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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주파수분할다중접속 방식을 채택하는 셀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주파수, 비트 그리고 전력 자원

을 적응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주파수 활용도를 높이고 전력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데이터 송/수신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셀을 섹터단위로 분할하는 방법과 적응적 빔-포밍 기술을 사용하여 셀 방식에

서 재 사용되는 동일한 주파수 채널에 의한 간섭의 영향을 줄이고, 이동통신시스템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간분할 기

술도 제안한다. 상기의 공간분할 기술은 섹터분할(Sectorisation) 방식과 적응적인 빔-포밍 기술을 사용하여 주파수 

재사용 효율을 증가시키고 공간적인 간섭신호의 영향을 줄여준다. 특히 상기에서 제안되는 셀 구조에서 소프트 핸드

오버 시에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Macro Transmit Diversity)를 사용하여 이동통신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 이동통신시스템, 적응적 자원할당, 공간적 간섭 억제,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상적인 주파수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셀 구조를 도시하고 있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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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통상적인 주파수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송/수신기 구조를 도시하고 있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주파수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가상 셀 개념을 도시하고 있는 도면.

도 4는 도 3에서의 가상 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이동 단말들에 셀 혹은 섹터별로 고정된 주파수를 할당하는 사용 예를

도시하고 있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적응적 자원할당을 위한 주파수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도

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전송 다이버시티를 감안하여 적응적 자원할당을 위한 주파수분할다중접속 이동통

신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는 도면.

도 7은 도 6에서 각 셀 혹은 섹터별로 할당할 자원을 결정하는 BSC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복수의 이동 단말들의 서브-채널들을 재배열하는 일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가상 셀에서의 전송 다이버시티를 적용하는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상 셀에서의 자원 할당을 위한 제어 흐름을 도시하고 있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상 셀의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 이동 단말에서 수행하는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상 셀의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기지국에서 수행하는 제어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

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주파수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가상 셀 운용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가상 셀 내의 자원을 

운용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직교주파수분할다중(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하 'OFDM'이라 칭함) 방식은 시

간분할접속(Time Division Access)과 주파수분할접속(Frequency Division Access) 기술을 결합하는 2차원 접속 

방식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OFDMA 방식에 의한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각각의 OFDMA 심벌(Symbol

)은 부-반송파(sub-carrier)에 나뉘어 실려 소정의 부-채널(sue-channel)로 묶여져 전송된다.

이러한, 상기 OFDM 방식은 부-채널의 스펙트럼이 상호 직교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중첩되어 있어 스펙트럼 효율이 

좋고, OFDM 변/복조가 역고속 퓨리에 변환(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IFFT'라 함)과 고속 퓨리에 변

환(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FFT'라 함)에 의해 구현되기 때문에 변/복조부의 효율적인 디지털 구현이 가능하

다. 또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나 협대역 간섭에 대해 강건해 현재 유럽 디지털 방송의 전송과 IEEE 802.11a, IEE

E 802.16a 및 IEEE 802.16b 등 대용량 무선 통신 시스템의 규격으로 채택되어 있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에 효과적인

기술이다.

전술한 OFDM 방식은 직렬로 입력되는 심벌(Symbol) 열을 병렬로 변환하여, 이들 각각을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의

부-반송파(Sub-Carrier, Sub-Channel)들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다중 반송파 변조(Multi Carrier Modulation: 이하 '

MCM'이라 칭함) 방식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MCM 방식을 적용하는 시스템은 1950년대 후반 군용 고주파(High Frequency) 무선통신에 처음 적용되

었으며, 다수의 직교하는 부-반송파를 중첩하는 OFDM 방식은 197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OFDM 

방식은 다중 반송파들간의 직교변조의 구현을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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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년 'Weinstein' 등이 상기 OFDM 방식을 사용하는 변/복조는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를 이용하여 효

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발표하면서 상기 OFDM 방식에 대한 기술개발이 급속히 발전했다. 또한, 보호구간(Guard 

Interval)의 사용과 순환 전치(Cyclic prefix) 보호구간 삽입 방식이 알려지면서 다중경로 및 지연 확산(Delay spread

)에 대한 시스템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감소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상기 OFDM 방식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Digital A

udio Broadcasting: 이하 'DAB'라 칭함)과 디지털 TV, 무선 근거리 통신망(Wireless Local Area Network: 이하 'W

-LAN'이라 칭함) 및 무선 비동기 전송 모드(Wireless Asynchronous Transfer Mode: 이하 'W-ATM'이라 칭함) 등

의 디지털 전송 기술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 즉, 하드웨어적인 복잡도(Complexity)로 인하여 널리 사용되

지 못하다가 최근 FFT와 IFFT를 포함한 각종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실현 가능해졌다. 상기 OFDM 

방식은 종래의 주파수 분할 다중(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하 'FDM'이라 칭함) 방식과 비슷하나 무엇보

다도 다수 개의 부-반송파들간 직교성(Orthogonality)을 유지하여 전송함으로써 고속 데이터 전송 시 최적의 전송 효

율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주파수 사용 효율이 좋고 다중 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에 강한 특성

이 있어 고속 데이터 전송 시 최적의 전송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주파수 스펙트럼을 중첩하여 사

용하므로 주파수 사용이 효율적이고,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Frequency selective fading) 및 다중 경로 페이딩에 강

하며, 보호구간을 이용하여 심벌들간 간섭(Inter Symbol Interference: 이하 'ISI'라 칭함) 영향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등화기 구조를 간단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펄스(Impulse)성 잡음에 강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통신시스템 구조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상기와 같은 특징으로 가지는 기존의 OFDM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은 셀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서 OFDM-TDM

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분할다중접속) 혹은 OFDM-FDMA(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주

파수분할다중접속)와 같이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시간과 주파수 채널을 고정시킨다. 즉, 상기의 OFDM 방식은 하나의

셀에서 OFDM과 다중 접속 기술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전송이 TDMA이거나 FDMA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파수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들이 다수의 셀들에 의해 재 사용된다. 상기 주파수 재사용의 

