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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 빔 위성을 이용한 셀룰러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다중 빔 위성을 이용한 셀룰러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다양한 전송률

제공과 유연성 있는 무선 자원 배분을 위해 전송 프레임을 주파수슬롯/시간슬롯/확산코드의 3차원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

는 패킷 전송 할당과 각 사용자의 패킷 전송을 위한 무선 자원 할당에 있어 타 패킷 전송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채널 상태에 따라 적정 전송 전력을 할당하며, 사용자 요구 사항과 채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자원 할당을 한정된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고, 실시간 서비스와 비실시간 서비스 모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채널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무선 자원이

변화하는 한정된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전송률을 갖는 패킷 전송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용자 단말로부터 근접한 다수

의 섹터/빔으로부터 전송되는 각 파일럿 신호에 대해 측정된 평균 수신 강도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 제1단계; 상기 파일

럿 신호의 평균 수신 강도를 바탕으로 근접 섹터/빔과 상기 사용자 단말 사이의 전송 경로 이득을 추정하는 제2단계; 각 사

용자를 위한 패킷 전송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제3단계; 상기 제3단계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된 각 패킷의 전

송을 위해 각 사용자에 대해 추정된 상기 전송 경로 이득을 사용하여 최소의 전력이 요구되는 섹터/빔과 전송 프레임의 무

선 자원을 선택하고,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 각 사용자에 대해 추정된 상기 전송 경로 이득을 사용하여 특정 패킷 수신 품질

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전력을 할당하는 제4단계; 및 사용 가능한 무선 자원과 전송 전력이 부족하거나, 할

당할 패킷이 있으면 상기 제3단계로 진행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고, 다중빔 위성통신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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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색인어

셀룰러 이동 통신 시스템, 다중빔 위성, 패킷 전송, 패킷 스케줄링, 무선 자원 할당, 적응형 전송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다중빔(Multibeam) 위성을 이용한 셀룰러 이동위성통신 시스템의 구성예시도.

  도2는 일반적인 시간/주파수/코드 영역의 3차원으로 구성된 전송 프레임의 일실시예 설명도.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중앙 제어국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이동국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전송 할당 과정을 나타낸 일실시예 흐름도.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예약 할당 방식에 의한 패킷 전송 할당 과정을 나타낸 일실시예 흐름도.

  도7은 본 발명에 따른 공유 할당 방식에 의한 무선 자원 할당 과정을 나타낸 일실시예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1 : 전송 패킷 302 : 패킷 큐

  303 : 패킷 송신부 304 : 패킷 전송 할당부

  305 : 송신기 306 : 패킷 수신부

  307 : 수신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중빔 위성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링크를 통해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데 있어 각 패킷 전송에 대해 무선 자

원, 전송 방식, 전송 전력을 할당하는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IS-95(Industry Standard-95)와 GSM(Group Special Mobile)과 같이 기지국을 중심으로 이동 사용자에게 통

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세대 지상 셀룰러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음성 통화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회선

교환(Circuit-Switched)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회선 교환 방식은 각 사용자에 대해 고정적인 주파수대역, 시간슬롯, 또는 확산코드 등을 사용하는 무선 링크를 형성함으

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각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무선 자원은 초기 서비스 형성 시에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고,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할당된

자원은 배타적으로 해당 사용자의 서비스 만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회선 교환 방식은 인터넷 서비스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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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인 트래픽 특성을 갖는 패킷 전송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 패킷 트래픽은 항상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발생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전송해야 할 데이터 양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패킷 서비스를 회선 교환 방식으로 무선 링크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링크를 위해 할당된 무선 자

원은 시간에 따른 트래픽 양의 변화에 따라 부족하거나 남을 수도 있으며, 어느 순간에는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음성 서비스는 물론 패킷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3GPP(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W-CDMA(Wideband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과 3GPP2(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의 cdma2000과 같은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회선 교환 방식의 무선 링

크 형성 방법과 동시에, 패킷 서비스에 적합한 패킷 교환(Packet-Switched) 방식으로 무선 링크를 형성하는 방식을 제공

하고 있다.

  패킷 교환 방식에서 무선 자원은 서비스 중에 있는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무선 자원은 각 사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패킷 전송이 있을 때에만 사용된다. 따라서, 패킷 교환 방식은 통계적 다중화(Statistical Multiplexing)라는 특성에 의해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결국 시스템의 전송 용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패킷 교환 방식에서, 한

정된 무선 자원을 각 패킷 전송을 위해 적절히 배분하고 할당하는 방법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다.

  3GPP2의 IxEV DO(1xEvolved Data Only)는 대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패킷 교환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패킷 서비스

전용 시스템이다(Paul Bender, et al., CDMA/HDR: A bandwidth-efficient high-speed wireless data service for

nomadic users, IEEE Communication Magazine, July 2000). 순방향 링크에서 각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패킷들은 시분할

(time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으로 시간 슬롯 별로 다중화되어 전송된다. 각 시간 슬롯에서 패킷은 항상 기지국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으로 전송된다. 각 사용자는 각 시간 슬롯의 중앙 부분에 삽입되어 전송되는 파일럿 심볼들에 대한

수신 신호대 간섭비를 측정하고, 미리 정해진 전송률 테이블에서 현재 상태에 적절한 전송률을 선택하여 기지국에 보고한

다. 기지국은 각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전송률을 기반으로 전송 패킷에 대한 스케줄링을 수행하고 선택된 슬롯에서 선택된

전송률로 패킷을 전송한다. 서로 다른 심볼 반복 회수, 변조 방식(modulation type), 부호화율(code rate)에 의해 12가지

의 패킷 전송률을 지원한다. 3GPP2의 IxEV DO에서 항상 최대 전력으로 패킷을 전송하기 때문에, 순방향 링크에 대한 전

력 제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최대 전력 사용으로 이미 충분히 채널 상태가 좋은 사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로써 근접

셀의 사용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하나의 고속 패킷 서비스를 위한 기술로 3GPP에서 개발 중인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방

식이 있다(3GPP TS 25.211, TS 25.212, TS 25.213, TS 25.214 Release 5, 2002). HSDPA에서는 시분할(Time-

Division)된 각 슬롯에서 다중 코드에 의해 동시에 여러 사용자를 위한 패킷 전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사용

자는 HSDPA 채널의 수신 전력 강도와 간섭 전력을 측정하여 자신에게 수신 가능한 전송률과 전송 방식을 선정하여 기지

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현재의 수신 신호 품질을 측정하여 보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패킷 전송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다음 패킷 전송에서 동일한 간섭량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간섭량은 동일 셀이나 근접 셀에서 패킷 전송을 위

해 사용한 전송 전력에 따라 다르며, 이는 사용자로부터의 이전 측정 보고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순방향 링크에서 사용 전력과 간섭은 시스템 용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각 사용자에게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지상 셀룰러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송 손실은 d3 또는 d4(여기서, d는 기지국으로부터 사용자까지의 거리)의

거리에 따른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지국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송 손실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상대적

으로 전송 손실이 매우 적은 기지국 근처의 사용자에게 높은 전력으로 전송한다 하더라도 다른 근접 셀의 사용자에게 미치

는 간섭은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다중빔 위성 시스템의 경우, 셀(즉, 빔) 중심과 셀 경계에서의 전송 손실의 차이는 거리

에 지수적으로 비례하지 않고 빔 패턴에 따라 단순히 수 dB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우, 근접 빔으로부터의 강한 신호

는 매우 심각한 간섭을 초래한다.

  또한, 비실시간 패킷 서비스 이외에, 음성 또는 비디오 전송과 같은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특정 시간 내에 패킷이

전달되어야 하는 사용자 서비스 요구 사항(QoS: Quality of Service)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지연에 민감한 서비스에 대해

서 3GPP2의 IxEV DO와 3GPP의 HSDPA 방식은 요구되는 QoS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발달로 사용자들은 수 kbit/s에서부터 수 십 Mbit/s의 다양하면서 동시에 고속 서비

스 전송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특허 "US 6,018,528(System and method for optim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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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al efficiency using time-frequency-code slicing)"에서와 같이 넓은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의 프레임 시간에서의 전송 매체는 주파수대역/시간슬롯, 주파수대역/확산코드, 시간슬롯/확산코드에 의한 2차

원적으로, 또는 주파수대역/시간슬롯/확산코드에 의한 3차원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전송률을 지원하면서

전송 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각 사용자의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분할된 자원 중에서 사용될 자원의 위치

와 양을 결정하는 것은 시스템의 전송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특허 "US 6,018,528"에서는 무선

자원 할당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서로 다른 채널 환경에 처한 각 사용자들에 대해 전송 매

체의 분할된 무선 자원과 전송 전력을 적절히 배분하여, 시스템의 전송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임의의 한정된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다(Jens Znader and Seong-Lyun Kim, Radio Resource Management for

Wireless Networks, Artech House Publisher, 2001).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다양한 전송률 제공과 유연성 있는 무선 자원 배분을

위해 전송 프레임을 주파수슬롯/시간슬롯/확산코드의 3차원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패킷 전송 할당과 각 사용자의 패킷

전송을 위한 무선 자원 할당에 있어 타 패킷 전송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채널 상태에 따라 적정 전송 전력을 할

당하며, 사용자 요구 사항과 채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자원 할당을 한정된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고, 실시간 서비스와 비

실시간 서비스 모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채널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무선 자원이 변화하는 한정된 무선 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전송률을 갖는 패킷 전송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다중 빔 위성을 이용한 셀룰러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적응형 패킷 전송 방

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로부터 근접한 다수의 섹터/빔으로부터 전송되는 각 파일럿 신호에 대해 측정된 평균 수신 강도

