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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이 기지국으로 상향
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ᅳ

본 발명에 의하면, 단말은 상기 기지국과 임의 접속 절차를
수행하고, 제 1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전력
을 설정하며 ,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설정된 전송 전력에 따
라 상기 제 1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되 , 상기 전송 전력은
상기 단말의 고도에 따라 설정된다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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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단말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
보다 상세하게 단말의 전송 파워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방버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이동 통신 시스템은 사용자의 활동성 을 보장하면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스템은 음성뿐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장하였 으며 , 현재에는 폭발적인 트래픽의 증가로 인하여 자원의 부족
현상이 야기되고 사용자들이 보다 고속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하 므로, 보다
발전된 이동 통신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3]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의 요구 조건은 크게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의 수용,
사용자 당 전송률의 획기적인 증가, 대폭 증가된 연결 디바이스 개수의 수용,
매우 낮은 단 대 단 지연(End-to-End Latency), 고 에너지 효율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중 연결성 (Dual Connectivity), 대규모 다중 입출력 (Massive

MIMO: Massive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전 이중(In-band Full Duplex),

직교 다중접 속(NOMA: Non-Orthogonal Multiple Access), 초 광대역(Super

wideband) 지원, 단말 네트워 킹(Device Networking) 등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4]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은 기지국으로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임의 접속 절차(Random Access Procedure) 통해 기지국에 접속하게 된다.
[5] 하지만, 단말의 임의 접속 절차에서 동일한 임시 식별자를 할당 받은 단말이

복수 개 존재하는 경우, 단말은 경쟁 해소(Contention Resolution) 단계에서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자신의 임의 접속 절차가 실패하 였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6] 또한, 단말이 기지국에 접속하여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단말이
드론 등과 같이 높은 고도에서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면 인접 단말 및
기지국에 미치는 간섭이 증가한다.

[7] 따라서 , 고도가 높은 곳에서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인접 단말 및

기지국에 미치는 간섭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8] 본 명세서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과제 해결 수단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단말이

기지국으로 상향링 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은 상기 기지국과 임의 접속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제 1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전력을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설정된 전송 전력에 따라 상기 제 1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전송 전력은 상기 단말의
고도에 따라 설정된다.

또한, 본 발명은 ,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고도에 따라 상기 전송 전력을

설정하기 위한 제 1 파라미터 및 제 2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전송 전력은 상기 제 1 파라미터 및 상기 제 2

파라미터에 따라 설정되며, 상기 제 1 파라미터는 상기 고도를 나타내고 , 상기 제

2 파라미 터는 상기 고도에 따라 상기 전송 전력을 감소시 키기 위한 임의의 정수

값이다 .

또한, 본 발명에서 , 상기 전송 전력은 상기 단말의 고도에 따라 아래의 수학식에
의해 감소되며, 아 래의 수학식에서 a는 상기 제 1 파라미터, b는 상기 제 2

파라미터이다 .

또한, 본 발명에서 , 상기 전송 전력은 고도에 따라 상기 단말 및 상기 기지국에

기 설정된 값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또한, 본 발명은 , 상기 기지국으로부 터 상기 전송 전력을 나타내는 전송 전력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 상기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신호의 수신 신호 전력이

임계 값보다 큰 경우 ,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임계 값보다 작은 전송 전력

값의 전송을 지시하는 커맨드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전송

전력 값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 상기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 1

신호의 수신 신호 전력이 임계 값보다 큰 경우 , 특정 구간에서 상기 단말의 전송

전력을 ' 0，으로 설정하거나 상기 상향링 크 데이터의 전송 중단을 지시하는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 임의 접속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는 , 상기 기지국으로 접속을

위한 랜덤 접속 프리엠블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랜덤 접속 웅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랜덤 접속 웅답 메시지는 동기화를 위한 타이밍

읍셋 정보를 나타내는 TA(Timing Alignment), 상향링크에 사용되는 무선자원

할당 정보 , 또는 단말 식별을 위한 임시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자원 할당 정보에 따라 제 2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 2 상향링크 데이터의 디코딩 실패를 나타내는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 및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제 2 상 향링크 데이터를 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17] 또한, 본 발명에서 , 상 기 지시 메시지는 상기 임시 식별자에 의해서 식별되고 ,

MAC 서브헤더에 의해서 전송된다.

[18] 또한, 본 발명은 , 외부와 무선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는 무선 유닛(Radio

Frequency Unit); 및 상 기 통신부와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 상 기 프로세 서는 , 상 기 기지국과 임의 접속 절차를 수 행하고, 제 1

상향링 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전력을 설정하며 , 상 기 기지국으로 상기

설정된 전송 전력에 따라 상기 제 1 상 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되 , 상 기 전송

전력은 상기 단말의 고도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을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19]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단말에게 동일한 임시 식별자가 할당된 경우 ,

임의접속 절차의 실패를 나타내 는 지시 메시지를 전송함으 로써 , 타 이머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유효한 임시 식별자를 통해서 임의 접속 절차를 다시 수 행할

수 있다.
[20] 또한, 기지국으로부터 임시 식별자를 다시 할당 받지 않아도 임의 접속 절차를

다시 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접속 절차로 인한 지 연을 감소시 킬 수 있다.

[21] 또한, 본 발명은 단말의 고도에 따라 단말의 상 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송

전력을 감소시 킴으로써 인접 단말 및 기지국으로의 간섭을 줄 일 수 있다.

[22] 본 명세서 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상 에서 언급한 효과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아 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23] 본 발명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설명의 일부로 포함되 는 , 첨부 도면은

본 발명에 대한 실시 예를 제공하고, 상 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한다.

[24]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LTE 시스 템에 관련된 EPS(Evolved Packet

System) 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

[25]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3GPP LTE/LTE-A 시스 템에 이용되는 물리

채널들 및 이들을 이용한 일반적 인 신호 전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26]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3GPP LTE/LTE-A 에서 무선 프 레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

[27]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 템에서 하나의 하향링 크

슬롯에 대한 자원 그리드 (resource grid) 를 예시한 도면이다 .

[28] 도 5는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 템에서 하향링 크 서브

프 레임의 구조를 나타내 는 도면이다 .

[29] 도 6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 템에서 상향링 크 서브



프레임의 구조를 나타내 는 도면이다.
[30] 도 7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의 상향링 크 자원

할당 과정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31] 도 8은 LTE 시스템에서 임의 접속 과정 (Random Access Procedure) 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32] 도 9는 LTE 시스템에서 복수의 단말의 임의 접속 절차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33] 도 10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복수의 단말의 임의 접속 절차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34] 도 11은 고도가 높은 단말이 인접 단말에 미치는 간섭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35] 도 12는 고도에 따라 단말의 전송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36] 도 13은 고도에 따라 단말의 전송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의 또 다른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37] 도 14는 고도에 따라 단말의 전송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의 일 예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38] 도 15는 고도에 따라 단말의 전송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단말의 동작의 일 예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39] 도 16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장치의 내부 블록도의 일 예를 나타낸

도이다.
[40]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41]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 한 실시 형태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첨부된 도면과 함께 이하에 개시될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형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유일한
실시형태를 나타내 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하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그러나, 당업자는
본 발명이 이러한 구체적 세부사항 없이도 실시될 수 있음을 안다.

[42] 몇몇 경우, 본 발명의 개념이 모호해지 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공지의 구조 및
장치는 생략되거나, 각 구조 및 장치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한 블록도 형식으로

도시될 수 있다.
[43]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메시지, 프레임, 신호, 필드 및 장치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각의 명칭에 한정되지 않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메시지, 프레임, 신호, 필드 및 장치로 대체될 수 있다.

[44] 본 명세서에서 기지국은 단말과 직접적으로 통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의 종단
노드 (terminal node) 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 문서에서 기지국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설명된 특정 동작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지국의 상위 노드 (upper node) 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즉, 기지국을 포함하는 다수의 네트워크 노드들 (network

nodes) 로 이루어지는 네트워 크에서 단말과의 통신을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동작들은 기지국 또는 기지국 이외의 다른 네트워크 노드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기지국 (BS: Base Station)' 은 고정국 (fixed station), Node B ,

eNB (evol ved-NodeB ), BTS(base transceiver system), 액세스 포인트 (AP: Access

Point), MeNB(Macro eNB), SeNB(Secondary eNB) 등의 용어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45] 또한, '단말 (Terminal)' 은 고정되거나 이동성을 가질 수 있으며 , UE(User

Equipment), MS(Mobile Station), UT(user terminal), MSS(Mobile Subscriber Station),

SS(Subscriber Station), AMS(Advanced Mobile Station), WT(Wireless terminal),

MTC(Machine-Type Communication) 장치, M2M(Machine-to-Machine) 장치,
D2D(Device-to-Device) 장치 등의 용어로 대체될 수 있다.

[46] 이하에서, 하향링 크 (DL: downlink) 는 기지국에서 단말로의 통신을 의미하며,
상향링크 (UL: uplink) 는 단말에서 기지국으로의 통신을 의미한다. 하향링 크에서

송신기는 기지국의 일부이고, 수신기는 단말의 일부일 수 있다. 상향링 크에서
송신기는 단말의 일부이고, 수신기는 기지국의 일부일 수 있다.

[47]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되 는 특정 용어들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이며, 이러한 특정 용어의 사용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

[48] 이하의 기술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FDMA(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SC-FDMA(single carrier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NOMA(non-orthogonal multiple access) 등과 같은 다양한 무선
접속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다. CDMA 는 UTRA(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나
CDMA2000 과 같은 무선 기술 (radio technology) 로 구현될 수 있다. TDMA 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EDGE(enhanced data rates for GSM evolution) 와 같은 무선 기술로 구현될
수 있다. OFDMA 는 IEEE 802.11 (Wi-Fi), IEEE 802.16 (WiMAX), IEEE 802-20,

E-UTRA(evolved UTRA) 등과 같은 무선 기술로 구현될 수 있다. UTRA 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의 일부이 다.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LTE(long term evolution) 은 E-UTRA 를 人 용하는
E-UMTS(evolved UMTS) 의 일부로써, 하향링 크에서 OFDMA 를 채용하고
상향링 크에서 SC-FDMA 를 채용한다. LTE-A(advanced) 는 3GPP LTE 의 진화이다.

[49]

[50]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LTE 시스템에 관련된 EPS(Evolved Packet

System) 의 일 예를 나타낸 도이다.
[51] LTE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UE) 과 PDN(pack data network) 간에, 사용자가 이동



중 최종 사용자의 웅용프 로그램 사용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끊김 없는 I P

연결성 (Internet Protocol connectivity)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TE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과 기지국 간의 무선 프로토콜 구조 (radio protocol

architecture) 를 정의하는 E-UTRAN(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를 통한 무선 접속의 진화를 완수하며, 이는 EPC(Evolved Packet Core)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SAE(System Architecture Evolution) 에 의해 비-무선적
측면에서의 진화를 통해서도 달성된다. LTE 와 SAE 는 EPS(Evolved Packet

System) 를 포함한다.
[52] EPS는 PDN 내에서 게이트웨이(gateway) 로부터 사용자 단말로 I P 트래픽을

라우팅 하기 위해 EPS 베어러(EPS bearers) 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베어러(bearer) 는 상기 게이트웨이와 사용자 단말 간에 특정한 QoS(Quality of

Service) 를 갖는 IP 패킷 플로우 (IP packet flow) 이다. E-UTRAN 과 EPC는 웅용
프로그램에 의해 요구되는 베어러를 함께 설정하거나 해제 (release) 한다.

[53] EPC는 CN(core network) 이라고도 불리며 , U E를 제어하고, 베어러의 설정을

관리한다.
[54]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SAE 의 EPC 의 노드(논리적 혹은 물리적 노드) 는

MME(Mobility Management Entity) (30), PDN-GW 또는 P-GW(PDN gateway) (50),

S-GW(Serving Gateway) (40), PCRF(Policy and Charging Rules Function) (60), HSS

(Home subscriber Server) (70) 등을 포함한다.
[55] MME(30) 는 UE(10) 와 CN 간의 시그널링을 처리하는 제어 노드이다 . UE(10) 와

CN 간에 교환되 는 프로토콜은 NAS(Non- Access Stratum) 프로토콜로 알려져
있다. MME(30) 에 의해 지원되는 기능들의 일례는, 베어러의 설정, 관리, 해제를
포함하여 NAS 프로토콜 내의 세션 관리 계층 (session management layer) 에 의해
조작되는 베어러 관리(bearer management) 에 관련된 기능, 네트워크와 UE(10)

간의 연결 (connection) 및 보안(Security) 의 설립에 포함하여 NAS 프로토콜
계층에서 연결계층 또는 이동제어계층 (mobility management layer) 에 의해
조작된다.

