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L 27/2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7월28일

10-0606049

2006년07월20일

(21) 출원번호 10-2004-0068151 (65) 공개번호 10-2006-0019448

(22) 출원일자 2004년08월27일 (43) 공개일자 2006년03월03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재단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4-2

(72) 발명자 최영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 7동 1314호

윤상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성지아파트 701동501호

박세웅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전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33-17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유환철

(54) 다중 셀 ＯＦＤＭＡ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의 상향 억세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랜덤 억세스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OFDMA 기반 다중 셀을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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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가입자 장치가, 상기 OFDMA 망으로의 랜덤 접속 요청이

있으면 상향 링크 랜덤 접속 채널들 중의 하나의 채널을 랜덤하게 선택하는 제 1 단계; 상기 선택된 채널에서 충돌이 발생

하지 않으면 해당 채널을 통해 접속하는 제 2 단계; 상기 선택된 채널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채널 선택 시도 횟수가 사전에

설정된 소정의 값 이하이면 상기 상향 링크 랜덤 접속 채널 중의 하나의 채널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충돌여부를 확인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의 확인 결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종 선택된 채널을 통해 접속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제

3 단계의 확인 결과 충돌이 발생하면, 상기 제 3 단계로 진행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OFDMA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3

색인어

OFDMA, 랜덤 접속, 도달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OFDMA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 는 종래의 단일 채널의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동작 흐름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채널에 대한 재사용율을 고려한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동작 흐름도.

도 4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적용되는 재시도 횟수 m 을 설정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동작 흐름도.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의한 단일셀에서의 실험 결과 예시도.

도 6a 내지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의한 다중 셀에서의 실험 결과 예시도.

도 7 은 종래의 단일 채널의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설명 예시도.

도 8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 채널에 대한 재사용율을 고려한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설명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의 상향 억세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랜덤 억세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차세대 이동통신에서는 보다 향상된 품질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 고품질의 데이터 전송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만족하기 위한 기술의 하나로 최근에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방식(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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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OFDMA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OFDMA 통신 시스템은 다중 셀 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셀을 관장하는 기지국(BS: Base Station)(11)과,

기지국(11)과 연결되어 IP 망 등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100)와, 각각의 기지국(11)에 할당된 다수의 이동단말기(12-1,

12-2)로 구성된다.

그리고, 기지국(11)과 이동단말기(12-1, 12-2)간의 신호 송수신은 OFDM/OFDMA 방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하나의 기지국에 대해 다수의 가입자 장치(즉, 이동단말기)가 접속을 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가입자 장치가 망

에 초기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랜덤 접속 채널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W-CDMA와 같은 무선 통신망에서도 이동단말기로부터 기지국에 상향 링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ALOHA 계열의

랜덤 접속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무선 통신망에서는 이러한 랜덤 접속 방법을 모든 가입자 장치가 셀에서 공유하는

채널을 접속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랜덤 접속 방법은 음성 서비스에서는 가입자 장치가 독립적인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망에서는 상향 링크에 대한 패킷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OFDMA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망에

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특히,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종래 기술은 대부분 단일 셀에서의 단일 채널만을 고려한다.

도 2 는 종래의 단일 채널의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동작 흐름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랜덤 접속 방법은, 각각의 가입자 장치로 랜덤 접속 요청이 있으면(201), 충돌이 발생하는

지를 확인한다(202).

확인결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접속된다(204). 그리고 확인결과,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된 각각의 가입자

장치로부터의 랜덤 접속 요청을 각각 불특정한 시간 동안 백로그하여 대기한 후(203) 다시 새로운 랜덤 접속 요청을 시도

를 한다(201).

이상의 종래의 단일 채널의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설명 예시도는 도 7에 도시된다. 도 7을 참조하여 이를 설명하면, 통상

의 경우 하나의 가입자 장치로부터 랜덤 접속 요청이 발생하면(A) 랜덤 요청된 슬롯(701)에서 상향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

나, 두 개의 가입자 장치(a, b)로부터 동시에 랜덤 접속 요청이 있는 경우(B)는 요청된 슬롯(703)에서 충돌이 발생하기 때

문에 각각의 가입자 장치에 대해 불특정한 시간(71, 72)동안 백오프를 하도록 한 후 새로운 랜덤 접속 요청을 받아 각각 상

이한 슬롯(706, 710)에서 상향 접속을 수행한다.

