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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채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

다. 전체 주파수 대역을 복수의 서브 대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서브 대역에 대해 적응 변조 및 부호화(AMC) 전송 방식을 개

별적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단말의 속도상태에 따라 상기 단말을 위한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할지

의 여부 및 상기 채널품질 정보의 종류를 결정하고,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채널품질 정보

의 종류를 나타내는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상기 단말로 통보하며, 상기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에 따라 상기 단말로

부터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한다. 상기 단말이 목적 기지국에 의해 제어되는 목적 셀로 핸드오프하면, 기지국은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를 상기 목적 기지국으로 통지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상향 링크 및 하향 링크의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시

스템 용량을 최대화한다.

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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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파수 대역을 복수의 서브 대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서브 대역에 대해 적응 변조 및 부호화(AMC) 전송 방식을 개별

적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각 서브 대역에 대한 단말의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단말의 속도상태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된 속도상태에 따라 상기 단말을 위한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할지의 여부 및 상기 채널품질 정보의 종류를 결정하

는 과정과,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채널품질 정보의 종류를 나타내는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상기

단말로 통보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에 따라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이 목적 기지국에 의해 제어되는 목적 셀로 핸드오프하면,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를 상기 목적 기지국으로 통지하

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USS)이면, 상기 단말을 위한 채널품질 정보로 상기 전체 서브대역에 대한 평

균값을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가 저속상태(LSS)이면, 상기 단말을 위한 채널품질 정보로 상기 전체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값 및 상

기 각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가 고속상태(HSS)이면, 상기 단말을 위한 채널품질 정보를 보고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속도상태를 나타내는 속도상태 정보가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상기 속도상태 정보가 수신되지

않았으면 상기 단말의 상태가 상기 USS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통보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가 상기 USS이면, 상기 전체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값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채널을 할당하

고, 상기 할당된 자원 및 채널을 상기 단말에게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통보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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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의 속도상태가 상기 LSS이면, 상기 전체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값 및 상기 각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채널을 할당하고, 상기 할당된 자원 및 채널을 상기 단말에게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가 상기 HSS이면,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를 시스템 정보에 실어 상기 단말에게 제공하는 과

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제1 타이머 값과, 상기 제1 타이머 값에 대응하며 상기 LSS를 결정하는 경계값이 되는 제1 변경 셀 개수와, 제2 타이머 값

과, 상기 제2 타이머 값에 대응하며 상기 HSS를 결정하는 경계값이 되는 제2 변경 셀 개수를 포함하며, 상기 제2 변경 셀

개수는 상기 제1 변경 셀 개수보다 크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제1 타이머 값과, 상기 제1 타이머 값에 대응하며 상기 LSS를 결정하는 경계값이 되는, 다운링크 파일럿 채널이나 상기 전

체 서브대역에 대한 신호세기 측정값의 제1 표준편차와, 제2 타이머 값과, 상기 제2 타이머 값에 대응하며 상기 HSS를 결

정하는 경계값이 되는, 다운링크 파일럿 채널이나 상기 전체 서브대역에 대한 신호세기 측정값의 제2 표준편차를 포함하

며, 여기서 상기 제2 표준편차는 상기 제1 표준편차보다 크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제1 타이머 값과, 상기 제1 타이머 값에 대응하며 상기 LSS를 결정하는 경계값이 되는 수치적인 제1 평균속도, 제2 타이

머 값과, 상기 제2 타이머 값에 대응하며 상기 HSS를 결정하는 경계값이 되는 수치적인 제2 평균속도를 포함하며, 상기 제

2 평균속도는 상기 제1 평균속도보다 크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전체 주파수 대역을 복수의 서브 대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서브 대역에 대해 적응 변조 및 부호화(AMC) 전송 방식을 개별

적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각 서브 대역에 대한 단말의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단말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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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된 속도상태가 상기 결정하는 과정 이전의 속도상태와 상이하면 상기 결정된 속도상태를 상기 기지국으로 통보

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결정된 속도상태에 따른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지시하는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에 따라, 상기 전체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 및 상기 각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 중 적

어도 하나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지시하는 정보는,

상기 전체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값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채널을 나타내는 할당 정보 혹은 상기 전체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값 및 상기 각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채널을 나타내는 할당 정보임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를 시스템 정보를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

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기지국에 의해 지시된 제1 타이머 동안 경유한 셀들의 개수가 제1 변경 셀 개수보다 작으면 상기 속도상태를 저속상

태(LSS)로 결정하고, 상기 기지국에 의해 지시된 제2 타이머 동안 경유한 셀들의 개수가 상기 제1 변경 셀 개수보다 큰 제

2 변경 셀 개수보다 크면 상기 속도상태를 고속상태(HSS)로 결정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기 속도상태를 알려지지 않은 상

태(USS)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기지국에 의해 지시된 제1 타이머 동안 측정된, 다운링크 파일럿 채널이나 상기 전체 서브대역에 대한 신호세기 측정

값의 표준편차가 제1 표준편차보다 작으면 상기 속도상태를 저속상태(LSS)로 결정하고, 상기 기지국에 의해 지시된 제2

타이머 값 동안 측정된 신호세기 측정값의 표준편차가 상기 제1 표준편차보다 큰 제2 표준편차보다 크면 상기 속도상태를

고속상태(HSS)로 결정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기 속도상태를 알려지지 않은 상태(USS)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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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에 의해 지시된 제1 타이머 동안 측정된 수치적인 평균속도가 제1 평균속도보다 작으면 상기 속도상태를 저속

상태(LSS)로 결정하고, 상기 기지국에 의해 지시된 제2 타이머 동안 측정된 수치적인 평균속도가 상기 제1 평균속도보다

큰 제2 평균속도보다 크면 상기 속도상태를 고속상태(HSS)로 결정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기 속도상태를 알려지지 않은 상

태(USS)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채널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

한 것이다.

현대의 통신 시스템은 크게 유선 통신 시스템과 무선통신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선통신 시스템도 다중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 예를 들어 시분할 다중화(Time Division Multiplexing: TDM) 방식과, 코드분할 다중화(Code Division

Multiplexing: CDM) 방식 및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방식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코드분

할 다중화 방식이다. 코드분할 다중화 방식은 동기 방식 및 비동기 방식 등으로 구분되며, 현재 비교적 고속의 데이터 통신

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코드분할 다중화 방식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교 코드의 자원으로 인한 자원 부족 현상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코드분할 다중화 방식의 대안으로, 직교 주파수 다중화 방식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OFDM 방식은 멀티-캐리어(Multi-Carrier)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

식으로서, 직렬로 입력되는 심벌(Symbol)열을 병렬 변환하여 이들 각각을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의 서브 캐리어(sub-

carrier)들, 즉 다수의 서브 캐리어 채널(sub-carrier channel)들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멀티캐리어 변조(MCM : Multi

Carrier Modulation) 방식의 일종이다.

멀티캐리어 변조 방식을 적용하는 시스템은 1950년대 후반 군용 HF(High Frequency) 라디오(radio)에 처음 적용되었으

며, 다수의 직교하는 서브 캐리어를 중첩시키는 OFDM 방식은 197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멀티 캐리어들 간의

직교 변조의 구현이 어려운 문제였었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71년 Weinstein 등이 OFDM

방식을 사용하는 변복조는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발표하면서

OFDM 방식에 대한 기술개발이 급속히 발전했다. 또한 보호구간(guard interval)을 사용하는 방법과 순환 전치 심볼

(cyclic prefix)의 삽입 방식이 알려지면서 다중경로 및 지연 확산(delay spread)에 대한 시스템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감

소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OFDM 기술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Digital Audio Broadcasting : DAB)과

디지털 텔레비젼,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 Wireless Local Area Network) 그리고 무선 비동기 전송 모드(WATM :

Wireless Asynchronous Transfer Mode) 등의 디지털 전송 기술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

DF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OFDM 방식은 하드웨어적인 복잡도(Complexity)로 인하여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고속 퓨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 : 이하 "FFT"라 칭하기로 한다)과 역 고속 퓨리에 변환

(IFFT: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 이하 "IFFT"라 칭하기로 한다)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이 발전함

으로써 OFDM 방식이 실현 가능해 졌다.

OFDM 방식은 종래의 주파수 분할 다중(FDM :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과 비슷하나 무엇보다도 다수개의

서브 캐리어들간의 직교성(Orthogonality)을 유지하여 전송함으로써 고속 데이터 전송시 최적의 전송 효율을 얻을 수 있

는 특징을 가지며, 또한 주파수 사용 효율이 좋고 다중 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에 강한 특성이 있어 고속 데이터

전송시 최적의 전송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OFDM 방식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중첩하여 사용

하므로 주파수 사용이 효율적이고,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frequency selective fading)에 강하고, 다중경로 페이딩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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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호구간을 이용하여 심벌간 간섭(ISI: Inter Symbol Interference)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하드웨어적으로 등화기

구조를 간단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펄스(impulse)성 잡음에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통신시스템 구조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무선통신에서 고속,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은 대체적으로 채널 환경에 기인한다. 상기 무선통신에

서 채널 환경은 백색 가우시안 잡음(AWGN :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외에도 페이딩(fading) 현상으로 인해 발

생되는 수신 신호의 전력 변화, 쉐도우잉(Shadowing), 단말의 이동 및 빈번한 속도 변화에 따른 도플러(doppler) 효과, 타

사용자 및 다중 경로(multipath) 신호에 의한 간섭 등으로 인해 자주 변하게 된다. 따라서, 무선통신에서 고속, 고품질의 데

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기 저해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의 OFDM 시스템에서 페이

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적응적 변조 및 코딩(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이하

"AMC"라 칭하기로 한다) 방식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AMC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MC 방식은 하향 링크(downlink)의 채널 변화에 따라 변조 방식과 코딩 방식을 적응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기 하

향 링크의 채널품질 정보(Channel Quality Information : 이하 "CQI"라 함)는 대개 단말에서 수신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 : 이하 "SNR"이라 칭하기로 한다)를 측정하여 검출할 수 있다. 즉, 단말은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품질 정보를 상향 링크(uplink)를 통해 기지국으로 피드백(feedback)한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단말로부터 피드백되는 상

기 하향 링크의 채널품질 정보를 가지고 상기 하향 링크의 채널 상태를 추정하고, 상기 추정된 채널 상태에 상응하게 변조

방식 및 코딩 방식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AMC 기술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채널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할 경

우에는 고차 변조방식과 고 부호율을 적용하고, 반대로 채널의 상태가 비교적 열악한 경우에는 저차 변조방식과 저 부호율

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AMC 방식은 고속 전력 제어에 의존하던 기존방식에 비해, 채널의 시간적인 가변 특성에 대한 적

응 능력을 높임으로써 시스템의 평균 성능을 향상시켜주게 된다.