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 제1단계; 상기 파일럿 신호의 평균 수신 강도를 바탕으로 근접 섹터/빔과 상기 사용자 단말 사이

의 전송 경로 이득을 추정하는 제2단계; 각 사용자를 위한 패킷 전송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제3단계; 상기 제3단계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된 각 패킷의 전송을 위해 각 사용자에 대해 추정된 상기 전송 경로 이득을 사용하여 최소의

전력이 요구되는 섹터/빔과 전송 프레임의 무선 자원을 선택하고,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 각 사용자에 대해 추정된 상기 전

송 경로 이득을 사용하여 특정 패킷 수신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전력을 할당하는 제4단계; 및 사용 가

능한 무선 자원과 전송 전력이 부족하거나, 할당할 패킷이 있으면 상기 제3단계로 진행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은 적응형 패킷 전송을 위한 다중 빔 위성을 이용한 셀룰러 이동통신시스템에, 사용자 단말로부터 근접한

다수의 섹터/빔으로부터 전송되는 각 파일럿 신호에 대해 측정된 평균 수신 강도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 제1기능; 상기

파일럿 신호의 평균 수신 강도를 바탕으로 근접 섹터/빔과 상기 사용자 단말 사이의 전송 경로 이득을 추정하는 제2기능;

각 사용자를 위한 패킷 전송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제3기능; 상기 제3기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된 각 패킷

의 전송을 위해 각 사용자에 대해 추정된 상기 전송 경로 이득을 사용하여 최소의 전력이 요구되는 섹터/빔과 전송 프레임

의 무선 자원을 선택하고,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 각 사용자에 대해 추정된 상기 전송 경로 이득을 사용하여 특정 패킷 수신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전력을 할당하는 제4기능; 및 사용 가능한 무선 자원과 전송 전력이 부족하거나,

할당할 패킷이 있으면 상기 제3기능으로 진행하는 제5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다중빔(Multibeam) 위성을 이용한 셀룰러 이동위성통신 시스템의 구성예시도이다.

  도면에서, "101"은 지구국, "102"는 다중빔 위성, "103"은 이동국, "104"는 셀, 그리고 "105"는 지상망을 각각 나타낸다.

  다중빔(Multibeam) 위성을 이용한 셀룰러 이동위성통신 시스템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한 지상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다중빔에 의해 서비스 지역이 여러 셀(104)로 분할되어 서비스되고, 각 사용자(이동국)(103)는 사용자(이동

국)(103)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시말해서 사용자(이동국)(103)가 속한 빔을 통해 다중빔 위성(102)

과 통신 링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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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빔 위성(102)은 사용자(이동국)(103)와 지구국(101) 사이의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구국(101)은 지상

망(105)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관문국(gateway)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구국(101)은 중앙 제어국으로써 위성을

통한 사용자 서비스의 연결, 유지, 해제 등의 위성망 제어를 수행한다.

  지상망(105)으로부터의 서비스는 지구국(101)-다중빔 위성(102)-사용자(이동국)(103)로 연결되는 순방향 링크

(forward link)를 통해 사용자에 전달되고, 사용자(이동국)(103)의 신호는 사용자(이동국)(103)-다중빔 위성(102)-지구

국(101)으로 연결되는 역방향 링크(reverse link)를 통해 지구국(101)을 거쳐 지상망(105)으로 연결된다.

  상기 도1의 구성에서 다중빔 위성(102)이 신호처리 및 호 처리 능력을 가진 경우에 다중빔 위성(102)이 중앙 제어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중앙 제어국과 사용자 사이의 정보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될 수 있다.

  다중빔 위성 시스템에서는 중앙 제어국 역할을 지구국(101) 또는 다중빔 위성(102)에서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이하의 설명에서는 구분 없이 패킷 전송 할당을 수행하는 중앙국으로 설명한다.

  도1에서 모든 빔의 신호는, 모든 셀(104)에서 동일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

템에서와 같이, 확산코드에 의한 확산 전송으로 동일한 시스템 대역폭을 공유한다.

  사용자(이동국)(103)에서의 신호 수신 시에 동기 및 복조를 용이하게 하고 각 빔의 신호 구분을 위해 각 빔은 고유한 파

일럿 신호를 전송한다.

  각 빔의 신호는 CDMA 셀룰러 시스템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PN(Pseudo Noise) 스크램블링 (Scrambling) 코드를 사용

하여 전송될 수 있고, 이 경우 각 빔은 동일한 시간과 대역폭에서 동일한 직교 확산코드(Orthogonal Spreading Code)의

집합을 모두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빔의 신호는 모든 빔이 동일한 PN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스크램블

링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직교 확산코드의 집합을 공유할 수 있다.

  각 빔에서 서로 다른 PN 코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PN 코드의 상관성(correlation property)에 따라 빔 신호들 사

이의 간섭이 발생한다. 반대로, 빔간에 동일한 PN 코드와 직교 확산코드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경우, 근접 빔들에서 서로

다른 확산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빔 신호 사이의 간섭은 확산코드의 직교성(Orthogonality)에 의해 최소화 할 수 있으나, 각

빔에서 사용 가능한 확산코드의 수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일 확산코드를 근접하지 않은 빔에서 재사용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전송 할당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시스템 구성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도2는 일반적인 시간/주파수/코드 영역의 3차원으로 구성된 전송 프레임의 일실시예 설명도로서, 순방향 링크에서 패킷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전송 매체를 주파수슬롯/시간슬롯/확산코드의 3차원 영역으로 분할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각 빔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는 일정한 시간 길이를 갖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전송되고, 프레임은 다시 일정 길이의 슬

롯으로 구분된다. 광대역 고속 전송과 다중 경로 페이딩에 대한 대처를 위해 빔 신호는 다중 반송파를 통해 전송되고, 전체

신호는 일정 주파수 대역폭을 갖는 다수의 부반송파들로 구성된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부 반송파들은 일정 수를 그룹화 한 주파수 슬롯으로 구분된다. 또한, 패킷을 구성하는 각 전송 심볼

은 확산코드에 의해 확산 전송된다.

  이와 같이 순방향 링크의 각 프레임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주파수슬롯, 시간 영역에서의 시간슬롯, 코드 영역에서의 확산

코드에 의해 3차원적으로 분할되고, 하나의 주파수슬롯/시간슬롯/확산코드의 조합은 하나의 단위 무선 자원(Radio

Resource Unit, RRU)로 정의된다. 또한, 각 패킷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위 무선 자원을 이용하여 전송된다.

  중앙국의 패킷 전송 할당 알고리즘은 각 패킷 전송을 위한 적절한 단위 무선 자원, 전송 방식과 전송 전력을 설정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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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빔의 파일럿 신호는 프레임 내에서 패킷 전송에 사용되지 않는 다른 부반송파들을 통해 전송될 수 있고, 또는 패킷 전

송에 사용되는 동일한 부반송파에서 주기적으로 삽입될 수 있다. 사용자는 일정 수신 강도 이상을 갖는 빔 파일럿 신호에

대한 수신 전력강도와 수신신호 대 잡음 및 간섭비(Signal-to-Noise-and-Interference Ratio, 이하 신호대 간섭비 또는

SIR)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역방향 링크의 신호를 통해 중앙국에 보고한다.

  중앙국은 보고된 파일럿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용자 패킷 전송을 위해 사용될 빔과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중앙 제어국의 일실시예 구성도로서, 지상의 지구국 또는 위성에서 수행되는 중앙 제어국의기능을

무선 자원할당 측면을 중심으로 도시한 것이다.

  지상망으로부터 발생된 전송 패킷(301)은 중앙 제어국에 도착하여 각 서비스에 해당되는 패킷 큐(queue)(302)에 수집된

다. 여기서, 패킷은 사용자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거나, 망과의 시그널링을 위한 제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패킷 송신부(303)는 패킷 스케줄링과 ARQ(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을 포함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

을 수행한다.

  패킷 전송 할당부(304)는 도착된 패킷들의 전송 순서를 결정하고, 각 패킷들을 위해 빔, 무선 자원, 전송 전력, 전송 방식

을 결정하여 송신기(305)에 전달한다.

  송신기(305)는 패킷 전송 할당 부의 지시에 따라 각 패킷을 선택된 빔, 무선 자원, 전송 전력, 전송 방식을 사용하여 전송

한다. 이때, 송신기(305)는 빔 파일럿 신호와 각 사용자에게 패킷 전송을 알리는 제어 메시지를 함께 전송한다.

  제어 메시지는 패킷 전송과 다른 무선 자원을 사용하여 전송될 수 있고, 패킷의 앞 부분에 첨가되어 전송될 수 있다.

  한편, 수신기(307)는 역방향 링크를 통해 각 사용자 이동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측정 보고 메시지와 이동국으로부터 전송

된 데이터 패킷을 수신한다. 패킷 수신부(306)는 각 이동국의 측정 보고 메시지를 패킷 전송 할당부(304)에 전달하여, 패

킷 전송 할당부가 순방향 링크에서의 패킷 전송 할당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각 사용자에 대한 전송 경로 이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패킷 수신부는 각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대해 데이터 링크 계층 기능을 수행하고, 상위

계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 패킷 큐에 저장되거나, 지상망에 전달된다.

  도4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이동국의 일실시예 구성도로서, 지상의 지구국 또는 위성에서 수행되는 중앙 제어국의 기

능을 사용자 단말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자 단말은 수신기(401)로부터 순방향 링크를 통해 수신되는 프레임에 포함된 파일럿 신호, 제어 메시지, 패킷을 수신

한다.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심볼은 파일럿 측정부(402)로 전달되어 각 빔의 파일럿 수신 강도와 신호대 간섭비를 측정하는데 사

용된다.

