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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 channel) 또는 응답

채널(ACK channel)을 이용한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향 링크 제어 정보의 데이터 비

트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입력된 데이터 비트의 부호워드들에 대한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여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들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변조된 전송 심볼들이 할당된 부반송파 묶음들로 이루어진 송신 신호를 고속 퓨리에 변환하여 전송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응답 채널(ACK channel)을 이용한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향링크 제어정보 데이터 비트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입력된 제어 정보 데이터 비트에 상응하는 부호워드들에 대한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여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들을 출

력하는 과정과,

상기 변조된 전송 심볼들이 할당된 부반송파 묶음들로 이루어진 송신 신호를 역 고속 퓨리에 변환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 변조 과정은,

상기 응답 채널의 일부 부반송파 묶음에 미리 설정된 전송 심볼 값에 따라 할당할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는 단계와,

상기 응답 채널의 나머지 부반송파 묶음에 미리 설정된 전송 심볼 값에 부호 반전하여 할당할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는 단

계와,

상기 부반송파 묶음들에 상기 변조된 심볼들을 할당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 반전은 생략 가능하며, 상기 부호 반전은 랜덤(random) 패턴을 전송하기 위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제어 정보 데이터 비트에 상응하는 부호워드들을 소정의 M-ary 채널 코드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과정을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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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 데이터 비트가 입력되면, 하기 수학식과 같이 직교 변조하여 소정의 부반송파 묶음에 상응하는 전송 심볼

값을 할당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단, 는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을 나타내고, 는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에 의한 n

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변조 심볼을 나타내며, n은 ACK 채널 인덱스를 나타내며, 상기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은 하

기와 같음.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 데이터 비트가 입력되면, 하기 수학식과 같이 직교 변조하여 소정의 부반송파 묶음에 상응하는 전송 심볼

값을 할당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단, 는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을 나타내고, 는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에 의한 n

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변조 심볼을 나타내며, n은 ACK 채널 인덱스를 나타내며, 상기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은 하

기와 같음.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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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 변조 과정은,

상기 응답 채널의 일부 부반송파 묶음에 미리 설정된 전송 심볼 값에 따라 할당할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는 단계와,

상기 응답 채널의 나머지 부반송파 묶음에 미리 설정된 전송 심볼 값에 위상 변화하여 할당할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는 단

계와,

상기 부반송파 묶음들에 상기 변조된 심볼들을 할당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 데이터 비트가 입력되면, 하기 수학식과 같이 직교 변조하여 소정의 부반송파 묶음에 상응하는 전송 심볼

값을 할당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단, 는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을 나타내고, 는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에 의한 n

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변조 심볼을 나타내며, n은 ACK 채널 인덱스를 나타내며, 상기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은 하

기와 같음.

청구항 9.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 channel)을 이용한 상향링크 제

어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향링크 제어 정보 데이터 비트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제어 정보 데이터 비트에 해당하는 미리 결정된 부호워드들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된 제어 정보 데이터 비트의 부호워드들에 대한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여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들을 출력하는 과

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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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조된 전송 심볼들이 할당된 부반송파 묶음들로 이루어진 송신 신호를 역 고속 퓨리에 변환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심볼들을 상기 직교 변조하는 과정은,

상기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들에 대해 미리 설정된 전송 심볼 값에 따라 부반송파 묶음에 할당할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

는 단계와,

상기 부반송파 묶음에 상기 변조된 심볼들을 할당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 데이터 비트에 대한 직교 변조에 사용되는 패턴은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 데이터 비트에 대한 직교 변조에 사용되는 패턴은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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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부호워드들은 M-ary 채널 부호화를 통해 각 부반송파 묶음들에 대해 최소 해밍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미리 결정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부호워드들은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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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부호워드들은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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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부호워드들은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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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부호워드들은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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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송신측으로부터 상기 상향 링크 제어 정보의 데이터 비트의 부호워드들에 대한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고, 상기 변조된 심볼

들을 미리 설정된 부반송파 묶음들에 할당하여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신호를 고속 퓨리에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고속 퓨리에 변환된 신호의 상기 부반송파 묶음들 각각에 대해 주파수측 상의 가능한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하여 직교 복조하는 과정과,

각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의 합을 각각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값들 중 최대값을 갖는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정보 데이터 비트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19.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상향링크 제어정보의 데이터 비트의 부호워드들에 대한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여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들을 출력하는

넌코히런트 변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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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조된 전송 심볼들이 할당된 부반송파 묶음들로 이루어진 송신 신호를 역 고속 퓨리에 변환하여 송신하는 역 고속

퓨리에 변환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 링크 제어 정보의 데이터 비트를 입력받고, M-ary 채널 부호화를 통해 각 부반송파 묶음들에 대해 최소 해밍 거

리가 최대가 되도록 미리 결정된 부호워드들을 출력하는 M-ary 채널 부호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는, 일부 부반송파 묶음에 미리 설정된 전송 심볼 값에 따라 할당할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고, 상기

일부 부반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부반송파 묶음에 미리 설정된 전송 심볼 값에 부호 반전하여 할당할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는, 하기 수학식과 같이 직교 변조하여 소정의 부반송파 묶음에 상응하는 전송 심볼 값을 할당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단, 는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을 나타내고, 는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에 의한 n

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변조 심볼을 나타내며, n은 ACK 채널 인덱스를 나타내며, 상기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은 하

기와 같음.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는, 하기 수학식과 같이 직교 변조하여 소정의 부반송파 묶음에 상응하는 전송 심볼 값을 할당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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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을 나타내고, 는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에 의한 n

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변조 심볼을 나타내며, n은 ACK 채널 인덱스를 나타내며, 상기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은 하

기와 같음.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는, 하기 수학식과 같이 직교 변조하여 소정의 부반송파 묶음에 상응하는 전송 심볼 값을 할당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단, 는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을 나타내고, 는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에 의한 n

