.

청구항 51.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신호는 상기 장치의 이동도를 더 포함하는 것인 통신 신호.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도는 고정 또는 이동 중 하나에 대응하는 것인 통신 신호.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도는 상기 장치의 속도가 미리 지정된 양보다 적은 경우에 고정인 것인 통신 신호.

청구항 54.
하나 이상의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반송파를 이용하여 장치로부터 무선 통신을 수신하는 기지국으로서,

상기 송신기와 동작 교신하는 중앙 처리 유닛과;

수신기를 포함하며,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유닛 이동도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되는 동작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제1 지정 반송파를 선택하며,

상기 제1 지정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장치와의 무선 통신 링크를 수립하며,

상기 수신기는 상기 제1 지정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장치로부터 제1 신호를 수신하는 것

인 기지국.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정 반송파는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및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링크 중 하나에 대응하는 것인 기지국.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정 반송파의 선택은 이용 가능한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의 양에 추가로 

기초하는 것인 기지국.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정 반송파는 상기 이용 가능한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의 양이 미리 지정

된 양보다 적은 경우에 상기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링크에 대응하는 것인 기지국.

청구항 58.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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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치의 동작 프로파일 변경을 검출하고,

상기 동작 프로파일 변경에 기초하여 무선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을 위해 수정된 제1 지정 반송파를 선택하며,

상기 수정된 제1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장치와의 무선 통신 링크를 수립하 는 것인 기지국.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제1 지정 반송파는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링크 및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링크 중 하나에 대응하는 것인 기지국.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제1 지정 반송파의 선택은 이용 가능한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의 양에 

추가로 기초하는 것인 기지국.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수정 제1 지정 반송파는 상기 이용 가능한 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확산 코드의 양

이 미리 지정된 양보다 적은 경우에 상기 비동기식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링크에 대응하는 것인 기지국.

청구항 62.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제2 지정 반송파를 이용하여 상기 장치로부터 제2 신호를 수신하는 것인 기지국.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되는 제2 신호는 이동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상기 수신되는 제2 신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의 이동도를 추가로 결정하는 것인 기지

국.

청구항 64.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되는 제2 신호는 상기 장치의 속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중앙 처리 유닛은 상기 장치의 속도에 기초하여 상기 장치의 이동도를 추가로 결정하는 것인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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