  파일럿 측정부(402)는 측정된 자료를 측정 보고 메시지로 변환하여 패킷 송신부(404)로 전달하고, 다시 송신기(405)를

거쳐 전송되어 역방향 링크를 통해 중앙국에 전송한다. 이때, 측정 보고 메시지는 역방향 링크로 전송되는 패킷과 함께 전

송되거나, 별도의 신호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패킷 전송 할당은 각 사용자로부터 보고된 파일럿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측정의 정확성과 신속한 보고

는 시스템의 전송 효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용 전체 대역폭이 채널의 주파수 상관 대역폭(correlation

bandwidth)보다 매우 큰 경우, 수신 신호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frequency-selective fading)을 겪고, 부반송파에 따라

서로 다른 페이딩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파일럿 신호는 주파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페이딩을 겪는 주파수 대역보다 작

은 간격으로 배치되고, 파일럿 측정과 보고는 각 대역의 파일럿 신호마다 구분되어 수행된다. 패킷 전송 할당부는 측정 보

고를 통해 각 사용자에게 적절한 주파수 슬롯을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 대한 적응성은 기지국과

사용자 사이의 왕복 지연 시간이 페이딩의 상관 시간(correlation time)보다 매우 적은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위성 시스템의 경우, 위성과 지상과의 거리로 인해, 큰 전송 지연 시간을 가진다. 지구국이 중앙 제어국의 역할을 수행하

고 정지궤도 위성이 사용될 때, 왕복 전송 지연 시간은 약 0.5초가 된다.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사용 주파수에 따라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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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경로 전파에 의한 페이딩을 겪는 수신 신호의 강도는 빠르게 변화하며, 일반적으로 페이딩 신호의 상관 시간은 위성

시스템의 왕복 전송 지연 시간에 비해 작다. 따라서, 위성 시스템에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과 고속 페이딩(fast fading)에

의한 채널 상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주파수 슬롯을 적응적으로 할당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위

성 시스템의 경우, 각 주파수 슬롯에 속한 부 반송파는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위해 전체 대역폭에 걸쳐 고르게 위치시키고,

파일럿 측정과 보고는 대역 전반에 걸쳐 평균화된 값을 이용한다.

  한편, 본 발명에서 제시되는 패킷 전송 할당은, 매 프레임 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각 프레임에서 전송될 패킷들에

대한 전송 할당을 최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할당 문제를 패킷 전송 우선 순위 결정, 무선 자원

및 전송 방식 선택, 전송 전력 할당의 3개의 서브 문제로 분할하여 각 서브 문제에서 최적화를 수행한다.

  또한, 본 발명의 패킷 전송 할당에 있어서, 실시간 서비스의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을 위해 특정 무선 자원을 예약

하여 사용하는 예약 할당(reserved allocation) 방식과, 비실시간 서비스의 통계적 다중화를 위한 공유 할당(shared

allocation) 방식의 2가지 방식을 포함한다. 서비스는 데이터의 특성, 요구 QoS, 트래픽 종류 등에 따라 여러 등급(class)

으로 나뉘고, 서비스의 초기 성립 시에 각 서비스에 대한 등급이 결정된다.

  패킷 전송 할당 알고리즘은 각 서비스의 실시간성에 따라 예약 할당 방식과 공유 할당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사용하도록

결정한다. 예약 할당 방식으로 분류된 서비스는 공유 할당 방식으로 분류된 서비스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

  먼저, 예약 할달 방식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약 할당 방식으로 전송 할당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초기 서비스 성립 시에 서비스가 요구하는 전송률에 따

라 사용될 단위 무선 자원의 수가 결정되고, 이미 다른 예약 방식 서비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무선 자원들 중에서 요구 수만

큼 선택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발생된 패킷은 미리 예약 할당된 무선 자원을 사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일정 이상의 전송

률과 일정 이하의 전송 지연 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가변 비트율을 갖는 서비스의 경우, 트래픽 변화에 따라 예약된 양 이상 또는 이하의 자원이 요구될 수 있다. 예약된 양 이

상의 자원이 요구될 경우 추가 패킷 전송은 공유 할당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약 할당 방식의 서비스가 추가 자원 요구

로 공유 할당 방식의 자원을 지나치게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패킷 전송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서, 추가 전송 패킷의

서비스 등급은 본래의 서비스 등급보다 낮추어진 우선 순위를 갖도록 한다. 예약된 양 이하의 자원이 사용된 경우, 현 프레

임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원이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고, 다음 프레임에서는 다시 본래의 예약 할당 방식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자원 예약 사용은, 회선 교환 방식의 자원 사용과 비교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회선 교환 방식의 경우, 서비스 성립 시에 할당된 자원은 배타적으로 사용되나, 본 발명에서의 예약 할당 방식은 트래픽

이 적을 경우에는 타 서비스를 위해 예약 자원이 활용될 수 있으며, 추가 사용 또한 우선 순위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예약 할당 방식은 서비스를 위해 일정량의 자원 사용을 보장하지만 타 서비스의 사용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예약 할당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채널 상태가 열악해질 경우, 해당 서비스가 요구하는 패킷 수신 품질을 만족시

키기 위해서 해당 패킷을 전송하는데 더 많은 전력이 할당된다. 만약, 해당 빔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이 패킷 수신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전력보다 적을 경우에는, 낮은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식, 즉 낮은 차수의 변조 방식과 낮은 부호

화율의 부호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요구되는 전송 전력을 낮춘다. 반대로 채널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더 적은 전력을

할당함으로써, 잉여 전력은 타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유 할당 방식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유 할당 방식으로 전송 할당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초기 서비스 성립시에 어떠한 무선 자원도 예약되지 않

고, 패킷 전송 시마다 현 프레임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원 중 일부를 할당하여 전송하도록 한다. 이때, 사용되지 않은 자원

은 예약 할당 방식의 서비스를 위해 할당된 자원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원을 포함한다.

  공유 할당 방식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원도 예약되지 않으므로, 각 서비스를 위해 할당되는 전송률은 실질적으

로 서비스 패킷의 전송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전송 우선 순위가 높은 서비스는 더 많은 무선 자원을 사용할 수 있

고, 우선 순위가 낮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원 사용의 기회를 갖는다. 전송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규칙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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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송 우선 순위가 각 서비스의 등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서비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서비스는 높은 전송률이 제공되고

낮은 등급의 서비스는 낮은 전송률이 제공된다. 또한, 채널 상태가 좋은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사용자의 파일럿

측정 보고를 바탕으로 파일럿 SIR이 큰 사용자에게 우선 순위가 높게 선정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채널 상태가 좋은 사용자

의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은 자원 할당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채널 상태가 좋은 사용자는 높은 전송률을, 채널 상태가

열악한 사용자는 낮은 전송률을 얻게 된다.

  패킷 전송 지연에 대한 QoS를 고려하는 경우, 패킷 전송 큐에서 QoS 만족을 위해 허용되는 최대 전송 지연 시간에 근접

한 대기 패킷에 전송 우선 순위를 높게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빔에서 사용 가능한 무선 자원은 부족하나 잉여 전력이 존재할 경우, 채널 상태가 좋은 사용자에게 높은 전송

률을 갖는 전송 방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고속 전송률을 제공할 수 있고, 고속 전송률에 의한 무선 자원의 사용으로 사용

되지 않는 여분의 무선 자원을 얻을 수 있고 여분의 무선 자원은 추가 패킷 전송에 활용함으로써 빔 전송률을 높인다. 이러

한 경우로는 많은 양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채널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예가 될 수 있으며, 채널 상태가 좋은 사용자에게 고

속 전송 방식을 사용하여 전체 빔 전송률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사용 가능한 무선 자원은 존재하지만 전력이 부족할 경우,

패킷 수신을 위해 요구되는 전력을 낮추기 위해 낮은 전송률의 전송 방식을 사용하여 할당한다.

  이와 같이, 공유 할당 방식은 서비스 등급, 채널 상태, 패킷 전송 지연 등에 따른 전송 우선 순위 결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의 적응형 자원 할당을 수행하고, 채널 상태와 자원 사용율에 따라 적응형 전송 방식에 의한 할당을 수행한다.

  한편, 빔 파일럿 보고와 전송 경로 이득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초기 형성을 위해 또는 서비스 중에 무선 자원 할당을 위해, 모든 사용자 단말은 수신 가능한 빔 파일럿 신호의 수

신 전력과 SIR을 측정하고 이를 중앙국에 보고한다.

  서비스 초기 형성 시에 중앙국은 사용자로부터 보고된 파일럿 SIR을 바탕으로 각 사용자를 위한 소속 빔(primary beam)

과 후보 빔(secondary beam)을 선정한다.

  소속 빔과 후보 빔은 해당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활성 빔 집합(active beam set)으로 정의된다. 소속 빔은 가장 강한 파일

럿 SIR을 갖는 빔이 되고, 후보 빔은 빔 파일럿 SIR이 소속 빔의 파일럿 SIR에 대해 일정 비율 크기 이상인 빔들로 선정된

다. 즉, 어떤 사용자 u의 소속 빔은 하기 [수학식 1]의 조건을 만족하는 빔이다.

  

수학식 1

  여기서, 은 사용자 u로부터 보고된 빔 b의 파일럿 수신 SIR을 나타낸다.

  또한, 후보 빔은 하기 [수학식 2]의 조건을 만족하는 빔들의 집합이다.