[56] 본 발명에서, 상기 MME(30) 는 단말에 대한 인증 및 context 정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구현된 개체이며, 하나의 실시 예로써 설명된 것이다. 따라서 ,

상기 MME (30) 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도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7] S-GW(40) 는 UE(10) 가 기지국 (eNodeB, 20) 간에 이동할 때 데이터 베어러를

위한 로컬 이동성 앵커 (local mobility anchor) 의 역할을 한다. 모든 사용자 I P

패킷은 S-GW(40) 을 통해 송신된다. 또한 S-GW(40) 는 UE(10) 가 ECM-IDLE

상태로 알려진 유휴 상태(idle state)에 있고, MME(30) 가 베어러를
재설정 (re-establish) 하기 위해 UE(10) 의 페이징을 개시하는 동안 하향링크

데이터를 임시로 버퍼링할 때 베어러에 관련된 정보를 유지한다. 또한,
GRP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와 같은 다른 3GPP 기술과의 인터워킹(inter- working) 을 위한 이동성



앵커 (mobility anchor) 의 역할을 수행한다.
[58] 본 발명에서, 상기 S-GW(40) 는 사용자 데이터의 라우팅 /포워딩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구현된 개체이며, 실시 예로써 설명된 것이다. 따라서 , 상기

S-GW(40) 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도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9] P-GW(50) 은 UE를 위한 IP 주소 할당을 수행하고, QoS 집행(Qos enforcement) 및

PCRF(60) 로부터의 규칙에 따라 플로우- 기반의 과금 (flow-based charging) 을
수행한다. P-GW(50) 는 GBR 베어러(Guaranteed Bit Rate (GBR) bearers) 를 위한
QoS 집행을 수행한다. 또한, CDMA2000 이나 WiMAX 네트워크와 같은
비3GPP(non-3GPP) 기술과의 인터워킹을 위한 이동성 엥커 (mobility anchor)

역할도 수행한다.

[60] 본 발명에서, 상기 P-GW(50) 는 사용자 데이터의 라우팅 /포워딩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구현된 개체이며, 실시 예로써 설명된 것이다. 따라서 , 상기

P-GW(50) 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도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61]

[62] PCRF(60) 는 정책 제어 의사결정 (policy control decision-making) 을 수행하고,
플로우- 기반의 과금 (flow-based charging) 을 수행한다.

[63] ？HSS(70) 는 HLR(Home Location Register) 이라고도 불리며 , EPS -sub scribed QoS

프로파일 (profile) 및 로밍을 위한 접속제어에 정보 등을 포함하는 SAE 가입
데이터 (SAE subscription data)를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가 접속하는 PDN 에 대한
정보 역시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APN(Access Point Name)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데, APN 는 DNS(Domain Name system) 기반의 레이블 (label) 로, PDN 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 또는 가입된 I P 주소를 나타내 는 PDN 주소를 설명하는

식별기법이다.
[64]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 EPS 네트워크 요소 (EPS network elements) 들 간에는

Sl-U, Sl-MME, S5/S8, Sll, S6a, Gx, Rx 및 SG와 같은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정의될 수 있다.
[65] 이하, 이동성 관리(mobility management; MM) 의 개념과 이동선 관리(MM)

백오프 타이머 (back-off timer) 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동성 관리(MM) 는
E-UTRAN 상의 오버헤드와 UE에서의 프로세 싱을 감소시 키기 위한 절차이 다.

[66] 이동성 관리(MM) 가 적용되는 경우, 액세스 네트워크에 서 UE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데이터가 비활성화되는 기간 동안 해제될 수 있다. MME 는 상기 Idle 구간
동안 UE 콘텍스트 (context) 및 설정된 베어러에 관련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67] 네트워크가 ECM-IDLE 상태에 있는 UE에 접촉할 수 있도록, UE는 현재의
TA(Tracking Area) 를 벗어날 때마다 네트워크에 새로운 위치에 관하여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Tracking Area Update" 라 불릴 수 있으며, 이 절차는
UTRAN(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이나 GERAN(GSM EDGE Radio

Access Network) 시스템에서 "Routing Area Update" 라 불릴 수 있다. MME 는
UE가 ECM-IDLE 상태에 있는 동안 사용자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68] ECM-IDLE 상태에 있는 UE에게 전달해 야 할 다운링크 데이터가 있는 경우,
MME 는 UE가 등록된 TA(tracking area) 상의 모든 기지국 (eNodeB) 에 페이징

메시지를 송신한다.
[69] 그 다음, 기지국은 무선 인터페이스 (radio interface) 상으로 UE에 대해 페이징을

시작한다. 페이징 메시지가 수신됨에 따라, UE의 상태가 ECM-CONNECTED

상태로 천이하게 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이러한 절차는 "Service Request

Procedure" 라 부릴 수 있다. 이에 따라 U E에 관련된 정보는 E-UTRAN 에서
생성되고, 모든 베어러는 재설정 (re-establish) 된다. MME 는 라디오 베어러(radio

bearer) 의 재설정과, 기지국 상에서 UE 콘텍스트를 갱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70] 상술한 이동성 관리 (MM) 절차가 수행되는 경우, MM(mobility management)

백오프 타이머가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UE는 TA를 갱신하기 위해
TAU(Tracking Area Update) 를 송신할 수 있고, MME 는 핵심 망의 흔잡 (core

network congestion) 으로 인해 TAU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M M 백오프

타이머에 관련된 시간 값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시간 값을 수신함에 따라, UE는
M M 백오프 타이머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71]

[72]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3GPP LTE/LTE-A 시스템에 이용되는 물리

채널들 및 이들을 이용한 일반적 인 신호 전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73]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다시 전원이 켜지거나, 새로이 셀에 진입한 단말은

S2010 단계에서 기지국과 동기를 맞추는 등의 초기 셀 탐색 (initial cell search)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주 동기 채널(P-SCH:

primary synchronization channel) 및 부 동기 채널(S-SCH: secondary synchronization

channel) 을 수신하여 기지국과 동기를 맞추고, 셀 ID(identifier) 등의 정보를

획득한다.
[74] 그 후,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물리 방송 채널(PBCH: physical broadcast

channel) 신호를 수신하여 셀 내 방송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한편, 단말은 초기

셀 탐색 단계에서 하향링크 참조 신호 (DL RS: downlink reference signal) 를
수신하여 하향링크 채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75] 초기 셀 탐색을 마친 단말은 S2020 단계에서 PDCCH 및 PDCCH 정보에 따른
PDSCH 을 수신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시스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76] 이후, 단말은 기지국에 접속을 완료하기 위해 이후 단계 S2020 내지 단계
S2060 과 같은 랜덤 액세스 절차 (random access procedure) 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말은 물리 랜덤 액세스 채널(PRACH: physical random access channel) 을
통해 프리엠블 (preamble) 을 전송하고 (S2030), PDCCH 및 이에 대웅하는
PDSCH 을 통해 프리엠블에 대한 웅답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S2040). 경쟁

기반 랜덤 액세스의 경우, 단말은 추가적인 PRACH 신호의 전송 (S2050) 및
PDCCH 신호 및 이에 대웅하는 PDSCH 신호의 수신 (S2060) 과 같은 층돌 해결
절차 (contention resolution procedure) 를 수행할 수 있다.



[77] 상술한 바와 같은 절차를 수 행한 단말은 이후 일반적 인 상/하 향링크 신호 전송

절차로서 PDCCH 신호 및/또는 PDSCH 신호의 수신 (S2070) 및 물리 상 향링크

공유 채널(PUSCH) 신호 및/또는 물리 상 향링크 제어 채널(PUCCH) 신호의

전송 (S2080) 을 수 행할 수 있다.

[78] 단말이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제어정보를 통칭하여 상향링 크 제어정보 (UCI:

uplink control information) 라고 지칭한다. UCI 는 HARQ-ACK/NACK, 스 케줄링

요청(SR: scheduling request), 채널 품질 지시자 (CQI), 프 리코딩 행렬 지시자 (PMI:

precoding matrix indicator), 탱크 지시자 (RI: rank indication) 정보 등을 포함한다 .

[79] LTE/LTE-A 시스 템에서 UCI 는 일반적 으로 PUCCH 를 통해 주기적으로

전송되 지만 , 제어정보와 트래픽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되어야 할 경우 PUSCH 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요청/지시에 의해 PUSCH 를 통해 UCI 를

비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80]

[81]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3GPP LTE/LTE-A 에서 무선 프 레임의 구조를

나타낸다.

[82] 셀를라 OFDM 무선 패킷 통신 시스 템에서 , 상향링 크/하향링 크 데이터 패킷

전송은 서브프 레임(subframe) 단위로 이루어지며 , 한 서브프 레임은 다수의

OFDM 심볼을 포함하는 일정 시간 구간으로 정의된다. 3GPP LTE/LTE-A

표준에서는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에 적용 가능한 타입 1무선

프 레임(radio frame) 구조와 TDD(Time Division Duplex) 에 적용 가능한 타입 2의

무선 프 레임 구조를 지원한다. FDD 방식에 의하면 상 향링크 전송과 하향링크

전송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면서 이루어진다. TDD 방식에 의하면

상 향링크 전송과 하향링크 전송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면서 서로 다른

시간에 이루어진다. TDD 방식의 채널 웅답은 실질적으로 상호적 (reciprocal) 이다 .

이는 주어진 주파수 영역에서 하향링크 채널 웅답과 상 향링크 채널 웅답이 거의

동 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 TDD 에 기반한 무선통신 시스 템에서

하향링크 채널 웅답은 상 향링크 채널 웅답으 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TDD 방식은 전체 주파수 대역을 상 향링크 전송과 하향링크 전송이

시분할되므로 기지국에 의한 하향링크 전송과 단말에 의한 상 향링크 전송이

동시에 수 행될 수 없다. 상 향링크 전송과 하향링크 전송이 서브프 레임 단위로

구분되는 TDD 시스 템에서 , 상 향링크 전송과 하향링크 전송은 서로 다른

서브프레 임에서 수 행된다.

[83] 상 기 도 3의 (a)는 타입 1무선 프 레임의 구조를 예시한다. 하향링 크 무선

프 레임(radio frame) 은 10개의 서브프레 임(subframe) 으로 구성되고 , 하나의

서브프레 임은 시간 영역(time domain) 에서 2개의 슬롯 (slot) 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서브프 레임이 전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TI(transmission time

interval) 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서브프 레임의 길이는 1ms이고 , 하나의 슬롯의

길이는 0.5ms 일 수 있다. 하나의 슬롯은 시간 영역에서 복수의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심볼을 포함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다수의 자원
블록 (RB: Resource Block) 을 포함한다. 3GPP LTE/LTE-A 는 하향링 크에서
OFDMA 를 사용하므로 OFDM 심볼은 하나의 심볼 구간(symbol period) 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OFDM 심볼은 하나의 SC-FDMA 심볼 또는 심볼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 할당 단위로서의 자원 블록은, 하나의 슬롯에서
복수의 연속적 인 부 반송파 (subcarrier) 를 포함한다.

[84] 하나의 슬롯에 포함되 는 OFDM 심볼의 수는 순환 전치 (CP: Cyclic Prefix) 의
구성 (configuration)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P에는 확장 순환 전치 (extended

CP)와 일반 순환 전치 (normal CP)가 있다. 예를 들어, OFDM 심볼이 일반 순환
전치에 의해 구성된 경우, 하나의 슬롯에 포함되 는 OFDM 심볼의 수는 7개일 수

있다. OFDM 심볼이 확장 순환 전치에 의해 구성된 경우, 한 OFDM 심볼의
길이가 늘어나므로, 한 슬롯에 포함되는 OFDM 심볼의 수는 일반 순환 전치인
경우보다 적다. 확장 순환 전치의 경우에, 예를 들어, 하나의 슬롯에 포함되는
OFDM 심볼의 수는 6개일 수 있다. 단말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채널상태 가 불안정 한 경우, 심볼간 간섭을 더욱 줄이기 위해 확장 순환
전치가 사용될 수 있다.

