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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품질 정보의전송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변조를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방식의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비동기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통신 시스템에서 시간분할 채널정보 전송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복수의 부반송파들을 복수의 이동 단말들에게 할당하여 서비

스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OFDM) 통신 시스템에서 전체 부반송파들은 적어도 하나의 부반송파를 포함하는 복수의

부반송파 그룹들로 분류된다. 이동 단말들은 부반송파 그룹들 각각에 대한 채널품질 정보를 결정하고, 상기 채널품질 정보

를 미리 정해진 전송 파라미터들에 따라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간에 중첩하지 않도록 해당하는 전송시점에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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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은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채널품질 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부반송파들을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에게 동적으로 할당하며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을 위한 변조 방식들을 결정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전송해야 하는

채널정보의 양을 줄여 역방향 시그널링의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OFDM, CPICH, HS-PDSCH, HS-PDCCH, CQI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형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변조를 위한 기지국과 사용자 단말 간의 시그널링 전송 절차

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비동기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품질 값을 전송하는 HS-DPCCH의 프레임 구조.

도 3은 단말이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는 타이밍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OFDM 시스템의 송신기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OFDM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 내부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CQI 전송을 위한 단말 장치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CQI 수신을 위한 기지국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CQI 생성기의 상세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N개의 병렬 부반송파들을 포함하는 j번째 그룹의 채널전력을 기하평균 모델링하여 j번째 그룹의 그룹전력을 구하

는 기하평균 모델링 기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채널정보 전송의 타이밍도.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채널정보로서의 CQI 전송의 일 예.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CQI 전송을 위한 수신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CQI 전송을 위한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CQI 정보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동적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의 결정

방식에 대한 일 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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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변조를 사용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OFDM) 방식의 통신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채널정보 전송방법과 비동기 부

호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통신 시스템에서 시간분할 채널정보 전송방식을 사용하기 위

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중 반송파를 사용하는 OFDM 방식은 전체 대역을 여러 개의 부반송파로 나누어 각 부반송파 별로 채널 정보를 전송하므

로 전송 주기가 증가한다. 따라서 심볼간 간섭에 강하고 낮은 구현도를 갖는 고속의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목 받고 있다. OFDM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사용자 단말에 의한 다중접속(Multiple Access)을 위해 동적채널 할당 및 적

응변조를 사용한다. 상기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변조는 사용자 단말들의 채널품질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사용자들의 무선

채널 사용을 스케줄링하여 부반송파를 적절히 할당하고, 각 부반송파 별로 정해진 에러율을 만족시키는 가장 고차의 변조

방식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OFDM 시스템에서는 같은 부반송파를 사용하는 사용자 단말들 간의 채널 특성이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 단

말들이 모두 딥페이딩에 빠질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반송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변조 방식은 특히 OFDM 시스템에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도 1은 전형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변조를 위한 기지국과 사용자 단말 간의 시그널링 전송 절차

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변조를 지원하는 기지국(110)과 동적채널 할당에 의해 할당받은 채

널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120)을 나타내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기지국(110)으로부터 단말(120)로의 하향링크가 설정되면(102), 기지국(110)은 동적채널 할당을

위한 각종 파라미터들, 즉 전송 주기 값 등을 시그널링을 통해 단말에게 알려준다.(104) 단말(120)은 기지국(110)으로부

터 수신된 신호의 채널품질 값을 미리 정해진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값을 상기 전송 주기에 따라 정해진 전

송시간에 기지국(110)으로 보고한다.(106)

여기에서는 단지 하나의 단말(120)만을 나타내었지만, 기지국(110)에 의해 점유되는 셀 내의 모든 단말들은 유사한 동작

을 수행하므로, 기지국(110)은 각 단말의 모든 부반송파에 대한 채널품질 값들을 모두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단말들로부

터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이 완료되면, 기지국(110)은 수집한 전체 채널품질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단말들로의 데이터 전

송을 스케줄링하여 각 단말에게 할당할 채널과 변조 방식을 결정한다. 기지국(110)은 스케줄링 동작을 완료한 후 상기 스

케줄링 결과를 시그널링을 통해 단말(120)로 전송하는 한편 순방향 트래픽 채널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전송한다. 단말

은 상기 스케줄링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할당된 채널의 데이터를 해당 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복원한다.