정도는 재사용 인수에 의해 결정되며, 상기 재사용 인수는 보통 3, 4, 7 등이 되어 고정된 채널 할당 기술들에 의해 주

파수 재사용 효율이 높지 않게(주파수 재사용 인수가 1보다 큼) 되고, 고정된 서브 채널들의 할당은 주파수 선택적 페

이딩 채널로 인해 나쁜 비트 에러 율(BER : Bit Error Rate)을 나타내는 단점이 발생한다. 상기와 같은 고정된 채널할

당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다르게, 대역분할다중접속(Band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BDMA'라 칭함) 기술과 

다중반송파 부호분할다중접속(Multi-carrier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 등과 같은 간섭의 영향을 평균화

시키는 방법을 바탕으로 하는 광대역 무선 접속 기술들이 제안되어 왔다. 여기에서 간섭 평균화는 셀들간 랜덤 주파

수 도약과 확산대역 기술들에 의해 발생하는 간섭의 다이버시티 효과에 의해 얻어진다. 상기 간섭 평준화 기술들은 O

FDM-TDMA와 고정된 OFDM-FDMA 등과 같은 고정된 채널 할당 기술들보다 더 좋은 성 능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간섭 평준화 기술들은 다중 사용자 다이버시티(Multi-user diversity), 기지국에서 채널 정보를 이용한 적응적 

자원 할당(Adaptive resource allocation with channel information in the BSs)과 같은 다중 반송파 변조의 이점들

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 동적인 채널 할당과 같은 간섭 회피 기술들은 간섭 평준화 기술보다 주파수 효용에서 2

~3배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따라서 OFDM과 다중 안테나 기술들, 적응적 변조 그리고 복잡도가 낮은 간섭 회피

기술을 근거로 하는 동적인 서브 채널 할당 기술의 조합은 주파수 효율과 시스템의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심한 페이딩

(Deep fading)과 CCI(Co-Channel Interference)에 의한 영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준다.

도 1은 통상적인 고정된 OFDM-FDMA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 각 셀들의 주파수 재사용 예를 보이

고 있는 도면이다. 즉, 상기 도 1에서는 셀들 각각에서 사용되는 반송 주파수들의 예를 보이고 있으며, 각 셀에서 사용

되는 반송 주파수는 인접한 셀을 제외한 셀들에 의해 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도 1에서의 주파수

재사용 인자는 3이 된다. 여기에서 할당된 대역폭은 세 개로 나눠지고, 각 셀에서는 고정된 채널 할당 방법인 결정론

적 기법(Deterministic scheme)이 사용되고 있다.

도 2는 고정된 OFDM-FDMA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있어 각 셀의 송/수신 구조를 도시하고 있는 도면

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복수의 사용자들로 전송하고자 하는 사용자 데이터들(User 1, User 2, ..., User K)은 부-반송

파 할당부 210으로 입력된다. 상 기 부-반송파 할당부 210은 상기 사용자 데이터들에 대해 사용자별로 사용될 적어

도 하나의 고정된 부-반송파를 할당(Fixed Sub-carrier Allocation)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부-반송파를 

할당 받은 상기 사용자 데이터들은 변조부 및 IFFT 변환부 212로 입력되어 소정 변조방식에 의한 변조가 이루어진 

후 IFFT 변환이 수행된다. 상기 IFFT 변환이 이루어진 사용자 데이터들은 순환 전치 가산 및 병/직렬 변환부 214로 

입력되어 순환 전치(cyclic prefix) 보호구간이 삽입되고, 상기 병렬로 존재하는 사용자 데이터들은 직렬 변환되어 하

나의 데이터 열로서 출력된 후 안테나를 통해 송신된다.

한편, 전술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각 사용자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사용자 데이터는 수신측의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다. 상기 수신된 사용자 데이터는 순환 전치 복원 및 직/병렬 변환부 220으로 전달되어 사용자 데이터들이 병

렬로 출력되며, 상기 사용자 데이터들 각각에 삽입된 순환 전치 보호구간은 제거된다. 상기 220으로부터의 출력은 F

FT 변환부 222로 전달되어 FFT 변환에 의해 사용자 데이터가 복원되며, 상기 복원된 사용자 데이터들은 복조부 22

4로 전달되어 복조가 이루어진 후 k 번째 사용자 데이터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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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2를 통해 살펴본 고정된 OFDM-FDMA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종래 송/수신 절차에 있어 계산

량은 작아지지만 주파수와 전력의 효율은 높지 않다.

따라서, 전술한 고정된 OFDM-FDMA 방식을 사용하는 종래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하기와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첫 번째로, 한 사용자의 몇몇 서브-채널들이 심한 페이딩에 빠지거나 고정된 채널 할당에 따른 간섭 정도가 심해지면

나쁜 BER 성능을 가져오게 된다.

두 번째로, 주파수 재사용 인자가 3이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매 셀들마다 트래픽은 독

립적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 의한 접속이 집중되는 셀은 그렇지 않은 인접 셀들과 달리 지원 가능한 트래픽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가능한 트래픽이 한계에 이른 셀은 인접한 셀들에서 사용되지 않는 채널들을 상황에 따

라 차용할 수 없다. 따라서 주파수 재사용 인자가 1에 근접하는 적응적인 자원할당에 바탕을 둔 무선 접속 기법이 고

려되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셀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의 주파수 효율과 전

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광대역 무선 OFDMA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무선 접속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셀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 인자가 1에 근접하도록 하는 적응적 자원 할당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적응적 자원할당과 셀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

간분할 및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를 이용하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광대역 무선 OFDMA 셀 방식의 통신시스템에서 Sub-optimum 적응적으로 자원을 할당하

는 방법과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여 공간적인 간섭을 억제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간섭을 줄이고 억제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높은 주파수 및 전력 효율을 얻어 주파수 재사용 

인자를 1에 가깝게 만들고 전체 전송 전력을 최소화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가상 셀을 형성하는 세 개의 섹터들은 하나의 기지국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고, 다중 안테나

를 사용하는 각 섹터들에서의 주파수 재사용 인자를 1에 근접하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섹터화 된 안테나 기술들과 빔-포밍 기술을 이용하여 피코 셀과 매크로 셀에서 간섭을 억

제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각 사용자의 부-채널들의 수와 Water-filling에 근거하여 각 사용자에 할당되는 비트와 전

력을 할당하는 다단계 차선 적응적 자원 할당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송 전력을 최소화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약한 신호를 송수신하는 사용자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미연에 균등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단순히 동일한 전송 데이터를 이용하는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 장치 및 방법을 제