  

수학식 2

  여기서, 는 사용자 u의 소속 빔에 대한 파일럿 수신 SIR이고, 는 활성 빔 집합 선정을 위해 사용된 파일럿

SIR 임계값 ( <1)이다. 따라서, 사용자 의 활성 집합 은 하기 [수학식 3]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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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 형성된 후, 중앙국에서의 무선 자원 할당을 위해 사용자는 소속 빔과 후보 빔에 대한 파일럿 수신 전력을 주기

적으로 측정하여 보고한다. 또한, 사용자 이동성을 고려하여, 무선 자원 할당을 위한 파일럿 수신 강도 보고 이외에 주기적

으로 파일럿 SIR을 보고한다. 서비스 중에 보고된 파일럿 SIR은 서비스 초기 형성 시에 소속 빔과 후보 빔의 선택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용자를 위한 소속 빔과 후보 빔의 갱신을 위해 사용된다.

  중앙국은 사용자로부터 보고된 소속 빔과 후보 빔에 대한 파일럿 수신 전력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각 빔 사이의 전송 경로

이득(path gain)을 추정하고, 이를 무선 자원 할당에 이용한다. 중앙국은 각 빔의 파일럿 전송을 위해 사용된 전송 전력을

알고 있으므로, 어떤 사용자 u에 대해 각 빔의 전송 경로 이득 을 하기 [수학식 4]와 같이 추정한다.

  

수학식 4

  여기서, 은 빔 b의 파일럿 전송 전력, 은 사용자 u로부터 보고된 빔 b의 파일럿 수신 전력을 각각 나타낸 것

이다.

  전송 경로 이득은 전송 경로 링크 상의 전송 손실, 페이딩, 위성 안테나 이득, 사용자 단말의 안테나 이득 등이 포함된 값

이며, 한 프레임 시간 또는 수 프레임 시간에 걸쳐 평균화된 값이다.

  사용자 u의 측정 보고는 활성 빔 집합 에 속하지 않은 빔에 대한 파일럿 수신 전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국은 활성 빔 집합에 속하지 않은 빔에 대한 전송 경로 이득은 소속 빔의 추정 전송 경로 이득으로부터 하기 [수학식

5]와 같이 추정한다.

  

수학식 5

  여기서, 는 사용자 u의 소속 빔에 대한 추정 전송 경로 이득, 는 활성 집합에 속하지 않은 빔의 전송 경로 이득

추정을 위한 파라미터(예를 들면, =1)이다.

  사용자가 보고한 파일럿 SIR과 수신 전력 강도는 적어도 한 프레임 시간 이상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채널 상의 고속 페이

딩 효과는 평균화된다. 따라서, 추정된 전송 경로 이득은 전송 경로 손실과 페이딩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패킷 전송 순위 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패킷 전송 할당 알고리즘은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의 패킷들에 대해 먼저 할당을 수행하고, 예약 자원 이상으로 요구되는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의 패킷과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의 패킷들에 대한 전송 할당을 수행한다. 또한, ARQ(Automatic

Repeat Request) 기능에 의해 재전송 되어야 할 패킷은 새로이 전송되는 패킷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가장 먼

저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들의 재전송 패킷들에 대한 전송 할당을 수행하고,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들의 새 전송 패킷, 공

유 할당 방식 서비스들의 재전송 패킷, 예약 할당 방식의 추가 전송 패킷과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들의 새 전송 패킷의 순

으로 전송 할당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 순서는 시스템 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예약 할당 방식 서

비스가 주로 실시간 서비스라는 점으로 고려해볼 때,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에서 재전송 패킷은 없을 수도 있다.

  전송 큐에 대기하고 있는 패킷들의 전송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각 패킷의 우선 순위 값은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사용자 u를 위한 패킷 k의 우선 순위값 는(여기서,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사용자에게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되

는 것으로 고려한다) 하기 [수학식 6]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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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

  여기서, 는 사용자 u의 서비스 등급, 은 사용자 u의 소속 빔의 파일럿 신호에 대한 수신 SIR, 은 사용자 u

의 소속 빔의 파일럿 신호에 대한 수신 SIR 의 평균, 는 현재 프레임의 시간, 그리고 은 QoS 만족을 위해 패킷

k가 전송되어야 할 최대 전송 시점이고, 지수 a1, a2, a3, a4는 임의의 양의 실수 값으로 패킷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각 항

목에 대한 의존도를 조절하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예로써, a1=1, a2=0, a3=0, a4=0인 경우 전송 우선 순위는 서비스 등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a1=0, a2=1, a3=0, a4=0

인 경우는 해당 사용자로부터 보고된 파일럿 SIR에 따라 결정되고, 채널 상태가 좋은 사용자를 위한 패킷이 높은 우선 순

위를 갖는다. a1=0, a2=1, a3=1, a4=0인 경우는 각 사용자의 채널 상태가 좋아져 평균 파일럿 SIR에 대해 현 시점의 파일

럿 SIR이 큰 사용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a1=0, a2=0, a3=0, a4=1인 경우는 패킷 전송 지연 시간 만을 고려하는 것으

로, 각 서비스가 요구하는 패킷 전송 지연 시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달되어야 할 최대 허용 시간(deadline)에 가까워진 패

킷이 높은 우선 순위 값을 갖도록 한다. 또한, a1=1, a2=2, a3=2, a4=1인 경우는 서비스 등급, 채널 상태, 전송 지연 시간

을 함께 고려하나, 채널 상태에 더 높은 비율을 두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패킷 전송 우선 순위 값을 결정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과 채널 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패킷 스케줄링 기

법을 구현할 수 있다.

  각 서비스 패킷에 대해 우선 순위가 계산되면, 하기 [수학식 7]과 같이 가장 큰 순위 값을 갖는 패킷 (u * ,k * )에 대해 우

선적으로 전송 할당을 수행한다.

  

수학식 7

  다음 과정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된 각 패킷에 대해 사용될 무선 자원을 선택한다. 이때, 시스템 용량 또는 처리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패킷 전송을 위해 가장 최소의 전력이 요구되는 빔, 주파수슬롯, 시간슬롯, 확산코드를 찾는다. 사용자

가 처한 채널 상태와 간섭 상황을 근거로 최소 전력이 요구되는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동일한 슬롯에서 전송되는 패킷들

사이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따라서 한정된 전력과 자원으로 가장 많은 패킷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무선 자원 선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사용자로부터의 전송 심볼당 수신 신호대 간섭비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표

현한다.

  사용자 u에 대해 빔 b의 주파수슬롯 "s", 시간슬롯 "l", 확산코드 "m"으로 이루어지는 단위 무선 자원 (b,s,l,m)을 이용하

여 패킷을 전송할 때, 사용자에서의 심볼당 평균 수신 신호대 간섭비 는 하기 [수학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8

  여기서, V는 단위 무선 자원 집합, SF는 심볼 확산률, p (b,s,l,m) 은 단위 무선 자원 (b,s,l,m)에 할당된 전송 전력(여기서,

p (b,s,l,m) ≥0), 는 빔 b로부터 사용자 u 사이의 전송 경로 이득(여기서, g b,u <1), I b,u,(s,l) 은 주파수/시간슬롯 (s,l)에

서 빔 b로부터 사용자 u로 수신되는 간섭, Z b,u,(s,l) 은 주파수/시간슬롯 (s,l)에서 빔 b 이외의 타 빔으로부터 사용자 u로수

신되는 간섭, 그리고 N noise 는 수신 배경 잡음 전력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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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볼 확산률(SF : spreading factor)은 하나의 변조된 심볼을 직교 확산코드에 의해 확산하여 전송할 때 사용되는 칩 수

로 확산 이득을 의미한다. 즉, 변조 심볼 전송률이 R s 이고, 확산 후의 칩 전송률이 R c 이면, SF=R c /R s 의 관계를 갖는

다. 동일 빔 간섭 I b,u,(s,l) 은 동일 빔 b에서 동일 주파수슬롯과 시간슬롯에서 다른 확산코드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패킷들

로부터 발생되는 간섭이고, 타 빔 간섭 Z b,u,(s,l) 은 빔 b 이외의 빔에서 동일 주파수슬롯과 시간슬롯에서 전송되는 타 패킷

들에 의해 발생되는 간섭이다. 동일 빔 간섭과 타 빔 간섭은 하기 [수학식 9], [수학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9

  

수학식 10

  여기서, B는 다중 빔의 집합, V (b,s,l) 은 빔 b의 주파수슬롯/시간슬롯 (s,l)에 속하는 단위 무선 자원의 집합, 그리고 는

간섭 인자(여기서, x=1,2,3)를 각각 나타낸다.

  상기 [수학식 9]와 [수학식 10]에서 어떤 단위 무선 자원 (b', s', l', m')에서 실질적인 패킷 전송이 없을 경우에는 p

(b',s',l',m') =0이다. [수학식 9]와 [수학식 10]에서 간섭 인자 , ,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시스템 구성에 대한 설명에서, 확산코드 사용 측면으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스템 구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하나는 다

중빔들에서 서로 다른 PN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고, 각 빔 내에서 직교 확산코드에 의해 동일 슬롯에서 전송되는 신호

를 구분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모든 빔에서 동일 PN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면서 빔들 사이에 직교 확산코드를 공

유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에 대하여 위 식의 동일 빔 또는 타 빔 간섭에 있어서 서로 다른 간섭 인자가 고려된다. 원리 상으로는 직교 확산

코드는 코드간에 직교성으로 인하여 간섭이 없으나, 실제 채널 상에서 신호의 다중 경로 전파에 의해 서로 다른 코드 사이

의 직교성은 상실될 수 있다.

  빔간 서로 다른 PN 코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동일 빔 간섭은 직교 확산코드의 직교성 상실 정도에 따라 발생하고,

타 빔 간섭은 직교성이 없는 PN 스크램블링 코드로 인하여 대부분의 타 빔 신호는 간섭을 일으킨다. 직교 코드 사이의 간

섭 인자를 라 하고, PN 코드 사이의 간섭 인자를 라 하면, 간섭인자는 하기 [수학식 11]과 같이 된다.

