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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유엠티에스에서 이동국이 기지국에 접속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접속 시에 소요되는 접속 시

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수 개의 물리랜덤접속채널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프리앰블 시그너쳐의 충돌 발생 시에도 기지

국 접속 시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다.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과 적어도 하나의 이동국으로 이루어지며, 적어도 하나의 랜덤접속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엠티에스에서 상기 이동국 중 하나가 랜덤접속채널을 이용하여 기지국에 접속을 시도할 시 소요되는 접속시

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중, 상기 이동국이 접속을 시도하는 대상이 되는 기지국이 상기 이

동국으로부터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수신할 시, 상기 수신된 시그너쳐가 현재 사용 중인 시그너쳐인지를 판단하는 과

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수신된 시그너쳐가 사용하지 않는 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시그너쳐인 경우에 획득지시

채널을 송신하는 과정과, 사용 중인 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시그너쳐인 경우, 사용하지 않는 다른 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시그너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 결과 모든 시그너쳐가 사용 중인 경우에는 네거티브-획득

지시채널을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유엠티에스에서의 접속시간 감소 방법을 제안한다.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유엠티에스에서 이동국이 기지국에 접속할 시에 사용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UMTS, RACH, 프리앰블(preamble)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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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도면으로, 상술한 과정들을 도시하는 순서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수신부의 블록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도면으로, 이동국으로부터 프리앰블 시그너쳐 수신 시 기지국이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순

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엠티에스(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UMTS)에서 이동국이 기지국에 접속하는 방

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접속 시에 소요되는 접속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동기방식에서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의 접속시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기지국에 접속을 시도

하고자 하는 이동국은 프리앰블만을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상기 프리앰블을 수신한 기지국은 프리앰블 정상 수신 여

부에 따른 동기획득 지시 채널을 이동국으로 피드백하고, 상기 이동국은 상기 동기획득 지시채널(Acquisition Indicat

ion Channel; AICH)을 통해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프리앰블에 대한 동기가 이루어졌음을 회신 받은 후 메시지를 전

송하게 된다.

상기 유엠티에스에서 이동국은 기지국(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UTRAN, 통상적으로 기지국 및 

기지국제어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에 접속을 하기 위해 랜덤접속채널(Random Access CHannel)을 사용

한다. 즉, 상기 랜덤접속채널(Random Access CHannel; RACH, 특히 공중에서 생성되는 랜덤접속채널을 '물리랜덤

접속채널, Physical Random Access Channel, PRACH'라 칭하기도 한다.)은 상향 접속 채널이다. 통상적으로 이동

국이 호를 시도할 경우 기지국에 접속하기 위한 무선자원제어 연결 메시지(RRC Connection Message) 전송을 위해 

사용된다. 이외에도 상기 랜덤접속채널은 이동국이 기지국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의 셀 업데이트, URA(UTRAN Regi

stration Area) 업데이트 메시지 등의 송신, Cell_FACH 상태에서 아주 작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하기에서 상기 랜덤접속채널의 절차를 간략히 설명한다.

물리랜덤접속채널 정보(랜덤접속채널 info)에 접속서비스클래스(Access Service Class; ASC)별로 사용 가능한 서

브-채널(sub-channel)과 사용 가능한 프리앰블 시그너쳐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각 이동국이 사용할 프리앰블 시그

너쳐는 상기 정보에 따라, 사용 가능한 랜덤접속채널 서브-채널 내에서, 이동국이 사용하 고자 하는 접속서비스클래

스에 맞도록 결정된다. 상기 프리앰블 시그너쳐는 상기 조건들 하에서 이동국의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

er Identity)나 시간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균등(uniform) 랜덤으로 결정된다. 상기 이동국이 사용할 프리앰블 시그너

쳐가 결정되면 상기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기지국으로 송신할 접속 슬롯이 결정된다. 사용 가능한 슬롯이 없을 시에는

그 다음 슬롯 집합들 중에서 사용할 슬롯을 결정한다. 설정된 슬롯, 시그너쳐, 전력으로 프리앰블을 전송한다.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수신 시, 상기 프리앰블 시그너쳐에 해당하는 랜덤접속채널이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결과, 사용되지 않고 있을 시에는 획득지시채널을 상기 프리앰블 시그

너쳐를 송신한 이동국으로 송신하고, 사용되고 있을 시에는 네거티브-획득지시채널을 송신한다.