[85] 일반 순환 전치가 사용되 는 경우 하나의 슬롯은 7개의 OFDM 심볼을
포함하 므로, 하나의 서브프 레임은 14개의 OFDM 심볼을 포함한다. 이때,각
서브프레 임의 처음 최대 3 개의 OFDM 심볼은 PDCCH(physical downlink control

channel) 에 할당되 고, 나머지 OFDM 심볼은 PDSCH(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에 할당될 수 있다.
[86] 상기 도 3의 (b)는 타입 2 프레임 구조 (frame structure type 2)를 나타낸다. 타입 2

무선 프레임은 2개의 하프 프레임(half frame) 으로 구성되며, 각 하프 프레임은
5개의 서브프레임으로 구성되고, 1개의 서브프레임은 2개의 슬롯으로 구성된다.
5개의 서브프레 임 중 특히 , 스페셜 서브프레 임(special subframe) 은
DwPTS(Downlink Pilot Time Slot), 보호구간 (GP: Guard Period), UpPTS(Uplink

Pilot Time Slot) 로 구성된다. DwPTS 는 단말에서의 초기 셀 탐색,동기화 또는
채널 추정에 사용된다. UpPTS 는 기지국에서의 채널 추정과 단말의 상향링크
전송 동기를 맞추는 데 사용된다. 보호구간은 상향링크와 하향링크 사이에
하향링크 신호의 다중경로 지연으로 인해 상향링 크에서 생기는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구간이다.

[87] 상술한 무선 프레임의 구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 무선 프레임에
포함되 는 서브 프레임의 수 또는 서브 프레임에 포함되 는 슬롯의 수, 슬롯에

포함되는 심볼의 수는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
[88]

[89]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하향링크
슬롯에 대한 자원 그리드 (resource grid) 를 예시한 도면이다.

[90]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하나의 하향링 크 슬롯은 시간 영역에서 복수의 OFDM



심볼을 포함한다. 여기서 , 하나의 하 향링크 슬롯은 7개의 OFDM 심볼을

포함하고, 하나의 자 원 블록은 주파수 영역에서 12개의 부 반송파를 포함하는

것을 예시 적으로 기술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91] 자 원 그 리드 상 에서 각 요소 (element) 를 자 원 요소 (RE: resource element) 하고,

하나의 자 원 블록은 12 X 7 개의 자 원 요소를 포함한다. 자 원 그 리드 상 의 자 원

요소는 슬롯 내 인텍스 쌍 (pair)(k, 1)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 여기서 , k(k=0,

NRBX12-1) 는 주파수 영역 내부 반송파 인텍스 이고 , 1(1=0,...,6)은 시간 영역 내

OFDM 심 벌 인텍스 이다 . 하 향링크 슬롯에 포함되 는 자 원 블록들의 수 (NRB) 는

하 향링크 전송 대역폭 (bandwidth) 에 종속 한다. 상 향링크 슬롯의 구조는 하 향링크

슬롯의 구조 와 동 일할 수 있다.

[92]

[93] 도 5는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 템에서 하향링 크 서브

프 레임의 구조를 나타 낸다.

[94] 도 5를 참조하면, 서브 프 레임내의 첫번째 슬롯에 서 앞의 최대 3개의 OFDM

심볼들이 제어 채널들이 할당되 는 제어 영역(control region) 이고 , 나머지 OFDM

심볼들은 PDSCH 이 할당되 는 데이터 영역(data region) 이다 . 3GPP

LTE/LTE-A 에서 사용되 는 하향링 크 제어 채널의 일례로 PCFICH, PDCCH,

PHICH 등 이 있다.

[95] PCFICH 는 서브 프 레임의 첫번째 OFDM 심볼 에서 전송되 고 , 서브 프 레임 내에

제어 채널들의 전송을 위하 여 사용되는 OFDM 심볼들의 수 (즉, 제 어 영역의

크기) 에 관한 정보를 나른다. PHICH 는 상 향 링크에 대한 웅답 채널이고 ,

HARQ 에 대한 ACK/NACK 신호를 나른다. PDCCH 를 통해 전송되 는 제어 정보를

하 향링크 제어정보 (DCI: downlink control information) 라고 한다. 하 향링크

제어정보는 상향링 크 자 원 할당 정보 , 하향링 크 자 원 할당 정보 또는 임의의

단말 그룹에 대한 상 향링크 전송 (Tx) 파워 제어 명령을 포함한다.

[96] 기지국은 단말에 게 보내려는 DCI 에 따라 PDCCH 포맷을 결정하고, 제어

정보 에 CRC(cyclic redundancy check) 를 붙 인다. CRC 에는 PDCCH 의

소유자 (owner) 나 용도에 따라 고유 한 식별자 (RNTI: radio network temporary

identifier) 가 마스킹 (masking) 된다. 특 정 단말을 위한 PDCCH 라면 단말의 고유

식별자 (예를 들 어 C-RNTI(cell-RNTI)) 가 CRC 에 마스 킹될 수 있다. 또는 , 페 이징

메시지를 위한 PDCCH 라면 페 이징 지시 식별자 (예를 들 어

P-RNTI(paging-RNTI)) 가 CRC 에 마스 킹될 수 있다. 시스 템 정보 블록 (SIB: system

information block) 을 위한 PDCCH 라면 시스 템 정보 식별자 (SI-RNTI(system

information-RNTI)) 가 CRC 에 마스 킹될 수 있다. 또한, 단말의 랜덤 액세스

프 리 엠블의 전송에 대한 웅답인 랜덤 액세스 웅답을 지시하기 위해

RA-RNTI(random access-RNTI) 가 CRC 에 마스 킹될 수 있다.

[97]

[98] 도 6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 템에서 상향링 크 서브



프 레임의 구조를 나타낸다.

[99] 도 6을 참조하면, 상향링 크 서브 프 레임은 주파수 영역에서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제어 영역에는 상향링 크 제어 정보를 나르는 PUCCH 이

할당된다. 데이터 영역은 사용자 데이터를 나르는 PUSCH 이 할당된다. 상위

계층에서 지시되는 경우 , 단말은 PUSCH 와 PUCCH 의 동시 전송을 지원할 수

있다. 하나의 단말에 대한 PUCCH 에는 서브 프 레임 내에 자원 블록 쌍 (pair) 이

할당된다. PUCCH 에 할당되 는 자원 블록 쌍에 속하는 자원 블록들은 슬롯

경계(slot boundary) 를 기준으로 2개의 슬롯들의 각각에서 서로 다른 부 반송파를

차지한다. 이를 PUCCH 에 할당된 자원 블록 쌍은 슬롯 경계에서 주파수

도약(frequency hopping) 된다고 한다.

[100]

[101] PDCCH(Physical Downlink Control Channel)

[102] PDCCH 를 통해 전송되 는 제어정보를 하향링 크 제어정보(DCI: Downlink

Control Indicator) 라고 한다. PDCCH 은 DCI 포맷에 따라서 제어 정보의 크기 및

용도가 다르며 또한 부호화율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103] 표 1은 DCI 포맷에 따른 DCI 를 나타낸다.

[104] [표 1]

[105] 표 1을 참조하면, DCI 포 맷으로는 PUSCH 스케줄 링을 위한 포맷 0, 하나의

PDSCH 코드워드의 스케줄 링을 위한 포맷 1, 하나의 PDSCH 코드워드의

간단한 (compact) 스 케줄링을 위한 포맷 1A, DL-SCH 의 매우 간단한 스케줄링을

위한 포맷 1C, 폐루프 (Closed-loop) 공간 다중화 (spatial multiplexing) 모드에서

PDSCH 스케줄 링을 위한 포맷 2, 개루프 (Openloop) 공간 다중화 모드에서

PDSCH 스케줄링을 위한 포맷 2A, 상 향링크 채널을 위한 TPC(Transmission

Power Control) 명령의 전송을 위한 포맷 3 및 3A, 다중 안테나 포트 전송



모드 (transmission mode) 에서 하나의 상 향링크 셀 내 PUSCH 스 케줄링 을 위한

포 맷 4가 있다.

[106] DCI 포 맷 1A 는 단말에 어떤 전송 모드가 설정되어도 PDSCH 스 케줄링 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07] 이러한 , DCI 포맷은 단말 별로 독 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 하나의

서브프 레임 안에 여러 단말의 PDCCH 가 동시 에 다중화 (multiplexing) 될 수 있다.

[108] PDCCH 는 하나 또는 몇몇 연속 적인 CCE(control channel elements) 의

집합 (aggregation) 으로 구성된다. CCE 는 무선 채널의 상 태에 따른 부호 화율을

PDCCH 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 는 논 리적 할당 단위 이다 . CCE 는 4개의 자 원

요소로 구성된 REG 의 9개의 세트에 대웅하는 단위를 말한다. 기지국은 하나의

PDCCH 신호를 구성하기 위해 { 1, 2, 4 , 8 } 개의 CCE 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때의 { 1, 2, 4 , 8 }은 CCE 집합 레벨(aggregation level) 이라고 부른다.

[109] 특 정 PDCCH 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 는 CCE 의 개수는 채널 상 태에서 따라

기지국 에 의하 여 결정된다. 각 단말에 따라 구성된 PDCCH 는 CCE 대 RE 맵핑

규 칙(CCE-to-RE mapping rule) 에 의하 여 각 서브프 레임의 제어 채널 영역으로

인터리빙(interleaving) 되 어 맵핑 된다. PDCCH 의 위치는 각 서브프 레임의

제어채널을 위한 OFDM 심볼 개수 , PHICH 그룹 개수 그 리고 송신 안테나 및

주파수 천 이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0] 상술한 바와 같 이, 다중화된 각 단말의 PDCCH 에 독 립적으로 채널 코딩 이

수 행되고 CRQCyclic Redundancy Check) 가 적용된다. 각 단말의 고유의 식별자

(UE ID) 를 CRC 에 마스킹 (masking) 하 여 단말이 자신의 PDCCH 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 서브프레 임 내에서 할당된 제어 영역에서 기지국은

단말에 게 해당하는 PDCCH 가 어디에 있는지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111]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제어채널을 수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PDCCH 가

어느 위치 에서 어떤 CCE 집합 레벨이나 DCI 포맷으 로 전송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단말은 서브프 레임 내에서 PDCCH 후보 (candidate) 들 의 집합을

모니터링하 여 자신의 PDCCH 를 찾는다. 이를 블 라인드 디코딩(BD: Blind

Decoding) 이라 한다. 블 라인드 디코딩은 블 라인드 탐색(Blind Detection) 또는

블 라인드 서치 (Blind Search) 라고 불릴 수 있다. 블 라인드 디코딩은 단말이 CRC

부분에 자신의 단말 식별자 (UE ID) 를 디 마스킹 (De-Masking) 시 킨 후 , CRC

오류를 검토하여 해당 PDCCH 가 자신의 제어 채널인지 여부를 확 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12]

[113] 이하 , 단말의 RRC 상 태 (RRC state) 와 RRC 연결 방법에 대해 상술 한다.

[114] RRC 상 태란 단말의 RRC 계층이 E-UTRAN 의 RRC 계층과 논 리적 연결(logical

connection) 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말하며 ,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RRC 연결

상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RRC 아 이들 상 태라고 부른다. RRC 연결

상 태의 단말은 RRC 연결이 존 재하기 때문에 E-UTRAN 은 해당 단말의 존재를 셀



단위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 따라서 단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115] 반면에 RRC 아이들 상 태의 단말은 E-UTRAN 이 파악할 수는 없으며 , 셀 보다

더 큰 지 역 단위인 트 래킹 구 역(Tracking Area) 단위로 CN(core network) 이

관리한다. 즉 , RRC 아이들 상 태의 단말은 큰 지 역 단위로 존재 여부만 파악되 며 ,

음성 이나 데이터와 같은 통상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RRC 연결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116] 사용자가 단말의 전원을 맨 처음 켰을 때, 단말은 먼저 적절한 셀을 탐색한 후

해당 셀에서 RRC 아이들 상 태에 머무른다. RRC 아이들 상 태의 단말은 RRC

연결을 맺을 필요가 있을 때 비로소 RRC 연결 과정(RRC connection procedure) 을

통해 E-UTRAN 과 RRC 연결을 확 립하고, RRC 연결 상태로 천이한다. RRC

아이들 상 태에 있던 단말이 RRC 연결을 맺을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의 통화 시도 등의 이유로 상 향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다 거나 , 아니면 E-UTRAN 으로부터 호출 (paging)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이에 대한 웅답 메시지 전송 등을 들 수 있다.

[117] RRC 계층 상위에 위치하는 NAS(Non-Access Stratum) 계층은 연결관리 (Session

Management) 와 이동성 관리(Mobility Management) 등의 기능을 수 행한다.

[118] NAS 계층에서 단말의 이동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EMM-REGISTERED(EPS

Mobility Management-REGISTERED) 및 EMM-DEREGISTERED 두 가지 상 태가

정의되어 있으며 , 이 두 상태는 단말과 MME 에게 적용된다. 초기 단말은

EMM-DEREGISTERED 상 태이며 , 이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초기

연결(Initial Attach) 절차를 통해서 해당 네트워크에 등록하는 과정을 수 행한다.