광대역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AMC 채널을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복수 개의 AMC 채널을 동시에 운용한다. 즉, 시스템

의 전체 대역을 복수 개의 서브 대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서브 대역에 대해 개별적인 채널품질 정보를 단말로부터 피드백

받아 각각의 서브 대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AMC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광대역 시스템이 협대역 시스템

에 비해 주파수 선택성(Frequency Selectivity)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AMC 기술이 OFDM 시스템에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 1은 상기 AMC 기술을 사용하는 통상의 광대역 OFDM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은 다수의 직교 주

파수들을 세로축으로 하였으며, 시간을 가로축으로 하여 도시하였다.

상기 도 1에서 참조부호 101은 하나의 서브 캐리어를 나타내고, 참조부호 102는 하나의 OFDM 심볼을 나타낸다. 상기 도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AMC를 사용하는 OFDM 시스템에서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N개의 서브 캐리어 그룹

혹은 서브 대역으로 나누고 각 서브 캐리어 그룹 별로 AMC 동작을 취한다. 이하에서는 하나의 서브 캐리어 그룹을 "하나

의 AMC 서브 대역(AMC sub-band)"이라고 칭하기로 하자. 즉, 부 반송파 그룹 1(subcarrier group 1)(103)은 AMC 서브

대역 1이라 칭하고, 서브 그룹 N(104)을 AMC 서브 대역 N이라 칭한다.

일반적인 OFDM 시스템에서 스케줄링은 참조부호 10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 개의 OFDM 심볼 단위로 이루어진다. 상

술한 바와 같이 통상의 OFDM 시스템에서의 AMC 동작은 복수개의 AMC 스케줄링을 가지고서 각 스케줄링 별로 독립적

으로 적응 및 코딩(AMC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각 단말은 각 스케줄링 별로 CQI 정보를 피드백하며, 기지국은 단말들

로부터 각 스케줄링 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받아서 각 서브 대역에 대한 스케줄링을 실시하여 각 서브 대역별로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다. 상기 스케줄링 과정의 일례로 기지국은 각 서브 대역별로 최상의 채널 품질을 갖는 단말을 선

택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시스템 용량은 최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상술한 AMC 동작의 특징을 보면, 하나의 단말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복수의 서브 캐리어들은 서로 인접

해 있을수록 좋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다중 경로(multi-path) 무선 채널로 인해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선택성이 발

생하는 경우, 서로 인접한 서브 캐리어끼리는 채널 응답의 세기가 비슷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서브 캐리어끼리는 채널

응답의 세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술한 AMC 동작이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채널 응답이 좋은 부 반송

파(sub-carrier)들을 모아 이들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시스템 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채널 응답이 좋은 인

접한 복수 개의 부 반송파(sub-carrier)들을 모아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술한 AMC 기술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데이터 송신에 적합하다. 즉, 복수의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채널, 예

를 들면, 방송이나 공통 제어 정보 채널들은 어느 한 사용자의 채널 상태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상술한 AMC 기술은 지연(Delay)에 덜 민감한 트래픽의 전송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상기 AMC 기술은 기본적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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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이 좋은 상태에 있는 단말들을 골라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지연에 민감한 트래픽, 예를 들면, VoIP

(Voice over IP)나 화상 미팅과 같은 실시간 트래픽들은 해당 사용자가 채널이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려 줄 수 없기 때

문이다. 즉, 상기 실시간 트래픽을 서비스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지연의 한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채널이 좋지 않

는 상황에서도 해당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은, 광대역 OFDM 기반의 시스

템에서 AMC 기술을 적용할 경우 각 대역의 정보를 적응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단말로 하여금 채널상황에 적합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거나 또는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지 않게 함으로써,

채널품질 정보 전송에 따른 오버헤더를 감소시키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한 요소로써, 단말의 속도상태를 복수의 레벨로 정의하고, 상기 각

레벨에 대한 단말의 상태를 측정 및 보고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단말의 채널상황 등의 적응적 채널품질 정보를 위한 정보를 단말의 핸드오버시에 목적 셀을 제어하는 노드에게

전송함으로써, 핸드오버에 의한 적응적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광대역 OFDM 기반의 시스템에서 AMC 기술을 적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채널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광대역 OFDM 기반의 시스템에서 AMC 기술을 적용할 경우 각 대역의 정보를 보다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시스

템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복수의 서브 대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서브 대역에 대해 적응 변조 및 부

호화(AMC) 전송 방식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각 서브 대역에 대한 단말의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단말의 속도상태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판단된 속도상태에 따라 상기 단말을 위한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할지의 여부 및 상기 채널품질 정보의 종류를 결정하

는 과정과,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채널품질 정보의 종류를 나타내는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상기

단말로 통보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에 따라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이 목적 기지국에 의해 제어되는 목적 셀로 핸드오프하면,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를 상기 목적 기지국으로 통지하

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른 방법은, 전체 주파수 대역을 복수의 서브 대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서브 대역에 대

해 적응 변조 및 부호화(AMC) 전송 방식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각 서브 대역에 대한 단말의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단말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속도상태가 상기 결정하는 과정 이전의 속도상태와 상이하면 상기 결정된 속도상태를 상기 기지국으로 통보

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결정된 속도상태에 따른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지시하는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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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에 따라, 상기 전체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 및 상기 각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 중 적

어도 하나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

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

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먼저 본 발명에서 실시예로 설명할 OFDM 시스템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복수 개의 AMC 서브대역

을 가지고서 동작하는 OFDM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체의 시스템 대역을 몇 개의 AMC 서브대역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N을 몇으로 할 것인

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로, 각 단말들에게 상기 N개의 AMC 서브 대역 모두에 대해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

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만을 골라 피드백하게 할 것인지 또는 전체에 대한, 혹은 N개 중 일부에 대한 평균값만을

피드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OFDM 시스템에서 상기와 같은 사항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의 시스템 대역을 몇 개의 AMC 서브 대역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채널의 주파수 선택성을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한 측면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채널 품질이 좋은 서브 캐리어들만을 선택하

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N값을 아주 크게, 극단

적으로는 전체 서브 캐리어 숫자만큼 두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N 값을 너무 크게 설정하게 되면, 그

만큼 단말이 피드백 해야 할 채널품질 정보가 많아지므로 상향 링크의 부하가 지나치게 커 질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단

말이 하나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를 4라고 할 때, 10개의 AMC 서브 대역

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40 비트가 소요되며, 상기 채널품질 정보가 고속 페이딩(fast fading)에 따

라가도록 하기 위해 그 전송 주기가 매우 짧음을 감안하면 상기 오버헤드(overhead)는 꽤 많은 양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전

체 시스템 대역을 아주 작은 숫자로 나누게 되면, 그만큼 채널의 주파수 선택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발생하므

로 AMC 동작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득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술한 바와 같이 전체 시스템 대역을 몇 개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향 링크 성능과 상향 링크 부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하

향 링크 성능 향상과 상향 링크 부하 감소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적절한 값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단말들에게 상기 N개의 AMC 서브 대역 모두에 대해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

만을 골라 피드백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혹은 N개 중 일부에 대한 평균값만을 피드백하게 할 것인가를 해결

해야만 한다. 일단, 전체의 시스템 대역이 N개의 AMC 서브 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단말들에게 어떻게 채널품질 정

보를 피드백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전체 시스템 대역이 4개의 AMC 서브 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단말이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할 수 있는 경우는 하기와 같은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단말은 언제나 4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해 각각의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

법으로, 단말은 4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해 순간적으로 가장 좋은 하나만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AMC 서브 대역의 식

별자와 함께 상기 선택된 AMC 서브 대역의 채널품질 정보만을 피드백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 단말은 4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해 순간적으로 가장 좋은 k개만을 선택하고(k는 최대 4가 된다.), 상기 선택된 k 개의 AMC 서브 대역

에 대하여 각각의 식별자와 함께 상기 선택된 k 개의 AMC 서브 대역의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방

법으로, 단말은 4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평균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방법으로

단말은 4개의 AMC 서브 대역 중에 k개를 선택하고(k는 최대 4 가 된다.), 상기 선택된 k 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평균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밖에도 4개의 AMC 서브 대역의 정보를 피드백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더 존재할 수 있다. 이하에서 상기 각각의

경우를 하나의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 라고 칭하기로 한다. 상기 다양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 역시 하향 링크 성능

증대와 하향 링크 부하 증가라는 서로 상충하는 면을 가진다. 위의 예에서, 단말이 언제나 4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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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는 경우, 기지국은 모든 단말들에 대해, 각 AMC 서브 대역의 채널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역방향 부하가 커질 것이다. 반대로, 어느 하나의 대역만을 골라 피드백하는 경우에는 역방향 부하가 상

대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기지국 입장에서는 해당 단말의 채널 정보 중, 전체 대역 중 어느 하나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채널 정보만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AMC 서브 대역에 대한 채널 정보는 알 수 없다 라는 단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

들로 인하여 OFDM 시스템에서 채널품질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먼저 종래 기술에서 살펴본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공하는 채널품질 정보 전

송 모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종래 기술에서 예시한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러

나 본 발명에서는 하기 <표 1>과 같은 다양한 모드들을 두고 그 모드들 중 가장 최적의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먼저 <표 1>을 도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환경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

하향링크 부하
높을 때 1 out of N, 2 out of N

낮을 때 N-1 out of N, N out of N

상향링크 부하
높을 때 1 out of N, 2 out of N, 평균값

낮을 때 N-1 out of N, N out of N

단말 속도
고속 평균값

저속 다른 요건에 따라 선택

서비스 종류

(서비스 지연 민감도/

요구 평균 전송속도)

  

민감/높다 N-1 out of N, N out of N

민감/낮다 1 out of N, 2 out of N

관대/높다 N-1 out of N, N out of N

관대/낮다 1 out of N, 2 out of N

상기 <표 1>은 다양한 환경에 따라 바람직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상기 <표 1>에서 'k

out of N'이란, 전체 대역이 N개의 AMC 서브 대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단말은 N개의 AMC 서브 대역 중 채널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k개를 선택하여 상기 선택된 k개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k는 1과 같

거나 크고 N 보다 같거나 작은 정수이다. 또한 상기 <표 1>에서 '평균값'이란, 각 AMC 서브 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따로 따로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역에 대한 평균 채널품질 정보 혹은 전체 중 일부 AMC 서브 대역에 대한 채널

품질 정보를 평균한 값을 전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기 <표 1>을 참조하여 다양한 환경에 따른 바람직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설명한다.