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변조 심볼을 나타내며, n은 ACK 채널 인덱스를 나타내며, 상기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은 하

기와 같음.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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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에서 상기 직교 변조에 사용되는 패턴은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에서 상기 직교 변조에 사용되는 패턴은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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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워드들은 시스템 설정에 상응하여 미리 설정되며,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8.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워드들은 시스템 설정에 상응하여 미리 설정되며,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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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워드들은 시스템 설정에 상응하여 미리 설정되며,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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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워드들은 시스템 설정에 상응하여 미리 설정되며, 하기와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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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송신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고속 퓨리에 변환하는 고속 퓨리에 변환기와,

상기 고속 퓨리에 변환된 신호의 상기 부반송파 묶음들 각각에 대해 소정 개수의 가능한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

곱을 계산하여 직교 복조하는 넌코히런트 복조기와,

각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의 합을 각각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값들 중 최대값을 갖는 부

호워드에 해당하는 정보 데이터를 결정하는 M-ary 채널 복호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제어 정보 전송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

에서 상향 링크의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이동 통신 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의 1세대, 디지털 방식의 2세대, IMT-2000의 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3세대에 이어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하나의 단말기로 위성망, 무선랜(LAN; Local Area Network), 인터넷망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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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화상, 멀티미디어, 인터넷데이터, 음성메일, 인스턴트메시지(Instant Message) 등의 모든 서비스를 이동 단말기 하

나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4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은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20Mbps의 전송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로 직교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하, 'OFDM'이라 칭하기로 한다) 방

식을 사용하고 있다.

상기 OFDM 방식은 다수의 직교하는 반송파(carrier) 신호를 다중화하는 디지털 변조방식으로서, 단일 데이터 스트림

(datastream)을 여러 개의 저속의 스트림으로 분할하여 낮은 전송률의 여러 부반송파(subcarrier)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

송한다.

한편, 상기 OFDM 방식에 기반한 다중 접속 방식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OFDMA'라 칭하기로 한다)이다. 상기 OFDMA 방식은 한 개의 OFDM 심벌 내의 부반송파들을 다

수의 사용자들, 즉 다수의 가입자 단말기들이 분할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상기 OFDMA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시스

템에서는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별도의 물리적 채널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전송

하기 위한 채널에는 CQI(Channel Quality Information) 채널, ACK/NACK 채널, Coefficient for MIMO(Multi Input

Multi Output) 채널 등이 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기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한 송수신기 구

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종래 기술에 따른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한 송신기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

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송신기(10)는 이진 채널 부호기(Binary Channel Encoder)(11)와, 변조기(Modulator)(12) 및

역 고속 퓨리에 변환(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IFFT'라 칭하기로 한다)기(13)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이진 채널 부호기(11)는 전송하고자 하는 상향링크 제어정보의 정보 데이터 비트가 발생하면, 이를 입력받아 이진 채

널 코드들 예컨대, (20,5) 블록 코드를 사용하여 부호워드를 상기 변조기(12)로 출력한다.

상기 변조기(12)는 코히런트 변조기(Coherent Modulator) 또는 차등 변조기(Differential Modulator)를 포함한다. 상기

변조기(12)는 상기 이진 채널 부호기(11)에서 출력되는 부호워드를 입력받아, 이에 해당하는 전송 심볼을 코히런트 또는

차등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구한 후 상기 IFFT기(13)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변조기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설정 변조 방

식 예컨대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방식 또는 DQPSK(Differential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방

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IFFT기(13)는 상기 변조기(12)로부터 전송 심볼을 입력받아 IFFT를 수행한 후 전송한다.

상기 도 1에서는 종래 기술에 따른 송신기 내부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2를 참조하여 종래 기술에 따른

수신기 내부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 는 종래 기술에 따른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수신을 위한 수신기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

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수신기(20)는 고속 퓨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FFT'라 칭하기로 한다)기

(23)와, 복조기(Demodulator)(22) 및 이진 채널 복호기(Binary Channel Decoder)(21)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송신기(10)로부터 전송되는 수신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FFT기(23)는 상기 수신 신호를 입력받아 FFT을 수행하여

수신 심볼을 상기 복조기(22)로 출력한다.

상기 복조기(22)는 상기 송신기(10)에 상응하여 코히런트 복조기(Coherent Demodulator) 또는 차등 복조기(Differential

Demodulator)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복조기(22)는 상기 FFT기(23)에서 출력되는 수신 심볼을 입력받아, 이의 연판정

(soft decision) 값을 상기 송신기의 변조 방식에 상응하는 복조 방식 예컨대, 코히런트 복조나 차등 복조 방법을 사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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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진 채널 복호기(21)는 상기 복조기(22)에서 구한 연판정(soft decision) 값을 입력받아 어떤 부호워드가 전송되었

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비트를 출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조를 갖는 송신기(10) 및 수신기(20)를 통해 송수신되는 상기 상향링크 제어정보는 전체적인 통신 서

비스에 있어서 그 양이 많지 않다. 하지만, 상기 상향링크 제어정보는 통신 시스템 운용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므로 전송에

높은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버헤드(overhead) 비율을 줄이기 위해 상기 상향링크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

한 물리적 채널에는 주파수-시간축 자원이 많이 할당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처럼

많은 자원이 할당되고, 많은 정보를 보내야 하는 채널들과는 다른 전송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종래 기술에서는 상기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이진 채널 부호(binary channel code)와, 코

히런트 변조(coherent modulation) 또는 차등 변조(differential modulation)를 결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은 주파수-시간축 자원을 사용하여 상기 방법으로 전송할 경우, 오류 확률이 높아져서 통신 시스템 운용의 안정

성이 낮아지게 된다. 즉, 파일럿 톤의 개수가 충분한 하향링크의 경우나 상향링크 트래픽 전송의 경우와 달리, 상향링크 제

어정보 전송의 경우는 파일럿 톤의 개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채널추정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상기 코히런트 변