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가상 셀에 위치하는 이동 단말에 대해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를 적용함으로써 소프트 핸

드오버를 쉽게 구현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서로 다른 사용자들이 동일한 부 반송파를 점유할 수 있는 매크로 셀 환경에서, SDMA(Spa

c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사용하여 주파수 효율을 높이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1견지에 있어, 본 발명은 각각이 복수의 섹터들로 이루어진 셀들로 형성된

셀 구조를 가지며, 상기 셀들은 상호 직교성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셀 내의 이동 단말들과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주파수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섹터들을 이용한 가상 셀 운용 방법에 있어서

, 임의 셀을 구성하는 섹터들 중 하나의 섹터와, 상기 섹터에 인접한 두 개의 다른 셀들의 섹터들로서 가상 셀을 형성

하는 과정과, 상기 가상 셀을 형성하는 세 개의 기지국들이 상기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이동 단말로부터의 간섭 측정

치와 채널 파라미터(Parameter) 추정치를 상기 가상 셀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로 전달함으로써 상기 가상 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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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파수 대역폭, 초기 비트, 부 반송파들 및 정제된 비트들을 포함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된 

무선 자원을 상기 세 개의 기지국들로 전달하여 상기 기지국들이 상기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각 이동 단말에 대해 동

일한 서브 채널을 할당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2견지 있어, 본 발명은 각각이 복수의 섹터들로 이루어진 셀들로 형성된 셀

구조를 가지며, 상기 셀들은 상호 직교성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셀 내의 이동 단말들과의 데

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주파수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임의 셀을 구성하는 섹터들 중 하나의 섹터와, 상기 

섹터에 인접한 두 개의 다른 셀들의 섹터들로서 형성된 가상 셀에 대한 자원을 할당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상 셀

을 형성하는 기지국들로부터의 전력이 차단된 동안 측정한 간섭 정보와 상기 기지국들로부터의 파일럿들을 사용하여

추정된 채널 정보를 상기 기지국들로 전송하며, 상기 기지국들로부터의 액세스(Access) 정보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서브 채널과 복조를 획득하는 상기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이동 단말들과, 상기 이동 단말들로부터의 간섭 정보 및 채

널 정보를 상기 가상 셀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로 전송하고, 상기 기지국 제어기로부터의 무선 할당 정보를 수신

하여 상기 이동 단말들로 상기 액세스 정보를 전송한 후 상기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각 이동 단말에 대해 동일한 서

브 채널을 할당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기지국들과, 상기 기지국 제어기를 통해 전달되는 상기 간섭 정보

및 채널 정보에 의해 상기 가상 셀에서의 주파수 대역폭, 초기 비트, 부 반송파들 및 정제된 비트들을 할당하고, 상기 

할당한 무선 할당 정보를 상기 기지국 제어기를 통해 상기 기지국들로 전달하는 자원 할당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후술될 상세한 설명에서는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있어 한 개의 대표적인 실시 예를 제시할 것

이다. 그리고 본 발명으로 제시될 수 있는 다른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구성에서 설명으로 대체한다.

한편, 후술 될 본 발명에서는 가상 셀 개념을 도입하여 다이버시티 이득을 향상시키고, 주파수 운영의 편리성 및 소프

트 핸드오버를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가상 셀 내에서의 적응적 자원 할당 및 공간 간섭 억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

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주파수 효율과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광대역 무선 OFDMA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무선 접속 방식을 제안함에 있어 전송 기지국은 각 이동국들로의 순간적인 순방향 채널 특성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 상기와 같은 순방향 채널의 특성에 대한 측정은 TDD(Time Division Duplex) 모드에서는 기지국으로 수신되는 역

방향 채널들로부터 유추하게 되며,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모드에서는 역방향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궤

환 정보(FBI: Feed-Back Information)를 통해 얻어진다.

전술한 바를 얻기 위해서는 가상 셀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며, 상기 가상 셀을 구성하는 각 기지국들에서의 적응적 자

원 할당 방안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 가상 셀 구현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하나의 기지국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는 세 개의 인접한 섹터들로 이루어진 새

로운 개념의 가상 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상기 가상 셀을 구성하는 인접한 섹터들 각각은 서로 다른 세 개

의 기지국들에 의해 형성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OFDMA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가상 셀의 개념을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전체 셀을 구성하는 셀들은 기지국들 BS 1 내지 BS 12 중 임의의 기지국에 대응하며, 상기 셀

들 각각은 서로 다른 주파수 자원들이 할당되어 있다. 예컨대, BS 1에서는 주파수 자원으로 이 할당되고, BS 2에

서는 주파수 자원으로 이 할당되며, BS 3에서는 주파수 자원으로 이 할당된다. 한편, 기지국들 각각에 의해 

형성되는 셀들은 지향성 안테나를 통해 세 개의 섹터들로 구분되며, 상기 섹터들 각각은 상호 직교성을 가지는 주파수

자원을 할당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기 BS 1의 경우에는 섹터들 각각에 대응하여 주파수 자원들로 

이 할당되고, 상기 BS 2의 경우에는 섹터들 각각에 대응하여 주파수 자원들로 

이 할당되며, 상기 BS 3의 경우에는 섹터들 각각에 대응하여 주파수 자원들로 이 할당된다. 한편, 

상기 도 3에서는 인접한 세 개의 셀들 각각에 포함되는 한 섹터로서 가상 셀(빗금으로 표시한 부분)을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상기 BS 1의 섹터들 중 상기 BS 2와 상기 BS 3에 인접한 섹터( 을 주파수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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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상기 BS 2의 섹터들 중 상기 BS 1과 상기 BS 3에 인접한 섹터( 를 주파수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섹터)

그리고 상기 BS 3의 섹터들 중 상기 BS 1과 상기 BS 2에 인접한 섹터( 을 주파수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섹터

)로서 상기 하나의 가상 셀을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가상 셀은 상기 가상 셀에 포함된 세 개의 섹터들을 관장하는 세

개의 기 지국들로부터의 제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상기 가상 셀 내에 존재하는 이동 단말은 상기 가상 셀에 포함된 