하향 링크 부하가 낮을 때에는 시스템 내에 서비스해야 할 사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사용자에게 복수개의 AMC 서

브 대역을 할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단말에게 전 대역에 대한 채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하향 링크 부

하가 높을 때에는 시스템 내에 서비스 해야 할 사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사용자에게 복수개의 AMC 서브 대역을 할

당할 확률이 낮으므로, 단말에게 모든 AMC 서브 대역에 대한 채널 정보를 피드백하게 함으로써 역방향 부하를 증가시키

는 것보다는 전체 N개의 AMC 서브 대역 중 단말에게 상태가 좋은 일부만을 선택하여 그에 상응하는 채널 정보만을 피드

백하게 함으로써 상향 링크 부하를 줄이도록 모드를 설정한다.

또한 상향 링크에서도 부하가 낮을 때에는 단말이 피드백하는 채널 정보가 많아져도 크게 무리는 없으므로, 가능하면 기지

국에게 많은 정보를 보내주는 것이 좋으므로, 되도록 많은 AMC 서브 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도록 모드를 설

정한다. 반면, 상향 링크 부하가 높을 때에는 단말이 피드백하는 채널 정보가 많아지면 상향 링크 부하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가능하면 적은 부하를 야기하는 전송 모드를 선택하도록 모드를 설정한다.

한편, 단말의 속도가 높은 경우는 AMC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속한다. 왜냐하면, 단말의 속도가 높다는

것은 단말의 채널 상태가 빨리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단말이 채널품질 정보를 측정하여 피드백하였으

나, 상기 피드백 정보에 의거하여 결정된 AMC 데이터가 실제 전송되는 시점에서는 채널 상황이 이미 많이 변화해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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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응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말의 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순시적인 채널품질 정보는 크게 필요치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빠른 채널 변화의 평균 값 정도만 알려 주는 것과 매 순시 채널 정보 값을 알려 주는 것이 AMC

성능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향 링크 부하를 적게 발생시키는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단말의 속도가 낮은 경우, 즉, AMC를 사용하기에 알맞은 환경에서는 다른 여건들을 고려하여 피드백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은 클래스의 단말들, 즉 많은 과금을 하는 사용자라던가 혹은 기타 다른 시스템 운용 정책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은 단말들에게는 역방향 부하를 다소 많이 발생시키더라도 많은 정보를 기지국에게 피드백하게 함으

로써 서비스 받는 관점에서 보다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면, 낮은 클래스의 단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향 링크 부하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피드백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연에 민감한 실시간 트래픽을 서비

스하는 경우, 만일 VoIP의 경우처럼, 그 데이터 양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에게 N개의 AMC 서브 대역 중 최상의

품질을 갖는 하나의 AMC 서브 대역만을 골라 피드백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 이하

"QoS"라 함)을 만족시키면서 서비스를 잘 지원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한 트래픽에 대해 굳이 여러 서브 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게 하여 상향 링크 부하를 증대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반면, 실시간 트래픽이라 할지라도, 화상 회의를 위한 트래픽과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역을 요구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는 서브 대역의 수를 좀 더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 지연 시간에 대한 민감도가 비교

적 관대한 트래픽에 대해서는 상기 실시간 트래픽에서와 같이 평균 요구 전송율을 고려하되, 다른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상기한 과정에 따라 동작하기 위한 기지국의 구성과 단말의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 본 발명에 따라

AMC를 적용하기 위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AMC 모드를 적용하여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및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기지국의 블록 구성도이다.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의 동작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상위 노드와 연결되는 상위 인터페이스(213)는 상위 노드와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연동을 위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즉, 각종 시그널링 신호 및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며, 수신된 신호 중 단말로 전송할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부

(214)로 제공하고, 시그널링 신호에 대하여는 제어부(연결을 도시하지 않음)(211)로 제공한다. 또한 상기 상위 인터페이

스(213)는 데이터 처리부(214)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상위 노드로 전달하기 위한 형식으로 변환하여 상위 노드로 전달한

다. 데이터 처리부(214)는 제어부(211)의 제어에 의해 상위 인터페이스(213)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다중화기(215)로 출

력한다. 여기서는 데이터 처리부(214)에 대하여 하향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설명하기로 한다.

제어부(211)는 스케줄링 및 기지국의 각종 제어를 담당하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

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메시지를 생성하여 다중화기(215)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211)는 채널의 상태에 대한 정보

를 수신하기 위해 무선부(RF(Radio Frequency) Unit)(216) 또는 데이터 처리부(214)로부터 상향 및 하향 링크의 부하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향 및 하향 링크의 부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각 시

스템마다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여기서는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같이 제어부(211)가 채널

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데이터 베이스(212)로부터 제공받는다. 상기 데이터 베이스(212)는

각 단말의 등급 정보와 각 단말에서 서비스되는 데이터 정보의 서비스 품질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베이

스(212)는 현재 서비스되는 사용자의 정보만을 저장하고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상위 네트워크의 특정 노드에서 관리하도

록 구성할 수도 있다.

다중화기(215)는 데이터 처리부(215) 및 제어부(211)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무선부(216)로 출력한다. 그러

면 무선부(216)는 각 시스템에 따라 전송할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해당 무선 대역으로 상승 및 하강 변환을 수행한

다. 이를 OFDM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전송할 신호를 변조한 후 이를 고속 역퓨리에 변환하고, 다시 순환 전치

심볼(Cyclic Prefix : CP)을 부가한 후 송신 대역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지국의 실제적인 동

작은 후술되는 흐름도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AMC 모드에서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는 단말의 블

록 구성도이다.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동작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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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부(312)는 미리 설정된 대역의 신호를 상승 및 하강 변환하며, 하강 변환된 신호를 기저대역 처리부(313)로 제공한다.

그러면 기저대역 처리부(313)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심볼들을 데이터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OFDM

시스템인 경우 수신된 신호에서 CP를 제거하고 고속 퓨리에 변환한 후 복조를 수행하는 동작에 해당한다. 상기 기저대역

처리부(313)에서 송신하는 경우라면 상기 도 2의 송신 처리와 동일한 과정의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저 대역

처리부(313)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제어부(311)로 입력된다.

한편 무선부(312)는 수신된 신호의 일부를 채널 품질 측정부(314)로 제공한다. 이와 같이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무선 채

널 품질 측정부(314)는 측정된 채널의 품질 정보를 제어부(311)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상기 제어부(311)는 측정된 채널

품질 정보들 중 필요한 정보 즉, 기지국과 협의된 또는 기지국에 의해 통지된 정보만을 역방향으로 전송한다. 이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메시지를 생성하여 기저 대역 처리부(313)로 출력함으로써 역방향 전송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단말은 일

반적으로 사용자 데이터 및 제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315)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

신호를 발생하여 제어부(311)로 제공하는 키 입력부 및 사용자에게 문자 또는 그림 기호 등으로 사용자에게 상태 등의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부(316)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단말은 후술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단말의 이동성을 측정하는 이동성 측정부(318)를 더 구비한다. 상기 이

동성 측정부(318)는 기지국에 의해 지시된 타이머들을 관리하면서, 상기 타이머가 구동되는 동안 경유하는 셀들의 개수,

다운링크 파일럿 채널이나 전체 주파수 대역에 대한 신호세기의 표준편차 혹은 수치적인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저장한다.

제어부(311)는 상기 이동성 측정부(318)에 의해 측정된 이동성을 나타내는 값들을 참조하여 단말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속도상태를 기지국으로 보고하고, 기지국에 의해 지시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에 따라 채널품질 정보를 보

고한다.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동작은 후술될 것이다.

앞에서는 살펴본 다양한 환경에 따라 바람직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에

맞춰 하나의 시스템에서 상황에 따라 적응적으로 전송 모드를 변경하기 위한 제어 과정 및 신호 흐름의 과정에 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안하는 채널품질 정보 전송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그러

면 먼저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채널품질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기지국의 제어 흐름도이

다. 먼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하나의 시스템에 다양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가 존재한다.

기지국은 특정 단말과 통신을 수행할 때, 400단계에서 상기한 다양한 모드들 중 하나의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한

다. 즉, 상기 전술한 <표 1>의 내용에 근거하여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드의 선택은 단말과 기지국간 협

상(Negotiation)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단말은 상기 400단계에서 결정된 방식에 따라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동작을 수행

하게 된다. 그러면 410단계에서 상기 결정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로 상기 단말로부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한다. 그러

면 기지국은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하여 가장 좋은 채널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상기 단말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이와 같이 단말로부터 또는 기지국에서 채널의 품질을 판단하는 도중에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 예로서 단말이 호 연결 중에 채널 환경 등 자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 중이

던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에 기지국에서 상향 링크 또는 하향 링크의 채

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말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다른 모드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430단계에

서 상기한 요청에 의해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재협상을 통해 다른 전송 모드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만일 기지국에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 중이던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을 단말에게 명령하여 재협상 없이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명령 과정은 소정의 메시지를 이용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 특정 하나의 단말에게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바꿀 것을 명령하거나 또는 재협상 과정을 거쳐 변경한다.

(2) 일부 다수의 단말들에게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특정 다른 모드로 바꿀 것을 명령한다.

(3) 시스템 내 전체 단말들에게 모두 특정 다른 모드로 바꾸도록 명령한다.