  

수학식 11

  빔간 직교 코드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경우, 동일 빔 간섭과 타 빔 간섭 모두 직교 확산코드의 직교성 상실 정도에 따라 발

생한다. 타 빔에서 동일 확산코드를 재사용 하는 경우, 확산코드에 의한 확산 이득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가 된다. 따

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간섭 인자는 하기 [수학식 12]와 같이 정리된다.

  

수학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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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동일 코드 간섭 인자로 의 값을, 서로 다른 PN 코드 사용에 의한 간섭 인자로 의 값이 적용된다.

직교 코드 간섭 인자로는 채널의 다중 경로 전파 특성에 따라 설정되며, 인 경우 다중 경로 전파로 평균 5%의 상호

간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사용자 u의 서비스가 요구하는 특정 패킷 수신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예를들면, 패킷 오류 확률 < 0.1) 심볼당 수신 신

호대 간섭비는 특정 임계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를 만족하기 위해 상기 [수학식 8]에서 단위 무선

자원에서 사용되어야 할 최소 전송 전력은 하기 [수학식 13]과 같이 된다.

  

수학식 13

  여기서, 는 사용자 u에 대하여 단위 무선 자원 (b,s,l,m)을 이용하였을 때, 전송 이득 대 간섭 비(Gain-to-

Interference Ratio, GIR)로 하기 [수학식 14]와 같이 정의한다.

  

수학식 14

  상기 [수학식 13]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용자의 패킷 전송을 위한 최적의 단위 무선 자원은, 주어진 요구

신호대 간섭비 및 확산률에 대해 GIR이 최대가 되는 단위 무선 자원이다. 따라서, 각 사용자 패킷에 대해 다음의 과정을 수

행하여 패킷 전송에 사용할 무선 자원을 선택한다.

  먼저, 선택된 패킷 전송을 위해 요구되는 단위 무선 자원의 수를 결정한다. 각 패킷의 서비스 특징과 패킷이 포함하고 있

는 데이터에 따라 패킷 길이는 다를 수 있으며, 길이 bit의 패킷에 대해 요구되는 단위 자원의 수 는 하기 [수학

식 15]와 같이 결정된다.

  

수학식 15

  여기서, L basic 는 하나의 단위 무선 자원에서 기본 전송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전송될 수 있는 비트 수이고, 는 y보

다 크거나 같은 최소 정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단위 자원의 수만큼 하기 [수학식 16]과 같이 최대 GIR를 갖는 단위 무선 자원을 선택한다.

  

수학식 16

  상기 [수학식 16]의 GIR 계산에서 하기 [수학식 17]과 같이 각 빔에 대한 전송 경로 이득으로 [수학식 4]와 [수학식 5]

에서와 같이 추정된 전송 경로 이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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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7

  여기서,

  ,

  

  이고, Bb는 빔 b의 근접 빔 집합을 각각 나타낸다.

  각 패킷 전송에 대해, 모든 빔의 단위 무선 자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활

성 빔 집합으로 자원 선택 범위를 제한하거나(즉, ), 더 적은 계산량을 위해 사용자의 소속 빔으로만 제한할 수 있

다(즉, ). 또한, 각 단위 무선 자원에 대한 GIR 계산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간섭 빔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

고려되고 있는 빔의 주위에 있는 근접 빔들로(B b ) 간섭 빔의 범위를 제한한다. 예로써, 빔에 의해 형성되는 서비스 셀을

육각형 셀로 고려할 때, 근접 빔은 해당 빔의 주위에 있는 6개의 빔이 된다. 실질적으로 타 빔 간섭량에서 근접 빔으로부터

의 간섭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타당성을 갖는다.

  [수학식 16]에 의한 단위 무선 자원 선택에서 타 패킷 전송 또는 동일한 패킷 전송을 위해 이미 선택된 무선 자원은 제외

된다. 또한, 빔간 직교 코드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경우, 동일한 주파수슬롯과 시간슬롯에서 근접 빔들 사이에 동일한 직교

확산코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기 [수학식 18]의 조건을 만족하는 단위 무선 자원 만을 선택할 수 있

다.

  

수학식 18

  여기서 는

  

  로 정의되는 동일 코드를 사용하는 타 빔으로부터의 간섭을 의미한다.

  상기 조건 식은 전체 간섭량에서 동일 코드에 의한 타 빔 간섭량이 특정 비율이하가 될 때에만 동일 코드를 재사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음은 전송 전력 할당에 대하여 설명한다.

  각 패킷 전송을 위해 사용할 단위 무선 자원들이 선택되면, 실질적인 전송을 위해 각 단위 무선 자원에서 필요한 전송 전

력을 계산한다. 전송 전력은 패킷 전송 사이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결국 시스템의 전송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요구 패킷 수

신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최소의 전력을 사용한다. 적절한 전송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Jeans Zander

and S. L. Kim, Radio Resource Management for Wireless Networks, Artech House Publisher, 2001"에서와 같이

CDMA 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각 사용자의 전송 전력 제어를 위해 제안된 DPCA (Distributed Power Control

Algorithm)와 유사한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전송 전력 할당 방식은 DPCA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나, 선행 기술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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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방법은 역방향 링크에서 각 사용자가 자신의 전송 전력을 기지국의 전력 제어 명령에 따라 조절한다. 기지국은 현재

수신된 각 사용자 신호에 대한 수신 SIR을 측정하여 다음 시간에서의 각 사용자의 전력을 조절하기 위한 명령을 각 사용자

에게 전달하고, 사용자는 전력 제어 명령에 따라 자신의 전송 전력을 조절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순방향 링크에서 각

패킷의 전송 전력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용자가 자신의 전력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국이 필요한 전송 전력

을 계산한다. 선행 기술의 경우 각 사용자의 전송 전력이 적절한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지국과 사용자 사이의 전력제

어 폐쇄루프의 수 회 또는 수 십 회 이상의 반복 동작을 요구하고, 따라서 적절한 전송 전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지국과 사용자 사이의 왕복 지연 시간의 수 또는 수십 배에 해당되는 시간을 요구한다. 또한, 채널의 전송 경로 이득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 폐쇄루프 전력제어는 수렴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중앙국 자신이 각 사용자에 대한 전송

전력 계산을 위해 내부적으로 반복 계산함으로써 즉각적인 제어가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동일 주파수슬롯과 시간슬롯을 사용하는 단위 무선 자원들을 이용하는 패킷 전송에 대해, 각각의 단위 무선 자원에서의

전력은 하기 [수학식 19]와 같이 반복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수학식 19

For n = 1, 2,...,N
itr
-1

  

  여기서, N itr 은 반복 회수, V (s,l) 은 주파수 슬롯/시간 슬롯 (s,l)에 속하는 단위 무선 자원들의 집합, 그리고,

  ,

  ,

  

  이다.

  상기 방법은 초기 전력 값과 관계없이 반복 회수 10회 이내로 충분한 수렴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상기의 전력 할당은 동일한 주파수슬롯과 시간슬롯에 속한 모든 빔의 단위 무선 자원들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주파수슬

롯 또는 시간슬롯이 다른 단위 무선 자원들에서 전송되는 패킷은 상호 간섭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다른 슬롯에서의 패킷

전송은 또 다른 슬롯에서의 요구 전송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 빔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 슬롯인 경우에

는 패킷 상호 간에 간섭을 미치며, 따라서 동일 슬롯에서 어떤 하나의 단위 무선 자원을 위한 전송 전력이 변화하면, 동일

슬롯에서의 다른 전송을 위해 요구되는 전송 전력은 수신 품질 만족을 위해 변화되어야 한다.

  빔의 총 전송 전력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상기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 전송 전력의 합이 각 빔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빔의 동일 시간슬롯에서 사용된 모든 전송 전력의 합이 빔의 최대 전송 전력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할당이 이루어진다. 즉, 각 빔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이 pmax라 하면, 어떤 빔 b의 시간 슬롯 l에서의 할당

된 모든 전송 전력의 합은 하기 [수학식 20]의 조건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학식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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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V (b,l) 은 빔 b의 시간 슬롯 l에 속하는 단위 무선 자원 집합이다.

  다음으로, 전송 방식의 선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 패킷 전송에 있어 적응형 전송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식이 선택될 수 있다.

  각 전송 방식은 M-ary PSK 또는 M-ary QAM 변조 방식과 다양한 부호화 율(code rate)을 갖는 부호화 방식의 조합으

로 이루어진다.

  하기 [표 1]은 전송 방식 순위를 나타내었다.

  

표 1.

 전송 방식  전송률  요구 심볼 SNR  요구 비트 SNR  예

MCS Rmax  높음  높음  높음  64-QAM

.

.

.

.

.

.

.

.

.

.

.

.

.

.

.

MCS Rbasic  중간  중간  낮음  QPSK

.

.

.

.

.

.

.

.

.

.

.

.

.

.

.

MCS Rmin  낮음  낮음  낮음  QPSK-4SR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전송 방식을 상기 [표 1]에서와 같이 전송률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상기 [표 1]에서 전송률은 동일한 심볼 전송률을 사용할 때 전송될 수 있는 비트 전송률을 의미하고, 요구 심볼 SNR은

동일한 특정 비트오율(BER)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수신 심볼당 신호대 잡음비(SNR: Signal-to-Noise Ratio)를,

요구 비트 SNR은 동일한 특정 비트오율(BER)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수신 비트당 신호대 잡음비를 의미한다.

  전송 방식 중에서 가장 낮은 요구 비트 SNR을 갖는 전송 방식을 기본 전송 방식으로 사용하고, 상기 [표 1]에서 MCS

Rbasic 이 기본 전송 방식이 된다. 가장 낮은 요구 비트 SNR을 갖는 전송 방식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전송

률을 갖는 전송 방식이 기본 방식이 된다.