상기 연결(Attach) 절차가 성공적으로 수 행되면 단말 및 MME 는

EMM-REGISTERED 상 태가 된다.

[119] 단말과 EPC 간 시그 널링 연결(signaling connection) 을 관리하기 위하여

ECM(EPS Connection Management) -IDLE 상 태 및 ECM-CONNECTED 상 태 두

가지 상 태가 정의되어 있으며 , 이 두 상태는 단말 및 MME 에게 적용된다.

ECM-IDLE 상 태의 단말이 E-UTRAN 과 RRC 연결을 맺으면 해당 단말은

ECM-CONNECTED 상 태가 된다.

[120] ECM-IDLE 상 태에 있는 MME 는 E-UTRAN 과 S1 연결(SI connection) 을 맺으면

ECM-CONNECTED 상 태가 된다. 단말이 ECM-IDLE 상 태에 있을 때에는

E-UTRAN 은 단말의 배경(context)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ECM-IDLE

상 태의 단말은 네트워크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셀 선택(cell selection) 또는 셀

재선택 (reselection) 과 같은 단말 기반의 이동성 관련 절차를 수 행한다. 반면,

단말이 ECM-CONNECTED 상 태에 있을 때에는 단말의 이동성은 네트워크의

명령에 의해서 관리된다. ECM-IDLE 상 태에서 단말의 위치가 네트워크가 알고

있는 위치와 달라질 경우 단말은 트 랙킹 구 역 갱신(Tracking Area Update) 절차를

통해 네트워크에 단말의 해당 위치를 알린다.

[121] 다음은, 시스 템 정보(System Information) 에 대해 살펴본다.



[122] 시스템 정보는 단말이 기지국에 접속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단말은 기지국에 접속하기 전에 시스템 정보를 모두 수신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항상 최신의 시스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기

시스템 정보는 한 셀 내의 모든 단말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기지국은
주기적으로 상기 시스템 정보를 전송한다.

[123] 3GPP T S 36.331 V8.7.0 (2009-09) "Radio Resource Control (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8)' '의 5.2.2 절에 의하면, 상기 시스템 정보는 MIB(Master

Information Block), SB(Scheduling Block), SIB(System Information Block) 로

나뉜다. MIB 는 단말이 해당 셀의 물리적 구성 , 예를 들어 대역폭 (Bandwidth) 같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SB은 SIB 들의 전송정보 , 예를 들어, 전송 주기 등을

알려준다. SIB 은 서로 관련 있는 시스템 정보의 집합체이다 . 예를 들어, 어떤

SIB 는 주변의 셀의 정보만을 포함하고, 어떤 SIB 는 단말이 사용하는 상향링크
무선 채널의 정보만을 포함한다.

[124] 이하 ， LTE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전송 전력 제어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125] 단말이 자신의 상향링 크 전송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은 개 루프 전력 제어 (Open

Loop Power Control; OLPC) 또는 폐 루프 전력 제어 (Closed Loop Power Control;

CLPC)) 를 포함한다 .

[126] 개 루프 전력 제어는 단말이 속하는 셀의 기지국으로 부터의 하향링크 신호

감쇄를 추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형태로 전력 제어를 하기 위한 전력 제어

방법이다 .
[127] 즉 , 개 루프 전력 제어는 단말에 서부터 기지국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져서

하향링크의 신호 감쇄가 크면 상향링크의 전송 전력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상향링크 전력을 제어한다.

[128] 폐 루프 전력 제어는 기지국에서 상향링크 전송 전력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정보(예를 들면 ， 제어 신호) 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향링 크 전력을

제어한다.

[129] 아래 수학식 1은 반송파 병합 기법올 지원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서빙 샐 c에서

서브프레 임 인텍스 i상에서 PUSCH 와 PUCCH 를 동시에 전송하지 않고

PUSCH 만 전송하는 경우의 단말의 전송 전력을 결정하기 위한 수학식 이다 .

[130] [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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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아래 수학식 2는 반송파 병합 기법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서빙 셀 c의

서브프레 임 인텍스 i 에서 PUCCH 와 PUSCH 를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에 PUSCH

전송 전력을 결정하기 위한 식이다 .



[132]

! l g C ro sc { ) + { ' P + A s i +膽 ᅳ

[133] 이하에서 상기 수학식 1 및 수학식 2와 관련하여 기술할 파라미 터들은 서빙 셀
c에서의 단말의 상향링크 전송 전력을 결정한다.

[134] 상기 수학식 1의 PCMAXᅳc(i) 는 서브프레임 인텍스 i에서의 단말의 전송 가능한

는 PPUCCH(i) 의 선형 값 (linear value) 을 나타낸다. 여기서，PPUCCH(i) 는 서브프레 임
인텍스 i에서의 PUCCH 전송 전력을 나타낸다.

[136] 상기 수학식 1에서 M PUSCH,c(i) 는 서브프레임 인텍스에 대해 유효한 자원 블록
수로 표현된 PUSCH 자원 할당의 대역폭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기지국이

할당하는 값이다.
[137] P0_PUSCH(j) 는 상위 계층으 로부터 제공된 셀 특정 노미널 콤포넌트 (nominal

component) 인 P0_N0 AL_PUSCH,c(j) 와 상위 계층에서 제공된 단말 특정 콤포넌트인 P

o_UE_PUSCH,c(j) 의 합으로 구성된 파라미터로서, 기지국이 단말에게 알려주는
값이다.

[138] 상향링크 그랜트에 따른 PUSCH 의 전송/재전송은 j는 1이고, 임의 접속 웅답에
따른 PUSCH 의 전송/재전송은 j는 2이다.

[139] 그리고 , ,
파라미터

[140] a c(j) 는 경로손실 보상 인자 (pathloss compensation factor) 를 의미한다.
[141] a c(j) 는 상위 계층에서 제공되어 기지국이 3 비트로 단말에게 전송해 주는 셀

특정 파라미 터로서 j는 0 또는 1일 때，o { 0 , 0.4, 0.5, 0.6, 0.7, 0.8, 0.9, . 1 }이고, j 가
2일 때, a c(j)=l 이다.

[142] 경로 손실 PLc 는 단말이 dB 단위로 계산한 하향링크 경로손실 (또는 신호 손실)
추정치로서, 아래 수학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43] [수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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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상기 수학식 3에서 referenceSignalPower 는 기지국이 상위 계층을 통해
단말에게 알려줄 수 있다.

[145] f c(i) 는 서브프레임 인텍스에 대해 현재 PUSCH 전력 제어 조정 상태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 현재의 절대값 또는 축적된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146] 축적(accumulation) 이 상위 계층으 로부터 제공되는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인에이블 (enable) 되거나 또는 TPC 명령 δ Ρυ CRC 가 임시 식별자 (예를 들면,

T-C-RNTI) 로 스크 램블링 된 서빙 셀 c에 대한 DCI 포맷 0와 함께 PDCCH 에

포함되면 아래 수학식 4를 만족한다 .

[ 147] [수식 4 ]

[ 148] 상기 수학식 4에서 0 PUSCH,c (i-K PUSCH )는 서브프레 임 (i-K PUSCH )에서 DCI 포맷 0/4

또는 3/3A 와 함께 PDCCH 로 시그널링 되며 ， f c(0) 는 축적값의 리셋 후의 첫 번째

값을 의미한다.
[ 149] K PUSCH의 값은 FDD 에 대해서는 4 이고 , TDD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다 .

[ 150] [표 2 ]

[ 15 1] DRX 상 태일 경우를 제외하고 ， 매 서브프레 임에서 단말은 단말의 C-RNTI 를

가지고 DCI 포맷 0/4 의 PDCCH 를 또는 단말의 TPC-PUSCH-RNTI 를 가지고 DCI

포맷 3/3A 의 PDCCH 및 SPS C-RNTI 에 대한 DCI 포맷을 디코딩하려고 시도한다.

[ 152] 서빙 셀 c에 대한 DCI 포맷 0/4 및 DCI 포맷 3/3 A 는 동일 서브프레 임에서

검출되면, 단말은 DCI 포맷 0/4 에서 제공되는 를 이용하여 야 한다 .

[ 153] 서빙 셀 c를 위해 디코딩되는 TPC 명령 command) 이 없거나, DRX 가 생기거나,

또는 인텍스 i 인 서브프 레임이 TDD 에서 상향링크 서브프 레임이 아닌

서브프 레임에 대해 0 PUSCH,C는 OdB 이다 .

[ 154] DCI 포맷 0/4 와 함께 PDCCH 상에서 시그널링되는 의 축척 값은 아래 표

4와 같다 . DCI 포맷 0과 함께하는 PDCCH 는 SPS activation 으로 인증

(validation) 되거나 PDCCH 를 릴리즈 (release) 하면, 는 OdB 이다 .

[ 155] DCI 포맷 3/3 A 와 함께 PDCCH 상에서 시그널링되는 0 PUSCH,C 축척값은 아래 표

3의 SET 1의 하나이 거나, 상위 계층에서 제공되는 TPC- 인텍스 (index)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되는 아래 표 4의 SET 2의 하나이다 .



[ 156] [표 3 ]

[ 157] [표 4 ]

[ 158] 서빙 셀 c에서의 전송 최대 전력 뚀 (i) 에 도달하면 ， 서빙 셀 c에 대해 양

(positive) 의 TPC 명령 (command) 이 축적되지 않는다 .

[ 159] 반면, 단말이 최저 전력에 도달하면 ， 음 (negative) 의 TPC 명령이 축적되지

않는다.
[ 160] 아래 수학식 5는 LTE 시스템에서의 PUCCH 에 대한 상향링 크 전력 제어와

관련된 식의 일 예를 나타낸다.

[ 16 1] [수식 5 ]

[ 162] 상기 수학식 5에서 , i는 서브프레 임 인텍스 ， c 는 셀 (cell) 인텍스이다 .

[ 163] 단말이 두 개의 안테나 포트 상에서 PUCCH 를 전송하도록 상위 계층에 의해

설정되어 있다면 A T (F) 의 값은 상위 계층에 의해 단말에 제공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0 이다 . 이하 설명하는 파라미 터는 셀 인텍스가 c 인 서빙 셀에 대한

것이다 .
[ 164] 여기서 , P CMA x ,c(i) 는 단말의 전송 가능한 최대 전력을 나타내 고 ，P 0 _PUCCH (i) 는 셀

특정 (cell-specific) 파라미터의 합으로 구성된 파라미터로서 , 기지국이 상위 계층

시그널링 을 통해 단말에게 알려준다.

[ 165] PLc 는 단말이 d B 단위로 계산한 하향링크 경로손실 (또는 신호 손실)

추정치로서 , 아 래 수학식 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166] [수식 6 ]

P c = r e f e rence S i gnal Powe r ― h i ghe r l aye r f l e r e dRSRP

[ 167] h(n) 은 PUCCH 포맷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고 , 퍄 이는 채널 품질 정보 (Channel

Quality Indicator: CQI) 에 대한 정보 비트의 수이다 .

[ 168] nHATQ 는 HARQ 의 비트의 수를 나타내고 , AF_PUSSCH(F) 의 값은 PUCCH



포 맷 la에 대해 상 대적인 값으로 PUCCH 포 맷 l a에 대웅하는 값으로 기지국 이

상 위 계층 시그널링 올 통해 단말에게 알려주는 값 이다 .

[169] g(i) 는 인텍스 i 서브프 레임의 현재 PUCCH 전 력 제어 조 정 스 테이트

(adjustment state) 를 나타낸다 .

[170] Po_UE_PUCCH 값 이 상 위 계층에서 변경될 때 ， g(0)=0 이고 , 그렇지 않으면 ，아래,

수학식 7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171] [수식 7]

[172] 수학식 7에서 는 임의 접속 웅답에서 지시되는 TPC 명 령(command) 이며 ,

A Prampup은 상 위 계층에서 제공하는 첫 번째부터 마지 막 프 리 앰블까지 총 전력

램프-업 (ramp-up) 에 해 당한다.

[173] 프 라 이머리 셀에서 의 전송 최대 전력 P CMAX
ᅳc(i) 에 도 달하면 ， 프 라이머리 샐에

대해 양 (positive) 의 TPC 명 령이 축 적되지 않는다.

[174] 반 면 ， 단말이 최저 전력에 도달하면 ， 음 (negative) 의 TPC 명 령이 축 적되지

않는다.

[175] 단말은 P0_UE_PUCCH 값 이 상 위 계층에 의해 변경되거나 랜덤 액세스 웅답

메시지를 수신할 때 축 적 (accumulation) 을 리셋한다.