복조 방법의 성능 역시 떨어지게 된다. 이때, 상기 채널추정 성능만을 생각해 파일럿 톤의 개수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데이

터 톤의 개수가 너무 부족하게 된다. 또한 이진 채널 부호와 변조의 분리는 최적화된 성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

다. 게다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주파수-시간축 자원을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에 사용할 경우, 오버헤드

비율이 증가하여 통신 시스템의 처리율(throughput)이 감소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주어진 주파수-시간축 자원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신뢰성을 높이고 오버헤드 비율을 줄이기 위해 M-ary 채널 부호와 넌코히런트 변조 방식을 사용하

여 상향링크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M-ary 채널 부호와 넌코히런트 변조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최적화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상향

링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응답 채널(ACK channel)을 이용한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향 링크 제어 정보

의 데이터 비트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입력된 데이터 비트의 부호워드들에 대한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여 부반송파의 전

송 심볼들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변조된 전송 심볼들이 할당된 부반송파 묶음들로 이루어진 송신 신호를 역 고속 퓨리

에 변환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른 방법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 품질 정보 채널(CQI channel)을 이용한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향

링크 제어 정보의 데이터 비트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비트에 해당하는 미리 결정된 부호워드들을 출력하는 과정

과, 상기 입력된 데이터 비트의 부호워드들에 대한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여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들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변조된 전송 심볼들이 할당된 부반송파 묶음들로 이루어진 송신 신호를 역 고속 퓨리에 변환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또 다른 방법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

는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송신측으로부터 상기 상향 링크 제어 정보의 데이터 비

트의 부호워드들에 대한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고, 상기 변조된 심볼들을 미리 설정된 부반송파 묶음들에 할당하여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신호를 고속 퓨리에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고속 퓨리에 변환된 신호의 상기 부반송

파 묶음들 각각에 대해 주파수측 상의 가능한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하여 직교 복조하는 과정과, 모든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의 합을 각각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값들 중 최대값을 갖

는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정보 데이터 비트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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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상향 링크 제어 정보의 데이터 비트의 부호워드들에

대한 심볼들을 직교 변조하여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들을 출력하는 넌코히런트 변조기와, 상기 변조된 전송 심볼들이 할당

된 부반송파 묶음들로 이루어진 송신 신호를 역 고속 퓨리에 변환하여 송신하는 역 고속 퓨리에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른 장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송신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고속 퓨리에 변환하는

고속 퓨리에 변환기와, 상기 고속 퓨리에 변환된 신호의 상기 부반송파 묶음들 각각에 대해 소정 개수에 가능한 패턴에 대

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하여 직교 복조하는 넌코히런트 복조기와, 모든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상관값

의 절대값 제곱의 합을 각각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값들 중 최대값을 갖는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정보 데이터를 결정하는

M-ary 채널 복호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

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제안하는 본 발명은 상향링크 제어 정보의 전송에 따른 신뢰성을 높이고, 오버헤드 비율을 줄이기 위해 M-가지(M은 임의

의 정수)(이하 'M-ary'라 칭하기로 한다) 채널 부호와 넌코히런트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상향링크 제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넌코히런트(Noncoherent) 변복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주파

수-시간축 자원이 적어 파일럿 톤을 많이 할당할 수 없는 상향링크 제어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종래 기

술에서 이진 채널 부호와 변조를 분리하던 방식과는 달리, M-ary 채널 부호와 넌코히런트 변조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보

다 최적화된 성능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후술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OFDMA'라 칭하기로 한다) 통신 시스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종래의 이진 채널 부호/

복호기 및 코히런트 변/복조기 대신 M-ary 채널 부호/복호기 및 넌 코히런트 변/복조기를 사용하며, 상향링크 제어 정보

를 전송하기 위해 ACK/NACK 채널 및 CQI 채널을 이용하는 전송 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한 송신기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3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한 송신기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

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송신기(100)는 상향링크 제어 정보의 데이터 비트를 부호화하는 M-ary 채널 부호기(M- ary

Channel Encoder)(110)와, 상기 정보 데이터 비트를 넌코히런트(Noncoherent) 방식으로 변조하는 넌코히런트 변조기

(Noncoherent Modulator)(120) 및 송신할 신호를 역 고속 퓨리에 변환(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IFFT'라

칭하기로 한다)하여 전송하는 IFFT기(1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M-ary 채널 부호기(110)는 보내고자 하는 상향링크 제어정보의 데이터 비트가 발생되면, 상기 정보 데이터 비트를

입력받아 이에 해당하는 부호워드를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M-ary 채널 부호기(110)는

시스템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설정 부호화 방식 예컨대 M-ary 블록 코드(M-ary Block Cod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는 상기 M-ary 채널 부호기(110)로부터 입력된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전송 심볼을 넌코히런

트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구한 후 이를 상기 IFFT기(130)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는 미리 설정

되어 있는 설정 변조 방식 예컨대, 직교 변조(Orthogonal Modulation)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IFFT기(130)는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로부터 상기 전송 심볼을 입력받아 IFFT를 수행한 후 전송한다.

상기 도 3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송신기 내부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수신기 내부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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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수신을 위한 수신기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

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수신기(200)는 시간 영역의 수신 신호를 고속 퓨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FFT'라

칭하기로 한다)하여 주파수 영역의 수신 신호로 변환하는 FFT기(230)와, 상기 주파수 영역의 수신 신호를 복조하는 넌코

히런트 복조기(Noncoherent Demodulator)(220) 및 복조된 수신 심볼에서 상향링크 제어 정보의 데이터 비트를 복호하

는 M-ary 채널 복호기(M-ary Channel Decoder)(21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FFT기(230)는 상기한 송신기(100)로부터 수신 신호가 입력되면, FFT을 수행하여 수신 심볼을 상기 넌코히런트 복

조기(220)로 출력한다.