상기 명령은 공통 제어 정보(Common control information)를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 상기한 과정들은 하나의 시

스템에서 모두 사용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가 생략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호 연결 중에는 단말의 모드

변경 요청을 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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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안하는 채널품질 정보 전송 방법 중 하나는, 하나의 시스템에 다양한 채널품질 정보 전

송 모드를 두되, 각 기지국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단말들이 동일한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하나의 시스템에 다양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두지만, 하나의 기지국은 한번에 하나의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사용한다. 즉, 한 번에 여러 전송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서비스하는 모든 단말들이 동일한 피드백 전송 방법

을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기지국은 상기 다양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 중 어느 것이 사용되는지를 단말에게 알려 줘

야만 한다. 그리고 만일 기지국에서 사용 중이던 전송 모드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지국은 브로드캐스트

(Broadcast) 메시지를 통해 상기 변경된 전송 모드를 모든 단말에게 알린다. 즉, 상기한 변경된 전송 모드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지국은 브로드캐스트을 사용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단말 요청에 의해 전송 모드 변화가 일어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단말이 모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앞에서 전술한 <표 1>과 같은 바람직한 전송 모드를 참조하여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 변경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예를 들면 고속 채널로 바뀐 경우 - 500단계에서 단말은 기지국에게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 변

경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메시지는 자신이 어떤 모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를 가리키는 '선호 모드

(preferred mode)'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지국은 상기 선호 모드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채널품질 정보 전

송 모드 변경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표 1>과 같은 기지국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상기 요청에 대한 승인 혹은 거

절을 결정하고, 502단계에서 상기 결정 결과를 나타내는 승인 혹은 거절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상기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상기 승인 메시지는 상기 결정된 모드 정보와 함께 모드 변경 시점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기

지국으로부터 모드 변경 승인 혹은 거절 메시지를 받은 단말은 504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에게 상기 메시지를 잘 수신했다

는 것을 알리기 위해 '수신 양호(Acknowledgement)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런 후 상기 단말은 506단계에서 상기 승인 메

시지가 포함하는 모드 변경 시점이 되면 자신의 모드를 기지국이 명령한 모드로 변경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기지국 명령에 의해 전송 모드의 변화가 일어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 6은 기지국에 의해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를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기지국이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

드에 대한 정보를 브로드캐스트하여 통보하는 경우의 신호 흐름이다.

상기 기지국은 전술한 <표 1>을 참조하여 단말의 전송 모드를 결정하고, 600단계에서 단말에게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

변경 명령"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메시지는 새로운 전송 모드를 나타내는 전송 모드 정보 및 변경 시점 정보를 포함해야

만 한다. 그러면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 변경 명령 메시지를 수신하면, 602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에게 상기 메시지의 수신 양호를 알리기 위해 '수신 양호(Acknowledgement)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런 후 상기 단

말은 상기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 변경 명령 메시지가 포함된 모드 변경 시점이 되면 604단계와 같이 기지국이 명령한

상기 새로운 전송 모드로 변경한다.

하기에서는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요소들 중 단말의 속도에 관련된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기 설명한 바와

같이,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요소들에는 하향링크/상향링크 부하, 서비스 종류/QoS, 단말의 속도, 단말의

클래스 등이 있는데, 이들 중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가 단말의 속도이다. 따라서 단말의 속도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실시예들과, 핸드오버와 같은 단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하기에서는 전체 주파수 대역이 AMC를 위한 N개의 서

브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단말의 속도에 따라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3레벨

의 단말의 속도상태들과 각 레벨의 속도상태에 따라 가능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나타낸다. 단말과 기지국은 상기

도 7과 같이 3레벨의 단말 속도상태를 정의하고 각 레벨의 속도상태에 따라 다른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가지거나 또

는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참조번호 701은 단말의 속도가 저속상태(Low Speed Status, 이하 LSS라고 칭함)인 것을 나타낸다. 저

속상태(701)는 단말의 채널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안정적일 확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에는 N

개의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값을 채널품질 정보로 피드백할 뿐만 아니라, N개 또는 N-M개(여기서 M은 N보다 작은 양의

정수)의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 또한 피드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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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가 단말의 속도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면, 상기 N개 또는 N-M개의 서브대

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LSS(701)에서 피드백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단말이 LSS(701)라 하더라도 하향링크

부하 또는 상기 단말이 요청한 서비스의 QoS에 의해 서브대역을 할당하지 못할 때에는, N개 또는 N-M개의 AMC 서브대

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하지 않고 N개의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값만을 피드백할 수 있다.

즉, LSS(701)는 단말의 속도가 저속임을 나타내며, 이때에는 채널품질 정보로서 N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값 혹

은 N개 또는 N-M개의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가 피드백될 수 있다. 여기서 '피드백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채널품

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말의 속도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LSS(701)에서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채널품질 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

상기 N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값은, 기지국이 각 서브대역이 아닌 전체 대역폭에 흩어러져 분포되어 있는 채널

(Distributed Resource Channel, 이하 DRCH라고 칭함)을 단말에게 할당할 때, 상기 채널의 부호율(Coding rate)등을 결

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단말과의 통신에서 전력제어 등을 수행할 때 사용될 수 있다. N개 또는 N-M개의 서

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는 각 서브대역을 할당할 때 사용되며, 상기 보고할 서브대역의 개수(N-M)는 단말이 서비스

를 시작할 때 또는 서비스 중에 기지국과 단말의 협상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상기 협상은 단말 클래스, 단말이 요청한 서

비스와 QoS 정보, 하향링크/상향링크부하 등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참조번호(703)는 단말의 속도가 고속상태(High Speed Status, 이하 HSS라고 칭함)인 것을 나타낸다. 고속상태(703)에서

는 단말의 채널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품질 정보는 서브대역 또는 DRCH의 할당 또는 전력제어에 사용

할 수 없다. 이는 HSS(703)의 급격히 변화하는 채널환경에서 채널품질 정보는 신뢰성이 없으며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HSS(703)에서는 N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값뿐만 아니라 N개 또는 N-M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

한 채널품질 정보를 피드백할 필요가 없다. HSS(703)에 있는 단말을 위한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상기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해 예약되는 라디오 자원을 다른 시그널링이나 데이터 전송에 사용함으로써 라디오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참조번호 702는 단말의 속도가 고속도 아니고 저속도 아닌 알려지지 않은 속도상태(Unknown Speed Status, 이하 USS

라고 칭함)인 것을 나타낸다. 상기 USS(702)는 단말의 실제 속도가 고속도 저속도 아닌 중간속도일 수도 있으며, 또는 순

간적으로는 고속 또는 저속의 속도이지만 HSS(703) 혹은 LSS(701)를 결정하기 위한 속도 유지시간 등의 조건을 만족하

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 즉, USS(702)는 단말이 연속적인 중간속도 또는 HSS나 LSS로 결정되지 않는 불연속적인 저속

또는 고속에 있음을 나타낸다. 상기 USS(702)에서는 단말은 N개의 서브대역에 대한 평균값만 채널품질 정보로써 피드백

한다. 왜냐하면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N개 또는 N-M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채

널품질 정보는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기반으로 AMC 서브대역을 할당할 만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

다.

상기에 도시한 3레벨의 속도상태(701 내지 703)는,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거나 또는 채널품질 정보 전송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에 나타낸 단말의 속도상태는,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 또는 채널품질 정보 전송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레벨들이며, 상기 3레벨의 속도상태(701 내지 703)에 의해 단말이 기지국에게 피드백하는 정보

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개 또는 2개의 레벨을 사용한다면,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데 필

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반면에 보다 많은 세분화된 레벨들을 사용

한다면, 단말의 속도계산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하고 단말이 상기 많은 세분화된 레벨에 따라 기지국에게 피드백하는 정보

의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 7과 같이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동시에 단말

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기지국에게 속도정보를 피드백하는 정보의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는 3레벨의 단말의 속도상태를

설정한다.

참조번호 711은 LSS(701)와 USS(702)를 구분하는 LSS-USS 경계조건이며 조건 파라미터로서 THRESHOLD_USS_

LSS을 사용한다. 참조번호 712는 USS(702)와 HSS(703)를 구분하는 HSS-USS 경계조건을 나타내며 조건 파라미터로서

THRESHOLD_HSS_USS를 사용한다. 단말은 단말의 측정된 이동성이 LSS-USS 경계조건(711)을 만족하면 LSS(701)로

결정하며, 만약 HSS-USS 경계조건(712)을 만족하면 HSS(703)로 결정하고, LSS-USS 경계조건(711)과 HSS-USS 경계

값(712) 중 어느 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USS(702)로 결정한다. 상기 단말의 이동성을 체크하는 방법으로서 하기의 3가지

방법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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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단말의 이동성 결정방법으로 일정시간 동안 변경된 셀들의 개수를 이용하는 것이다.(알고리즘 0) 이때에는

THRESHOLD_USS_LSS, THRESHOLD_HSS_USS로써, 각각 타이머와 변경 셀의 개수가 포함된다. 일예로 하기와 같은

THRESHOLD_USS_LSS, THRESHOLD_HSS_USS를 가질 수 있다.

THRESHOLD_USS_LSS: 타이머 T1, 변경 셀의 개수 N1

THRESHOLD_HSS_USS: 타이머 T2, 변경 셀의 개수 N2

단말은 상기 T1 동안 상기 단말이 경유한 셀들의 개수가 상기 N1보다 작으면 LSS로 판단하며, 상기 T2 동안 상기 단말이

경유한 셀들의 개수가 상기 N2보다 많다면 HSS로 판단한다. 상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단말은 USS로 판단

한다. 여기서 T1과 T2는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서로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으며, N2는 N1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두 번째는 단말의 속도상태 결정방법으로 일정시간 동안 측정한, 다운링크 파일럿채널(Pilot Channel)이나 N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신호세기 평균값의 변동(오르내림)을 이용하는 것이다.(알고리즘 1) 이때에는 THRESHOLD_USS_LSS,

THRESHOLD_HSS_USS로써, 각각 타이머와 표준편차 값이 포함된다. 일 예로 하기와 같은 THRESHOLD_USS_LSS,

THRESHOLD_HSS_USS를 가질 수 있다.