[176] 한편 ， 아 래 표 5 및 표 6은 DCI 포맷에 서 의 TPC 명 령 (Command) 필드가

지시하는 ¾ UCCH 값을 나타 낸다.

[177] 특 히 , 표 5는 DCI 포 맷 3A 를 제외한 나머지 DCI 에서 지시하는 0PUCCH 값 이고 , 표

6은 DCI 포 맷 3A 에서 지시하는 UCCH 값 이다 .

[178] [표 5]

[179]

[180] 아 래 수학식 8은 LTE 시스 템에서 의 사운딩 참조 신호 (SRS) 의 전 력 제어와

관 련된 식 이다 .



[181] [수식 8]

p

幌 峰 輔 讓 줼 辦 麵 身議 力

[182] 상 기 수학식 8에서 i는 서브프레 임 인텍스 ， c 는 셀 (cell) 인 텍스 이다 .

[183] 여기서 ， PC MAx (i) 는 단말의 전송 가능한 최대 전력을 나타내 고 ，PSRS_0FFSET,C
(m) 은 상 위 계층에 의해서 설정되는 값 이다 .

[184] M SRS,C는 서 빙 셀 C의 서브프 레임 인텍스 i상 에서 의 사운딩 참조 신호

대역폭으로서 , 자 원 블록의 개수로 표 현된다.

[185] f c(i) 는 서 빙 셀 c의 서브프 레임 인텍스 i에 대해 현재 PUSCH 전 력 제어 조 정

상태를 나타내는 값 이고 ， P0_PUSCH,c(j) 및 a c j)는 상 기 수학식 1 및 2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186]

[187] 상향링 크 자 워 할당 점차

[188] 3GPP LTE/LTE-A 시스템의 경우 , 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지국의

스 케줄링 기반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을 사용 한다. 이는 단말이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 우선 적으로 기지국 에게 상 향링크 자 원 할당을 요 청하고,

기지국으로부터 할당된 상 향링크 자 원만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89] 도 7는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 템에서 단말의 상 향링크 자 원

할당 과정을 예시하는 도면 이다 .

[190] 상 향링크의 무선 자원의 효율 적인 사용을 위하 여 , 기지국은 각 단말 별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얼마만큼 상 향링크로 전송할지를 알아야 한다. 따 라서 , 단말이

직접 자신이 전송하고자 하는 상 향링크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달하고, 기지국은 이에 기반하여 해당 단말에 상 향링크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 단말이 기지국으로 전달하는 상 향링크 데이터에 관한 정보는

자신의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상 향링크 데이터의 양으로서 , 이를 버퍼 상 태

보 고 (BSR: Buffer Status Report) 라고 지칭한다. BSR 은 단말이 현재 TTI 에서

PUSCH 상 의 자 원 이 할당되 고 보 고 이벤트 (reporting event) 가 트 리거링된 경우 ,

MAC 제 어 요소 (MAC control element) 를 사 용하여 전송된다.

[191] 상 기 도 7의 (a)는 단말이 버퍼 상 태 보 고 (BSR: buffer status reporting) 를 위 한

상향링 크 무선 자 원 이 단말에 할당되지 않은 경우 에 실제 데이터 (actual data) 를

위 한 상향링 크 자 원 할당 과정을 예시 한다. 즉 , DRX 모드에 서 액티브 모드의

상태를 전환하는 단말의 경우 , 미 리 할당 받은 데이터 자원이 없기 때문 에 ,

PUCCH 를 통 한 SR 전송을 시작으로 상 향 데이터에 대한 자원을 요 청해야 하며 ,

이 경우 5 단 계의 상 향링크 자 원 할당 절차가 사용된다.

[192] 상 기 도 7의 (a)를 참조하면, 단말은 BSR 를 전송하기 위한 PUSCH 자 원 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로, 단말은 PUSCH 자원을 할당 받기 위하 여 먼저 스 케줄링



요청(SR: scheduling request) 을 기지국에 전송한다 (S7010).

[193] 스 케줄링 요청은 보고 이벤트 (reporting event) 가 발생되었으나 단말이 현재

TTI 에서 PUSCH 상 에 무선 자원이 스케줄 링되지 않은 경우 , 단말이 상 향링크

전송을 위한 PUSCH 자원을 할당 받기 위하여 기지국에 요청하기 위해

이용된다.

[194] 즉 , 단말은 정규적 버퍼 상 태 보고 (regular BSR) 가 트 리거(trigger) 되 었으나

BSR 을 기지국에 전송하기 위한 상 향링크 무선 자원을 가지지 않을 때 PUCCH

상 에 SR을 전송한다. 단말은 SR을 위한 PUCCH 자 원 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에

따라 단말은 PUCCH 를 통해 SR을 전송하거 나 또는 랜덤 액세스 절차를

개시한다. 구 체적으로 , SR이 전송될 수 있는 PUCCH 자 원은 단말 특정적으로

상위 계층 (예를 들어 , RRC 계층) 에 의하여 설정되며 , SR 설정은 (SR

configuration) 은 SR 전송주기 (SR periodicity) 및 SR 서브프 레임 오프셋 정보를

포함한다.

[195]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BSR 전송을 위한 PUSCH 자원에 대한 UL grant 를

수신하면 (S7020), U L grant 에 의해 할당된 PUSCH 자원을 통해 트리거링된

BSR 을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S7030).

[196] 기지국은 BSR 을 통해 실제 단말이 상 향링크로 전송할 데이터의 양을 확인하고

실제 데이터 전송을 위한 PUSCH 자원에 대한 UL grant 를 단말에

전송한다 (S7040). 실 제 데이터 전송을 위한 UL grant 를 수신한 단말은 할당된

PUSCH 자원을 통해 실제 상 향링크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S7050).

[197] 상 기 도 7의 (b) 는 단말이 BSR 를 위한 상 향링크 무선 자원이 단말에 할당되 어

있는 경우에 실제 데이터를 위한 상향링 크 자원 할당 과정을 예시한다.

[198] 상 기 도 7의 (b) 를 참조하면, 단말이 BSR 전송을 위한 PUSCH 자 원 이 이미

할당된 경우로, 단말은 할당된 PUSCH 자원을 통해 BSR 을 전송하며 , 이와 함께

스케줄링 요청을 기지국에 전송한다 (S7110). 이어 , 기지국은 BSR 을 통해 실제

단말이 상 향링크로 전송할 데이터의 양을 확인하고 실제 데이터 전송을 위한

PUSCH 자원에 대한 UL grant 를 단말에 전송한다 (S7120). 실 제 데이터 전송을

위한 UL grant 를 수신한 단말은 할당된 PUSCH 자원을 통해 실제 상 향링크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S7130).

[199] 랜덤 접속 과정(RACH 프로시저

[200] 도 8은 LTE 시스 템에서 랜덤 접속 과정(Random Access Procedure) 의 일 예를

나타낸다.

[201] 랜덤 접속 과정은 RRCJDLE 에서 의 초기 접속 , 무선 링크 실패 후의 초기 접속 ,

랜덤 접속 과정을 요구하는 핸드오버 , RRC_CONNECTED 중 에 랜덤 접속

과정이 요구되는 상 향링크 또는 하향링크 데이터 발생 시에 수 행된다. RRC 연결

요청 메시지 (RRC Connection Request Message) 와 셀 갱신 메시지 (Cell Update

Message), URA(UTRAN Registration Area) 갱신 메시지 (URA Update Message)

등 의 일부 RRC 메시지도 랜덤 접속 과정을 이용하여 전송된다. 논 리채널



CCCH(Common Control Channel), DCCH(Dedicated Control Channel),

DTCH(Dedicated Traffic Channel) 가 전송채 널 RACH 에 매핑될 수 있다. 전송채 널
RACH 는 물리채널 PRACH(Physical Random Access Channel) 에 매핑된다.

[202] 단말의 MAC 계층이 단말 물리계층에 PRACH 전송을 지시하면, 단말
물리계층은 먼저 하나의 접속 슬롯 (access slot) 과 하나의 시그너처 (signature) 를
선택하여 PRACH 프리엠블을 상향으로 전송한다. 랜덤 접속 과정은 경쟁
기반 (Contention based) 의 랜덤 접속 과정과 비경쟁 기반 (Non-contention based) 의
랜덤 접속 과정으로 구분된다.

[203] 상기 도 8의 (a)는 경쟁 기반 (Contention based) 의 랜덤 접속 과정의 일 예를
나타내며, 상기 도 8의 (b)는 비경쟁 기반 (Non-contention based) 의 랜덤 접속

과정의 일 예를 나타낸다.
[204] 먼저, 경쟁 기반의 랜덤 접속 과정에 대해서 상기 도 8의 (a)를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5] 단말은 시스템 정보를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랜덤 접속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한다. 이후, 랜덤 접속이 필요한 경우, 단말은 랜덤 접속 프리엠블 (Random

Access Preamble; 메시지 1이라고도 함)을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S8010).

[206] 기지국이 상기 단말로부터 랜덤 접속 프리엠블을 수신하면, 상기 기지국은
랜덤 접속 웅답 메시지 (Random Access Response; 메시지 2라고도 함)를 단말에게
전송한다 (S8020). 구체적으로, 상기 랜덤 접속 웅답 메시지에 대한 하향
스케쥴링 정보는 RA-RNTI(Random Access-Radio Network Temporary Identifier) 로
CRC 마스킹 되에 그 또는 L 2 제어채널(PDCCH) 상에서 전송될 수 있다.
RA-RNTI 로 마스킹된 하향 스케쥴링 신호를 수신한 단말은 PDSCH(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로부터 랜덤 접속 웅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디코딩할 수

있다. 이후, 단말은 상기 랜덤 접속 웅답 메시지에 자신에게 지시된 랜덤 접속
웅답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207] 자신에게 지시된 랜덤 접속 웅답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단말이 전송한
프리엠블에 대한 RAID(Random Access Preamble ID) 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확인될 수 있다.
[208] 상기 랜덤 접속 웅답 정보는 동기화를 위한 타이밍 읍셋 정보를 나타내는

TA(Timing Alignment), 상향링크에 사용되는 무선자원 할당 정보, 단말 식별을

위한 임시 식별자(예：Temporary C-RNTI) 등을 포함한다.

[209] 단말은 랜덤 접속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웅답 정보에 포함된
무선자원 할당 정보에 따라 상향링크 SCH(Uplink Shared Channel) 로 상향링크
전송(메시지 3이라고도 표현함) 을 수행한다 (S8030). 여기서, 상향링크 전송은
스케쥴된 전송 (Scheduled Transmission) 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210] 기지국은 단말로부터 상기 상향링 크 전송을 수신한 후에, 경쟁 해결 (contention

resolution) 을 위한 메시지 (메시지 4라고도 표현함) 를 하향링크 공유
채널(Downlink Shared Channel:DL-SCH) 을 통해 단말에게 전송한다 (S8040).



[211] 다음으로, 비경쟁 기반의 랜덤 접속 과정에 대해 상기 도 8의 (b)를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2] 단말이 랜덤 접속 프리엠블을 전송하기 전에 기지국이 비경쟁 랜덤 접속
프리엠블 (Non-contention Random Access Preamble) 을 단말에 게 할당한다 (S8110).

[213] 비경쟁 랜덤 접속 프리엠블은 핸드오버 명령이나 PDCCH 와 같은 전용
시그널링 (Dedicated Signalling) 을 통해 할당될 수 있다. 단말은 비경쟁 랜덤 접속

프리엠블을 할당받은 경우, 기지국으로 할당된 비경쟁 랜덤 접속 프리엠블을
전송한다 (S8120).

[214] 이후, 상기 기지국은 경쟁 기반 랜덤 접속 과정에서의 S8020 단계와 유사하게
랜덤 접속 웅답(Random Access Response; 메시지 2라고도 표현함) 을 단말에 게

전송할 수 있다 (S8130).

[215] 상기 설명된 랜덤 접속 과정에서 랜덤 접속 웅답에 대해서는 HARQ 가
적용되지 않지만, 랜덤 접속 웅답에 대한 상향링크 전송이 나 경쟁 해결을 위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HARQ 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 랜덤 접속 웅답에 대해서
단말은 ACK 또는 NACK 을 전송할 필요가 없다.