상기 넌코히런트 복조기(220)는 상기 FFT기(230)로부터 수신 심볼을 입력받아, 이의 연판정(soft decision) 값을 넌코히

런트 복조 방법을 사용하여 구한 후 상기 M-ary 채널 복호기(210)로 출력한다.

상기 M-ary 채널 복호기(210)는 상기 넌코히런트 복조기(220)로부터 상기 연판정(soft decision)값을 입력받아, 상기 송

신기(100)로부터 어떤 부호워드가 전송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 비트를 출력한다.

이상에서는 상기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송수신기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

였으며,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송수신기를 이용한 상향링크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

로 한다. 이때, 상기 상향링크 제어정보는 상술한 바와 같이, ACK/NACK 및 CQI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하 본 발명에서

는 상기 ACK/NACK 채널 및 CQI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을 예로 하여 각각 설명하기로 한다.

<1. ACK/NACK 채널을 이용한 전송 방법>

먼저,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예로서 OFDMA 통신 시스템의 상향링크에서 ACK 채널에 주파수-시간축 상의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2개가 할당되는 경우의 전송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해 할당되는 주파수-시간축 자원의 실시예

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전송하고자하는 상향링크 제어정보의 정보 데이터 비트는 M-ary 채널 부호기(110)를 통과한

다. 여기서 상기 정보 데이터 비트의 수는 1 비트이며, M=2 즉, 이진 채널 부호기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상기 채널 부호기

(110)를 통과한 상기 제어정보 데이터 비트는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로 입력된다.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에서는

직교 변조(Orthogonal Modulation) 방식을 사용하여 상기 입력 정보 데이터 비트에 대한 변조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직

교 변조에 사용되는 패턴은 하기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로 입력되는 비트는 0 또는 1이 그대로 입력되므로, 상기 M-

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는 상기와 같이 전송 신호를 직교 변조(Orthogonal Modulation) 방법을 사용하여 변조

한다. 이때, 상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파수-시간축 자원이 2개의 부반송파 묶음으로 이루진 경우, 상기 직교 변조

에 사용할 2가지 패턴은 표 1과 같이 설정된다. 즉, 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턴이 "0"인 경우, 전송 심볼 값은 1, 1,

-1, -1, 1, 1로 설정되고, 패턴이 "1"인 경우, 전송 심볼 값은 1. -1. -1. 1, 1, -1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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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는 전송하고자 하는 1비트의 정보 데이터가 입력되면, 하기 <수학식 1>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송한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는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을 나타내고, 는 상기 표 1에 나타낸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에 의한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변조 심볼을 나타내며, n은 ACK 채널 인덱스를 나타낸다.

한편, 상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부반송파 묶음이 2개인 경우,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는 상기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상기 표 1과 같이 설정된 전송 심볼을 할당한다. 예를 들어, 입력된 비트가 0인 경우, 상기 <수학식 1>에

적용함에 따라 첫 번째 부반송파 묶음에는 패턴 0에 대해 설정된 값(1, 1, -1, -1, 1, 1)이 할당되고, 두 번째 부반송파 묶

음에는 패턴 0에 대해 설정된 전송 심볼의 부호를 반전한 전송 심볼(-1, -1, 1, 1, -1, -1)로 할당된다. 상기 <수학식 1>에

서 k가 6~11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부호 반전은 생략할 수 있으며, k가 0~5까지 설정된 값과 동일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2번째 묶음에 부호 반전을 고려하는 이유는 규칙적인 특정 패턴의 간섭신호에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 좀더 랜덤

(random)한 패턴을 전송하기 위해서이다.

이후,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는 상기 <수학식 1>을 적용한 전송 방법으로 상기 전송 심볼들로 할당된 부반송파들

즉, 부반송파 묶음들에 포함된 전송 심볼들을 상기 IFFT기(130)로 출력한다. 이때, 정보 데이터 비트가 '0'이면 패턴 0에

대한 전송 심볼을, '1'이면 패턴 1에 대한 전송 심볼을 구하여 전송한다. 이에 따라 상기 IFFT기(130)는 상기 전송 신호를

IFFT하여 전송한다.

한편, 수신기(200)의 FFT기(230)는 상기 송신기(100)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FFT를 수행한 후 상기 넌코히런

트 복조기(220)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넌코히런트 복조기(220)는 상기 FFT기(230)를 통해 FFT된 신호를 복조한 후

이진 채널 복호기(210)로 출력한다. 즉, 상기 넌코히런트 복조기(220)는 2 x 3 개의 상기 부반송파 묶음 2개 각각에 대해

모든 가능한 예컨대, 상기 표 1에 상응하여 2가지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한다.

이어서, 상기 이진 채널 복호기(210)는 모든 가능한 예컨대, 상기 2가지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

값 제곱의 합을 각각 계산한다. 이어서 상기 채널 복호기(210)는 상기 계산된 값 중에서 최대값을 갖는 부호워드를 확인한

다. 즉, 상기 수신기(200)는 상기 확인된 최대값을 가지는 부호워드를 통해 상기 송신기(100)가 해당하는 정보 데이터 비

트를 전송한 것으로 결정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OFDMA 통신 시스템의 상향링크에서 ACK 채널에 주파수-시간축 상의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4개가 할당되는 경우의 전송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 정보 전송을 위해 할당되는 주파수-시간축 자원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도 6은 상기 도 5의 실시예와 같은 전송 방법과 동일한 동작을 통해 전송된다. 즉, 입력

정보 데이터 비트는 먼저 M-ary 채널 부호기(110)를 통과하게 된다. 이때 상기 정보 데이터 비트의 수는 1 비트이며, 상기

M-ary 채널 부호기(110)는 M=2 즉, 이진 채널 부호기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넌코히런트 변조기(120)에서는 상기한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직교 변조(Orthogonal Modulation)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상기 도 6에서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는 상기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 데이터 비트 즉, 1비트의 정보 데이터 비

트가 입력되면 하기 <수학식 2>와 같은 직교 변조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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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상기 <수학식 2>에서 는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을 나타내고, 는 상기 표 1에 나타낸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에 의한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변조 심볼을 나타내고, n은 ACK 채널 인덱스를 나타낸다.