한편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획득지시채널을 수신하지 못했을 시에는 다음 엑세스 슬롯을 결정하고, 프리앰블 시

그너쳐를 균등랜덤으로 재결정하고, 프리앰블의 전력을 Power Ramp Step만큼 올리고 재송신한다. 네거티브-획득

지시채널 수신 시 이동국은 접속과정을 끝낸다. 상기 네거티브-획득지시 채널을 수신한 경우는 현재 사용한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다른 단말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back-off delay값(T BO1 = N BO1 *10ms)을 기다린 후 다시 접

속과정을 시작하도록 한다.(N BO1 는 BCH의 랜덤접속채널 transmission parameters에서 min과 max로 받는다)

포지티브-획득지시채널을 수신하게 되면 마지막에 보낸 프리앰블보다 Pp- m[dB]만큼 전력을 높인 랜덤접속채널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현재의 UMTS에서는 상기와 같은 절차로 랜덤접속채널을 사용하게 된다. 기지국은 현재 사용 중인 랜덤접속채널에 

대한 시그너쳐를 다른 단말이 선택하여 엑세스한 경우나 동일한 엑세스 슬롯에 동일한 랜덤접속채널에 해당되는 서

로 다른 시그너쳐로 엑세스하였을 경우에 네거티브-획득지시채널을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한편 상기 네거티브-획득

지시채널을 수신한 이동국은 back-off delay값(T BO1 = N BO1 *10ms) 만큼의 시간을 기다린 후 상기 랜덤접속채

널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랜덤접속채널이 다수로 존재하여 사용 가능한 다른 랜덤접속채널이 있을 경우에도 여

분의 랜덤접속채널이 있는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으므로 프리앰블 시그너쳐의 충돌이나 동일한 랜덤접속채널에 해

당하는 시그너쳐로 액세스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back-off delay만큼 기다리므로 불필요한 접속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도면으로, 상술한 과정들을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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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수 개의 물리랜덤접속채널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프리앰블 시그너쳐의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기지국 접속 시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 가능한 다른 물리랜덤접속채널이 존재할 시 다른 채널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지국 접속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과 적어도 하나의 이동국으로 이루어지며, 적어

도 하나의 랜덤접속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엠티에스에서 상기 이동국 중 하나가 랜덤접속채널을 이용하여 기지국

에 접속을 시도할 시 소요되는 접속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중, 상기 이동국이 접속을 시

도하는 대상이 되는 기지국이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수신할 시, 상기 수신된 시그너쳐가 현재 사

용 중인 시그너쳐인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결과 상기 수신된 시그너쳐가 사용하지 않는 랜덤접속채널에 해

당하는 시그너쳐인 경우에 획득지시채널을 송신하는 과정과, 사용 중인 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시그너쳐인 경우, 

사용하지 않는 다른 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시그너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 결과 모든 시그너쳐

가 사용 중인 경우에는 네거티브-획득지시채널을 송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유엠티에스에서의 

접속시간 감소 방법을 제안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

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발명은, 특히 이동국이 랜덤접속채널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시, 접속지연 시간인 접속 시간(access time)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랜덤접속채널을 사용하는 프로시저(procedure)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국이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프리앰블 시그너쳐가 이미 사용중인 물리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시그

너쳐인 경우 및 동일한 접속 슬롯에 동일한 물리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시그너쳐로 접속했을 경우 취하

는 응답에 대한 변경으로 평균 접속시간을 감소시키는 장치 및 방법이다.

후술하는 본 발명은 시스템이 다수 개의 물리채널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물론 후술하는 본 발명의 적용여부는

이동국 사용자가 선택에 의해 변경 가능하다. 상기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기능 변경은 현재 구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수신부의 블록구성도이다.

상기 도 2에서 안테나(200)는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RF) 신호를 수신하는 부분이다. 상기 수신된 무선주파

수 신호(205)는 무선주파수 모듈(210)로 전달된다. 상기 무선주파수 모듈(210)은 상기 무선주파수 신호를 중간주파

수(Intermediate Frequency; IF, 각 시스템에서 정해진 중간주파수, 일반적으로 70MHz)로 하향 변환하는 부분이다.