[216]

[217] 다음으로, LTE(-A) 또는 802. 16에서의 UL data 전송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18] LTE(-A) 시스템 또는 802.16m 등과 같은 셀를러 시스템은 기지국 스케줄링

기반의 자원 할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19] 이와 같은 기지국 스케줄링 기반의 자원 할당 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전송할 데이터(i.e., U L data)가 있는 단말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자원을 기지국에게 요청한다.
[220] 이와 같은 단말의 스케줄링 요청은 PUCCH 로의 SR(Scheduling Request) 전송

또는 PUSCH 로의 BSR(Buffer Status Report) 전송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221] 또한, 단말에게 SR 또는 BSR 을 전송할 자원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 단말은

RACH 프로시 저를 통해 상향링 크 자원을 기지국으로 요청할 수 있다.
[222] 이와 같이 단말로부터 스케줄링 요청을 수신한 기지국은 해당 단말이 사용할

상향링 크 자원을 하향링 크 제어 채널(i.e., U L grant 메시지, LTE(-A) 의 경우
DCI) 을 통해 단말로 할당하게 된다.

[223] 이 때, 단말에 게 전송되는 UL grant 는 단말에 게 할당되 는 자원이 어떤
subframe 의 자원에 해당되는지를 explicit 하게 시그널링 함으로써 알려줄 수도
있지만, 특정 시간(e.g., LTE 의 경우 4ms) 이후의 subframe 에 대한 자원 할당으로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약속된 시간을 정의할 수도 있다.

[224] 이와 같이, 기지국이 단말에게 Xms(e.g., LTE(-A) 의 경우 4ms) 이후의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단말이 UL grant 를 수신 및 디코딩하고, 전송할 데이터를 준비 및
인코딩하는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단말의 자원을 할당함을 의미한다.

[225] 이하, 도 9를 참조하여 도 8의 (a)에서 설명한 경쟁 해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26] 경 쟁 해 결 (Contention Resolution)

[227] 도 9는 LTE 시스 템에서 복수의 단말의 임의 접속 절차에 서 경쟁 해결 방법의

일 예를 나타내 는 도면이다 .

[228] 도 9에서 UE 1은 RRC 연결 상 태이고 , UE 3은 RRC 유휴 상 태인 것을 가정한다.

즉 , 도 9에서 UE 1은 유효한 셀 식별자를 가지고 있고, UE 3은 유효한 셀

식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229] 랜덤 액세스를 수 행함에 있어서 층돌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랜덤

액세스 프 리앰블의 수가 유한하기 때문 이다 .

[230] 즉 , 기지국은 모든 UE들에게 단말 고유의 랜덤 액세스 프 리앰블을 부 여할 수

없기 때문에 , UE 1 및 UE 3은 공통의 랜덤 액세스 프 리앰블들 중에서 임의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전송하게 된다 (S9010).

[231] 이에 따라 동일한 무선 자원(PRACH 자원) 을 통해 둘 이상의 단말들이 같은

랜덤 액세스 프 리앰블을 선택하여 전송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 지만 ,

기지국에서는 하나의 단말에게서 전송되는 하나의 랜덤 액세스 프 리앰블로

판단하게 된다.

[232] 이로 인해, 기지국은 랜덤 액세스 웅답을 UE 들에게 전송하고 랜덤 액세스

웅답은 하나의 단말이 수신할 것으로 예측한다 (S9020).

[233] 하지만 , 상술한 바와 같이 층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둘 이상의 단말들이
하나의 액세스 액세스 웅답을 수신하게 되며 , 이에 따라 단말마다 각각 랜덤

액세스 웅답의 수신에 따른 동작을 수 행하게 된다 (S9030).
[234] 즉 , 랜덤 액세스 웅답에 포함된 하나의 UL Grant 를 이용하여 , 둘 이상의

단말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동 일한 무선자원에 전송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 기 데이터의 전송은 모두 실패할 수 도 있고,

단말들의 위치 또는 전송파워에 따라 특정 단말의 데이터만을 기지국에서
수신할 수도 있다.

[235] 후자의 경우 , 둘 이상의 단말들은 모두 자신의 데이터의 전송이 성공했다고

가정하기 때문 에, 기지국은 경쟁에서 실패한 단말들에게 실패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즉 , 상 기 경쟁의 실패 또는 성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층돌 해결 (Contention Resolution) 라 한다.

[236] 층돌 해결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 층돌 해결

타이머(Contention Resolution 타 이머：이하 CR 타이머라고 칭함)를 이용하는

방법과 , 다른 한가지 방법은 성공한 단말의 식별자를 단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이다 .
[237] 전자의 경우는, 단말이 랜덤 액세스 과정 전에 이미 고유의 셀 식별자

(C-RNTI) 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 이미 셀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단말은 랜덤 액세스 웅답에 따라 자신의 셀 식별자를 포함한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층돌 해결 타이머를 작동한다.



[238] 그 리고 , 층돌 해결 타이머가 만료되기 전에, UE 1은 자신의 셀 식별자가 포함된

PDCCH 정보가 수신되면 , 단말은 자신이 경쟁에서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랜덤

액세스를 정상 적으로 마치게 된다 (S9040).

[239] 하지만 , 층돌 해결 타이머가 만료되 기 전에, 자신의 셀 식별자가 포함된

PDCCH 를 전송 받지 못한 경우는, 자신이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랜덤

액세스 과정을 다시 수행하 거나 , 상 위 계층으로 실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40] 층돌 해소 방법 중 후자의 경우 , 즉 성공한 단말의 식별자를 전송하는 방법은 ,
단말이 랜덤 액세스 과정 전에 고유의 셀 식별자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 UE

3은 자신이 셀 식별자가 없는 경우 , 랜덤 액세스 웅답에 포함된 UL Grant 정보 에

따라 데이터에 셀 식별자 보다 상위 식별자 (S-TMSI 또는 Random ID) 를 포함하여

전송하고, 단말은 층돌 해결 타이머를 작동시 킨다.

[241] 층돌 해결 타이머가 만료되 기 전에, 자신의 상위 식별자를 포함한 데이터가

DL-SCH 로 전송된 경우 , 단말은 랜덤 액세스 과정이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242] 하지만 , UE 3은 층돌 해결 타이머가 만료되 기 전에, 자신의 상위 식별자를

포함한 데이터를 DL-SCH 로 전송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 랜덤 액세스 과정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게 된다.

[243] 이와 같은 방법의 경우 , 단말은 임의 접속 절차가 실패하 였음에 도 불구하고,
실패하였 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대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244] 따라서 ,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의 접속 절차가 실패한

경우 , 기지국 이 실패한 단말에게 실패하 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45] 도 10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복수의 단말의 임의 접속 절차의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

[246] 도 10을 참조하면, 복수의 단말이 동일한 랜덤 액세스 프 리앰블을 기지국에게

전송한 경우 , 기지국은 디코딩에 실패한 단말에게는 실패를 나타내는 지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247] 이하 , 본 발명에서 UE 3은 RRC 연결 상 태 또는 RRC 유휴 상 태일 수 있다.

[248] 먼 저 , 단계 S10010 및 단계 S10020 은 도 9의 S9010 및 단계 S9020 과 동 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249] UE 1은 이에 따라 단말마다 각각 랜덤 액세스 웅답의 수신에 따른 동작을

수 행하게 된다. 즉 , UE 1은 기지국으로부터 랜덤 액세스 웅답을 통해 할당 받은

UL grant 를 통해 C-RNTI MAC CE를 포함하는 Msg 3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S10030).

[250] 또한, UE 3은 기지국으로부터 랜덤 액세스 웅답을 통해 할당 받은 UL grant 를

통해 Msg 3을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251] 이때 , UE 1과 동 일한 임시 식별자를 할당 받은 UE 3은 RRC 연결 상 태인 경우 ,

UE 1과 다른 C-RNTI MAC CE를 포함하는 Msg 3을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RRC



유휴 상 태인 경우 , CCCG SDU 를 포함하는 Msg 3을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252] 이후 , 기지국은 UE 1이 전송한 Msg 3의 디코딩에 성공한 경우 , C-RNTI 로

식별되는 PDCCH 를 UE 1으로 전송하고 (S10040), UE 1은 할당 받은 임시

식별자를 폐기한다.

[253] 기지국은 UE 1로 PDCCH 를 전송함과 동시에 UE 1과 동일한 임시 식별자를

할당 받은 UE 들에게 경쟁 해결이 실패하 였음을 지시하는 지시 메시지를

전송한다 (S10050).

[254] 경쟁 해결이 실패하 였음을 지시하는 지시 메시지는 임시 식별자에 의해서

식별될 수 있으며 , MAC 서브헤더를 통해서 전송될 수 있다.

[255] 이때 , 경쟁 해결이 실패하였 음을 지시하는 지시 메시지를 위한 새로운 LCID 가

할당될 수 있다.

[256] UE 1과 동 일한 임시 식별자를 할당 받은 단말은 Msg 3 전송 이후, Msg 3에

CCCH SDU 또는 C-RNTI MAC CE가 포함되 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할당 받은

임시 식별자로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PDCCH 를 모니터링 하기 시작한다.

[257] UE 3은 단계 S10050 에서 임시 식별자로 식별되는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면,

Msg 3에 CCCH SDU 또는 C-RNTI MAC CE를 포함하 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동작을 수 행한다.

[258] 만약, UE 3이 Msg 3에 CCCH SDU 를 포함하여 전송한 경우 , UE 3은 경쟁

해소에 실패하 였음을 나타내 는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면, 타 이머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경쟁해소에 실패하 였다고 인식하고, 랜덤 액세스 절차를 다시

수 행하게 된다.

[259] 구 체적으로, 유효한 임시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UE 3은 동일한 RA-RNTI 로

임의 접속 절차를 다시 개시하지 않고, 이미 할당된 유효한 임시 식별자를 통해

랜덤 액세스 웅답의 수신에 따른 동작을 수 행하게 된다 (S10070).

[260] 즉 , 기지국으로부터 할당 받은 임시 식별자가 아직 유효한 RNTI 기 때문에 임의

접속 절차가 실패하 였더라도 유효한 임시 식별자를 통해서 Msg 3을 다시 전송할

수 있다.
[261] 이때 , Msg 3은 CCCH SDU 를 포함할 수 있다.

[262] 이때 , 기지국은 UE 3으로 T-C-RNTI 를 통해서 임의 접속 절차를 다시 수 행할

것을 지시하는 재 전송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S10060).

[263] 만약, UE 3이 Msg 3에 C-RNTI MAC CE를 포함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한 경우 ,

UE 3은 자신이 전송한 Msg 3의 C-RNTI 로 식별되지 않는 PDCCH 를 수신하면

타이머가 만료되지 않더라도 경쟁해소가 실패하 였다고 인식한다.

[264] 이후, UE 3은 랜덤 액세스 절차를 다시 수 행하게 된다.

[265] 구 체적으로, 유효한 임시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UE 3은 동일한 RA-RNTI 로

임의 접속 절차를 다시 개시하지 않고, 이미 할당된 유효한 임시 식별자를 통해

랜덤 액세스 웅답의 수신에 따른 동작을 수 행하게 된다 (S10070).

[266] 즉 , 기지국으로부터 할당 받은 임시 식별자가 아직 유효한 RNTI 기 때문에 임의



접속절차가실패하였더라도 유효한 임시식별자를 통해서 Msg 3을다시 전송할
수있다.

[267] 이때, Msg 3은C-RNTI MAC CE를포함할 수있다.
[268] 이때,기지국은 UE 3으로 T-C-RNTI 를통해서 임의접속절차를 다시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재전송 신호를 전송할 수있다(S10060).

[269] 본발명의또다른실시 예로,도 10에서UE 1이RRC 연결 상태이고, UE 3이
유휴 상태인경우,기지국은 CCCH SDU 가포함된 Msg 3을디코딩에성공할수
있다.

[270] 이경우,기지국은 임시식별자로 식별되는PDCCH 를전송하고, UE 1 및UE

3은Msg 3에CCCH SDU 또는 C-RNTI MAC CE를포함하였는지 여부와상관
없이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PDCCH 의모니터링을시작한다.

[27 1] UE 1은임시식별자로 식별되는PDCCH 를수신한 경우, Msg 3에C-RNTI MAC

CE를포함하여 전송하였기 때문에 타이머가만료되지않았더라도경쟁해소에
실패하였다고 인식하고 랜덤 액세스 절차를 다시 수행하게 된다.

[272] 이때, UE 1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랜덤 액세스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 Msg 3부터 다시 전송할수있다.

[273] UE 3은Msg 3에CCCH SDU를포함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하였기 때문에
PDCCH 의CR Identity 가자신이Msg 3에서전송한것과 일치하면, 경쟁해소에

성공하였다고 인식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경쟁해소에 실패하였다고 인식한다.
[274] 이경우,UE 3은랜덤 액세스 절차를 다시 수행하게 된다.
[275] 이때,UE 3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랜덤 액세스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 Msg 3부터 다시 전송할수있다.
[276] 이와같은 방법을이용하여 UE는상향링크데이터를전송하기 위해서임의

접속절차를 통해 기지국에 접속하는 경우, 임의접속절차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아니라,유효한식별자를 통해서
Msg3 을다시 전송할 수있다.