상기 <수학식 2>를 적용한 전송 방법은 k가 6~11, 18~23의 경우에만 해당 패턴에 설정된 전송 심볼의 부호를 반전하며,

이러한 부호 반전은 생략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2, 4번째 묶음에 부호 반전을 고려하는 이유는 규칙적인 특정 패턴의 간

섭 신호에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 좀더 랜덤(random)한 패턴을 전송하기 위해서이다.

이후,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는 상기 <수학식 2>를 적용한 전송 방법으로 전송 심볼들을 상기 IFFT기(130)로 출력

한다. 그러면 상기 IFFT기(130)는 상기 전송 신호를 IFFT하여 전송한다.

한편, 수신기(200)에서도 상기 도 5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전송 방법과 같이, 넌코히런트 복조기(230)에서 2 x 3 개의 부

반송파 묶음 4개 각각에 대해 2가지 가능한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한다. 이후 이진 채널 복호기(210)에

서 상기 2가지 가능한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의 합을 각각 계산한다. 이에 따라 수신기는

상기 계산된 값 중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부호워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상기 수신기는 상기 송신기가 상기 최대값을 갖

는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정보데이터 비트를 전송한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상에서는 부반송파 묶음이 짝수인 경우의 전송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송 방법으로 상기 부반송파 묶음이 홀수인 경우의 전송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OFDMA 통신 시스

템의 상향링크에서 ACK 채널에 주파수-시간축 상의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3개가 할당되는 경우의 전송방법을 첨부

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해 할당되는 주파수-시간축 자원의 다른 실

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입력 정보 데이터 비트는 M-ary 채널 부호기를 통과하게 된다. 이때, 상기 정보 데이터 비트

의 수는 1 비트이며, 상기 M=2 즉, 이진 채널 부호기가 사용된다. 여기서도 상기한 실시예들에서와 같이 M-ary 채널 부호

기는 생략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이 전송하고자하는 상향링크 제어정보의 정보 데이터 비트는 M-ary 채널 부호기(110)를 통과하여 넌코히

런트 변조기(120)로 입력된다.

그러면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는 전송 신호를 하기 표 2와 같은 직교 변조(Orthogonal Modulation) 방법을 사용하

여 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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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기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파수-시간축 자원이 2개의 부반송파 묶음으로 이루진 경우, 직교 변조에 사용할 2가지

패턴은 상기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9개의 값이 설정된다. 즉, 패턴이 "0"인 경우, 전송 심볼 값은 1, 1, 1, 1, exp

( ), exp( ), 1, exp( ), exp( )로 설정되고, 패턴이 "1"인 경우, 전송 심볼 값은 1, exp( ), exp

( ), 1, exp( ), exp( ), 1, 1, 1로 설정된다. 여기서 상기 패턴에 따른 전송 심볼 값은 직교를 이루는 값으

로 통신 시스템 설치시에 미리 설정된 값이며, 다른 임의의 값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는 전송하고자 하는 1비트의 정보 데이터가 입력되면, 하기 <수학식 3>을 이용한 방법으로

전송한다.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3>에서 는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부반송파의 전송 심볼을 나타내고, 는 상기 표 2에 나타낸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패턴에 의한 n번째 ACK 채널의 k번째 변조 심볼을 나타내며, n은 ACK 채널 인덱스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상기와 같이 전송하고자 하는 1비트의 정보데이터가 주어지면, 송신기(100)는 상기 <수학식 3>을 적용하여 상

향링크 제어정보에 대한 상기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상기 <수학식 3>에서 상기 각 패턴에 대한 전송 심볼 값은 k

가 9~17인 경우에는 위상이 exp( ) 즉, 120도 변화되고, 18~26의 경우에는 exp( ) 즉, 240도 변화되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반송파 묶음에 할당된다. 여기서 상기 위상 변화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2, 3번째 묶음에 위상

변화를 고려하는 이유는 규칙적인 특정 패턴의 간섭신호에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 좀더 랜덤(random)한 패턴을 전송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수신기(200)에서는 상기 송신기로부터 전송된 전송 신호를 수신하면, FFT기(230)를 통해 수신 신호를 FFT한다. 이

어서, 상기 수신기(200)는 넌코히런트 복조기(220)에서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3개 각각에 대해 2가지 가능한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한다. 그런 다음 수신기(200)는 이진 채널 복호기(210)에서 2가지 가능한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의 합을 각각 계산한 후, 이 중 최대값을 갖는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정보 데이

터 비트를 상기 송신기(100)가 전송한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ACK 채널에 사용될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CQI 채널에 사용될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 방법에 대하

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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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QI 채널을 이용한 전송 방법>

상기 CQI 채널을 이용한 첫 번째 전송 방법으로, OFDMA 통신 시스템의 상향링크에서 CQI 채널에 주파수-시간축 상의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이 4개가 할당된 경우의 전송 방법을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부반송파

묶음이 4개인 경우의 주파수-시간축 자원을 상기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7-ary 채널 부호기의 출력 부호워드들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7-

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는 경우 직교 변조에 사용할 패턴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정보 데이터 비트는 M-ary 채널 부호를 통과하게 된다. 이때, 상기 실시예에서는 상기 정보 데이터 비트의 수는 5

비트이며, 상기 M=7 즉, 7-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상기 7-ary 채널 부호기(110)에서 출력되

는 가능한 부호워드(codeword)들은 상기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7-ary 채널 부호기(110)는 상기 정보 데이터 비트가 입력되면, 상기 도 8과 같은 가능한 32가지의

부호워드(codeword)들 중 하나를 출력한다. 이때, 상기 7-ary 채널 부호기(110)는 주어진 부호워드의 개수와 길이에 대

해 부호워드 간 최소 해밍 거리(minimum Hamming distance)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한다. 여기서, 상기 해밍 거리라 함은

같은 비트 수를 갖는 2진 부호 사이에 대응되는 비트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를 나타낸다.