한편, "Throughput Analysis of Multichannel Slotted ALOHA Systems in Multiple Log-Normal and Rayleigh

interferers Environment"(VTC92)와 "Multichannel ALOHA data Networks for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Globecom 92)와 같은 논문에서는 최초로 다수 채널에 대한 접속을 가정하고 분석을 했다. 그 이후에 다중 채

널에서 코딩 기법을 결합시킨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OFDMA 시스템은 다수의 부반송파를 사용하므로 셀의 수율을 높

일 수 있지만 주파수 재사용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주파수 재사용율을 고려한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

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OFDMA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을 고려한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OFDMA 기반 다중 셀을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주

파수 재사용율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OFDMA 기반의 다중 셀을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랜덤 접속 채널의 자원 재사용을 위한 접속 재시

도 횟수의 최적값을 찾음으로써 효과적인 충돌 회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을 제공

하는데 또다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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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가입자 장치가, 상기 OFDMA 망으로의 랜덤 접속 요청이 있으면 상향 링크 랜덤 접속 채널들

중의 하나의 채널을 랜덤하게 선택하는 제 1 단계; 상기 선택된 채널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채널을 통해 접속

하는 제 2 단계; 상기 선택된 채널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채널 선택 시도 횟수가 사전에 설정된 소정의 값 이하이면 상기 상

향 링크 랜덤 접속 채널 중의 하나의 채널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충돌여부를 확인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의 확인 결

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종 선택된 채널을 통해 접속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제 3 단계의 확인 결과 충돌이 발생하면,

상기 제 3 단계로 진행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

서는 비록 다른 도면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 및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

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우선,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모든 셀의 상향 링크 랜덤 접속 채널은 각각 N개씩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채널에 대한 재사용율을 고려한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동작 흐름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랜덤 접속 방법은, 각각의 가입자 장치에서 랜덤 접속 요청이 있으면

(301), 다중 채널 중의 하나의 채널을 랜덤하게 선택한다(302). 이와 같은 랜덤 채널 선택 과정에서, 하나의 채널일 경우

동일한 시간 슬롯에 대해 충돌시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랜덤 시간동안 백로그 하는 특징과 비교되는, 본 발명의 특징

이 있다. 즉, 하나의 채널이 아니고 다중 채널이기 때문에 충돌된 두 개 이상의 랜덤 접속 요청이 랜덤 채널 중의 하나씩으

로 나뉘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기술에서와 같이 충돌시에 백로그하는 동작을 배제하고, 랜덤 채널의 선택을

통해 충돌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랜덤 채널을 선택하고(302) 해당 채널에서 충돌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여(303),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공적으

로 접속된다(307).

확인결과(303),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된 각각의 가입자 장치로부터의 랜덤 접속 요청에 대해 각각의 재시도 횟수가 사전

에 설정된 소정의 임계값(m) 보다 큰지를 확인하여(304) 소정의 임계값 이하이면 해당 가입자 장치의 재시도 횟수(본 발

명의 도 3에서는 최초의 랜덤 접속 요청에 대해 "1"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시한다.)를 증가시킨 후(305) 랜덤 채널 선택 과

정(302)으로 진행한다.

한편, 304 과정의 확인 결과, 충돌된 각각의 가입자 장치로부터의 랜덤 접속 요청에 대해 각각의 재시도 횟수가 사전에 설

정된 소정의 임계값(m)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장치의 랜덤 접속 요청을 불특정한 시간 동안 백로그하고(306), 다시

새로운 랜덤 접속 요청을 시도한다(301).

이상의 설명에서 충돌이라 함은 각 가입자 단말기가 랜덤 접속 채널로의 접속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 채널에 대한 재사용율을 고려한 랜덤 접속 방법에 대한 설명 예시도는 도 8과 같이

도시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랜덤 접속 채널은 5개(81, 82, 83, 84, 85)로 구성되며 각각의 채널은

동일한 시간축으로 이루어진 시간 슬롯들(811 내지 820, 821, 내지 830, 831 내지 840, 841 내지 850, 851 내지 860)로

구성된다.