세 개의 섹터들 중 자신이 속하는 섹터에 대응하는 기지국으로부터 무선 자원을 할당 받게 된다. 예컨대, 상기 빗금으

로 표시되고 있는 가상 셀은 상기 BS 1, 상기 BS 2 및 상기 BS 3 각각으로부터의 제어를 받게 되며, 상기 가상 셀에 

포함된 세 개의 섹터들 중 상기 BS 1에 속하는 섹터에 위치하는 이동 단말의 경우에는 상기 BS 1로부터 무선 자원을 

할당 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셀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 효율을 높이

기 위하여 순방향의 코-채널(Co-channel) 셀들로부터 입력되는 Co-channel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주

파수를 재 사용한다. 따라서, 상기 가상 셀 역시 Co-channel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주파수가 재 사용

되어야 한다. 즉, 상기 가상 셀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에서는 전체 주파수 대역폭 F에 대해 간섭 신호의 크기와 채

널의 상태에 관한 궤환 정보에 따라 상기 가상 셀 내의 액티브 이동 단말들 사이에 할당한다. 이때, 상기 가상 셀에서 

상기 액티브 이동 단말들의 Co-channel 간섭을 측정하려면, 근처의 모든 섹터들 혹은 상기 가상 셀을 구성하는 기지

국들로부터 전송되는 순방향 신호들을 모두 측정하여야 한다. 상기 간섭신호를 측정하려는 기지국은 순방향 신호의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순방향 Co-channel 간섭의 측정은 특정 시간 슬롯에서 관측되어 얻어진다. 상기와 같이

가상 셀을 사용하는 경우, 임의의 가상 셀과 인접한 가상 셀에서도 전체 주파수 대역은 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자신

과 인접한 가상 셀과 독립적인 액티브 이동 단말들에게 서브 반송파들은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 다. 특별한 경우, 모든

섹터들이 동일한 트래픽을 지원해야 한다면 가상 셀에서의 세 개의 섹터들은 전체 대역폭을 동일하게 할당하여 CCI

는 도 3에서 오직 BS 8과 BS 9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트래픽은 각 섹터에서 고르지 않게 발생하고, 

상기 CCI는 주로 BS 4와 BS 12로부터 임의적으로 입력된다. 이 경우 상기 CCI는 간섭 회피 기술로 인해 모든 액티브

이동 단말들에 대한 간섭정도가 낮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파수 재사용 인자가 3 혹은 7인 기존의 FDM 셀 방식과는 달리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주파수 

재사용 인자가 1에 근접할 수 있는 다중 셀 구조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상 셀 내에 액티브 이동 단말들이 분포하고 있는 예를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 4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가상 셀에 위치하는 액티브 이동 단말들은 상기 가상 셀을 구성하는 각 섹터별

로 이동 단말의 분포도가 상이할 수 있다. 즉, BS 1의 제어를 받는 섹터에 가장 많은 액티브 이동 단말들이 분포하고, 

BS 3의 제어를 받는 섹터에 가장 작은 액티브 이동 단말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주파수 대역폭에 

의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이동 단말이 적게 분포하는 섹터에서의 운영 무선 자원의 일부

를 액티브 이동 단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섹터의 기지국으로 추가 할당한다.

이를 위해서 이동통신시스템의 전체 대역폭은 가상 셀 내의 모든 액티브 이동국들의 채널 특성에 따라 상기 액티브 

이동국들에 의해 적응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한편, 상기 전체 주파수 대역폭은 인접한 가상 셀들에서 재 사용되도록

한 다. 이것은 복수의 기지국들 및 복수의 이동 단말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링크들 상에서 페이딩의 통계적 특성과 

간섭이 상호 독립적인 다중 사용자 다이버시티(Multi User Diversity)로 인하여 하나의 부 반송파는 모든 링크가 심

한 페이딩에 빠지거나 높은 CCI를 가질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채널정보와 빠른 간섭측정에 관한 정보를 가진다면, 

가상 셀의 모든 액티브 이동 단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비트 속도와 요구되는 QoS(Quality of Service)를 

만족하며 적응적인 자원 할당이 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함으로써, 주파수 재사용 인자가 1에 근접하는 효과와 높은 전

력 효율에 의한 높은 주파수 효율은 간섭의 회피에 근거한 동적인 부 반송파 할당, 적응적인 변조 그리고 전력 제어에

의해 획득된다.

2. 가상 셀 자원 할당

다음으로 선택적인 자원할당을 이용하는 OFDMA 기술에 관해 설명한다.

전술한 바에 의해 정의된 가상 셀에서는 다중 사용자 다이버시티(Multi-user diversity)와 적응적 변조(Adaptive Mo

dulation)의 사용으로 인해 심한 페이딩 혹은 강한 CCI를 포함하는 부 반송파는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 셀에서

의 복수의 기지국들과 이동국 사이에서는 특정 부 반송파가 심한 페이딩에 빠지거나 강한 간섭을 받지는 않는다. 이는

페이딩과 간섭의 통계적 특성이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 셀 내에서 잡음과 간섭의 정도에 따라 모든 

액티브 사용자들의 주파수 채널, 비트 그리고 전력을 적응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셀 네트웍에 대한 최적

화를 이루기 위한 적당한 알고리즘을 완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부 반송파의 할당, 비트 할당 그리고 

전력 제어를 하나의 독립적인 가상 셀에서 독립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단계 서브 최적화 방법을 제한한다.

2.1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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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OF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가상 셀의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을 보이

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시스템은 기지국의 송신장치 500 및 수신장치와 기지국 제어기 520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기

지국의 송신장치 500은 대역폭 할당부 502, IFFT 부 504, 순환 전치 가산 및 병/직렬 변환부 506으로 구성되며, 상

기 기지국 수신장치는 직/병렬 변환 및 전치 제거부 532, FFT 부 534, 채널 결합부 536, 부 반송파 선택부 538 및 복

조부 540으로 구성된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대역폭 할당부 502는 동일한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액티브 이동 단말들 각각으로 전송할 데

이터들과 기지국 제어기 520으로부터 전달되는 고정된 부 반송파 할당 정보를 입력하고, 상기 고정된 부 반송파 할당

정보에 의해 상기 액티브 이동 단말들 각각으로 전송할 데이터들에 대한 대역폭을 할당한다. IFFT 부 500은 상기 데

이터들을 IFFT 변조를 수행한다. 순환 전치 가산 및 병/직렬 변환부 506은 상기 IFFT 변환된 데이터들 각각에 대해 

순환 전치(Cyclic Prefix)를 추가하고, 상기 순환 전치가 추가된 병렬 데이터들을 직렬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직

렬로 변환된 데이터는 안테나 510를 통해 송신된다.