THRESHOLD_USS_LSS: 타이머 T3, 타이머 T3 동안 측정한 신호세기의 표준편차 V1

THRESHOLD_HSS_USS: 타이머 T4, 타이머 T4 동안 측정한 신호세기의 표준편차 V2

단말은 상기 T3 동안 상기 단말이 측정한 다운링크 파일럿채널이나 N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신호세기의 표준편차가

상기 V1보다 작으면, LSS로 결정한다. 반면 상기 T4 동안 상기 단말이 측정한 다운링크 파일럿채널이나 N개의 AMC 서

브대역에 대한 신호세기의 표준편차가 상기 V2보다 크면, HSS로 결정한다. 상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단말

은 USS로 판단한다. 다운링크 파일럿채널이나 N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해 T3 또는 T4 동안 측정한 신호세기의 표준편

차가 크다는 것은, 채널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서 신호세기 평균값에 대해 각각 신호세기 측정값의 변동(오르내림)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상기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채널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상기 신호세기 평균값에

대해 각각 신호세기 측정값의 변동(오르내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T3과 T4는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동

일한 값을 가질 수 있으며, V2는 V1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세 번째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이 가능한 단말에서 일정시간 동안 실제로 측정한 평균속도를 이용하는

것이다.(알고리즘 2) 이때에는 THRESHOLD_USS_LSS, THRESHOLD_HSS_USS로써, 각각 타이머와 수치적인 평균속

도 값이 포함된다. 일 예로 하기와 같은 THRESHOLD_USS_LSS, THRESHOLD_HSS_USS를 가질 수 있다.

THRESHOLD_USS_LSS: 타이머 T5, 수치적인 평균속도 S1

THRESHOLD_HSS_USS: 타이머 T6, 수치적인 평균속도 S2

단말은 상기 T5 동안 측정한 수치적인 평균속도(예를 들어 15 Km/h)가 상기 S1보다 작으면 LSS로 결정하며, 상기 T6 동

안 측정한 수치적인 평균속도(예를 들어 68 Km/h)가 상기 S2보다 크면 HSS로 결정한다. 상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단말은 USS로 결정한다. 여기서 T5와 T6은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으며, S2는 S1보다 일

반적으로 크다.

단말은 상기 THRESHOLD_HSS_USS, THRESHOLD_USS_LSS에 따라 속도상태가 변경되면, 기지국에게 상기 변경된

속도상태를 통보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통보된 속도상태에 따라 가능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거나 또는 채

널품질 정보 전송 여부를 결정하여 단말에게 통보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3레벨의 단말의 속도상태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는 시그널링 흐름도를 나타

낸 것이다. 참조번호 801은 단말(UE)을 나타내며(여기에서 단말(801)의 속도상태는 USS에서 HSS 사이에서 변경되고 있

다.) 참조번호 802는 상기 단말(801)을 위한 서빙 기지국(Serving Node B)을 나타내고, 참조번호 803은 핸드오버 시에

목적 셀을 제어하는 목적 기지국(Target Node B)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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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811에서 서빙 기지국(802)은 셀내 브로드캐스트되는 시스템 정보를 통해 단말(801)의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파

라미터를 단말(801)에게 전송한다. 상기 파라미터에는 THRESHOLD_USS_LSS 및 THRESHOLD_HSS_USS 등이 포함

된다. 상기 THRESHOLD_USS_LSS, THRESHOLD_HSS_USS 는, 단말의 속도상태 결정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값들을

포함한다. 하기에 기 설명한 3가지 속도상태 결정방법에 대해 시스템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의 일 예를 나타내었

다.

알고리즘 0 (일정시간 동안 변경셀 개수를 이용)

- THRESHOLD_USS_LSS

> Timer T1

> N1 (변경셀 개수)

- THRESHOLD_HSS_USS

> Timer T2

> N2

알고리즘 1 (일정시간 동안 신호세기의 변동을 이용)

- THRESHOLD_USS_LSS

> Timer T3

> V1 (신호세기에 대한 표준편차)

- THRESHOLD_HSS_USS

> Timer T4

> V2

알고리즘 2 (일정시간 동안 실제 평균속도를 이용)

- THRESHOLD_USS_LSS

> Timer T5

> S1 Km/h (평균속도)

- THRESHOLD_HSS_USS

> Timer T6

> S2 Km/h

상기된 바와 같이 상기 3가지 속도상태 결정방법에 대한 값들이 다중(Multiple)으로 상기 시스템 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

며, 단말은 단말의 능력(Capability)에 따라 상기 결정방법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GPS가 가능한 단말은 상

기 알고리즘 2를 선택하며, 그렇지 않은 단말은 알고리즘 0 혹은 알고리즘 1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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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820에서 단말(801)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서빙 기지국(802)에게 서비스를 요청한다. 만약 단말(801)이 서비스

를 요청할 때 상기 단말(801)의 속도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서빙 기지국(802)이 단말(801)의 속도상태를 알고

있지 않다면, 단계 821에서 서빙 기지국(802)은 단말(801)의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간주한다. 이는 LSS로 가정하면,

HSS나 LSS로 가정할 때보다 단말의 속도상태를 오판했을 때의 임팩(Impact)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HSS가 아닌데

HSS로 오판했을 때에는 DRCH 할당시에 상기 DRCH에서 사용할 모듈레이션 방법이나 코딩레이트 등을 설정하지 못하고

초기 전력제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LSS가 아닌데 LSS로 오판했을 때에는 단말로 하여금 불필요한 N개 또

는 N-M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 8에서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상기 단계 820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때, 단말(801)이 상기 요청한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

비스를 이미 수신하면서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중이었거나, 또는 단말(801)이 다른 서비스를 수신중이지

않다 하더라도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동작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다면, 상기 단계 820에서 상기 단말(801)은 자신의

속도상태를 상기 서빙 기지국(802)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단계 821에서 서빙 기지국(802)은 단말(801)의 속

도상태를 상기 단말이 통보한 속도상태로 정확히 설정한다.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하고 나면, 단계 822에서 서빙 기지국(802)은 상기 요청받은 서비스를 위한 자원/채

널을 할당한다. 상기 단계 822에서는 단말(801)의 속도상태를 알지 못하고, 단말(801)의 할당된 AMC 서브대역에 대한 채

널품질 정보를 서빙 기지국(802)이 통보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빙 기지국(802)은 단말(801)에게 AMC 서브대역을

할당하지 않고 DRCH를 할당한다. 또한 상기 단계 822에서 서빙 기지국(802)은 단말(801)로부터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받

기 위한 자원/채널을 예약하여 단말(801)에게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채널품질 정보는 주기적으로 업링크를 통해 전송된

다. 상기 단계 821에서 단말(801)의 상태를 USS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서빙 기지국(802)은 N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

한 평균값을 피드백할 수 있을 정도의 채널/자원만을 할당한다. 여기서 할당된 채널/자원에 대한 정보는, 결과적으로 단말

(801)에 대해 허용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지시하게 된다.

단계 831 및 832에서 단말(801)은 상기 할당된 자원/채널을 통해 상기 N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평균값을 포함하는

메시지, 즉 CQI REPORT [AVERAGE]를 서빙 기지국(802)으로 보고한다. 상기 CQI REPORT [AVERAGE]는, CQI

REPORT [AVERAGE] 주기(832)를 가지고 전송된다. 상기 CQI REPORT [AVERAGE] 주기(832)는 상기 822단계의 예

약된 자원/채널 정보와 함께 단말(801)로 제공된다.

단계 841에서 단말(801)은 상기 단계 811에서 획득한 파라미터를 이용해 단말(801)이 HSS가 되었음을 인지한다. 그러면

단계 842에서 단말(801)은 서빙 기지국(802)에게 HSS임을 통보하는 지시 정보 혹은 메시지, 즉 HSS_IND를 전송한다.

상기 HSS_IND는 고유의 메시지 또는 CQI REPORT [AVERAGE]에 포함되어 전송된다. CQI REPORT [AVERAGE]에

포함되어 전송되는 경우, 상기 CQI REPORT [AVERAGE]에는, 상기 HSS_IND를 위한 비트들이 미리 정의된다. 단계

843에서, 서빙 기지국(802)은 상기 HSS_IND에 응답하여, 레이어 2 또는 레이어 3의 ACK 메시지를 단말(801)에게 전송

한다.

상기 단계 843의 ACK 메시지를 수신한 이후, 단계 851에서 단말(801)은 CQI REPORT를 수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CQI

REPORT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N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평균값뿐만 아니라 N개 또는 N-M개의 AMC 서브대

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 또한 피드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상기 단계 843의 ACK를 전송한 이후, 단계 852에서 서빙 기

지국(801)은 단말(801)을 위해 상기 단계 822에서 할당했었던 자원/채널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자

원/채널은 상기 단말(801)의 데이터 전송 채널로 할당되거나, 혹은 다른 단말을 위해 할당된다. 이는 단말(801)이 HSS이

며, 단말(801)이 어떠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단말(801)의 주기적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해 자원을 예

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단계 861에서는 단말(801)이 서빙 기지국(802)에 의해 제어되는 서빙 셀로부터 목적 셀로 이동함에 따라 핸드오버 프로

시져가 시작된다. 상기 핸드오버 프로시져는 단말(801) 기반 혹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트리거링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본 발명의 주요한 요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 핸드오버 프로시져가 시작되면, 단계 862

에서 서빙 기지국(802)이 상기 목적 셀을 제어하는 목적 기지국(803)으로 상기 단말(801)의 현재 속도상태를 통보한다.

이때 상기 단말(801)의 속도상태 뿐만 아니라 상기 단말(801)의 클래스 등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정보들이

더 통보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단계 862에서는 단말(801)의 현재 속도상태가 HSS임을 통보한다. 단계 863에서 목

적 기지국(803)은 상기 HSS인 단말(801)을 위해서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한 자원을 예약하지 않으며, 단계 864에서는

상기 핸드오버 프로시져가 완료되어 단말(801)이 목적 기지국(803)의 제어 하에 있는 목적 셀로 완전히 이동한다. 마찬가

지로 단말(801)은 HSS에 있으므로, 목적 기지국(803)으로의 CQI REPORT를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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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핸드오버 프로시져가 완료되어 목적 기지국(803)과 연결하고 있는 도중, 단계 871에서 단말(801)은 HSS에서 USS

로 변경되었음을 인지한다. 상기 속도상태의 결정 방법은 도 7에서 예시로 설명한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된다. 단계 872

에서 단말(801)은 목적 기지국(803)으로 상기 변경된 속도상태 USS를 통보하는 지시 정보 혹은 메시지, 즉 USS_IND를

전송한다. 상기 USS_IND는 고유의 메시지 또는 CQI REPORT [AVERAGE]와 같은 다른 메시지에 포함되어 전송된다.