도 8을 참조하여 이를 설명하면, 각각의 가입자 장치로부터 랜덤 접속 요청이 발생하면(A, B, C) 우선 각각의 가입자 장치

에 대해 랜덤하게 채널이 선택된다. 즉 예시된 바에 따르면 A에 대해서는 81채널이 선택되고, B에 대해서는 84채널이 선

택되고, A에 대해서는 85채널이 선택되어 각각 랜덤 요청된 슬롯(811, 841, 851)에서 상향 접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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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개이상의 가입자 장치가 랜덤 접속 요청을 하여 각각의 가입자 장치가 각각 랜덤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 D와 같

이 823이라는 슬롯를 동시에 2 가입자 장치가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복수의 가입자 장치가 동시에 같은 채널

의 같은 슬롯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기술과 같이 랜덤 시간동안 대기한 후 백로그하여 다시 새로운 랜덤 접속 요청

을 시도하지 않고, 충돌한 각각의 가입자 장치가 다시 한번 랜덤하게 채널을 선택하여 다음 슬롯을 결정한다. 그 결과 충돌

한 각각의 가입자 장치는 슬롯 814 와 슬롯 844에서 접속이 이루어진다(E, F).

또한, I, J와 같이 슬롯 836에서 충돌이 발생하여(I) 다시 랜덤 채널 선택을 하였으나 슬롯 847에서 다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J)에도 랜덤 채널을 선택한 횟수가 사전에 설정된 재시도 횟수(m)를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는 충돌한 각각의 가입자 장치가 랜덤하게 채널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 결과 I, J에서 충돌한 각각의 가입자 장치

는 슬롯 818 와 슬롯 838에서 접속이 이루어진다(K, L).

또한, 충돌이 계속 발생하여 사전에 설정된 재시도 횟수(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기술과 같이 각각의 가입자 장치

가 랜덤 시간동안 대기한 후 백로그하여 다시 새로운 랜덤 접속 요청을 시도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모든 셀의 상향 링크 랜덤 접속 채널은 각각 N개씩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모든 셀의 랜덤 접속

채널에 대해 재사용율 1로 동작한다. 즉 모든 가입자 단말기는 상향 링크에서 N개의 채널 중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해서 전

송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사전에 설정된 재시도 횟수 m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에서 망의 패킷 도착율을 예측

하여 그 값을 설정한다.

도 4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적용되는 재시도 횟수 m 을 설정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동작 흐름도이다.

도 4 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재시도 횟수 m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에서 패킷의 총 도달율(Total arrival rate, R)을

추정하여(401) m값을 설정한다.

여기서 총 도달율(R)에 대한 추정은 하나의 슈퍼프레임(Superframe) 내에 모든 사용자에 대해 랜덤 접속을 시도한 전체

회수를 더하여 수행하며, 여러 개의 슈퍼프레임에 대해 평균적인 값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각의 m 값은 총 도달율(R)이 전체 채널 수 N에 따라 분석 또는 실험에 의해서 미리 계산된 값인 R1, R2,..., Rn-1과의 대

소 관계에 따라 1 내지 n 의 값을 가지도록 한다(402 내지 408).

여기서, R1, R2,..., Rn-1의 값은 전체 채널 수 N에 따라 분석 또는 실험에 의해서 미리 계산된 값을 할당한다. n은 시스템에

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의한 단일셀에서의 실험 결과 예시도이

다.

도 5a 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을 적용한 경우의 단일 셀에서의 수율 예시도이고, 도

5b 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을 적용한 경우의 단일 셀에서의 충돌율 예시도이다.

도 5a의 가로축은 도달율(Arrival rate)을 표시하고 세로축은 수율을 표시한것이고, 도 5b의 가로축은 도달율(Arrival

rate)을 표시하고 세로축은 충돌율을 표시한다. 도 5a 내지 도 5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을 적용한 경우 다른 부반송파를 갖는 랜덤 접속 채널이 7개 존재할 때 전체 패킷이 0 ~ 10의 도달율을 갖

도록 포아송(Poisson) 분포도로 도시하였다.