[277] 따라서 ,UE의임의접속절차에 의한지연을 감소시킬수있다.
[278] 도 11은고도가 높은 단말이 인접 단말에 미치는간섭의일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279] 도 11을참조하면, 고도가 높은 단말은 신호의 세기가강하기 때문에인접 단말

및기지국에 미치는간섭의영향이 크다.
[280] 구체적으로,공중을 비행하는 단말들(예를 들면, 드론 등)은기존의 지상을

이동하는 단말들과 다른 전파 특성을가질 수있다.
[28 1] 공중을 비행하는 단말들이 기지국의 안테나높이보다 낮은고도에서비행하는

경우,지상의 일반적인단말들과 동일한 전파특성을가질 수있다. 하지만,
공중을 비행하는 단말들이 기지국의 안테나높이보다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공중을 비행하는 단말들로부터의업링크 신호는 line-of-sight propagation
조건에 의해다수의 셀에서 더관측이 잘된다.



[282] 하지만 , 이러한 공중을 비행하는 단말들의 상향링 크 신호는 인접 셀에서

간섭을 증가시 키며, 증가된 간섭은 지상의 단말들의 통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83] 따라서 , 공중을 비행하는 단말들로 인하여 지상의 단말들의 스루풋 성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네트워크가 공중을 비행하는 단말들의 통신을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284] 예를 들면, 고도가 높아짐 에 따라 비행하는 단말이 인접 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고도에 따라 비행하는 단말의 신호세기를 낮추기 위해서 단말의

상향링크 신호의 전송 전력을 제한할 수 있다.

[285] 전력 제어는 이웃 셀 사용자들로 부터의 간섭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
[286] 공중을 비행하는 단말로부터 인접 셀로의 간섭을 줄 이기 위해 공중을 비행하는

단말에게 서빙 기지국까지의 간섭 상황에 따라 임시로 단말의 상향링크 신호의

전송 전력을 감소시 키거나 0으로 설정할 수 있다.
[287] 연결 모드의 폐 루프 전력 제어에서 피드백은 전송 전력 레벨을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88] 기지국은 단말로부터 상향링크 신호를 수신하고, 기지국은 수신된 상향링크

신호의 전력 레벨뿐만 아니라 SINR 및 BER 과 같은 다른 파라미 터에 기초하여

통신 링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말이 사용할 최적의 전송 전력 레벨을

추정한다.
[289] 추정된 전력 레벨은 제어 채널을 통해 기지국에서 UE로 전달되며, UE는

기지국에 의해 제공된 피드백에 따라 전송 전력을 조절한다.

[290] 도 11을 참조하면, 실선은 각 UE와 기지국간의 통신을 나타내며, 점선은 UE가
인접 셀에 미치는 간섭을 나타낸다.

[291] 도 11에서

는 UE 1로부터 eNB 1까지의 링크 이득(link gain) 을 의미하며,

는 UE 2로부터 eNB 2까지의 링크 이득이다 .

[292] g»

는 UE 1로부터 이웃 기지국인 eNB 2까지의 링크 이득을 나타내며, 이것은 UE

1에서 eNB 2로의 간섭을 나타낸다.

[293] g

는 UE 2로부터 이웃 기지국인 eNB 1까지의 링크 이득을 나타내며, 이것은

이것은 UE 2에서 eNB 1로의 간섭을 나타낸다.

[294] 이때, UE 1 및 UE 2의 상향링 크 SINR 은 아래의 수학식 9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295] [수식 9]

° = g " P UE 1의상향링크 SINR
' SijPj +

[296] 상기 수학식 9에서 Pi는 UE 1의전송 전력이며, N은잡음을 의미한다.
[297] 상향링크상황에서, UE 1은 UE 2보다 낮은 LOS(line of sight) 채널이득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UE 1이UE 2보다 더많은 간섭을 발생시킬수 있다.
[298] 따라서 ,수학식 9에서

및

ki i
는 UE 2의채널이득보다 더높은 값을 가질 수 있다.

[299] UE 1가 인접 셀에 미치는 간섭의영향을 감소 시키기위해수신 전력 또는 전송
전력을제한하는 경우, UE 2의 SINR 은 UE 1의상향링크 신호로 인하여 저하되지
않을 것이다.

[300] 따라서 , eNB 1은 UE 1이인접 셀에 심각한간섭을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UE
1의 전력을 일시적으로 감소 시키거나제거함으로써 , UE 2의 SINR 은
증가시키고 UE 1의 SINR 은보장할 수 있다.

[301] eNB는 Drone UE가 LTE UE에심각한 간섭을한다고 가정하면 Drone UE의
전력을 일시적으로 감소 시키거나제거할수 있으며 LTE UE의 SINR 은
증가시키고 Drone UE의 SINR 은보장 할수 있다.

[302] 도 12는고도에 따라 단말의 전송 전력을제어하기 위한방법의일예를
나타내는도면이다.

[303] 도 12를참조하면, 고도가높아짐에따라공중을 비행하는 UE의전송 전력을
감소 시킴으로써 ,공중을 비행하는 UE가인접셀에미치는간섭을감소시킬수
있다.

[304] 구체적으로, 공중을 비행하는 UE 1은고도가높아짐에따라 UE 1에서 eNB l로
전송하는 상향링크 신호는 Line of Sight 일확률이 높아지기때문에 인접 셀에

대한간섭이증가하게 된다.
[305] 따라서 , UE 1의고도가높아질수록 UE 1의최대전송 파워를일정하게

감소시킴으로써 UE 1이인접 셀에 미치는 간섭을줄일수 있다.
[306] 즉, UE 1의전송 파워를도 12에도시된그래프와같이 특정 수학식에따라

고도에 따라선형적으로감소시킬수 있다.
[307] 예를 들어, UE 1의전송파워는 아래 수학식 10 또는 수학식 11과 같이 고도에

따라감소될 수 있다.



[308] [수식 10]

죄 대 파 워 =초 기 죄 대 파 워 ― a (고도 ) ( a : 기을 기 , b = 0 , l , 2 , 3 , 4 )

[309] [수식 11]

초기 파워 (dBm) 단말의 고도 < 특정 고도
죄대 파워 =

초기 파워 (dBm) - klog lO( 고도) 단말의 고도 > 특정 고도

[310] 수학식 10에서 기을기는 a(제 1 파라미터)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a 및

b(제 2 파라미터)는 기지국이 UE 1에게 구성할 수 있다.

[311] 수학식 11에 따른 전송 파워의 제한은 특정 고도 이상에서 Line of Sight 가

발생하는 경우에 UE 1의 전송 파워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312] 수학식 10 및 11에서 UE 1의 전송 파워를 제한하기 위한 파라미터인 a, b, k , B ,
초기 최대 파워 , 및 특정 고도 등은 기 설정되어 UE 1과 eNB 1가 사전에 알고

있을 수 있다.
[313] 또는, a, b, k , B , 초기 최대 파워 , 및 특정 고도는 제어 정보를 통해서 기지국이

단말에게 전송할 수 있다.

[314] 예를 들면, RRC 시그널링 또는 상위 계층 시그널링을 통해서 기지국이

단말에 게 구성하거나, DCI 또는 SIB 등을 통해 기지국이 단말에 게 공통 제어

시그널링(Common Control Signaling) 으로 브로드 캐스팅할 수 있다.

[315] 이때, 고도에 따라 UE 1의 전송 파워를 제어하기 위한 수학식은 기지국이
단말에게 알려줄 수 있다.

[316]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로 단말의 전송 파워는 단말과 기지국에 설정된

테이블 값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다.
[317] 구체적으로, UE 1의 고도에 따른 전송 파워의 값은 미리 정해진 테이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고도에 따른 전송 전력을 나타내는 전송 전력 테이블은 UE

1과 eNB 1에 기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318] 예를 들면, UE 1의 고도에 따른 전송 전력은 아래의 표 7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319] [표7]

UE 타입 A 에 대한 UE 타입 B 에 대한
죄대 전송 파워

고도(m) 고도(m)

23dBm 100 100

20dBm 150 200

18dBm 200 300

16dBm 250 400

14dBm 300 500



[320] 상 기 표 7에 따라 UE 1는 타입에 따라 고도에 대한 최대 전송 파워가 결정되게

된다.

[321] 이때 , 전송 전력 테이블은 기 설정되어 UE 1과 eNB 1간에 약속되 거나 ,

기지국이 RRC 시그널링 또는 상위 계층 시그널링을 통해서 단말에게 구성할 수

있다.
[322] 또는, 기지국은 DCI 또는 SIB 등을 통해 전송 전력 테이블을 공통 제어

시그널링으로 브로드 캐스팅할 수 있다.

[323] 본 실시 예에서 표 7은 전송 전력 테이블의 일 예이며 , 전송 전력 테이블은 복수

개 존재하여 시스템의 환경(예를 들면, 트 래픽의 변화, 간섭의 총 량 변화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전송 전력 테이블이 적용될 수 있다.

[324] 이때 , 기지국은 유동적으로 전송 전력 테이블의 변경을 지시하는 configure

signal 을 단말에게 전송하여 전송 전력 테이블을 변경할 수 있다.

[325]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로 eNB 1은 RRC 시그 널링, 상위 계층 시그널링 또는

공통 제어 시그널링 등을 통해 고도에 따른 UE 1의 최대 전송 전력을 직접

시그널링 해줄 수 있다.

[326] 이 경우 , UE 1은 eNB 1으로부터 시그널링된 최대 전송 전력을 이용하여

상향링크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327]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고도에 따라 인접 셀에 간섭을 발생시키는 단말의

전송 전력을 제어함으로써 , 간섭의 발생을 감소시 킬 수 있다.

[328] 도 13은 고도에 따라 단말의 전송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의 또 다른 일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

[329] 도 13을 참조하면, 고도에 따라 단말의 신호 세기가 커져서 인접 셀에 간섭을

발생시키는 경우 , 기지국은 단말의 전송 전력을 제어하여 간섭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330] 구 체적으로, UE 1의 고도에 따른 인접 셀로의 간섭을 줄 이기 위해서 아래의

수학식 12와 같은 파워 최소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331] [수식 12]

Minimize ?. +

subject t o
p , ≥ r - +

g P j N

P j ≥ r ' P , +r' —

P l < P

[332] 수학식 12의 파워 최소화의 최적의 솔루션은 도 13의 그래프 와 같이 도시될 수



[333] 구체적으로, UE 1의수신 신호의 파워인

g
가특정 임계값 T보다큰경우, UE 1의 전송 전력을제한할수 있다.

[334] 이때,특정 임계값 T는수신된 파워의크기, LoS 확률, 또는 UE 1의고도와
같이 간섭을발생시키는요소들 중 적어도하나에 의해서 결정될수 있다.

[335] 도 13의그래프에서 영역 A 및 B에서 모두 UE 1은상향링크 신호를 전송할수
있다. 하지만, B에서는 UE 1의

i i
가 T 보다큰경우, UE 1의 전송 파워를제한하거나 '0，(또는 OFF) 으로 설정할

수 있다.
[336] 예를 들면, 도 13에서 그래프의 A 및 B는 UE 1 및 UE 2의최대 전력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UE 1 및UE 2는상향링크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337] 하지만,고도에 따라전송 전력이제한되는경우, A 에서는고도에 따른 전송

전력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UE 1 및UE 2 모두 상향링크 신호를 전송할 수
있지만, B에서 UE 1은고도에 따른 전송 전력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송 전력이제한되어상향링크 신호를 전송하지 못할수 있다.

[338] 이때, UE 1의전송 파워를제한하는 방식에서 UE 1의

g
가 T 보다큰경우, η시간 이후의 다음 η+ 1에서의전송 파워 Pi(n+1) 은아래

수학식 13에의해서 결정될수 있다.
[339] 13]

[340] 또는, UE 1의전송 파워를 '0，(또는 OFF) 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eNB 1이UE

1의수신 산호를 측정한이후의 iteration 의 파워가 T보다큰 경우, 아래 수학식
14에의해서 전송 파워를 '0，(또는, OFF) 로 설정할수 있다.

[341] 수식 14]

[342] 이와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단말의 고도에 따른 전송 전력을제어하는 경우,
단말이 상향링크 신호를 전송할 때 인접 셀에 발생하는 간섭을 완화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다.

[343] 도 14는고도에 따라 단말의 전송 전력을제어하기 위한방법의 일예를



나타내는 순서도 이다 .