단계 873에서 목적 기지국(803)은 상기 USS_IND에 응답하여, 레이어 2 또는 레이어 3의 ACK 메시지를 단말(801)에게

전송한다. 상기 ACK 메시지는 단말(801)에게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해 할당된 자원/채널에 대한 정보, 즉 CQI_CH를 포

함한다. 상기 CQI_CH는, 단말(801)이 USS이므로, CQI REPORT [AVERAGE]를 위한 자원/채널을 포함하며, N개 또는

N-M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한 자원/채널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상기 CQI_CH는,

결과적으로 단말(801)에 대해 허용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지시하게 된다.

단계 881 및 882에서 단말(801)은 상기 CQI_CH에 따른 자원/채널을 통해 상기 N개의 서브대역에 대한 CQI REPORT

[AVERAGE]를, CQI REPORT [AVERAGE] 주기에 따라, 목적 기지국(803)으로 보고한다. 상기 CQI REPORT

[AVERAGE] 주기는 상기 CQI_CH에 의해 지시된 것이다.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3레벨의 단말의 속도상태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는 시그널링 흐

름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참조번호 901은 단말을 나타내며(여기서 단말(901)의 속도상태는 USS와 LSS 사이에서 변경되

고 있다.) 참조번호 902는 상기 단말(901)을 위한 서빙 기지국을 나타내고, 참조번호 903은 핸드오버 시에 목적 셀을 제어

하는 목적 기지국을 나타낸다.

단계 911에서 서빙 기지국(902)은 셀내 브로드캐스트되는 시스템정보를 통해 단말(901)의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파

라미터를 단말(901)에게 전송한다. 상기 파라미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THRESHOLD_USS_LSS 및

THRESHOLD_HSS_USS 등이 포함된다. 단계 920에서 단말(901)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서빙 기지국(802)에게 서비

스를 요청한다. 만약 단말(901)이 서비스를 요청할 때 상기 단말(901)의 속도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서빙 기지

국(902)이 단말(901)의 속도상태를 알고 있지 않다면, 단계 921에서 서빙 기지국(902)은 단말(901)의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간주한다.

도 9a/b에서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상기 단계 920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때, 단말(901)이 상기 요청한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이미 수신하면서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중이었거나, 또는 단말(901)이 다른 서비스를 수신중이

지 않다 하더라도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동작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다면, 상기 단계 920에서 상기 단말(901)은 자신

의 속도상태를 상기 서빙 기지국(902)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단계 921에서 서빙 기지국(902)은 단말(901)의

속도상태를 상기 단말이 통보한 속도상태로 정확히 설정한다.

상기 단말의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하고 나면, 단계 922에서 서빙 기지국(902)은 상기 요청받은 서비스를 위한 자원/채

널을 할당한다. 상기 단계 922에서는 단말(901)의 속도상태를 알지 못하고, 단말(901)의 AMC 서브대역 채널품질 정보를

서빙 기지국(902)이 통보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빙 기지국(902)은 단말(901)에게 AMC 서브대역을 할당하지 않고

DRCH를 단말에게 할당한다. 또한 상기 단계 922에서 서빙 기지국(902)은 단말(901)로부터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받기 위

한 자원/채널을 예약하여 단말(901)에게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채널품질 정보는 주기적으로 업링크를 통해 전송된다. 상

기 단계 922에서 단말(901)의 상태를 USS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서빙 기지국(902)은 N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평균

값을 피드백할 수 있을 정도의 채널/자원만을 할당한다. 단계 931 및 933에서 단말(901)은 상기 할당된 자원/채널을 통해

상기 N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평균값을 포함하는 메시지, 즉 CQI REPORT [AVERAGE]를, CQI REPORT

[AVERAGE] 주기(932)를 가지고 전송한다. 여기서 할당된 채널/자원에 대한 정보는, 결과적으로 단말(801)에 대해 허용

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지시하게 된다.

단계 941에서 단말(901)은 상기 단계 911에서 획득한 파라미터를 이용해 단말(901)이 LSS가 되었음을 인지한다. 그러면

단계 941에서 단말(901)은 서빙 기지국(902)에게 LSS임을 통보하는 지시 정보 혹은 메시지 LSS_IND를 전송한다. 상기

LSS_IND는 고유의 메시지 또는 CQI REPORT [AVERAGE]에 포함되어 전송된다. CQI REPORT [AVERAGE]에 포함

되어 전송되는 경우, 상기 CQI REPORT [AVERAGE]에는, 상기 LSS_IND를 위한 비트들이 미리 정의된다. 단계 943에

서, 서빙 기지국(902)은 상기 LSS_IND에 응답하여, 레이어 2 또는 레이어 3 레벨의 ACK 메시지로 단말(901)에게 전송한

다.

상기 ACK 메시지는 단말(901)에게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해 할당된 자원/채널에 대한 정보, 즉 CQI_CH를 포함한다. 상

기 기지국이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단말의 속도 외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단말 클래스, 단말이 요청한 서

비스 종류, 요구된 QoS, 하향링크/상향링크 부하 등에 의해 N개 또는 N-M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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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N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평균값뿐만 아니라 N개 또는 N-M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채

널품질 정보의 피드백이 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단말(901)을 위해 N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평균값뿐만 아니라 N개

또는 N-M개의 AMC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의 피드백을 서빙 기지국(902)이 결정하면, 상기 CQI_CH는 상기 복

수 개의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해 할당된 자원/채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CQI_CH는, 결과적으로 단말

(801)에 대해 허용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지시하게 된다.

도 9a/b에서는 상기 AMC 서브대역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CQI REPORT [AMC_BAND_SPECIFIC]으로 표현하며, 이하

CQI REPORT [AMC_BAND_SPECIFIC]라고 칭한다. 이때 CQI REPORT [AMC_BAND_SPECIFIC] 전송을 위한 주기

정보도 포함된다. 만약 943에 CQI REPORT [AVERAGE]를 위한 자원/채널, 주기정보도 포함된다면, 상기 CQI REPORT

[AVERAGE]를 위한 자원/채널, 주기정보는 922에서 받은 정보에 대해 변경될 수도 있다.

단계 951 및 957에서 단말(901)은 상기 CQI_CH에 따른 자원/채널을 통해, 상기 N개의 서브 대역에 대한 평균값, 즉 CQI

REPORT [AVERAGE]을, CQI REPORT [AVERAGE] 주기(961)에 따라 서빙 기지국(902)에게 전송한다. 또한 상기

CQI_CH를 통해 AMC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을 위한 자원/채널을 할당받았다면, 단계 952, 955, 956에서

단말(901)은 각 AMC 서브 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 즉 CQI REPORT [AMC_BAND_SPECIFIC]를, CQI REPORT

[AMC_BAND_SPECIFIC] 주기(962)에 따라 서빙 기지국(902)에게 전송한다. 도 9a/b에서는 CQI REPORT

[AVERAGE]와 CQI REPORT [AMC_BAND_SPECIFIC]가, 각각 다른 주기(961, 962)를 가지고 전송됨을 도시하였으

나, 하나의 주기에 따라 N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평균값과 각 AMC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함께 포함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단계 953에서 서빙 기지국(902)은 상기 단계 952의 CQI REPORT [AMC_BAND_SPECIFIC]에 따라 단말(901)이 요청

한 서비스의 QoS, 단말의 클래스 등을 함께 참조하여, AMC 서브대역을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AMC 서브대역을 할당

하기로 결정한다면, 단계 954에서 서빙 기지국(902)은 상기 할당된 AMC 서브대역을 자원 재할당(Resource re-

allocation) 메시지를 이용하여 단말(901)에게 통지한다.

단계 971에서는 단말(901)이 서빙 기지국(902)에 의해 제어되는 서빙 셀로부터 목적 셀로 이동함에 따라 핸드오버 프로

시져가 시작된다. 상기 핸드오버 프로시져가 시작되면, 단계 972에서 서빙 기지국(902)이 상기 목적 셀을 제어하는 목적

기지국(903)으로 상기 단말(901)의 현재 속도상태를 통보한다. 이때 상기 단말(901)의 속도상태 뿐만 아니라 상기 단말

(901)의 클래스 등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정보들이 더 통보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단계 972에서는 단

말(901)의 현재 속도상태가 LSS임을 통보한다.

단계 973에서 목적 기지국(903)은,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N개 또는 N-M개의 AMC 서

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제한받지 않는다면, 상기 단말(901)을 위해서 CQI REPORT [AVERAGE]와 CQI

REPORT [AMC_BAND_SPECIFIC] 전송을 위한 자원/채널을 예약한다. 이때, 만약 상기 단계 972에서 단말(901)의 CQI

REPORT [AMC_BAND_SPECIFIC]가 목적 기지국(903)으로 통보된다면, 상기 단계 973에서 목적 기지국(903)은 상기

CQI REPORT [AMC_BAND_SPECIFIC]를 참조하여 단말(901)을 위한 AMC 서브대역을 할당할 수 있다. 단계 974에서

는 상기 핸드오버 프로시져가 완료되어 단말(901)이 목적 기지국(90)3의 제어 하에 있는 목적 셀로 완전히 이동한다.