도시된 도면을 참조로 상세히 알아보면, A는 Static Selection으로 각각의 사용자를 나누어 한 사용자는 하나의 랜덤 접속

채널에만 접속할 수 있게 한, 종래의 방법에 따른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반면, B 내지 E는 Dynamic Selection으로 각각의

사용자가 임의로 랜덤 접속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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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내지 도 5b를 통해 m이 1일 때 Dynamic Selection은 Static Selection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수 있다. 또한,

m값이 커질수록 충돌율은 높아졌으나 도달율에 따라 최적의 수율을 보이는 지점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0 ~ 3.6의 도달율에서는 m=4인 경우가 가장 수율이 좋으며, 3.6 ~ 4.3의 도달율에서는 m=3인 경우가 가장 수율이 좋

으며, 4.3 ~ 6의 도달율에서는 m=2인 경우가 가장 수율이 좋으며, 6이상의 도달율에서는 m=1인 경우가 가장 수율이 좋

다.

도 5c 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을 적용한 경우의 단일 셀에서 전송 시도 횟수의 비교예

시도이다.

도 5c의 가로축은 전송 시도 횟수을 표시하고 세로축은 성공 가능성을 표시한 것이다.

도 5c는 패킷의 도달율이 2.625 인 경우의 패킷 전송 시도 횟수를 비교한 것으로, m값의 변화에 따라 그 분포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 6a 내지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의한 다중 셀에서의 실험 결과 예시도이

다.

도 6a 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을 적용한 경우의 다중 셀에서의 수율 예시도이고, 도

6b 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을 적용한 경우의 다중 셀에서의 충돌율 예시도이다.

도 6a의 가로축은 도달율(Arrival rate)을 표시하고 세로축은 수율을 표시한것이고, 도 6b의 가로축은 도달율(Arrival

rate)을 표시하고 세로축은 충돌율을 표시한다. 도 6a 내지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을 적용한 경우 다른 부반송파를 갖는 랜덤 접속 채널이 7개 존재할 때 전체 패킷이 0 ~ 10의 도달율을 갖

도록 포아송(Poisson) 분포도로 도시하였다.

도시된 도면을 참조로 상세히 알아보면, A는 Static Frequency Reuse로 주파수 재사용율이 7로서 각각의 셀마다 하나씩

의 채널을 할당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반면, B는 Differential Frequency Reuse로 임의의 두 셀에 대해 주파수가 하나

씩 중첩되도록 주파수 세 개씩을 할당한 경우이다. 또한, C 내지 E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ynamic Frequency

Reuse로 모든 셀이 7개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제안하는 방식인 Dynamic Frequency Reuse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m값이 커짐

에 따라 단일 셀에서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도달율에 따라 최적의 수율을 보이는 구간이 존재하였다. 즉 도달율 2 이내에서

는 m=3, 도착율 2~3 에서는 m=2, 도착율 3 이상에서는 m=1이 최적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플로피 디

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

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랜덤 접속 채널에 대해 자원 재사용률을 1로 하여 랜덤 채널을 별도로 셀에 배분할 필요없이 시스

템에서 동일한 랜덤 접속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랜덤 접속 실패 시 임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링크 활용도에 따라 채널을 바꾸어 빠른 접속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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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가입자 장치가, 상기 OFDMA 망으로의 랜덤 접속 요청이 있으면 상향 링크 랜덤 접속 채널들 중의 하나의 채널을

랜덤하게 선택하는 제 1 단계;

상기 선택된 채널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채널을 통해 접속하는 제 2 단계;

상기 선택된 채널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채널 선택 시도 횟수가 사전에 설정된 소정의 값 이하이면 상기 상향 링크 랜덤 접

속 채널 중의 하나의 채널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충돌여부를 확인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의 확인 결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종 선택된 채널을 통해 접속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3 단계의 확인 결과 충돌이 발생하면, 상기 제 3 단계로 진행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는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에서, 채널 선택 시도 횟수가 사전에 설정된 소정의 값보다 크면 상기 가입자 장치를 랜덤시간 동안 백로그

하여 상기 제 1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충돌이라 함은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상향 링크 랜덤 접속 채널로의 접속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특징

으로 하는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 링크 랜덤 접속 채널에 대해, 상기 OFDMA 시스템의 다중 셀 영역에서 각각의 셀마다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동

일한 채널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재사용율을 1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에 설정된 소정의 값은

상기 OFDMA 망의 패킷의 총 도달율(Total arrival rate, R)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셀 OFDMA 망

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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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의 총 도달율의 추정은 하나의 슈퍼프레임(Superframe) 내에 모든 가입자 장치에 대해 랜덤 접속을 시도한 전체

회수를 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셀 OFDMA 망에서의 랜덤 접속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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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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