  상기 [표 1]에서 전송 방식 MCS Rmax 은 상대적으로 높은 심볼 SNR을 요구함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서 패킷 전송에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되나 높은 전송률을 지원할 수 있다. 반대로 전송 방식 MCS Rmin 은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이 요구되나 낮

은 전송률을 갖는다. 예로써, 변조 방식에 대해 64-QAM, 16-QAM, QPSK, QPSK-2SR, QPSK-4SR의 순으로 전송 방식

을 선정할 수 있다. 여기서, QPSK-2SR와 QPSK-4SR는 동일한 QPSK 변조 심볼을 2번 또는 4번 반복하여 전송하는 것

을 의미한다. 심볼 반복으로 비트당 사용된 에너지를 높임으로써 동일한 BER을 얻기 위해 더 낮은 SNR을 요구하고, 따라

서 비트 전송률은 낮아지나 사용 전력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전송 방식은 채널 상태가 열악하고 사용 가능한 전력이 부족

할 경우 전송률을 낮추는 대신에 전력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다음으로, 패킷 전송 할당 과정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기술한 패킷 전송 할당 방법에 의해, 중앙국의 패킷 전송 할당부는 매 프레임에서의 패킷 전송을 위해 다음의 과정

에 따라 전송 할당을 수행한다.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전송 할당 과정을 나타낸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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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각 사용자로부터 보고된 파일럿 SIR에 대한 측정 보고를 바탕으로 각 사용자를 위한 활성 빔 집합을 갱신한다

(501). 그리고, 보고된 파일럿 신호의 수신 강도를 바탕으로 각 사용자에 대한 전송 경로 이득을 갱신한다(502). 여기서,

활성 빔 집합과 전송 경로 이득 갱신의 주기는 측정 보고 주기와 일치하며, 갱신은 수 프레임을 주기로 일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서비스의 전송 큐의 헤더에 있는 패킷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503). 우선 순위는 먼저 다음의 4그

룹으로 나뉘어 선정된다.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의 재전송 패킷들이 대해 먼저 우선권을 갖고, 해당 재전송 패킷이 없을 경

우에는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의 새로운 전송 패킷들이, 다음으로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의 재전송 패킷들이, 다음으로 예

약 할당 방식 서비스의 추가 전송 패킷과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의 새 전송 패킷들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리고, 동일 그룹

에 대한 패킷들은 [수학식 6]에 의해 전송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수학식 7]에 의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갖는 패킷이

선택된다. 또한, 패킷 전송 우선 순위 설정에 있어서, 현 프레임에서 해당 무선 자원 할당이 실패한 서비스에 속하는 패킷

은 제외된다.

  다음으로, 패킷 우선 순위 설정 과정에서 할당할 패킷이 있는지를 판단하여(504) 선택된 패킷이 있으면 각 패킷을 위한

무선 자원 할당이 이루어지고, 할당될 패킷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프레임에서의 패킷 전송 할당 과정은 중단된다.

  선택된 패킷을 위한 무선 자원 할당은 단위 무선 자원(RRU)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 진다.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에 대한

패킷은 예약 할당 방식에 의해(506), 예약 자원 이상의 추가 전송 패킷과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의 패킷인 경우에는 공유

할당 방식에 의해 할당이 이루어진다(510).

  패킷 전송할당이 성공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전송 큐에서, 할당된 전송량에 해당되는 패킷을 제거한다(509). 패킷 전송

할당이 실패한 경우에, 예약 할당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현 프레임에서 해당 서비스의 예약 할당 시도를 금지시키고 남아

있는 패킷은 차후 공유 할당 방식에 의해 시도된다(508). 공유 할당 방식에 의한 패킷 전송 할당이 실패하면, 현 프레임에

서 해당 서비스를 위한 패킷 전송 할당은 더 이상 시도되지 않도록 한다(512). 이러한 패킷 전송 할당은 현 프레임에서 할

당할 패킷이 없을 때까지 반복된다.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예약 할당 방식에 의한 패킷 전송 할당 과정을 나타낸 일실시예 흐름도로서, 하나의 예약 RRU를

할당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해당 패킷의 전송 방식 선정을 위한 MCS 차수를 선정한다(601). 현 프레임에서 해당 패킷의 서비스에 대한 첫 할

당인 경우에는 기본 전송 방식이 되고, 그 이후의 할당에 대해서는 첫 할당에서 선정된 MCS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

는 현 프레임에서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모든 패킷 전송은 동일한 MCS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한 RRU

에서 다른 전송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 수신기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선택된 패킷의 서비스를 위해 예약되어 있는 RRU 중에서 [수학식 16]에 따라 최대 GIR을 갖고 이미 할당되지

않은 RRU를 선택한다(602). 해당되는 RRU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해당 서비스를 위한 예약 RRU가 모두 사용된 경우

에는 해당 서비스를 위한 예약 할당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서비스의 남은 패킷들을 위한 할당은 공유 할당 방식

에 의해 시도된다.

  다음으로, 해당 RRU가 존재하는가를 판단하여(603), 최대 GIR을 갖는 해당 RRU가 존재하면, 선택된 RRU의 전송 전력

을 포함하여 동일한 주파수슬롯/시간슬롯에 속하고 이미 할당된 RRU에서의 전송 전력을 [수학식 19]의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설정한다(604).

  선택된 RRU에서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동일 시간 슬롯에서 다른 RRU을 위한 할당된 전송 전력의 합이 각 빔의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605).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이 만족되면 해당 RRU에서의 전송 할당을 확정한다

(610). 선택 RRU에서의 전송 할당으로 동일 슬롯에서 이미 할당된 다른 RRU의 전송 전력은 전송 전력 할당 알고리즘에

의해 변화된다. 따라서, 전송 할당 확정 과정은 동일 슬롯에서의 할당 전송 전력 변화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전송 할당

확정 이후에는 상기 도5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선택된 RRU에서 요구되는 전송 전력을 낮추기 위해 MCS 차수를 감

소시킨다(607). 이때, 해당 서비스를 위해 현 프레임에서 이미 다른 RRU가 사용되었다면, 해당 서비스를 위해 동일한

MCS를 사용하기 위해서 MCS 차수 감소에 의한 할당 시도는 수행되지 않고, 현 프레임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선택된

RRU에서의 할당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612), 도5의 과정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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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현 프레임에서 해당 서비스를 위한 첫 할당이라면, 현 프레임에서 해당 서비

스를 위해 사용할 전송 방식의 전송률을 낮추기 위해 MCS 차수를 감소시키고 전송 전력 할당을 수행한다(608). MCS 차

수 감소는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된다. 그리고,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여(609), 최

대 전력 제한 조건이 만족되면 해당 서비스를 위한 현 프레임에서의 사용 MCS 차수를 포함하여 선택된 RRU에서의 전송

할당을 확정하고(610), 도5의 과정으로 복귀한다.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최저 MCS 차수인지를 판단하여

(611) 최저 MCS 차수에서도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위한 예약 할당 시도를 실패한 것으

로 간주하고(612), 도5의 과정으로 복귀한다.

  도7은 본 발명에 따른 공유 할당 방식에 의한 무선 자원 할당 과정을 나타낸 일실시예 흐름도로서, 하나의 RRU를 할당하

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도6의 경우와 같이 해당 패킷의 전송 방식 선정을 위한 MCS 차수를 선정한다(701). 현 프레임에서 해당 패킷의 서

비스에 대한 첫 할당인 경우에는 기본 전송 방식이 되고, 그 이후의 할당에 대해서는 첫 할당에서 선정된 MCS 방식을 동일

하게 사용한다.

  다음으로, 현 프레임에서 사용 가능한 RRU 중에서 [수학식 16]에 따라 최대 GIR을 갖는 하나의 RRU를 선택한다(702).

  다음으로, 해당 RRU가 존재하는가를 판단하여(703), 해당 RRU가 존재하면, 선택된 RRU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동일

한 주파수슬롯/시간슬롯에 속하고 이미 할당된 RRU에서의 전송 전력을 [수학식 19]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설정한다

(704). 각 빔의 해당 시간 슬롯에서 설정된 전송 전력이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여(705), 만족하면 선

택된 RRU를 포함하여 전송 전력 변화가 있는 RRU에서의 전송 할당을 확정하고(712), 도5의 과정으로 복귀한다.

  상기 판단결과,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의 전송 할당이 첫 시도라면 MCS 차수 감소

에 의한 할당이 시도된다(707).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미 할당된 RRU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를 위한 추가 할당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711), 도5의 과정으로 복귀한다.

  최대 GIR을 갖는 RRU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RRU 확보를 위해 고속 전송률에 의한 자원 할당을 수행한다. 이를 위

해 먼저, 현 프레임에서 이미 사용된 RRU중 최고 차수의 MCS가 아니면서 최대 GIR를 갖는 RRU를 찾는다(713). 해당되

는 RRU가 존재하지 않으면 현재 할당되어야 할 패킷이 속한 서비스에 대한 할당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719), 도5의

과정으로 복귀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RRU가 존재하면, RRU가 속한 해당 서비스의 MCS 차수를 높이고(잠정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RRU를 재조정한다(715). MCS 차수의 증가로 사용되지 않은 RRU가 존재하는가를 판단하여(714)

MCS 차수의 증가로 사용되지 않은 RRU가 존재할 때까지 MCS 차수를 증가시키고, 최대 GIR를 갖는 서비스의 MCS 차수

가 최대 차수에 이를 때까지 사용 가능한 RRU가 발생되지 않으면 현재 패킷이 속한 서비스에 대한 할당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719), 도5의 과정으로 복귀한다.