상기 하향 변환된 중간주파수 신호(215)는 중간주파수 모듈(220)로 전달된다. 상기 중간주파수 모듈(220)은 상기 중

간주파수 신호(215)를 기저대역(baseband)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이다. 상기 변환된 기저대역 신호(225)는 서쳐(sea

rcher)(230) 및 핑거(finger)(260)로 전달된 다.

상기 서쳐(230)는 수신되는 신호의 초기 동기를 획득하는 부분이다. 서쳐(130)는 상기 동기 획득을 위해 복조하고자 

하는 신호가 수신되는 시간정보를  검색 한다. 한편, 상기 서쳐(230)는 그 목적에 따라 프리앰블 서쳐(preamble sear

cher)와 트래픽 서쳐(traffic searcher)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상기 프리앰블 서쳐는 물리랜덤접속채널(Physic

al Random Access CHannel; 랜덤접속채널)이나 물리공통패킷채널(Physical Common Packet CHannel; PCPCH)

의 프리앰블 코드에 대한 검출을 목적으로 한다. 트래픽 서쳐는 복조하고자 하는 전용패킷채널(Dedicated Packet C

Hannel; DPCH)의 시간 동기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서쳐(230)는 상기 중간주파수 모듈(220)로부터 전달받은 기저

대역 신호(225)에 대해 상기 프리앰블 검출 및 시간 동기 획득 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핑거(260)는 서로 다른 시간지연을 가진 여러 경로로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하여 합성하는 부분이다. 상기 시간지연 

정보는 서쳐(230)로부터 제어부(240)를 거쳐 핑거(260)로 전달된다. 또한 핑거(260)는 무선 채널에서의 영향을 예측

하고 보상하여 각 경로에 따른 이득에 따라 신호를 다르게 합성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핑거(260)는 중간주

파수 모듈(220)로부터 전달되는 기저대역 신호(225)와 상기 서쳐(230)로부터 전달되는 시간지연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동작들을 수행한다.

제어부(control logic)(240)는 서쳐(230), 핑거(260), 심벌 레벨 프로세서(260)를 제어하거나 각 블록들 간의 인터페

이스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즉, 상기 제어부(240)는 서쳐(230)에서 획득한 시간지연 정보를 핑거(260)로 전달하거나

, 핑거(260)에서 복조된 신호를 심벌 레벨 프로세서(250)로 전달하거나 하는 등의 동작들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제

어부(240)는 각 물리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시그너쳐(signature)를 관리하고, 프리앰블 시그너쳐에 대한 응답인 

획득지시채널(Acquisition Indicator CHannel; AICH) 및 네거티브-획득지시채널(Negative-AICH)을 송신한다. 심

벌 레벨 프로세서(250)는 핑거(260)에서 복조된 물리채널(physical channel)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송채

널(transport channel)로 복원하는 부분이다. 상기 심벌 레벨 프로세서(250)가 수행하는 동작은 디인터리빙(deinterl

eaving), 레이트 매칭(rate matching), 채널 복호(channel decoding), CRC(Cyclic Redundancy Check) 등이다.

이동국은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기지국으로 송신 후 정해진 시간 내에 기지국으로부터 획득지시채널을 수신하지 못하

는 경우 프리앰블을 재 전송하게 된다. 이 때 상기 이동국은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다시 임의로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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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동국이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기지국으로 송신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획득지시채

널을 받지 못해 프리앰블을 재 전송하는 경우에 시그너쳐를 다시 임의(random)로 선택하는 점에 착안한 방법이다. 

사용 가능한 물리랜덤접속채널이 여러 개 존재하여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재 전송하는 경우에 새로 프리앰블 시그너

쳐를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이전에 선택했던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다시 선택할 확률이 작아 사용하지 않는 물리랜덤

접속채널에 해당하는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기지국에서는 이를 위해 이동국이 전송한 프리앰 블 

시그너쳐를 수신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한 경우 즉, 전송한 프리앰블의 시그너쳐에 해당되는 물리랜덤접속채널이 

현재 사용 중인 경우나 동일한 접속 슬롯에 동일한 물리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프리앰블 시그너쳐로 서로 다른 이

동국이 접속한 경우에 네거티브-획득지시채널을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대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러면 이동국이 정해진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으므로 새로운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임의로 선택하여 재 전

송한다. 물론 상기 경우 프리앰블 시그너쳐 전력을 이전보다 올려서 전송하므로 랜덤접속채널의 전력도 상승된 프리

앰블 시그너쳐 전력만큼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랜덤접속채널의 전송시간이 짧으므로 셀에서의 간섭은 그다지 증가

하지 않는다. 이동국이 네거티브-획득지시채널을 수신하면 백-오프 지연시간(back-off delay) 값만큼 기다려야 되

지만, 상기 방법에서는 다음 프리앰블 시그너쳐를 송신하는 순간까지만 지연된다. 따라서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

스템 접속 지연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이동국은 상기 이동국은 상기 충돌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않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도면으로, 이동국으로부터 프리앰블 시그너쳐 수신 시 기지국이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순

서도이다.