한편, 동일한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이동 단말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는 안테나 530을 통해 수신된다. 직/병렬 변환 및

전치 제거부 532는 상기 안테나를 통해 수신한 데이터를 병렬 데이터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병렬 데이터들 각각에

추가 된 전치를 제거한 후 출력한다. FFT 부 534는 상기 전치가 제거된 병렬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상기 데이터들 각

각에 대해 FFT를 수행하여 복원된 데이터들을 출력한다. 채널 결합부 536은 FFT가 수행된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상

기 데이터들을 채널별로 결합하여 출력한다. 부 반송파 선택부 538은 상기 기지국 제어기 520으로부터 제공되는 고

정된 부 반송파 할당 정보에 의해 부 반송파들을 선택하여 출력한다. 복조부 540은 상기 선택된 부 반송파들과 상기 

채널 결합부 536으로부터 전달되는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상기 데이터들을 상기 부 반송파들에 의해 복조하여 사용

자 데이터들을 출력한다.

하지만, 도 9에서 빗금으로 표시된 영역에 위치하는 이동 단말의 경우에는 세 개의 기지국들 BS 1(800), BS 2(820), 

BS 3(840)으로부터 각각 순방향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순방향 신호들에 대한 전송 다이버시티의 수행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OF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전송 다이버시티를 지원하면서 가상 셀의 자원을 각 

셀별로 다르게 할당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을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 6에서 보이고 있는 구성은 상기 도 5에서

의 송신장치가 병렬로 복수 개로 구비되고, 각 송신 장치들은 고유의 안테나들을 통해 순방향 신호를 송신한다. 상기 

도 6에서의 송신 장치들 각각은 동일한 가상 셀을 형성하는 세 개의 기지국들 각각에 대응한다. 그 외에 변조 파라미

터/서브 채널 할당부 660과 채널/간섭 정보 생성부 670을 추가로 구비하고 있다. 이때, 상기 송신 장치들의 구성은 상

기 도 5에서의 송신장치와 동일한 구성 및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도 6에서의 수신장치 구성 또한 상기 도 5에

서의 수신장치와 동일한 구성 및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여 새로이 추가된 구성을 살펴보면, 변조 파라미터/서브 채널 할당부 660은 기지국 제어기 600으

로부터의 순방향 정보를 입력하고, 상기 순방향 정보에 의해 변조 파라미터 및 서브 채널을 할당하여 부 반송파 선택

부 648로 제공한다. 채널/간섭 정보 생성부 670은 수신장치의 채널 결합부 646으로부터 채널 정보를 입력하고, 상기

채널 정보에 의해 채널 및 간섭 정보를 생성하여 역방향 FBI로서 상기 기지국 제어기 600으로 제공한다.

도 7은 상기 도 5와 상기 도 6에 있어 기지국 제어기(BSC)의 상세 구성을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 7에서의 

기지국은 제1 내지 제3프로세서들 702, 704, 706과 순방향 무선 자원 할당부 708로서 구성된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제1프로세서 702는 채널/간섭정보 생성부 670으로부터의 채널/간섭정보를 입력하고, 상기 채

널/간섭정보에 의해 부 반송파를 지정하는 부 반송파 번호와, 초기 비트들을 할당한다. 제2프로세서 704는 상기 부 

반송파 번호를 입력하고, 상기 부 반송파 번호에 대응하는 부 반송파를 할당한다. 제3프로세서 706은 상기 초기 비트

들과 상기 부 반송파를 입력하고, 상기 초기 비트들과 부 반송파에 의해 비트들을 할당한다. 순방향 무선 자원 할당부

708은 상기 할당된 부 반송파와 상기 할당된 비트들을 입력하고, 상기 부 반송파와 상기 비트들에 의해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액티브 이동 단말들에 대한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상기 순방향 무선 자원 할당부 708에 의해 할당된 무선 

자원 정보는 변조 파라미터/서브 채널 할당부 660으로 제공된다.

2.2 가상 셀 자원 할당 절차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OF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가상 셀에 대한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전체 제어 흐

름을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1000단계에서 가상 셀에 위치하는 액티브 이동 단말들은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순방향 신

호들 각각에 의한 간섭 측정과 함께 채널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 단말들은 상기 간섭 측정치들과 상

기 추정한 채널 파라미터들을 상기 가상 셀을 형성하는 세 개의 기지국들로 전송한다. 한편, 1020단계에서 상기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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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 각각은 상기 가상 셀 내에 존재하는 액티브 이동 단말들로부터의 간섭 측정치들과 채널 파라미터 추정치들을 수

집한다. 상기 기지국들은 상기 수집한 간섭 측정치들과 채널 파라미터 추정치들을 기지국 제어기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기지국 제어기는 상기 가상 셀을 형성하는 기지국들 모두를 관장하는 기지국 제어기로 정의될 수 있다. 상기 기

지국 제어기는 1040단계에서 상기 가상 셀에 대해 적응적 자원 할당을 수행하기 위해 상기 가상 셀을 형성하는 세 개

의 기지국들로부터 채널 측정치들과 추정치들을 전달 받는다. 상기 가상 셀에 대해 적응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

수행되는 알고리즘을 '적응적 OFDMA 알고리즘'이라 칭한다.

그 후 1060-2단계 내지 1060-6단계에서는 상기 적응적 OFDMA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상기 적응적 알고리즘에 의

해 상기 가상 셀에 대한 자원을 할당하게 된다. 즉, 1060-2단계에서 가상 셀에서의 주파수 대역폭과 초기 비트들을 

할당하고, 1060-4단계에서 부 반송파들을 할당한다. 마지막으로, 1060-6단계에서는 정제된 비트들을 할당한다. 상

기 1060-2단계 내지 상기 1060-6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 될 구현 예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한편, 전술한 적

응적 OFDMA 알고리즘은 상기 기지국 제어기에 의해 수행되거나 본 발명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별도의 구성

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적응적 OFDMA 알고리즘에 의해 상기 가상 셀에 대한 자원 할당이 이루어지면 상기 기지국 제어기는 1080단계

에서 상기 할당된 자원 정보와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 요구 정보를 상기 가상 셀을 형성하는 기지국들로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들은 상기 기지국 제어기로부터의 자원 정보와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 요구 정보를 수신하고, 1100단계

에서 서브 채널, 비트들 및 변조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진 할당 자원을 상기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액티브 이동 단말들

로 전송한다.