상기 도 8을 예로 하여 살펴보면, 상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부호워드는 최소 해밍 거리(minimum Hamming

distance) 최대화, 여기서는 3이 되도록 설정한다. 즉, 32가지 가능한 부호 워드에서 예를 들어 부호워드 "0"인 경우 A0 내

지 A3의 패턴은 "0000"이고, 부호워드 "7"인 경우 A0 내지 A3의 패턴은 "0123"이 되어, 상기 두 부호워드 즉, 부호워드

"0"과 부호워드 "7" 간의 해밍 거리는 3이 된다. 여기서, 상기 최소 해밍 거리가 3이라 함은 모든 가능한 두 부호워드의 쌍

에 대해, 그 두 부호워드 간 해밍 거리가 3 이상임을 뜻한다.

그런 다음 송신기(100)는 넌코히런트 변조기(120)에서 거의 직교인 변조(Nearly Orthogonal Modulation) 방법을 사용하

여 상기 7-ary 채널 부호기(110)를 통해 부호화된 정보 데이터 비트를 변조한다. 여기서 상기 변조에 사용할 7가지 패턴

에 대한 전송 심볼은 상기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다. 또한 상기 전송 심볼은 통신 시스템 설치시에 미리 설정한 값이다. 그

러나 상기 전송 심볼은 다른 임의의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먼저 상기 7-ary 채널 부호기(110)는 전송하고자 하는 5비트의 정보데이터가 입력되면, 상기 도 8

에 상응하여 상기한 부호워드(A0, A1, A2, A3)를 결정한다. 이어서,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120)는 2 x 3 개의 부반송

파 묶음에 A0, A1, A2, A3 각각에 해당하는 각 패턴에 대한 전송 심볼 값을 각각 할당하여 전송한다. 즉, 첫 번째 2 x 3 개

의 부반송파 묶음에는 A0에 해당하는 패턴을, 두 번째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는 A1에 해당하는 패턴을, 세 번째 2 x

3 부반송파 묶음에는 A2에 해당하는 패턴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는 A3에 해당하는 패턴을 상

기 도 9에 나타낸 방식으로 각각 전송하게 된다.

상기 부호워드는 5비트의 입력된 정보 데이터로 인해 32가지의 부호워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첫 번째 2 x 3 개의 부반

송파 묶음에는 패턴 0을 보내야 할 경우 패턴 0에 대해 설정된 전송 심볼 값(1, 1, 1, 1, 1, 1)을 할당하여 전송하고, 패턴 1

을 보내야 할 경우 패턴 1에 대해 설정된 전송 심볼 값(1, exp(jθ), exp(j2θ), exp(j3θ), exp(j4θ), exp(j5θ))이 할당되어

전송된다.

여기서,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등장하는 여러 수치에 관한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데이터 비트의 수는 부호워드의 개수와 관련된다. 예컨대 정보데이터 비트의 수는 5이고,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부호워드의 개수는 25=32개가 된다. 또한 M-ary 채널 부호기의 M은 변조에 사용할 패턴의 개수에 해당하고 여기서는

M=7이다. 따라서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7가지 변조 패턴이 사용된다.

동시에 M은 부호워드의 알파벳 사이즈에 해당한다. 여기서 M=7이므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호워드의 각 원소는 7

가지 즉 0,1,2,...,6 중의 하나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변조 패턴의 전송 심볼 수는 각 부반송파 묶음의 톤의 개수와 일치한다. 여기서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패턴

은 6개의 전송 심볼로 이루어져 있고,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2 x 3 부반송파 묶음의 톤의 개수도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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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부호워드의 길이는 부반송파 묶음의 개수와 일치한다. 여기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부호워드의 길이는 4이

고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반송파 묶음의 개수도 4개이다.

한편, 수신기(200)는 상기 송신기(100)로부터 전송된 전송 신호를 수신하면, FFT기(230)를 통해 수신 신호를 FFT한 후

넌코히런트 복조기(220)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넌코히런트 복조기(220)에서는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4개 각각에

대해 7가지 가능한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한 후 M-ary 채널 복호기(210)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M은

상기 송신기(100)에 대응하여 M=7 즉, 7-ary 채널 복호기가 사용된다. 상기 7-ary 채널 복호기(210)에서는 상기 32가지

모든 가능한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의 합을 각각 계산한 후, 이 중 최대값을 갖는 부호워

드에 해당하는 정보데이터 비트를 상기 송신기(100)가 전송한 것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하기 표 3을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송 방법을 사용하는 CQI 채널과 일반적인 전

송 방법을 사용하는 변조기의 성능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상기 표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7-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고, CQI 채널에 할당된 주파수-시간축 자원을 가지는

경우와 종래 기술에 따른 (20,5) 이진 블록 코드와 DQPSK를 사용하는 방법과의 성능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

한 상기 표 3은 성능의 척도로서 패킷 에러 레이트(PER, Packet Error Rate) 1%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신호대 간섭 잡음비

(SINR, Signal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를 사용한다.

상기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가 백색 가우시안 잡음(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에서는 1.98dB,

Ped-B(Pedestrian B) 페이딩 채널에서는 1.55dB 만큼의 성능 향상을 각각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 즉, CQI 채널을 이용하는 첫 번째 전송 방법으로 CQI 채널에 주파수-시간축 상의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이 4개가 할당된 경우의 전송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CQI 채널을 이용한 두 번째 전

송 방법으로서, OFDMA 통신 시스템의 상향링크에서 CQI 채널에 주파수-시간축 상의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8개가 할

당되는 경우의 전송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7-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향링크에서 CQI 채널에 할당된

주파수-시간축 자원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7-ary 채널 부호기의 출력 부호워드들의 다른 예

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두 번째 전송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은 첫 번째 전송 방법과 동일한 동작을 수행한다.