기지국은 임의의 이동국으로부터 프리앰블이 수신될 시 300단계에서 스크램블링 코드에 대한 복조를 행하고 프리앰

블을 검출한다. 302단계에서는 시그너쳐를 확인한다. 304단계에서는 상기 시그너쳐가 현재 사용 중인 시그너쳐인지

를 판단한다. 사용하지 않는 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시그너쳐인 경우에는 330단계에서 획득지시채널을 송신한다. 

상기 획득지시채널을 송신한 기지국은 332단계에서 상기 프리앰블을 송신한 이동국의 랜덤접속채널을 수신하기 위

해 대기한다.

한편, 사용 중인 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시그너쳐인 경우와 동일한 엑세스 슬롯에 동일한 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

는 시그너쳐로 엑세스한 경우에는 306단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시그너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모든 시그너쳐가 사용 중인 경우에는 320단계에서 네거티브-획득지시채널을 송신하여 이동국으로 하여금

Back-off delay만큼 기다리게 한다. 사용 가능한 시그너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08단계와 같이 기지국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상기 기지국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이동국은 시스템에서 이동국 자신이 송신한 

프리앰블 수신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고, 새로운 시그너쳐를 랜덤으로 선택하여 전송하게 된다. 이때 이동국에서는 

back-off delay에 해당하는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랜덤접속채널이 다수로 존재하여 사용 가능한 다른 랜덤

접속채널이 있을 경우에 다른 채널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기지국 접속시간의 증가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동일한 랜덤접속채널에 해당하는 시그너쳐로 다수의 단말이 시스템에 접속했을 경우에 하나의 단말은 랜덤

접속채널을 사용 가능하며 다른 단말도 다음 접속 슬롯에 다시 접속할 수있어 평균 접속 시간이 줄어든다. 평균 접속

시간이 기존의 방법보다 짧아져 전체 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시스템 사용이 최대로 되기 때문에 시스 템 성능이 증가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이동국들이 소정의 기지국과 부호분할 다중 접속 방식으로 통신하고, 상기 이동국들 중 하나가 소정의 랜덤 

접속 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에 접속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랜덤 접속 채널에 의한 상기 접속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가 상기 랜덤 접속 채널을 할당받기 위하여 상기 랜덤 접속 채널과 매핑되는 프리앰블 시그니쳐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전송된 프리앰블 시그니쳐에 대응되는 랜덤 접속 채널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 결과 상기 프리앰블 시그니쳐에 대응되는 랜덤 접속 채널이 다른 이동국에 의해 사용되며, 상기 랜덤 접속 

채널들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랜덤 접속 채널이 남아 있을 경우 상기 단말기로 상기 프리앰블 시그니쳐에 대한 획득 

지시 채널을 전송하지 않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정 이후에,

상기 단말기는 다음 프리앰블 전송 시간에 복수의 프리앰블 시그니쳐들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프리앰블 시그니쳐

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결과 상기 프리앰블 시그니쳐에 대응되는 랜덤 접속 채널이 사용 가능한 랜덤 접속 채널일 경우 상기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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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포지티브-획득 지시 채널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과정 이후에,

상기 포지티브-획득 지시 채널을 수신한 단말기는 상기 프리앰블 시그니쳐에 대응되는 랜덤 접속 채널을 통해 데이

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결과 상기 프리앰블 시그니쳐에 대응되는 랜덤 접속 채널이 다른 이동국에 의해 사용되며, 상기 랜덤 접속 

채널들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랜덤 접속 채널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기로 상기 프리앰블 시그니쳐에 대한 

네가티브-획득 지시 채널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과정 이후에,

상기 네가티브-획득 지시 채널을 수신한 단말기는 소정의 백오프 윈도우만큼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복수의 프리앰블

시그니쳐들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프리앰블 시그니쳐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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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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