상기 핸드오버 프로시져가 완료되어 목적 기지국(903)과 연결하고 있는 도중, 단계 981에서 단말(901)은 LSS에서 USS로

변경되었음을 인지한다. 상기 속도상태의 결정 방법은 도 7에서 예시로 설명한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된다. 단계 982에

서 단말(901)은 목적 기지국(903)으로 상기 변경된 속도상태 USS를 통보하는 지시 정보 혹은 메시지, 즉 USS_IND를 전

송한다. 상기 USS_IND는 고유의 메시지 또는 CQI REPORT [AVERAGE]와 같은 다른 메시지에 포함되어 전송된다. 단

계 983에서 목적 기지국(903)은 상기 USS_IND에 응답하여, 레이어 2 또는 레이어 3의 ACK 메시지를 단말(901)에게 전

송한다. 상기 ACK 메시지는 단말(901)에게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해 할당된 자원/채널에 대한 정보, 즉 CQI_CH를 포함

한다. 상기 CQI_CH는, 단말(901)이 USS이므로, CQI REPORT [AVERAGE]를 위한 자원/채널만을 포함하며, 이때 상기

CQI REPORT [AVERAGE]를 위한 자원/채널, 주기 등은, 이전에 사용하던 CQI REPORT [AVERAGE]를 위한 자원/채

널, 주기와 상이할 수 있다. N개 또는 N-M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한 채널/자원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단계 984 및 986에서 단말(901)은 상기 CQI_CH에 따른 자원/채널을 통해 상기 N개의 서브 대역에 대한 CQI REPORT

[AVERAGE]를, CQI REPORT [AVERAGE] 주기(985)에 따라 목적 기지국(903)으로 보고한다. 상기 CQI REPORT

[AVERAGE] 주기(985)는 상기 CQI_CH에 의해 지시된 것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3레벨의 속도상태를 적용할 경우,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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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001에서 기지국은 단말로부터 업링크 메시지 또는 정보를 수신하고, 단계 1002에서는 상기 수신된 정보 또는 메시

지에 단말의 속도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한다. 만약, 속도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계 1003에서 상기 수신된 정보 또는 메시지가 서비스 혹은 자원/채널을 요청하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수신된 정보 또는

메시지가 서비스 혹은 자원/채널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기지국은 단말의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간주하고 단말을 위한 채

널품질 정보로는 CQI REPORT [AVERAGE]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단계 1022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022에서 기지국은 단말이 CQI REPORT [AVERAGE]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단계 1031에서 임의의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가 결정되었는지, 즉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단계 1022에서의 결정은,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단말의 속도 외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단말 클래스, 단말이 요청한 서비스 종류, 요

구된 QoS, 하향링크/상향링크 부하 등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만약 상기 단계 1031에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할 것으로 결

정하면, 단계 1041에서 기지국은 CQI REPORT [AVERAGE] 전송을 위한 자원/채널을 예약하고 상기 예약된 자원/채널

을 상기 단말에게 할당한다. 반면 상기 단계 1031에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면, 단계 1042에서

기지국은 단말의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한 자원/채널을 예약, 할당하지 않는다. 한편 상기 단계 1003에서 상기 수신한

정보 혹은 메시지가 서비스 혹은 자원/채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계 1004에서 기지국은 상기 수신한 정보 혹은 메

시지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상기 단계 1002에서 상기 수신한 정보 혹은 메시지에 단말의 속도상태 정보를 포함한다면, 단계 1011로 진행하여 상기 속

도상태 정보가 LSS를 나타내는지를 체크한다. 만약 상기 속도상태 정보가 LSS를 나타낸다면, 기지국은 단말을 위한 채널

품질 정보 전송 모드로 CQI REPORT [AVERAGE]와 CQI REPORT [AMC_BAND_SPECIFIC]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판

단하고, 단계 1021에서 상기 CQI REPORT [AVERAGE]와 CQI REPORT [AMC_BAND_SPECIFIC]를 상기 단말을 위

해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상기 단계 1021에서의 결정은,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단말의 속도 외 다른

요인들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상기 단계 1021에서는 상기 CQI REPORT [AVERAGE]와 CQI REPORT [AMC_BAND_

SPECIFIC]을 함께 사용할 것으로 결정하거나, 상기 두 채널품질 정보 중 한가지만을 사용할 것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상

기 두 채널품질 정보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 1031에서는 임의의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가 결정되었는지, 즉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할 것으로 결정되었는

지를 판단한다. 상기 단계 1031에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할 것으로 결정하면, 단계 1041에서 기지국은 상기 단계 1021

에서 결정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를 위한 자원/채널을 예약하고 단말에게 할당한다. 반면 상기 단계 1031에서는 CQI

REPORT [AVERAGE] 및 CQI REPORT [AMC_BAND_SPECIFIC]를 모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단계

1042에서 기지국은 단말의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한 자원/채널을 예약, 할당하지 않는다.

상기 단계 1011에서 상기 속도상태 정보가 LSS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단계 1012에서 기지국은 상기 속도상태 정보가

USS를 나타내는지를 체크한다. 상기 속도상태 정보가 USS를 나타낸다면, 기지국은 단말을 위한 채널품질 정보 전송 모드

로 CQI REPORT [AVERAGE]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단계 1022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022에 대해서는 앞

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상기 단계 1012에서 상기 속도상태 정보가 USS가 아니라면, 단계 1013에서 기지국은 상기 속도상

태 정보가 HSS를 나타내는지를 체크한다. 상기 속도상태 정보가 HSS를 나타낸다면, 기지국은 단말을 위한 채널품질 정보

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단계 1042로 진행하여 단말의 채널품질 정보 전송을 위한 자원/채널을 예약, 할당하지

않는다. 상기 단계 1013에서 상기 속도상태 정보가 HSS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단계 1014로 가서 에러로 처리한다.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3레벨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는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단계 1101에서 단말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상기 서비스를 위한 자원/채널을 요청할 것으로 결정한다. 단계 1102에서 단

말은 현재 유효한 속도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예를 들어, 단말이 상기 요청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아닌 다

른 서비스를 이미 수신중이라서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동작을 이미 수행중이거나 또는 상기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동작을 계속 수행하고 있을 수 있다. 단말이 현재의 속도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단계 1111

로 진행하여 단말은 상기 속도상태 정보를 서비스(혹은 자원/채널) 요청 정보 혹은 메시지에 실어 기지국으로 전송한 후 단

계 1121로 진행한다. 반면 상기 단계 1102에서 단말이 현재 유효한 속도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단계 1112로 진

행하여 단말은 어떠한 속도상태 정보도 포함하지 않은 서비스(혹은 자원/채널) 요청 정보 혹은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

한 이후, 단계 1113에서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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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a/b에서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단계 1112 및 1113의 변형으로써, 먼저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한 후 기지국에

게 USS로 설정된 서비스(혹은 자원/채널) 요청 정보 혹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말은, 서비스를 요청하거

나 상기 서비스를 위한 자원/채널을 요청할 때 유효한 현재 속도상태 정보가 없다면, 단말의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

한다.

상기 1113 단계 이후, 단계 1114에서 단말은 시스템 정보로 제공된 타이머 T1, T2를 시동한다. 상기 타이머 T1, T2 및

후술될 변경 셀의 회수 N1, N2는, 도 7과 도 8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단계 1121에서 상기 타이머 T1이 종료되면,

단계 1131에서 단말은 상기 타이머 T1 동안 경유한 셀들의 개수가 N1보다 작은지를 체크한다. 만약 상기 경유한 셀들의

개수가 N1보다 작다면, 단계 1141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LSS로 설정한다. 단계 1151에서는 상기 설정된 속도상태가 이

전 속도상태와 같은지를 체크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LSS가 아니라면, 단계 1161로 가서 단말은 속도상태가 LSS로

변경되었음을 기지국에게 통보하고 단계 1171로 진행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LSS라면, 상기 단계 1161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단계 1171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171에서 단말은 상기 타이머 T1 동안 경유한 셀들의 개수를 초기화하고 상

기 타이머 T1을 재시동한 후 상기 단계 1121로 복귀한다.

한편 상기 단계 1131에서 상기 경유한 셀들의 개수가 N1보다 작지 않으면, 단계 1132에서 단말은 현재 속도상태가 HSS

인지를 체크한다. 단말이 HSS에 있지 않다면, 단계 1142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하고, 단계 1152에서 상기

설정된 속도상태가 이전 속도상태와 같은지를 체크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USS가 아니라면, 단계 1162에서 단말은

속도상태가 USS로 변경되었음을 기지국에게 통보하고 상기 단계 1171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152에서 이전 속도상태가

USS라면, 상기 단계 1162를 수행하지 않고 상기 단계 1171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121에서 상기 타이머 T1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단계 1122에서 상기 타이머 T2가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타이머 T2가 종료되었으면, 단계 1133에서 단말은 상기 타이머 T2 동안 경유한 셀들의 개수가 N2보다 큰지를 체크

한다. 만약 상기 경유한 셀들의 개수가 N2보다 크다면, 단계 1143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HSS로 설정한다. 단계 1153에

서는 상기 설정한 속도상태가 이전 속도상태와 같은지를 체크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HSS가 아니라면, 단계 1163으

로 진행하여 단말은 속도상태가 HSS로 변경되었음을 기지국에게 통보하고 단계 1172로 진행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HSS라면, 상기 단계 1163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단계 1172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172에서 단말은 상기 타이머 T2 동

안 경유한 셀들의 개수를 초기화하고 상기 타이머 T2를 재시동한 후 상기 단계 1121로 복귀한다.

한편 상기 단계 1133에서 상기 타이머 T2 동안 경유한 셀들의 개수가 N2보다 크지 않다면, 단계 1134에서 단말은 상기

설정된 속도상태가 LSS인지를 체크한다. 단말이 LSS에 있지 않다면, 단계 1144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하

고, 단계 1154에서 상기 설정된 속도상태가 이전 속도상태와 같은지를 체크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USS가 아니라면,

단계 1164에서 단말은 속도상태가 USS로 변경되었음을 기지국으로 통보하고 상기 단계 1172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154에서 이전 속도상태가 USS라면, 상기 단계 1164를 수행하지 않고 상기 단계 1172로 진행한다.