기지국에서 일정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적채널 할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말들이 전체 부반송

파의 채널품질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역방향 시그널링의 큰 오버헤드로 작용한다. 종래의 OFDM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하여 전체 부반송파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채널품질 값을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그룹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채널 상황 및 시스템 파라미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며 여

전히 어느 정도의 오버헤드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 변조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채널품

질 정보의 전송을 위한 역방향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반송파 그룹을 할당하고 채널품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

하기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직교주파수 분할 다

중접속(OFDM) 방식을 사용하면서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변조를 위해 시간분할 채널 전송을 수행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다

중접속을 위해 동적채널 할당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채널품질 정보(CQI)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접속(OFDM) 방식을 사용하면서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변조를 위해 시간분

할 채널 전송을 수행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품질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역방향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OFDM 방식을 사용하는 비동기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채널에서 시

분할 전송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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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복수의 부반송파들을 복수의 이동 단말들에게 할당

하여 서비스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OFDM)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에 의해 채널품질 정보를 보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부 반송파 그룹이 코히런스 대역에 속하도록 그룹개수 NG와 피드백 주기 k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NG와 k에 따라 전체 부반송파들을 적어도 하나의 부반송파를 포함하는 복수의 부반송파 그룹들로 분류하는

과정과,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에 대한 채널품질 값들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NG와 k를 고려하여 정해지는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별 채널 품질 값들의 전송시간 간격 Nspacing에 따라서, 상기 채널

품질 값들을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 간에 중첩하지 않도록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복수의 부반송파들을 적어도 하나의 부반송파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부반송파 그룹들로 분류하

여 서비스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OFDM)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의 부 반송파 그룹이 코히런스 대역에 속하도록 그룹개수 NG와 피드백 주기 k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NG와 k에 따

라 전체 부반송파들을 적어도 하나의 부반송파를 포함하는 복수의 부반송파 그룹들로 분류하고, 상기 해당하는 전송시점

에서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채널품질 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부반송파 그룹들을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에게 동적으로 할당하며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을 위한 변조 방식들을 결정하는 기지국과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 각각에 대한 채널품질 값들을 결정하고, 상기 NG와 k를 고려하여 정해지는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별

채널 품질 값들의 전송시간 간격 Nspacing에 따라서, 상기 채널품질 값들을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 간에 중첩하지 않도록

전송하는 복수의 이동 단말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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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술되는 본 발명은 OFDM 시스템의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변조를 위해 채널품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즉, 본 발명은 동적채널할당 및 적응변조를 사용하는 OFDM 방식의 통신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

고, 비동기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시간분할 방식에 따라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들

을 결정한다.

비동기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에서는 고속 데이터 패킷 전송(High Speed Data Packet Access:

HSDPA) 순방향 채널에 OFDM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전형적인 비동기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채널품

질 정보의 정의 및 전송 타이밍과 관련 파라미터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비동기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은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체 대역에 걸쳐 확산시켜 전송하기 때문에 전 대역의

채널에 대한 하나의 채널품질 값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채널품질 값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단말은 기지국과의 사이에

시그널링을 통해 재전송 응답 회수, 채널품질 값의 피드백(feedback) 주기, 채널품질 값의 반복 전송 회수, 전력 옵셋 등의

제어 정보를 미리 획득한다. 통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단말은, HS-DPCCH(High Speed Dedicated Control Channe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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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채널품질 값들을 주기적으로 전송하면서, 전체 HS-SCCH(High Speed Shared Control Channel)을 계속해서 모니

터 하고 있다가 데이터 수신에 필요한 제어정보를 찾아내면, 상기 제어 정보를 바탕으로 순방향 HS-PDSCH(High Speed

Packet Data Shared Channel)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신한다.

도 2는 비동기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품질 값을 전송하는 HS-DPCCH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HS-DPCCH는 10ms 길이의 라디오 프레임들(204)로 구성되며, 각 라디오프레임(204)은 2ms 길

이인 5개의 HS-DPCCH 서브프레임들 #0 내지 #4(202)로 나누어진다. 각 서브프레임(202)은 복합 자동재전송(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H-ARQ)의 응답(Acknowledge 또는 Non-acknowledge)을 운반하는 2560칩 길이의 1 타

임슬롯 구간과, 채널품질 지시자(Channel Quality Indicator: CQI)를 5120칩 길이의 2 타임슬롯 구간을 포함한다.