즉, 입력 정보 데이터 비트는 M-ary 채널 부호기를 통과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첫 번째 전송 방법에서와 같이 정보 데이

터 비트의 수는 5비트이며, M=7 즉, 7-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한다. 다만, 상기 두 번째 전송 방법에서 송신기(100)는 8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할당된 전송 심볼들을 전송하게 된다. 즉, 상기 도 11에 나타낸 7-ary 채널 부호기에서 출력되는 가

능한 32가지의 부호워드들의 예와 같이, 상기 7-ary 채널 부호기는 주어진 부호워드의 개수와 길이에 대해, 부호워드 간

최소 해밍거리(minimum hamming distance)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한다. 또한 넌코히런트 변조기에서는 거의 직교인 변

조(nearly orthogonal modulation)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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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7-ary 채널 부호기는, 상기 도 9와 같은 변조에 사용할 7가지 패턴에 상응하여, 먼저 전송하고자 하는 5비트의

정보 데이터가 입력되면, 상기 도 11에 의하여 부반송파의 묶음을 나타내는 부호워드는 A0 내지 A7로 설정된다. 여기에

사용할 패턴은 7-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므로 7가지이며, 상기 도 11에 따른 32가지 부호워드 중 입력되는 데이터 비트

에 해당하는 부호워드를 상기 7-ary 채널 부호기에서 출력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는, 상기 부호워드 A0 내지 A7이 결정되면, 그 후 첫 번째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0

에 해당하는 패턴을, 두 번째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1에 해당하는 패턴을, 세 번째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2

에 해당하는 패턴을, 네 번째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3에 해당하는 패턴을, 다섯 번째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4에 해당하는 패턴을, 여섯 번째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5에 해당하는 패턴을, 일곱 번째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

음에 A6에 해당하는 패턴을,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7에 해당하는 패턴을 상기 도 9에 나타

낸 방식에 상응하여 각각 전송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조에 사용할 7가지 패턴은 거의 직교 변조되도록 전송 심볼에 설정된다. 이러한

전송 심볼의 값들은 통신 시스템 설치시에 미리 설정된 값으로서, 도시된 바와 다른 임의의 값을 설정할 수도 있다.

한편, 수신기(200)는 상기 송신기(100)로부터 전송된 전송 신호를 수신하면, FFT기(230)를 통해 수신 신호를 FFT를 수

행하여 넌코히런트 복조기(220)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넌코히런트 복조기(220)에서는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8개

각각에 대해 7가지 가능한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한 후 이진 채널 복호기(210)로 출력한다. 상기 이진

채널 복호기(210)에서는 상기 32가지 모든 가능한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의 합을 각각

계산한다. 이에 따라 상기 수신기(200)는 상기 계산된 값 중에서 최대값을 갖는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정보데이터 비트를

상기 송신기(100)가 전송한 것으로 결정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7-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는 상향링크에서 CQI 채널에 주파수-시간축 상의 2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이 각각 4개와 8개가 할당된 경우의 두 가지 전송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

시예에 따른 세 번째 전송 방법으로 9-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즉, 상기 세 번째 방법은

OFDMA 통신 시스템의 상향링크에서 CQI 채널에 주파수-시간축 상의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3개가 할당되는 경우의

전송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반송파 묶음이 3개인 경우 9-ary 채널 부호기의 출력 부호워드들의 일예를 도시한 도

면이고, 도 13은 본 발명에 따라 9-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는 경우 직교 변조에 사용하는 9가지 패턴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송신기(100)는 M-ary 채널 부호기(110)에서 정보 데이터 비트를 입력받아, 상기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은 가능한

32가지의 부호워드(codeword)들 중 하나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정보데이터 비트의 수는 5 비트이며, M=9 즉, 9-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한다. 상기의 9-ary 채널 부호기(110)는 주어진 부호워드의 개수와 길이에 대해 부호워드 간 최소 해

밍 거리(minimum Hamming distance)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한다. 예컨대, 상기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부호워드는 최

소 해밍 거리(minimum Hamming distance)가 최대화, 여기서는 2가 되도록 설정한다. 즉, 32가지 가능한 부호 워드에서

예를 들어 부호 워드 "0"인 경우 부반송파 묶음에 대한 부호워드 A0, A1, A2의 패턴은 "000"이다. 그리고 부호워드 "13"

인 경우 A0 , A1 , A2의 패턴은 "601"이 되어 이 두 부호워드 간의 해밍 거리는 2가 된다. 상기 최소 해밍 거리가 2라 함은

모든 가능한 두 부호워드의 쌍에 대해, 그 두 부호워드 간 해밍 거리가 2 이상임을 뜻한다.

그런 다음 상기 송신기(100)는 넌코히런트 변조기(120)에서 직교 변조(Orthogonal Modul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9-ary 채널 부호기(110)를 통해 부호화된 정보 데이터 비트를 변조한다. 여기서 상기 변조에 사용할 9가지 패턴에 대한

전송 심볼은 상기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통신 시스템 설치시에 미리 설정한 값이다. 그러나 상기 전송 심볼은 다른

임의의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9-ary 채널 부호기(110)는 전송하고자 하는 5비트의 정보데이터가 입력되면, 상기 도 12에 상응하

여 부호워드(A0, A1. A2)를 결정한다. 이후 상기 넌 코히런트 변조기(120)는 첫 번째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0,

A1, A2 각각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전송 심볼 값을 상기 도 13에 상응하게 할당하여 전송한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첫 번째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0에 해당하는 패턴을, 두 번째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1에 해당하는 패턴을,

세 번째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2에 해당하는 패턴을 상기 도 13의 방법으로 각각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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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호워드는 5비트의 입력된 정보 데이터로 인해 32가지의 부호워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첫 번째 3 x 3 개의 부반

송파 묶음에는 패턴 0을 보내야 할 경우 패턴 0에 대해 설정된 전송 심볼 값(1, 1, 1, 1, 1, 1, 1, 1, 1)이 할당되어 전송되

고, 패턴 1을 보내야 할 경우 패턴 1에 대해 설정된 전송 심볼 값(1, exp(jθ), exp(j2θ), exp(j3θ), exp(j4θ), exp(j5θ),

exp(j6θ), exp(j7θ), exp(j8θ))이 할당되어 전송된다.