전술한 과정에 의해 가상 셀에 대한 자원 할당이 완료되면 1120단계에서 자원 할당 절차를 종료한 후 상기 기지국들

과 상기 액티브 이동 단말들은 상기 할당한 자원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상 셀 내의 액티브 이동 단말에서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어 흐름을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액티브 이동 단말은 1100단계에서 가상 셀을 형성하는 기지국들의 전력이 차단된 동안 간섭

을 측정한 후 1102단계에서 주변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파일럿들을 이용한 채널을 추정한다. 1104단계에서 상기

액티브 이동 단말은 상기 가상 셀을 형성하는 기지국들로 상기 1100단계와 상기 1102단계에 의한 채널 및 간섭 정보

를 전송한 후 액세스 정보의 수신을 대기한다. 1106단계에서 상기 액티브 이동 단말은 상기 가상 셀을 형성하는 기지

국들로부터의 액세스 정보(주변 정보 : side information)를 획득하고, 액세스 서브 채널과 복조를 선택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가상 셀을 형성하는 기지국들에서 가상 셀의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어 

흐름을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1200단계에서 기지국은 전력의 차단을 통해 신호 전송을 중단하고,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액티브 이동 단말들로부터의 채널 및 간섭 정보의 수신을 대기한다. 상기 채널 및 간섭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기지국

은 120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채널 및 간섭 정보를 기지국 제어기로 전송한다. 상기 채널 및 간섭 정보에 의해 자원 

할당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상기 기지국 제어기는 상기 자원 할당 절차에 의해 무선 할당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

로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은 1204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제어기로부터의 무선 할당 정보를 수신한 후 1206단계로 진

행하여 해당 이동 단말(user)이 상기 가상 셀 영역 중 다이버시티가 요구되는 영역에 위치하는 지를 판단한다. 만약, 

다이버시티가 요구되는 영역에 이동 단말이 위치한다고 판단하면 1208단계로 진행하여 매크로 송신 다이버시티를 

수행한 후 1210단계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고 다이버시티가 요구되지 않으면 상기 121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210

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가상 셀 영역에 위치하는 액티브 이동 단말들로 주변 정보와 트래픽 데이터를 전송한다.

2.3 구현 예

후술 될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현 예를 설명함에 있어 K명의 사용자와 N개의 부 반송파를 가지는 순방향 OFD

M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상기 사용자들은 음성이나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요구되는 전송 데이터 속도 R k 를 만족하도록 전송할 수 있다. 각 부 반송파의 대역폭은 채널의 간섭(Cohe

rent) 대역폭보다 훨씬 작아 각 부 반송파에서의 페이딩은 일정(Flat)하다. 기지국은 채널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하

는 한 모든 기지국들과 이동국이 형성하는 링크들의 순간적인 채널 특성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가상 셀을 형성하는 

기지국들에서의 각 서브 채널의 쉐도잉(Shadowing), 선택적인 페이딩(Selective Fading) 그리고 CCI를 포함하는 채

널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가상 셀 내에서 매크로 다이버시티는 세 개의 섹터들의 세 개의 섹터

화 안테나들에 의해 동일한 서브 채널들을 통해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채널 정보에 따라, 

전체 N 서브 채널들은 가상 셀에서 선택적으로 K명의 액티브 사용자들에게 적응적으로 할당된다. 한 사용자는 하나

의 부 반송파를 점유할 수 있으며, 할당 정보는 전용채널을 통해 이동국들로 전송된다. 그리고 각 섹터들에서 각 사용

자의 서비스 요구수준을 만족시키며, 이동국들은 수신한 OFDM 심벌들로부터 자신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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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게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각 섹터에서 각 사용자들의 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가상 셀에서 전송되는

전체 전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모 든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가상 셀내에 존재

하는 전체 이동 단말들이 사용하는 전송 전력들의 합을 최소로 만들어야 함을 나타내는 수식은 하기 <수학식 1>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각 부 반송파는 하나의 타임슬롯에서 단지 하나의 이동 단말에 의해 사용되고, P k,n 는 k번째 

이동 단말의 n번째 부 반송파에서 전송되는 전력이고, c k,n 는 MQAM의 비트 수이다. 그리고, P e,n 는 QoS 요구를 

만족하는 k번째 이동 단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n번째 부 반송파에서의 심벌 에러율이다. 그리고, k는 동일한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액티브 이동 단말들의 수이며, N은 동일 가상 셀 내에서 사용 가능한 부 반송파의 수를 의미한다. 

한편, 상기 <수학식 1>에서 두 번째 수식은 전체 이동 단말들이 사용하는 전송 전력들의 합을 최소로 만들기 위한 조

건들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두 번째 수식에 있어 는 첫 번째 조건으로써 모든 이동 단말들의 전송 속도 

합이 R k 와 같아야 함을 의미하며, 은 두 번째 조건으로써 QoS(SER: Symbol Err

or Rate)가 SER k 보다 작아야 함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는 부호화되지 않은 전송을 고려하며, 전체 주파수 대역에 대해 적응적인 MQAM(M-ary QAM) 배치(co

nstellation)가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특히, 백색 가우시안 잡음(AWGAN)과 간섭을 합한 가우시안(Gaussian) 근사를

기초로 하여, 높은 신호대 잡음비(SNR : Signal to Noise Ratio)와 큰 신호 배열에서 M-ary QAM 전송의 심벌 에러 

확률(혹은 비트 에러률, 그레이 부호화의 사용을 가정함)은 하기 <수학식 2>와 같이 근사화될 수 있다. 즉, 상기 <수

학식 1>에서의 P e,n 은 하기 <수학식 2>와 같이 근사화될 수 있다.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2>에서 서브 채널 상에서의 심벌 에러률은 SINR과 변조 레벨에 관련되어 있다. M k,n 은 k번째 이동 

단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n번째 서브 채널에서의 변조 레벨이다. Q(.)는 노말 확률 적분(Normal probability integr

al)을 표시한다. SINR k,n 은 k 번째 이동 단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n 번째 서브 채널에서의 SINR을 의미한다.