도 3은 단말이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는 타이밍을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에서는 역방향 DPCH(Dedicated Physical

Channel)(206)와 역방향 HS-DPCCH(210) 및 HS-PDSCH(208)의 타이밍을 도시하였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CQI 값을 운반하는 HS-DPCCH(210)의 프레임은 해당 연관된 역방향 DPCH(206) 프레임의 시작

으로부터 m배의 256칩(m*256) 이후에서 시작한다. 상기 m 값은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1

여기서 상기 TTx_diff는 역방향 DPCH(206)와 HS-PDSCH(208)간 전송 시점의 차이를 칩 단위로 나타낸 값이다. 단말에

서의 처리(Processing) 지연에 해당하는 HS-PDSCH(208)과 역방향 HS-PDCCH(210)간 전송 시점의 차이는 τUEP라 표

기하였으며 이는 대략 19200 칩이 된다.

CQI 값이 전송되는 HS-DPCCH(210)의 정확한 시작 타이밍은, 관련된 역방향 DPCH(206)의 시작 프레임(도 3의 경우 슬

롯 #0)으로부터 하기 <수학식 2>를 만족하는 i개의 타임슬롯 뒤(도 3의 경우 슬롯 #11)이 된다.

수학식 2

여기서 CFN(Connection Frame Number)은 DPCH(206)의 접속 프레임 번호이며 n은 상기 <수학식 1>에 의해 정의되는

m과 같은 값을 가지는 타이밍 옵셋이다. 또한 CQI 값은 HS-DPCCH(210)의 시작 프레임으로부터 (N_cqi_transmit-1)

회 만큼 반복해서 전송된다. 상기 N_cqi_transmit은 상위 계층으로부터 제공받는 파라미터이다.

단말이 CQI 값을 전송하는 것은, 상기 CQI 값 또는 그 이하의 CQI 값에 해당하는 전송 블록(Transport Block: TB) 크기

와 변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도 단일 채널 전송의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 PER)이 정해진 임계값을 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HS-DPCCH 프레임에 실리는 CQI 값은 5 비트로 구성되어, 단말과 기지국은 가능한 CQI 값들과

단말의 종류에 따라 전송 블록 크기, HS-PDSCH 의 코드 개수, 변조 방식 등의 매핑 정보를 저장하는 동일한 매핑 테이블

을 각각 구비한다.

상기 매핑 테이블은, 부가백색 가우시안잡음(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 환경에서 단일 전송 패킷 에러율

성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라 HS-DPSCH의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에 대해 CQI와 PER을 만족

하는 전송 블록 크기와 코드 개수 및 변조 방식 등으로 정해진다.

HS-DPSCH의 채널 전력은 기지국으로부터 전송하는 공통 파일럿 채널(Common Pilot Channel: CPICH)의 전력에 소정

전력옵셋을 더하여 구해지므로, 하기 <수학식 3>과 같다.

수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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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Γ는 CPICH 와 HS-DPSCH 전력 차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서 상위계층 시그널링에 의해 전달된다. 또한 상

기 Δ는 감소 가능한 채널 전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상기 구해진 HS-DPSCH 전력에 해당하는 전송 블록 크기가 단

말의 최대 지원크기보다 클 때, 단말은 지원 가능한 최대의 전송 블록 크기와 변조 방식으로 전송하면서 상기 Δ만큼의 채

널 전력을 줄이더라도 요구된 패킷 에러율을 만족시킬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OFDM 시스템의 송신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K개의 사용자 단말

들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를 N개의 부반송파들에 실어 전송하는 송신기 구조를 도시하였다. 상기 N개의 부반송파들은 K개

의 부반송파 그룹들로 분류되어 각각 K개의 사용자 단말들에게 할당된다. 여기서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은 적어도 하나의

부반송파를 포함하며 상기 N은 상기 K보다 크거나 같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K개의 단말들로부터 피드백된 K개의 CQI 값들은 기지국과 단말들 간의 각 채널들의 채널품질을

나타내는 채널정보로서 사용자 채널정보 메모리(314)에 저장되었다가 부반송파 할당기(sub-carrier allocator)(316)와

비트 할당기(bit allocator)(318)로 전달된다. 상기 부반송파 할당기(316)는 상기 CQI 값들을 참조하여 전체 부반송파 그

룹들을 K명의 사용자 단말들에게 할당한다.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의 할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비트 할당기(318)는 K개의 사용자 단말들 각각의 CQI값들과 부반송파 할당기(316)에 의한 부반송파 그룹 할당정보

를 참조하여 비트를 할당한다. 구체적으로 비트 할당기(318)는 각 사용자 단말에 대해 사용할 변조 방식과 변조심볼에 매

핑될 비트들의 위치 등을 결정한다. 상기 부반송파 할당기(316)의 부반송파 그룹 할당정보와 상기 비트 할당기(318)의 비

트 할당정보는 제어신호 발생기(control signal generator)(302)와 적응 변조기(adaptive modulator)(304)로 출력된다.