한편, 수신기(200)는 상기 송신기(100)로부터 전송된 전송 신호를 수신하면, FFT기(230)를 통해 수신 신호를 FFT한 후

넌코히런트 복조기(220)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넌코히런트 복조기(220)에서는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3개 각각에

대해 9가지 가능한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하여 이진 채널 복호기(210)로 출력한다. 상기 이진 채널 복

호기(210)에서 32가지 모든 가능한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의 합을 각각 계산한 후, 이 중

최대값을 갖는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정보데이터 비트를 상기 송신기(100)가 전송한 것으로 결정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9-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여, CQI 채널에 주파수-시간축 상의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3개가 할당되는 경우의 전송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 번째 전송 방법으로

서, OFDMA 시스템의 상향링크에서 CQI 채널에 주파수-시간축 상의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6개가 할당되는 경우의 전

송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9-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고, 부반송파 묶음이 6개인 경우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해 CQI 채널에 할당된 주파수-시간축 자원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15는 상기 도 14의 부반송파 묶음에 할당되는

부호 워드들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네 번째 전송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세 번째 전송 방법과 동일한 동작을 수행한다.

다만, 도 14와 같이 상기 네 번째 전송 방법에서 송신기(100)는 6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할당된 전송 심볼들을 전송하게 된

다. 즉, 상기 도 15에 나타낸 9-ary 채널 부호기에서 출력되는 가능한 32가지의 부호워드들의 예와 같이, 상기 9-ary 채널

부호기는 주어진 부호워드의 개수와 길이에 대해, 부호워드 간 최소 해밍 거리(minimum hamming distance)가 최대가 되

도록 설계한다. 또한 넌코히런트 변조기에서는 직교 변조 방법을 사용한다.

한편, 상기 9-ary 채널 부호기는, 상기 도 13과 같은 변조에 사용할 9가지 패턴에 상응하여, 먼저 전송하고자 하는 5비트

의 정보 데이터가 입력되면, 상기 도 15에 의하여 부반송파의 묶음을 나타내는 부호워드는 A0 내지 A5로 설정된다. 여기

에 사용할 패턴은 9-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므로 9가지이며, 도 15에 따른 32가지 부호워드 중 입력되는 비트에 해당하

는 부호워드를 상기 9-ary 채널 부호기에서 출력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넌코히런트 변조기는, 상기 부호워드 A0 내지 A5가 결정되면, 이후 첫 번째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A0

에 해당하는 패턴을, 두 번째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는 A1에 해당하는 패턴을, 세 번째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

는 A2에 해당하는 패턴을, 네 번째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는 A3에 해당하는 패턴을, 다섯 번째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는 A4에 해당하는 패턴을, 여섯 번째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에는 A5에 해당하는 패턴을 상기 도 13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각각 전송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조에 사용할 9가지 패턴은 직교 변조되도록 전송 심볼이 설정된다. 이러한 전송

심볼의 값들은 통신 시스템 설치시에 직교 변조를 이루도록 미리 설정된 값으로서, 도시된 바와 다른 임의의 값을 설정할

수도 있다.

한편, 수신기(200)는 상기 송신기(100)로부터 전송된 전송 신호를 수신하면, FFT기(230)를 통해 수신 신호를 FFT한 후

넌코히런트 복조기(220)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넌코히런트 복조기(220)에서는 3 x 3 개의 부반송파 묶음 6개 각각에

대해 9가지 가능한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을 계산한 후 이진 채널 복호기(210)로 출력한다. 상기 이진 채널 복

호기(210)에서는 상기 32가지 모든 가능한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패턴에 대한 상관값의 절대값 제곱의 합을 각각 계산한

후, 이 중 최대값을 갖는 부호워드에 해당하는 정보데이터 비트를 상기 송신기(100)가 전송한 것으로 결정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

술하는 발명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발명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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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넌 코히런트 변/복조기와 M-ary 채널 부호/복호기를 사용하여 넌 코히런트하게 변복조함으

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상향 링크 제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향링크 제어 정보 전송에 있어

오류 확률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 시스템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

면 신뢰성을 높혀 상향링크 제어 정보를 전송함에 따라, 더 작은 주파수-시간축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오버헤드 비율

을 감소시켜 통신 시스템의 처리율(throughput)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한 송신기 구조를 개

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수신을 위한 수신기 구조를 개

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한 송신기 구

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수신을 위한 수신기 구

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해 할당되는 주파수-시

간축 자원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해 할당되는 주파수-시

간축 자원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 링크 제어정보 전송을 위해 할당되는 주파수-시

간축 자원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7-ary 채널 부호기의 출력 부호워드들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7-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는 경우 직교 변조에 사

용할 패턴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7-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향링크 제어

정보 전송을 위해 CQI 채널에 할당되는 주파수-시간축 자원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7-ary 채널 부호기의 출력 부호워드들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부반송파 묶음이 3개인 경우 9-ary 채널 부호기의

출력 부호워드들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9-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는 경우 직교 변조에 사

용할 패턴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9-ary 채널 부호기를 사용하고, 부반송파 묶음이 6

개인 경우 CQI 채널에 할당되는 주파수-시간축 자원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부반송파 묶음이 6개인 경우 9-ary 채널 부호기의

출력 부호워드들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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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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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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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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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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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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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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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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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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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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