상기 <수학식 2>를 하기 <수학식 4>에 적용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의 파라미터는 하기 <수학식 3>을 만족한다.

수학식 3

QAM 심벌의 평균 전력은 주로 신호의 배치에서 두 포인트 사이의 최소 거리(minimum distance)로 정의되는 d min

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략 하기 <수학식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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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에너지가 좋은 채널 특성(즉 채널 이득과 간섭)을 가지는 서브 채널로 이동하는 한 변조 레벨은 4QAM과 6

4QAM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k 번째 이동 단말의 n 번째 서브 채널에서 배열(Constellation)의 최

소거리(Minimum distance) d k,n 은 하기 <수학식 5>와 같다.

수학식 5

실제의 시스템에서 낮은 복잡도를 가지고 부 반송파와 비트 그리고 전력을 실시간에서 할당하기 위해 각 사용자의 서

브 채널 수 결정, 각 사용자에 대한 서브 채널 선택 그리고 비트와 Water filling을 기초로 한 전력의 할당을 위한 연결

(joint)과 최적(Optimal) 할당을 위한 적응적 OFDMA 알고리즘은 하기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될 수 있다.

2.3.1 적응적 OFDMA 알고리즘

- 첫 번째 단계 ; 대역폭 할당 및 초기 비트들 할당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역폭 할당의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무선 환경에 서는 Near-far 문제에 의한 효과 때문에 

기지국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보다 낮은 SINR을 획득한다. 이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

과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더 높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만약 각 사용자에게 최소로 요구되는 전송속도

를 만족하는 충분한 서브 채널들이 할당된다면, 낮은 평균 SINR을 가지는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서브 채널들을 할

당하는 것이 전체 전송 파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혹은 일정한 전송 전력 및 변조 레벨(Flat transmit PSD(Power

Spectral Density)) 할당이 서브 채널 할당과 함께 사용된다면 다중 사용자(Multiuser) OFDM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량(Throughput)을 서브 채널 할당 방법을 제외했을 경우보다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k 번째 

사용자의 쉐도우 페이딩 이득을 α k 로 요구되는 최소 데이터 전송 속도는 로 설정하고, k 번째 사용자는 m k

부 반송파를 점유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k 번째 사용자의 부 반송파의 소를 결정한 후에 비트 할당은 하기 <수학식

6>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6

상기 <수학식 6>은 상기 도 7의 제1프로세서(702) 및 상기 도 10의 1060-2단계에서 초기 비트 할당을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한 수식이다.

따라서, 상기 <수학식 6>을 바탕으로 하여 k 번째 사용자(이동 단말)의 평균 적인 전체 전송 전력은 하기 <수학식 7>
에 의해 계산한다.

수학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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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은 m k 의 집합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k=1, ..., K이다. 하기 <수학식 8>은 상기 <
수학식 6>과 상기 <수학식 7>을 바탕으로 k 번째 이동 단말을 위한 최소의 전송 전력을 할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학식 8

여기에서, 

또한, R max 는 부 반송파 상에서 변조된 비트들의 최대 수이며, 상기 R max 가 6인 경우 사용자들 사이의 부 반송파

들의 최적 분배는 하기 알고리즘에서 보이고 있는 절차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Initialization : 

While

End while

전술한 절차는 상기 <수학식 8>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로서 대역폭(도 7에서의 # of sub-carrier)을 결정하며, 

상기 도 7의 제1프로세서(702)에 의해 수행되는 상기 도 10에서의 1060-2단계에 대응한다.

- 두 번째 단계 ; 부 반송파 할당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 반송파들과 비트를 할당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k 번째 사용자의 n 번째 부 반송파

에서 채널의 특성 파라미터 G k,n 은 하기 <수학식 9>와 같이 정의한다.

수학식 9

상기 <수학식 9>에 의해 결정되는 G k,n 은 채널이 좋고 나쁨에 따른 순서를 정하기 위한 채널 정보를 나타낸다.

도 6에서 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순차적인 배열에 대한 파라미터 G k,n 을 재배열한 후에, 각 사용자의 부 반송파 

인덱스를 과 같이 할당한다. 여기에서 l번째 부 반송파는 한 시간 슬롯에서 한 명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부 반송파의 할당은 하기의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한다.

Initialization :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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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m(.)은 Coset에서의 요소 수를 의미한다. 부 반송파 할당 후에, 상기 <수학식 6>에서와 같이 비트 할당을 

초기화한다.

- 세 번째 단계 ; 정제된 비트들 할당(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 과정)

그런 후 Water filling 알고리즘에 의한 비트 할당을 세분화한다. 수학적으로 k 번째 사용자의 최적화를 위한 정제된 

비트 할당은 하기 <수학식 10>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0

전술한 바에 의해 초기화된 비트 할당은 최적의 비트 할당에 근접하기 때문에, 두 개의 부 반송파를 찾는 것에 의해 

비트 할당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여 기에서, l과 l'과 같이 인덱스가 정해지고, k 번째 이동 단말이 최소 전송 전력

을 사용하면서 최적화된 비트 할당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기 <수학식 11>과 같다.

수학식 11

만약, (l,l') 번째 쌍이 존재한다면, 1 비트 형태의 서브 채널 l을 부 반송파 l'로 움직이는 것은 k 번째 사용자의 전체 전

송 파워를 낮춘다. k 번째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비트 할당, 즉 k 번째 이동 단말이 최소의 전송 전력을 사용하면서 최

적화 비트를 할당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하기 <수학식12>를 만족할 때까지 얻을 수 있다.

수학식 12

여기서, , 

전술한 <수학식 5>의 전송 심벌들의 신호 Constellation에서의 최소 거리처럼 기지국과 이동국 양쪽 모드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부 정보를 줄이기 위해 직접 d k,n 을 계산할 수 있다.