제어신호 발생기(302)는 부반송파 할당기(316)의 부반송파 그룹 할당정보와 비트 할당기(318)의 비트 할당정보에 따라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주파수 선택기(frequency selector)(306)로 제공한다. 또한 적응 변조기(304)는 비트 할당기(318)

의 비트 할당정보를 참조하여 K개의 사용자 단말들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를 적응적 변조한다.

상기 주파수 선택기(306)는 제어신호 발생기(302)의 제어신호와 적응 변조기(304)로부터의 변조된 데이터 신호를 각각

적절한 주파수, 즉 부반송파에 매핑한다. 이때 상기 주파수 선택기(306)는 한 그룹 내의 부반송파를 한 사용자에게 할당하

며, 한 그룹 내의 부반송파는 동일한 비트 할당정보를 갖는다. 주파수 선택기(306)의 출력은 역고속 푸리에 변환기(IFFT: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IFFT'라 칭하기로 한다)(308)에 입력되어 N-포인트(N-point) IFFT를 수행한

후 병렬/직렬 변환기(parallel to serial converter)(310)로 전달된다.

병렬/직렬 변환기(310)로는 상기 IFFT(308)의 출력뿐만 아니라 주기적 프리픽스(Cyclic Prefix: CP)가 입력된다. 상기

CP는 보호구간(guard interval)동안 송신되는 알려진 신호로서, 상기 보호구간은 이전 OFDM 심볼시간에 송신한 OFDM

심볼과 현재 OFDM 심볼시간에 송신할 현재 OFDM 심볼 간에 간섭(interference)을 제거하기 위해서 삽입되는 것이다.

상기 보호구간은 시간영역의 OFDM 심볼의 마지막 일정 비트들을 복사하여 유효 OFDM 심볼에 삽입하는 프리픽스 방식

이나 혹은 시간영역의 OFDM 심볼의 처음 일정 비트들을 복사하여 유효 OFDM 심볼에 삽입하는 포스트픽스 방식으로 사

용될 수 있다.

상기 병렬/직렬 변환기(310)는 IFFT(308)에서 출력된 신호와 상기 CP를 직렬 변환한한 후 무선 주파수 변환 처리하여(도

시하지 않음) 안테나(312)를 통해 송신한다.

여기서, 무선 주파수 처리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병렬/직렬 변환기(310)에서 출력된 신호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igital to analog converter)로 입력되고, 디지털/아

날로그 변환기는 병렬/직렬 변환기(310)에서 출력된 신호를 아날로그 변환한 후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 이하

'RF'라 칭하기로 한다) 처리기(processor)로 출력한다. 여기서, RF 처리기는 필터(filter)와 전처리기(front end unit)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서 출력한 신호를 실제 에어(air)상에서 전송 가능하도록 RF 처리한 후 안테나

(antenna)(312)로 전달한다.

상기 도 4에서는 OFDM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 내부 구조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5를 참조하여 OFDM 통신 시스템

의 수신기 내부 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OFDM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 내부 구

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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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먼저 도 4의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는 다중경로 채널(multipath channel)을 겪고 잡음이 가

산된 형태로 사용자 단말의 수신 안테나(Rx antenna)(402)를 통해서 수신된다. 상기 수신 안테나(402)를 통해 수신된 신

호는 RF 처리기(도시하지 않음)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도시하지 않음)를 거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직렬/병렬

변환기(404)의 입력으로 들어간다.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404)는 상기 디지털 신호를 입력하여 병렬 변환한 후 보호구간

에 해당하는 CP 신호를 제외한 나머지 신호들을 고속푸리에 변환기(FFT: Fast Fourier Transform，이하 'FFT'라 칭하

기로 한다)(406)로 출력한다.