도 12a 및 도 12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3레벨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는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단계 1201에서 단말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상기 서비스를 위한 자원/채널을 요청할 것으로 결정한다. 단계 1202에서 단

말은 현재 유효한 속도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예를 들어, 단말이 상기 요청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아닌 다

른 서비스를 이미 수신중이라서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동작을 이미 수행중이거나 또는 상기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라도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동작을 계속 수행하고 있을 수 있다. 단말은 현재의 속도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단계

1211로 진행하여 단말은 상기 속도상태 정보를 서비스(혹은 자원/채널) 요청 정보 혹은 메시지에 실어 기지국으로 전송한

후 단계 1221로 진행한다. 반면 상기 단계 1202에서 단말이 현재 유효한 속도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단계 1212

로 진행하여 단말은 어떠한 속도상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서비스 (혹은 자원/채널) 요청 정보 혹은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한 후, 단계 1213에서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한다.

도 12a/b에서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단계 1212 및 1213의 변형으로써, 먼저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한 후 기지국에

게 USS로 설정된 서비스(혹은 자원/채널) 요청 정보 혹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말은, 서비스를 요청하거

나 상기 서비스를 위한 자원/채널을 요청할 때 유효한 현재 속도상태 정보가 없다면, 단말의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

한다.

상기 단계 1213 이후, 단계 1214에서 단말은 시스템 정보로 제공된 타이머 T3, T4를 시동한다. 상기 타이머 T3, T4 및

후술될 신호세기 표준편차 V1, V2는, 도 7과 도 8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단계 1221에서 상기 타이머 T3이 종료되

면, 단계 1231로 가서 단말은 상기 타이머 T3 동안 주기적으로 측정된, 파일럿 채널이나 N개의 AMC 서브 대역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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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기 측정값들의 표준편차가 V1보다 작은지를 체크한다. 만약 상기 표준편차가 V1보다 작다면, 단계 1241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LSS로 설정한다. 단계 1251에서는 이전 속도상태가 LSS인지를 체크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LSS가 아니

라면, 단계 1261로 가서 단말은 속도상태가 LSS로 변경되었음을 기지국에게 통보하고, 단계 1271로 진행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LSS라면, 상기 단계 1261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단계 1271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271에서 단말은 상기 타

이머 T3 동안 측정된 표준편차를 초기화하고 상기 타이머 T3을 재시동한 후 상기 단계 1221로 복귀한다.

한편 상기 단계 1231에서 상기 표준편차가 V1보다 작지 않다면, 단계 1232에서 단말은 현재 속도상태가 HSS인지를 체크

한다. 단말이 HSS에 있지 않다면, 단계 1242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하고, 단계 1252에서 이전 속도상태가

USS인지를 체크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USS가 아니라면, 단계 1262에서 단말은 속도상태가 USS로 변경되었음을 기

지국에게 통보하고 상기 단계 1271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252에서 이전 속도상태가 USS라면, 상기 단계 1262를 수행

하지 않고 상기 단계 1271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221에서 상기 타이머 T3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단계 1222에서 상기 타이머 T4가 종료되었는지를 체크한다.

상기 타이머 T4가 종료되면, 단계 1233에서 단말은 상기 타이머 T4 동안 주기적으로 측정된 파일럿 채널이나 N개의

AMC 서브대역에 대한 측정된 신호세기 측정값들의 표준편차가 V2보다 큰지를 체크한다. 만약 상기 표준편차가 V2보다

크다면, 단계 1243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HSS로 설정한다. 단계 1253에서는 이전 속도상태가 HSS인지를 체크한다. 만

약 이전 속도상태가 HSS가 아니라면, 단계 1263에서 단말은 속도상태가 HSS로 변경되었음을 기지국에게 통보하고 단계

1272로 진행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HSS라면 상기 단계 1263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단계 1272로 진행한다. 상기 단

계 1272에서 단말은 상기 타이머 T4 동안 측정된 표준편차를 초기화하고, 상기 타이머 T4를 재시동한 후, 상기 단계

1221로 복귀한다.

한편, 상기 단계 1233에서 상기 타이머 T4 동안 측정된 표준편차가 V2보다 크지 않다면, 단계 1234에서 단말은 현재 속

도상태가 LSS인지를 체크한다. 단말이 LSS에 있지 않다면, 단계 1244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하고, 단계

1254에서 이전 속도상태가 USS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USS가 아니라면, 단계 1264에서 단말이 속도상

태가 USS로 변경되었음을 기지국에게 통보한다. 상기 단계 1254에서 이전 속도상태가 USS라면, 상기 단계 1264를 수행

하지 않고 상기 단계 1272로 진행한다.

도 13a 및 도 13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라 3레벨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는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이다.

단계 1301에서 단말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상기 서비스를 위한 자원/채널을 요청할 것으로 결정한다. 단계 1302에서 단

말은 현재 유효한 속도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예를 들어, 단말이 상기 요청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아닌 다

른 서비스를 이미 수신중이라서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상기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라도

속도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동작을 계속 수행하고 있을 수 있다. 단말은 현재의 속도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단계 1311

로 가서 상기 속도상태 정보를 기지국에게 서비스(혹은 자원/채널) 요청 정보 혹은 메시지에 실어 전송하 단계 1321로 진

행한다. 반면 상기 단계 1302에서 단말이 현재 유효한 속도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단계 1312로 가서 단말은 어

떠한 속도상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서비스(혹은 자원/채널) 요청 정보 혹은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한 후 단계 1313

에서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한다.

도 13a/b에서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단계 1312 및 1313의 변형으로써, 먼저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한 후 기지국에

게 USS로 설정된 서비스(혹은 자원/채널) 요청 정보 혹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말은, 서비스를 요청하거

나 상기 서비스를 위한 자원/채널을 요청할 때 유효한 현재 속도상태 정보가 없다면, 단말의 초기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

한다.

상기 단계 1313 이후, 단계 1314에서 단말은 시스템 정보로 제공된 타이머 T5, T6을 시동한다. 상기 타이머 T5, T6 및

후술될 수치적인 평균속도 S1, S2는, 도 7과 도 8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단계 1321에서 상기 타이머 T5가 종료되

면, 단계 1331로 가서 단말은 상기 타이머 T5 동안 측정된 수치적인 평균속도가 S1보다 작은지를 체크한다. 상기 수치적

인 평균속도가 S1보다 작다면, 단계 1341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LSS로 설정한다. 단계 1351에서는 이전 속도상태가

LSS인지를 체크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LSS가 아니라면, 단계 1361로 가서 단말은 속도상태가 LSS로 변경되었음을

기지국에게 통보하고, 단계 1371로 진행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LSS라면, 상기 단계 1361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단

계 1371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371에서 단말은 상기 타이머 T5 동안 측정된 수치적인 평균속도를 초기화하고 상기 타

이머 T5를 재시동한 후 상기 단계 1321로 복귀한다.

한편 상기 단계 1331에서 상기 수치적인 평균속도가 S1보다 작지 않다면, 단계 1332에서 단말은 현재 속도상태가 HSS인

지를 체크한다. 단말이 HSS에 있지 않다면, 단계 1342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하고, 단계 1352에서 이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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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태가 USS인지를 체크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USS가 아니라면, 단계 1362에서 단말은 속도상태가 USS로 변경되

었음을 기지국에게 통보하고 상기 단계 1371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352에서 이전 속도상태가 USS라면, 상기 단계

1362를 수행하지 않고 상기 단계 1371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321에서 상기 타이머 T5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단계 1322에서 상기 타이머 T6이 종료되었는지를 체크한다.

상기 타이머 T6이 종료되면, 단계 1333에서 단말은 상기 타이머 T6 동안 측정된 수치적인 평균속도가 S2보다 큰지를 체

크한다. 만약 상기 수치적인 평균속도가 S2보다 크다면, 단계 1343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HSS로 설정한다. 단계 1353

에서는 이전 속도상태가 HSS인지를 체크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HSS가 아니라면, 단계 1363에서 단말은 속도상태가

HSS로 변경되었음을 기지국에게 통보하고 단계 1372로 진행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HSS라면 상기 단계 1363을 수

행하지 않고 상기 단계 1372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1372에서 단말은 상기 타이머 T6 동안 측정된 수치적인 평균속도를

초기화하고, 상기 타이머 T6을 재시동한 후, 상기 단계 1321로 복귀한다.

한편, 상기 단계 1333에서 상기 타이머 T6 동안 측정된 수치적인 평균속도가 S2보다 크지 않다면, 단계 1334에서 단말은

현재 속도상태가 LSS인지를 체크한다. 단말이 LSS에 있지 않다면, 단계 1344에서 단말은 속도상태를 USS로 설정하고,

단계 1354에서 이전 속도상태가 USS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이전 속도상태가 USS가 아니라면, 단계 1364에서 단말이 속

도상태가 USS로 변경되었음을 기지국에게 통보한다. 상기 단계 1354에서 이전 속도상태가 USS라면, 상기 단계 1364를

수행하지 않고 상기 단계 1372로 진행한다.

이상에서 상술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그 설명의 용이를 위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시스템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시스템 외에도 DS(Direct Spread)-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시스템에서 복수 개의 중심 반송파 주파수(Center carrier frequency)를 사용

하는 경우, 즉, 다중 반송파(Multi-carrier) DS-CDMA 방식에서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들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

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를 3레벨로 구분된 단말의 속도상태에 따라 선택하거나 또는 채널

품질 정보의 전송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향 링크 및 하향 링크의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시스템 용량을 최대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단말의 이동시 상기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목적 셀을 제어

하는 기지국으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상향링크 및 하향링크의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시스템 용량을 최대화하는 효과를 지

속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AMC 기술을 사용하는 통상적인 광대역 OFDM 시스템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AMC 모드를 적용하여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및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기지국의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AMC 모드에서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는 단말의 블

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채널품질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단말 요청에 의한 전송 모드의 변화가 일어나는 절차를 나타내는 메시지 흐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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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기지국 명령에 의한 전송 모드의 변화가 일어나는 절차를 나타내는 메시지 흐름

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3레벨의 단말의 속도상태와, 각각의 속도상태에 대해 가능한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에 대한 시그널링 흐름도의 실시예 1을 나타내는 도면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에 대한 시그널링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3레벨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는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2a 및 도 12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3레벨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는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3a 및 도 13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라 3레벨의 속도상태를 결정하는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면

공개특허 10-2007-0027844

- 23 -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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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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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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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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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공개특허 10-2007-0027844

- 28 -



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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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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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a

공개특허 10-2007-0027844

- 31 -



도면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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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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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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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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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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