[344] 도 14를 참조하면, 단말이 고도에 따라 인접 셀에 간섭을 발생시키는 경우 ,

기지국은 도 12 또는 도 13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서 단말의 전송 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345] 구 체적으로 eNB 1은 UE 1으로부터 상 향링크 신호를 수신한 뒤(S14010),

수신된 상 향링크 신호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S14020).

[346] 예를 들면 , p(n+l) 에서 UE 1의 전송 파워가 아 래 수학식 15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 수신된 상 향링크 신호의 SINR 인

을 계산하여, 목표하는 SINR 값 인
L - Target

과의 비율 값을 계산한다 (S14030).

[347] [수식 15]

[348] eNB 1은 비율 값이 1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하여 (S14040), 비율 값이 1보다 큰

경우 아 래 수학식 16만큼 UE 1의 전송 파워를 증가시 키는 커맨드를 UE 1에게

전송한다 (S14050).

[349] [수식 16]

[350] 하지만 , 비율 값이 1보다 작은 경우 , eNB 1은 UE 1에게 수학식 14만큼 전송

파워를 감소시 키는 커맨드를 전송한다 (S14060).

[351] 만약, 단계 S14020 에서 UE 1의 전송 파워가 수학식 13을 만족하는 경우 , eNB

1은 UE 1의 전송 파워 또는 특정 고도에서의 전송 파워가 임계 값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한다 (S14070).

[352] 만약, 전송 파워가 임계 값보다 작은 경우 , eNB 는 단계 S14030 이후의 절차를

수 행하게 된다.

[353] 하지만 , 전송 파워가 임계 값보다 큰 경우 , eNB 는 도 12 내지 도 13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서 UE 1의 전송 파워를 제어한다 (S14080).

[354] 이때 , 도 13에서 살펴본 UE 1의 전송 파워를 제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전송

파워를 제어하는 경우 , eNB 1은 UE 1에게 n+1 에서 임계 값을 만족하는 특정한

전송 전력 값의 전송을 지시하는 지시자 또는 커맨드를 UE 1에게 전송할 수

있다.

[355] 아 래 수학식 17은 특정한 전송 전력 값의 일 예를 나타낸다.



[356] [수식 17]

p n + ) = —

[357] 이 경우 , UE 1은 eNB l 으로 특정한 전송 전력 값인
UL-Target

UL 、 Ρ ( η )
Yi (n)

또는 _
gik

값을 전송한다.

[358] 또는, 도 13에서 살펴본 UE 1의 전송 파워를 '0，(또는 OFF) 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전송 파워를 제어하는 경우 , eNB 1은 UE 1에게 특정 전송 전력

값의 전송을 지시하는 대신 전송 전력을 '0' (또는 OFF) 로 설정하거나 상 향링크

신호의 전송 중단을 지시하는 지시자 또는 커맨드를 전송한다.

[359] 이 경우 , UE 1은 다음 iteration(n+2) 까지 전송 파워를 ，으로 설정하거나 ,

상 향링크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360] 도 15는 고도에 따라 전송 전력을 제어하여 상향링 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단말의 동작의 일 예를 나타내는 순서도 이다 .

[361] 구 체적으로, 고도에 따라 전송 전력을 제어하여 상 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단말은 기지국과 임의 접속 절차를 수 행한다 (S15010). 이때 , 임의 접속

절차는 도 8의 (a)에서 설명한 경쟁 기반 임의 접속 절차 또는 (b) 에서 설명한 비

경쟁 기반 임의 접속 절차일 수 있다.

[362] 이때 , 단말은 도 8의 (a) 에서 설명한 경쟁 기반 임의 접속 절차를 수 행하여
기지국에 접속하는 경우 , 경쟁해소에 실패하여 임의 접속 절차를 재 수 행할 수

있다.
[363] 이 경우 , 단말은 8의 (a) 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임의 접속

절차를 수행하 거나 , 도 10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서 임의 접속 절차를 재

수 행할 수 있다.

[364] 이후 , 단말은 도 12 내지 도 14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전송

전력이 제어될 수 있으며 , 기지국으로 부터의 제어에 기초하여 상 향링크

데이터의 전송 전력을 설정할 수 있다 (S15020).

[365] 이때 , 상향링 크 데이터의 전송 전력은 도 12 내지 도 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말의 고도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

[366] 단말은 설정된 전송 전력에 기초하여 제 1상향링 크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 (S15030).

[367] 도 16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무선 장치의 내부 블록도의 일 예를 나타낸

도 이다 .

[368] 여기서 , 상 기 무선 장치는 eNB 및 UE일 수 있으며 , eNB 는 매크로 기지국 및

스몰 기지국을 모두 포함한다.

[369] 상 기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eNB(1610) 및 UE(1620) 는 통신부 (송수 신부, RF



유닛, 1613, 1623), 프로세서 (1611, 1621) 및 메모리 (1612, 1622) 를 포함한다.

[370] 이외에도 상기 eNB 및 UE는 입력부 및 출력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371] 상기 통신부 (1613, 1623), 프로세서 (1611, 1621), 입력부, 출력부 및 메모리 (1612,

1622) 는 본 명세서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372] 통신부 (송수신부 또는 RF유닛, 1613,1623) 는 PHY 프로토콜 (Physical Layer

Protocol) 로부터 만들어진 정보를 수신하면, 수신한 정보를 RF

스펙트럼 (Radio-Frequency Spectrum) 으로 옮기고, 필터링 (Filtering),

증폭 (Amplification) 등을 수행하여 안테나로 송신한다. 또한, 통신부는
안테나에서 수신되는 RF 신호 (Radio Frequency Signal) 을 PHY 프로토콜에 서

처리 가능한 대역으로 옮기고, 필터링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373] 그리고, 통신부는 이러한 송신과 수신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스위치 (Switch)

기능도 포함할 수 있다.

[374] 프로세서 (1611, 1621) 는 본 명세서에서 제안된 기능, 과정 및/또는 방법을

구현한다. 무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의 계층들 은 프로세서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375] 상기 프로세 서는 제어부 , controller, 제어 유닛, 컴퓨터 등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376] 메모리 (1612,1622) 는 프로세서와 연결되어, 상향링크 자원 할당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나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377] 프로세서 (1611, 1621) 는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다른 칩셋,

논리 회로 및/또는 데이터 처리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는 ROM(read-only

memory), RAM(random access memory), 플래쉬 메모리, 메모리 카드, 저장 매체

및/또는 다른 저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는 무선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베이스밴드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실시 예가 소프트 웨어로 구현될 때, 상술한

기법은 상술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과정, 기능 등)로 구현될 수 있다.
[378] 모듈은 메모리에 저장되고, 프로세 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메모리는

프로세서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수 있고, 잘 알려진 다양한 수단으로

프로세 서와 연결될 수 있다.

[379] 출력부 (디스플레 이부 또는 표시부)는 프로세 서에 의해 제어되며, 키

입력부에서 발생되는 키 입력 신호 및 프로세서로부터의 각종 정보 신호와 함께,
상기 프로세 서에서 출력되는 정보들을 출력한다.

[380]

[381] 나아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각 도면을 나누어 설명하였으나, 각 도면에

서술되어 있는 실시 예들을 병합하여 새로운 실시 예를 구현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당업자의 필요에 따라, 이전에 설명된 실시 예들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를

설계하는 것도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82] 본 명세서에 따른 단말의 전송 파워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는 상기한 바와 같이 설명된 실시 예들의 구성과 방법이 한정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기 실시 예들은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실시 예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
[383] 한편, 본 명세서의 단말의 전송 파워를 제어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는 네트워 크 디바이스에 구비된 프로세서 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로세 서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 체는 프로세 서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 를 포함한다.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 기 테이프 , 플로피 디스크 ,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송 등과 같은 캐리어 웨이브의
형태로 구현되 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 식으로 프로세서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384] 또한, 이상 에서는 본 명세서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 본 명세서는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이나 전망으 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

[385] 그 리고 , 당해 명세서에서는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이 모두 설명되고 있으며 ,

필요에 따라 양 발명의 설명은 보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

산 업상 이용가능성
[386] 본 발명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RRC 연결 방법은 3GPP LTE/LTE-A 시스 템에

적용되는 예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나 , 3GPP LTE/LTE-A 시스 템 이외에도

다양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이 기지국으로 상향링 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

상기 기지국과 임의 접속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제 1상향링 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전력을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설정된 전송 전력에 따라 상기 제 1상 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전송 전력은 상기 단말의 고도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고도에 따라 상기 전송 전력을 설정하기 위한
제 1 파라미터 및 제 2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전송 전력은 상기 제 1 파라미터 및 상기 제 2 파라미터에 따라

설정되며,

상기 제 1 파라미터는 상기 고도를 나타내고,
상기 제 2 파라미터는 상기 고도에 따라 상기 전송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임의의 정수 값인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

상기 전송 전력은 상기 단말의 고도에 따라 아래의 수학식에 의해
감소되며, 아 래의 수학식에서 a는 상기 제 1 파라미터, b는 상기 제 2
파라미터인 방법.

전송 전력 = 초기 전송 전력 - aAb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전송 전력은 고도에 따라 상기 단말 및 상기 기지국에 기 설정된
값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전송 전력을 나타내는 전송 전력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신호의 수신 신호 전력이 임계 값보다 큰 경우 ,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임계 값보다 작은 전송 전력 값의 전송을 지시하는

커맨드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전송 전력 값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 1 신호의 수신 신호 전력이 임계 값보다 큰

경우 , 특정 구간에서 상기 단말의 전송 전력을 '0' 으로 설정하거나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의 전송 중단을 지시하는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 임의 접속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기지국으로 접속을 위한 랜덤 접속 프리엠블을 전송하는 단계 ;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랜덤 접속 웅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랜덤 접속 웅답 메시지는 동기화를 위한 타이밍 읍셋 정보를
나타내는 TA(Timing Alignment), 상향링크에 사용되는 무선자원 할당
정보,또는 단말 식별을 위한 임시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자원 할당 정보에 따라 제 2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 2 상향링크 데이터의 디코딩 실패를
나타내는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 및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제 2 상향링크 데이터를 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
상기 지시 메시지는 상기 임시 식별자에 의해서 식별되고, MAC
서브헤더에 의해서 전송되는 방법 .

[청구항 10]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으로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단말에 있어서 ,
외부와 무선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는 무선 유닛(Radio Frequency Unit); 및
상기 통신부와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기지국과 임의 접속 절차를 수행하고,
제 1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전력을 설정하며 ,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설정된 전송 전력에 따라 상기 제 1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되 ,
상기 전송 전력은 상기 단말의 고도에 따라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고도에 따라 상기 전송 전력을 설정하기 위한
제 1파라미터 및 제 2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수신하되 ,

상기 전송 전력은 상기 제 1파라미터 및상기 제 2 파라미터에 따라
설정되며,
상기 제 1 파라미터는 상기 고도를 나타내고,
상기 제 2 파라미터는 상기 고도에 따라 상기 전송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임의의 정수 값인 단말.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
상기 전송 전력은 상기 단말의 고도에 따라 아래의 수학식에 의해
감소되며, 아래의 수학식에서 a는 상기 제 1파라미터, b는 상기 제 2



파라미터인 단말.
전송 전력 = 초기 전송 전력-aAb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

상기 전송 전력은 고도에 따라 상기 단말 및 상기 기지국에 기 설정된
값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단말.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 상기 프로세 서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전송 전력을 나타내는 전송 전력 정보를
수신하는 단말.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 상기 프로세 서는,
상기 제 1신호의 수신 신호 전력이 임계 값보다 큰 경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임계 값보다 작은 전송 전력 값의 전송을 지시하는
커맨드를 수신하며,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전송 전력 값을 전송하는 단말.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 상기 프로세 서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 1신호의 수신 신호 전력이 임계 값보다 큰

경우, 특정 구간에서 상기 단말의 전송 전력을 '0' 으로 설정하거나, 상기
상향링크 데이터의 전송 중단을 지시하는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말.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프로세 서는,
상기 기지국으로 접속을 위한 랜덤 접속 프리엠블을 전송하고,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랜덤 접속 웅답 메시지를 수신하되,
상기 랜덤 접속 웅답 메시지는 동기화를 위한 타이밍 읍셋 정보를
나타내는 TA(Timing Alignment), 상향링크에 사용되는 무선자원 할당
정보, 또는 단말 식별을 위한 임시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자원 할당 정보에 따라 제 2 상향링크 데이터를 전송하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 2 상향링크 데이터의 디코딩 실패를
나타내는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제 2 상향링크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단말.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
상기 지시 메시지는 상기 임시 식별자에 의해서 식별되고, MAC
서브헤더에 의해서 전송되는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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