상기 FFT(406)는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404)에서 출력한 신호에 대해 N-포인트 FFT를 수행한 후 주파수 분배기(408)

로 출력한다. 상기 주파수 분배기(408)는 상기 FFT(406)의 출력신호에서 제어신호가 매핑된 부반송파의 신호는 제어신호

처리기(410)로 전달하고, 사용자 데이터가 매핑된 부반송파의 신호는 부반송파 선택 및 적응 복조기(412)로 전달한다. 부

반송파 선택 및 적응 복조기(412)는, 제어신호 처리기(410)에서 얻은 부반송파 그룹 할당정보 및 비트 할당정보를 이용하

여, 주파수 분배기(408)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의 복조를 수행하고 원하는 특정 사용자 데이터를 추출한다.

상기 부반송파 선택 및 적응 복조기(412)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지국에서 송신한 신호들은 부반송파 그룹 할당정보에 따라 해당 사용자 데이터를 각 부반송파 그룹으로 전송하기 때문

에 특정 사용자 단말의 부반송파 선택 및 적응 복조기(412)는 상기 제어신호 처리기(410)에서 출력한 부반송파 그룹 할당

정보 및 비트 할당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특정 사용자에게 할당된 부반송파 그룹을 선택하고, 비트 할당정보에 상응하는 복

조 방식으로 복조하여 상기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를 복호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송신기 및 수신기 구조에서, 각 부반송파 그룹에 대한 CQI 값을 한번에 생성하여 버퍼에 저장하고 또한

동시에 전송하게 되면 역방향 링크에서 CQI 값들의 동시 전송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이하 설명하는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복수의 부반송파들에 대한 CQI 값들을 시간대별로 분산하여 전송함으로써 역방향 오버헤드를

감소시킨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될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Γ는 CPICH와 HS-DPSCH 간의 전력옵셋이고, Δ는 기준전력(Reference Power) 조정치이고 NG는 적어도 하나의 부반송

파들을 포함하는 부반송파 그룹들의 개수이고 Nspacing은 부반송파 그룹들의 CQI 값들을 전송하는 서브프레임들 간의 간

격이고 k는 CQI 값들의 피드백 전송주기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CQI 전송을 위한 단말 장치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CPICH

신호를 수신하여 CQI 값을 생성한 후 HS-DPCCH를 통해 전송하기 위한 장치 구성을 나타내었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CQI 생성기(502)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OFDM 방식의 공통 파일럿 채널 OFDM-CPICH 신

호를 이용하여 CQI 값들을 생성한다. 이때 CQI 생성기(502)로는 Γ, Δ, PER 임계치 등의 파라미터들이 입력되고, 모의실

험 등을 통해 사전에 구해진 CQI 테이블이 사용된다. 상기 CQI 생성기(502)의 상세한 구조는 첨부된 도 8을 참조하여 후

술될 것이다. 상기 CQI 생성기(502)는 전체 부반송파 그룹들의 CQI 값들을 한꺼번에 계산하여 버퍼(504)에 차례대로 저

장한다. 이때 저장되는 CQI 값들의 개수는 부반송파 그룹들의 개수 NG와 동일하다.

CQI 전송시점 결정기(506)는 CQI의 전송시점을 결정하는 전송 파라미터들 NG, Nspacing, k 등에 따라 해당 전송시점들, 즉

타임슬롯들이 되면 스위치(508)를 온(ON)시켜서 버퍼(504)내에 저장된 CQI 값들이 출력되도록 한다.

상기 CQI 전송시점 결정기(506)는 한 전송주기 k(ms) 내에서 버퍼(504)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부반송파 그룹들의 CQI 값

들이 모두 전송되도록 전송시점들을 결정하는데, 각 CQI 값들의 전송시점들은 일정한 프레임 간격 Nspacing을 가진다. CQI

전송시점 결정기(506)에서 전송시점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룹별 CQI 전송간격인 Nspacing과, 부반송파 그룹 개수 NG,

전송주기 k 등의 전송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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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k는 새로운 동적채널 할당을 하기 위한 전체 부반송파 그룹들의 CQI 값들이 모두 전송되는 주기를 의미하여 결과적

으로 매 k마다 채널정보가 완전히 전송된다고 할 수 있다. Nspacing는 하나의 k 주기 내에서 각 그룹의 CQI 값을 시간분할

전송할 때, 그룹별 CQI 값의 전송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CQI의 전송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을 참조하여 후술될 것

이다.