셀들의 경계 지역(가상 셀의 중심)에 있는 사용자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가상 셀들에 미치는 C0-channe

l 간섭을 증가시키지 않고, DVB 시스템에서 의 SFN과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는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 기술이 제안

된다. 만약, 한 명의 사용자가 도 5의 어두운 영역인 가상 셀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 기지국으로부터의 수신 전력

은 전송 전력을 높이지 않는 다면 낮아진다. QoS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하나의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전력을 증가

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약, 가상 셀에서의 기지국들이 이론적으로 약한 신호를 수신 받는 사용자의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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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딩 이득을 안다면, 이동국에서의 수신기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Pre-equalization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상 

셀에서의 세 개의 기지국들로부터 Pre-equalization을 포함하는 동일한 심벌을 전송할 수 있다. 주파수 영역에서 수

신 받은 신호는 하기 <수학식 13>와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13

여기서, 는 Variance가 1, N n 은 가지는 주파수 부 반송파에서 Pre-equalization 계수를 나타낸

다. 그리고, Z k,n 은 k 번째 사용자의 n 번째 부 반송파의 Variance 각각과 N 0 와 I k,n 같은 AWGN과 Co-channel 

간섭이다. 즉, 상기 <수학식 13>은 매크로 다이버시티를 사용하는 이동 단말의 조건(도 10의 1080단계)이다.

따라서,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떨러져 있는 k 번째 사용자에서의 수신 SINR k,n 은 하기 <수학식 14>과 같다.

수학식 14

즉, 상기 <수학식 14>에 의해 계산되는 SINR k,n 은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를 사용하는 워크(weak) 이동 단말의 수

신 SINR을 의미한다.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가 없는 경우의 약한 수신신호를 가지는 사용자에 대해 전체 전송 전력의 세 배가 이용되더라

도 인접한 가상 셀에 대한 C0-channel 간섭은 조금 증가한다. 왜냐하면 세 개의 섹터들로부터 동일한 전송 전력이 섹

터화 된 안테나들에 약한 수신신호를 받는 사용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첫 번째로, 본 발명은 OF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무선 자원 사용의 효율과 운영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 다른 인접한 셀들로부터 근접한 섹터들은 가상 셀을 구성하며, 가상 셀은 중앙 제어된다. 만약, 가상의 셀에서 순간

적인 채널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다단계 적응적인 자원할당에 근거한 무선 Multi-user OFDM 접속이 가상 셀에서 독

립적으로 적용된다. 상기 가상 셀에서의 전체 전송 파워는 인접 가상 셀들에 미치는 간섭을 최소화 시키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 요구는 만족된다. 따라서, 나쁜 상태의 채널 회피와 Co-channel 간섭 억제를 기초로 하여, 본 발

명에서 제안된 적응적인 OFDM 무선 접속 방법은 주파수 재사용 인자를 1에 근접시킴으로써 높은 주파수 효율과 함

께 높은 전력 효율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섹터화 된 안테나들과 빔-포밍 기술들은 Co-channel 간섭의 억제에 사용

될 수 있으며, 스펙트럼 효율성은 가상의 셀 개념을 포함하는 다중 셀 구조에 의해 개선된다.

두 번째로, 본 발명은 가상 셀을 형성하는 세 개의 기지국들로부터의 동일한 채널 주파수를 통해 동일한 신호들을 수

신함에 따라 액티브 이동 단말에서는 전송 다이버시티 이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발명은 매크로 전송 다이버시티를 사용함으로써 소프트 핸드오버(Soft hand over)를 쉽게 구현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공개특허 10-2004-0028445

- 14 -

청구항 1.
각각이 복수의 섹터들로 이루어진 셀들로 형성된 셀 구조를 가지며, 상기 셀들은 상호 직교성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

의 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셀 내의 이동 단말들과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주파수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

서 상기 섹터들을 이용한 가상 셀 운용 방법에 있어서,

임의 셀을 구성하는 섹터들 중 하나의 섹터와, 상기 섹터에 인접한 두 개의 다른 셀들의 섹터들로서 가상 셀을 형성하

는 과정과,

상기 가상 셀을 형성하는 세 개의 기지국들이 상기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이동 단말로부터의 간섭 측정치와 채널 파

라미터 추정치를 상기 가상 셀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로 전달함으로서 상기 가상 셀에서의 주파수 대역폭, 초기 

비트, 부 반송파들 및 정제된 비트들을 포함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된 무선 자원을 상기 세 개의 기지국들로 전달하여 상기 기지국들이 상기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각 이동 단

말에 대해 동일한 서브 채널을 할당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채널은 상기 가상 셀에서 사용이 허락된 전체 주파수 대역폭 내에서 동적으로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셀에 인접한 다른 가상 셀에서 상기 전체 주파수 대역은 재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일한 서브 채널을 통해 상기 기지국들로부터 전송되는 동일한 데이터를 매크로 전송 다이버

시티를 통해 수신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각각이 복수의 섹터들로 이루어진 셀들로 형성된 셀 구조를 가지며, 상기 셀들은 상호 직교성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

의 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셀 내의 이동 단말들과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주파수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

서 임의 셀을 구성하는 섹터들 중 하나의 섹터와, 상기 섹터에 인접한 두 개의 다른 셀들의 섹터들로서 형성된 가상 

셀에 대한 자원을 할당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상 셀을 형성하는 기지국들로부터의 전력이 차단된 동안 측정한 간섭 정보와 상기 기지국들로부터의 파일럿

들을 사용하여 추정된 채널 정보를 상기 기지국들로 전송하며, 상기 기지국들로부터의 억세스 정보에 의해 적어도 하

나의 서브 채널과 복조를 획득하는 상기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이동 단말들과,

상기 이동 단말들로부터의 간섭 정보 및 채널 정보를 상기 가상 셀을 제어하는 기지국 제어기로 전송하고, 상기 기지

국 제어기로부터의 무선 할당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 단말들로 상기 억세스 정보를 전송한 후 상기 가상 셀 내에 

위치하는 각 이동 단말에 대해 동일한 서브 채널을 할당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기지국들과,

상기 기지국 제어기를 통해 전달되는 상기 간섭 정보 및 채널 정보에 의해 상기 가상 셀에서의 주파수 대역폭, 초기 

비트, 부 반송파들 및 정제된 비트들을 할당하고, 상기 할당한 무선 할당 정보를 상기 기지국 제어기를 통해 상기 기지

국들로 전달하는 자원 할당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채널은 상기 가상 셀에서 사용이 허락된 전체 주파수 대역폭 내에서 동적으로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셀에 인접한 다른 가상 셀에서 상기 전체 주파수 대역은 재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동일한 서브 채널을 통해 상기 기지국들로부터 전송되는 동일한 데이터를 매크로 전송 다이버

시티를 통해 수신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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