  MCS 차수 증가로 사용 가능한 RRU가 발생하면 해당 RRU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MCS 차수가 조정된 RRU에 대한 전

송 전력 할당을 수행한다(717).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판단하여(718),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이 만족되면, 해

당 RRU에서의 현 패킷 전송을 위한 할당과 MCS차수가 조정된 RRU에서의 할당을 확정하고(712), 도5로 복귀한다. 최대

전력 제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 패킷의 서비스를 위한 할당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719), 도5의 과정으

로 복귀한다.

  다중빔에서 동일한 확산코드 집합을 공유하는 시스템의 경우, 도7의 최대 GIR을 갖는 RRU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학

식 18]의 동일 확산코드 재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추가 확인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GIR을 갖는 RRU에서 동

일 확산코드 재사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RRU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본 발명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순방향 링크의 전송 프레임을 주파수대역/시간슬롯/확산코드로 3차원적으로 분할하여 각 사용자 패킷 전송을 위해

공유되도록 하고, 각 사용자의 채널 상태에 따라 시스템 전송률을 최대화 하도록 분할된 무선 자원을 선택하는 방식을 제

공한다.

  또한, 선택된 무선 자원을 이용한 각 패킷 전송에 대해, 각 사용자의 채널 상태에 따라 사용자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면서

시스템 전송률을 최대화 하는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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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용자 요구 사항과 채널 상태에 따른 적절한 무선 자원 할당을 한정된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전송할 패킷들

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 및 스케줄링, 각 패킷 전송을 위한 무선 자원의 선택,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 및 전송 방

식의 할당으로 분할된 과정에 의해 수행하는 패킷 전송 할당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임의의 무선 자원을 예약 사용하는 방법과 비실시간 서비스를 위해 무선 자원을 공유

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동시에 지원하는 패킷 전송 할당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한정된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채널 상태 및 트래픽 변화에 따라 저속에서 고속의 다양한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패킷 전송 할당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중빔 위성 시스템에서 순방향 링크를 주 대상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무선

자원 할당 방법은 역방향 링크뿐만 아니라 지상 셀룰러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다중빔 위성통신시스템에서 다중빔 간섭을 최소화하고 고속 전송률을 갖는 패킷 전송 서비

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일 주파수 대역을 모든 빔에서 재사용하는 다중빔 위성시스템에서의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로부터 근접한 다수의 섹터/빔으로부터 전송되는 각 파일럿 신호에 대해 측정된 평균 수신 강도를 주기적으

로 보고 받는 제1단계;

  상기 파일럿 신호의 평균 수신 강도를 바탕으로 근접 섹터/빔과 상기 사용자 단말 사이의 전송 경로 이득을 추정하는 제2

단계;

  각 사용자를 위한 패킷 전송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제3단계;

  상기 제3단계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된 각 패킷의 전송을 위해 각 사용자에 대해 추정된 상기 전송 경로 이득

을 사용하여 최소의 전력이 요구되는 섹터/빔과 전송 프레임의 무선 자원을 선택하고,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 각 사용자에

대해 추정된 상기 전송 경로 이득을 사용하여 특정 패킷 수신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전력을 할당하는

제4단계; 및

  사용 가능한 무선 자원과 전송 전력이 부족하거나, 할당할 패킷이 있으면 상기 제3단계로 진행하는 제5단계

  를 포함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524378

- 18 -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근접한 다수의 섹터/빔은,

  해당 파일럿 신호의 평균 수신 신호대 총 간섭비가 최대인 섹터/빔인 소속 섹터/소속 빔과 최대 파일럿 신호대 총 간섭비

에 1보다 작은 일정 비율을 곱한 값보다 파일럿 신호대 총 간섭비가 크거나 같은 파일럿 신호에 해당되는 섹터/빔으로 구

성되는 활성 섹터 집합/활성 빔 집합에 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각 파일럿 신호 전송을 위해 사용된 전송 전력과 사용자 단말이 보고한 각 파일럿 신호의 평균 수신 전력의 비를 이용하

여 사용자와 근접 섹터/빔 사이의 전송 경로 이득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은,

  일정 시간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분할되고, 각 프레임은 시간 영역으로 하나 이상의 시간슬롯으로 분할되거나, 각 프레임

에서 전송되는 신호는 다중 반송파를 통하여 전송되고, 주파수슬롯은 일정 수의 부반송파들을 구성되어, 주파수 영역으로

하나 이상의 주파수슬롯으로 분할되거나, 각 프레임에서 전송되는 신호는 확산코드를 사용한 확산 전송으로 확산코드 영

역으로 하나 이상의 확산코드로 분할되거나, 상기 프레임의 분할 방법 중 2가지 또는 3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분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형 패킷 전송 과정의 각 사용자를 위한 패킷 전송은,

  서비스 요구 사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서비스 등급으로 분류되고, 각 서비스는 서비스 요구 사항에 따라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 또는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 중 하나가 되고, 매 전송 프레임에서의 무선 자원 할당에서,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에

속한 패킷 전송을 위해서는 서비스 초기 성립 시에 해당 서비스를 위해 미리 예약된 무선 자원을 사용하고, 미리 예약된 무

선 자원 이외에 또 다른 전송이 요구될 경우에 초과되는 패킷 전송에 대해서는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를 위한 할당 방식에

의해 추가 무선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매 전송 프레임에서의 무선 자원 할당에서,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에 속한 패킷

전송과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에서 초과 발생한 패킷 전송을 위해서는 매 프레임 마다 각 패킷 전송을 위해 사용할 무선 자

원을 선택하고, 선택될 수 있는 무선 자원은 현 프레임에서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예약 무선 자원을

포함하여 사용되지 않은 무선 자원을 범위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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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서 각 패킷의 우선 순위 값은 하기 [수학식]에 의해 계산되고, 순위 값이 큰 순서대로 해당 패

킷 전송을 위한 무선 자원 할당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수학식]

  

  여기서, 는 사용자 u의 서비스 등급, 은 사용자 u의 소속 빔의 파일럿 신호에 대한 수신 SIR(Signal-to-

Interference Ratio), 은 사용자 u의 소속 빔의 파일럿 신호에 대한 수신 SIR(Signal-to-Interference Ratio)의 평

균, 는 현재 프레임의 시간, 그리고 은 QoS 만족을 위해 패킷 k가 전송되어야 할 최대 전송 시점이고, 지수

a1, a2, a3, a4는 임의의 양의 실수 값으로 패킷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각 항목에 대한 의존도를 조절하기 위한 파라미터

이다.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우선 순위 결정은,

  전송 우선 순위 값 계산의 서비스 등급에 대해 상기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가 상기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보다 큰 값을 갖

고, 상기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에서 예약된 무선 자원을 이용한 패킷 전송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패킷에 대해서는

상기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와 대등한 서비스 등급을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우선 순위 결정은,

  전송 우선 순위 값 계산의 서비스 등급에 대해,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의 재전송 패킷이 가장 큰 서비스 등급 값을 갖고,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의 새로운 전송 패킷,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의 재전송 패킷,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의 새로운 전송

패킷의 순서로 큰 서비스 등급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은,

  각 패킷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며 하기 [수학식]에 의해 정의되는 이득대 간섭비(Gain-to-Interference Ratio, GIR)이

최대가 되는 무선 자원이 선택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수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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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

  Bb는 빔 b의 근접 빔 집합을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은,

  선택 무선 자원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GIR이 계산되는 무선 자원은 상기 활성 섹터 집합/활성 빔 집합에 속한 섹터/빔의

무선 자원 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르게는 소속 섹터/소속 빔의 무선 자원 만으로 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의 GIR 계산은,

  각 무선 자원의 GIR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 간섭을 일으키는 섹터/빔의 범위를 고려되고 있는 무선 자원이 속한 근접

섹터/빔으로 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은,

  섹터/빔들에서 동일 직교 확산코드를 공유하는 경우, 하기 [수학식]의 직교 코드 재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무선 자원을 선

택 범위로 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수학식]

  

  여기서,

  는 로 정의되는 동일 코드를 사용하는 타 빔으로부터의 간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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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전력은,

  하기 [수학식]의 전력 할당 방법에 의해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수학식]

  For n = 1, 2,...,Nitr-1

  

  여기서,

  Nitr은 반복 회수,

  V(s,l)은 주파수 슬롯/시간 슬롯 (s,l)에 속하는 단위 무선 자원들의 집합,

  ,

  ,

  

  이다.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은,

  전송 방식이 변조 방식과 부호화 방식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 이상의 전송 방식 중 하나이고, 무선 자원 할당에 있

어서, 소정의 경우에는 상기 전송 방식 중 하나를 기본 전송 방식으로 하여 사용하고, 사용 가능한 무선 자원은 존재하나

기본 전송 방식으로는 사용 가능한 전력이 부족한 경우, 선택된 패킷의 전송을 위해 전송률이 낮은 전송 방식을 사용하고,

사용 가능한 무선 자원은 부족하나 사용 가능한 전력이 존재할 경우, 상기 GIR이 가장 큰 사용자를 위해서 전송률이 높은

전송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여 여분의 무선 자원을 얻고, 여분의 무선 자원에서 선택된 패킷이 전송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등록특허 10-0524378

- 22 -



  주기적으로 각 사용자로부터 보고된 파일럿 SIR에 대한 측정 보고를 바탕으로 각 사용자를 위한 활성 빔 집합을 갱신하

고, 보고된 파일럿 신호의 수신 강도를 바탕으로 각 사용자에 대한 전송 경로 이득을 갱신하는 제6단계;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의 재전송 패킷들의 그룹,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의 새로운 전송 패킷들의 그룹, 공유 할당 방식 서

비스의 재전송 패킷들의 그룹, 예약 할당 방식 서비스의 추가 전송 패킷과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의 새로운 전송 패킷들의

그룹 순서로 패킷 전송 우선 순위 값을 부여하고, 현 프레임에서 무선 자원 할당 시도가 실패한 서비스에 속하는 패킷을 제

외하고, 동일 그룹에 속한 패킷들에 대해서는 하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우선 순위 값을 계산하고, 가장 큰 우선 순위 값을

갖는 패킷을 선정하는 제7단계;

  선정된 패킷이 없는 경우 현재 프레임에서의 무선 자원 할당 과정은 중단하고, 선정된 패킷이 있고 예약 할당 방식을 위

한 패킷인 경우, 예약 할당 방식에 의한 무선 자원 할당 방법에 따라 선정된 패킷의 전송을 위한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제8

단계;

  선정된 패킷이 있고 예약 무선 자원 이상의 추가 전송을 요구하는 패킷이거나 공유 할당 방식 서비스의 패킷인 경우, 공

유 할당 방식에 의한 무선 자원 할당 방법에 따라 선정된 패킷의 전송을 위한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제9단계;

  무선 자원 할당이 성공한 경우, 할당된 전송량에 해당되는 패킷을 이후 할당에서 제외시키고, 상기 제7단계로 진행하는

제10단계;

  예약 할당 방식에 의한 무선 자원 할당이 실패한 경우, 현재 프레임에서 해당 서비스를 위한 무선 자원 할당은 더 이상 시

도되지 않도록 하고, 상기 제7단계로 진행하는 제11단계; 및

  공유 할당 방식에 의한 무선 자원 할당이 실패한 경우, 현재 프레임에서 해당 서비스를 위한 무선 자원 할당은 더 이상 시

도되지 않도록 하고, 상기 제7단계로 진행하는 제12단계

  를 포함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수학식]

  

  여기서, 는 사용자 u의 서비스 등급, 은 사용자 u의 소속 빔의 파일럿 신호에 대한 수신 SIR, 은 사용자 u

의 소속 빔의 파일럿 신호에 대한 수신 SIR 의 평균, 는 현재 프레임의 시간, 그리고 은 QoS 만족을 위해 패킷

k가 전송되어야 할 최대 전송 시점이고, 지수 a, b, c, d는 임의의 양의 실수 값으로 패킷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각 항목에

대한 의존도를 조절하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9단계는,

  현재 프레임에서 선정된 패킷이 속한 서비스에 대한 처음 시도되는 할당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전송 방식 선정을 기

본 전송 방식으로 하고, 현재 프레임에서 선정된 패킷이 속한 서비스에 대한 패킷 전송 할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

존 할당에서 선정된 전송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제13단계;

  선정된 패킷의 서비스를 위해 예약되어 있는 무선 자원 중에서 최대 GIR을 갖고 이미 할당되지 않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

는 제14단계;

등록특허 10-0524378

- 23 -



  해당되는 무선 자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선정된 패킷에 대한 예약 할당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

해 할당되지 않은 패킷들은 이후의 공유 할당 방식에 의한 무선 자원 할당에 따라 시도되도록 하는 제15단계;

  해당되는 무선 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선택된 무선 자원과 동일한 슬롯에

속하고 이미 할당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설정하는 제16단계;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동일 시간 슬롯에 속한 다른 무선 자원을 위해 할당된 전송 전력의 합이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이하가 되는 가를 검사하는 제17단계;

  최대 전력 이하가 되면, 선택된 무선 자원과 동일한 슬롯에 속한 기존 할당들에 대한 전송 전력 변화를 포함하여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 선정된 패킷의 전송을 위한 무선 자원 할당을 확정하는 제18단계;

  최대 전력을 초과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해 현 프레임에서 이미 다른 무선 자원이 할당되었다면, 해당 서비스를 위한 현

재 프레임에서의 이후 무선 자원 할당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19단계;

  최대 전력을 초과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해 현 프레임에서 처음 시도되는 할당인 경우, 현재 프레임에서 해당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전송 방식으로 낮은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식을 잠정적으로 고려하고,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선택된 무선 자원과 동일한 슬롯에 속하고 이미 할당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설정하는 제20단계;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동일 시간 슬롯에 속한 다른 무선 자원을 위해 할당된 전송 전력의 합이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이하가 되는 가를 검사하고, 최대 전력 이하가 되거나, 사용 가능한 최저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식

으로 무선 자원 할당을 시도할 때까지 상기 제20단계로 진행하는 제21단계;

  상기 제21단계 최대 전력 이하가 되면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선정된 전송 방식 및 전송 전력 그리고 선택된 무선 자원

과 동일한 슬롯에 속하고 이미 할당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확정하는 제22단계; 및

  상기 제21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최저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식에 대해서도 최대 전력 이하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

스를 위한 현재 프레임에서의 이후 무선 자원 할당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23단계

  를 포함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17.

  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0단계는,

  현재 프레임에서 선정된 패킷이 속한 서비스에 대한 처음 시도되는 할당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전송 방식 선정을 기

본 전송 방식으로 하고, 현재 프레임에서 선정된 패킷이 속한 서비스에 대한 패킷 전송 할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

존 할당에서 선정된 전송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제24단계;

  현재 프레임에서 사용 가능한 무선 자원 중에서 최대 GIR을 갖고 이미 할당되지 않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는 제25단계;

  해당 무선 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동일한 슬롯에 속하는 이미 할당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설정하는 제26단계;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동일 시간 슬롯에 속한 다른 무선 자원을 위해 할당된 전송 전력의 합이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이하가 되는 가를 검사하는 제27단계;

  최대 전력 이하가 되면, 선택된 무선 자원과 동일한 슬롯에 속한 기존 할당들에 대한 전송 전력 변화를 포함하여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 선정된 패킷의 전송을 위한 무선 자원 할당을 확정하는 제28단계;

등록특허 10-0524378

- 24 -



  최대 전력을 초과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해 현 프레임에서 이미 다른 무선 자원이 할당되었다면, 해당 서비스를 위한 현

재 프레임에서의 이후 무선 자원 할당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29단계;

  최대 전력을 초과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해 현 프레임에서 처음 시도되는 할당인 경우, 현재 프레임에서 해당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전송 방식으로 낮은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식을 잠정적으로 고려하고,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선택된 무선 자원과 동일한 슬롯에 속하고 이미 할당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설정하는 제30단계;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동일 시간 슬롯에 속한 다른 무선 자원을 위해 할당된 전송 전력의 합이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이하가 되는 가를 검사하고, 최대 전력 이하가 되거나, 사용 가능한 최저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식

으로 무선 자원 할당을 시도할 때까지 상기 제30단계로 진행하는 제31단계;

  상기 제31단계에서 최대 전력 이하가 되면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선정된 전송 방식 및 전송 전력 그리고 선택된 무선

자원과 동일한 슬롯에 속하고 이미 할당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확정하는 제32단계;

  상기 제31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최저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식에 대해서도 최대 전력 이하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

스를 위한 현재 프레임에서의 이후 무선 자원 할당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33단계;

  상기 제25단계에서 해당 무선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재 프레임에서 이미 할당된 무선 자원에서 최대 GIR을 갖고

사용 가능한 최고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선정하는 제34단계;

  해당되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재 프레임에서 선정된 패킷이 속하는 서비스에 대한 할당은 더 이상 시도되지

않도록 하는 제35단계;

  해당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전송 방식으로 전송률이 높은 전송 방식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해

당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무선 자원을 재조정하고, 사용되지 않는 무선 자원이 존재하거나 최고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

식을 사용할 때까지 이전보다 전송률이 높은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제36단계;

  상기 제36단계에서 최고 전송률을 갖는 전송 방식을 사용할 때까지 사용되지 않는 무선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재

선택된 패킷이 속한 서비스에 대해 현재 프레임에서 더 이상의 할당은 시도되지 않도록 하는 제37단계;

  상기 제36단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무선 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무선 자원에서 현재 선택된 패킷 전송을 위한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전송 방식이 조절된 기존 할당에 대한 전송 전력을 설정하는 제38단계;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동일 시간 슬롯에 속한 다른 무선 자원을 위해 할당된 전송 전력의 합이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이하가 되는 것과, 전송 방식이 조절된 무선 자원에서의 전송 전력을 포함하여 동일 시간 슬롯에 속

한 다른 무선 자원을 위해 할당된 전송 전력의 합이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이하가 되는 가를 검사하는 제39단계;

  최대 전력 이하가 되는 경우,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의 패킷 전송 할당과, 전송 방식이 조절된 무선 자원에서의 패킷 전송

할당을 확정하는 제40단계;

  최대 전력 이하가 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제36단계로 진행하는 제41단계

  를 포함하는 적응형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18.

  적응형 패킷 전송을 위한 동일 주파수 대역을 모든 빔에서 재사용하는 다중빔 위성시스템에,

  사용자 단말로부터 근접한 다수의 섹터/빔으로부터 전송되는 각 파일럿 신호에 대해 측정된 평균 수신 강도를 주기적으

로 보고 받는 제1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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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파일럿 신호의 평균 수신 강도를 바탕으로 근접 섹터/빔과 상기 사용자 단말 사이의 전송 경로 이득을 추정하는 제2

기능;

  각 사용자를 위한 패킷 전송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제3기능;

  상기 제3기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된 각 패킷의 전송을 위해 각 사용자에 대해 추정된 상기 전송 경로 이득

을 사용하여 최소의 전력이 요구되는 섹터/빔과 전송 프레임의 무선 자원을 선택하고, 선택된 무선 자원에서 각 사용자에

대해 추정된 상기 전송 경로 이득을 사용하여 특정 패킷 수신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전력을 할당하는

제4기능; 및

  사용 가능한 무선 자원과 전송 전력이 부족하거나, 할당할 패킷이 있으면 상기 제3기능으로 진행하는 제5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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