상기 도 6에서 CQI 전송시점 결정기(506)에 의해 스위치(508)가 온되면 버퍼(504)에 저장된 하나의 CQI값이 채널 부호기

(510)로 입력되어 채널 부호화를 거친다. 채널 부호기(510)의 출력은 다중화기(512)로 제공된다. HS-DPCCH는 앞서 설

명한 도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10 비트의 HARQ 응답으로서의 ACK 또는 NACK(ACK/NAC)과 20 비트의 CQI 값을 함께

전송하므로, HARQ ACK/NACK가 또 하나의 채널 부호기(514)에 의해 10회 반복 부호화되어 다중화기(512)로 제공된다.

여기서 10회의 반복 부호화를 수행하는 것은 20비트의 CQI 값이 2개의 타임슬롯들에 실리는 것에 비해 10비트의 HARQ

ACK/NACK는 1개의 타임슬롯에 실리기 때문에 그 길이 차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다중화기(512)는 상기 채널 부호기들(510, 514)의 출력들을 시분할 다중화하여 HS-DPCCH를 통해 출력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CQI 수신을 위한 기지국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K개의 사용

자 단말들 중 특정 사용자 단말로부터 CQI 값을 수신하기 위한 구조를 도시하였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HS-DPCCH의 신호는 역다중화기(602)에 입력되어 CQI 신호와 H-ARQ

ACK/NACK 신호로 나뉘고, 상기 CQI 신호는 CQI 수신시점 결정기(604)에 입력된다. CQI 수신시점 결정기(604)는 CQI

정보의 송신타이밍에 대한 전송 파라미터들 NG, Nspacing, k 등을 참고하여 CQI 정보의 수신시점을 결정하고, 스위치(606)

는 상기 수신시점 결정기(604)에서 결정된 수신 타이밍에서 온되어 CQI 신호를 채널 복호기(608)로 전달한다. 채널 복호

기(608)는 CQI 신호를 복호하여 CQI 값을 추출한다. 상기 CQI 값은 사용자의 채널정보로서 도 5의 사용자 채널정보 메모

리(314)에 저장된다.

또한 상기 H-ARQ ACK/NACK 신호는 채널 복호기(610)에 의해 반복 복호된다. 채널 복호기(610)는 채널 부호기(514)에

대응하여 상기 H-ARQ ACK/NACK를 반복 복호함으로써 H-ARQ 동작을 위한 ACK 또는 NACK를 추출한다. 상기 ACK

또는 NACK는 단말로 향하는 HS-PDSCH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 패킷 데이터를 재전송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제, 도 8을 참조하여 상기 도 6의 CQI 생성기(502)의 구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CPICH 채널전력 측정기(702)에서는 OFDM-CPICH의 각 부반송파 별로 채널전력을 측정한 후, 상

기 측정된 채널전력 값들을 바탕으로 부반송파 그룹별 전력을 계산한다. 다수의 부반송파 전력 값들을 하나의 그룹전력 값

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전체 부반송파 전력 값들의 기하평균을 구함으로써 가능하다. 도 9에 N개의 병렬 부반송파들을 포

함하는 j번째 그룹의 채널전력을 기하평균 모델링하여 j번째 그룹의 그룹전력을 구하는 기하평균 모델링 기법을 나타내었

다.

상기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j번째 부반송파 그룹이 N개의 부반송파들을 포함하고 있고 n개의 부반송파들 각각의 전력

값은 P1, P2, ... PN이다. 상기 N개의 전력 값들에 대해 하기 <수학식 4>에 따라 하나의 그룹대표 전력값을 구한다.

수학식 4

여기서 l은 j번째 그룹의 부반송파 인덱스이며, 그룹 대표전력 값 PCPICH,j는 하나의 부반송파 그룹을 하나의 등가 부반송파

로 등가채널 모델링한 것이다. 또한 상기 기호 Π는 1번째부터 L번째까지 요소들의 곱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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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측정된 각 그룹의 대표전력 값 PCPICH,j(j=1, ... NG)는 HS-PDSCH 그룹 전력 계산기(704)의 입력이 된다. OFDM

HS-PDSCH의 부반송파 그룹전력 계산기(704)는 CPICH의 그룹 대표전력 값 PCPICH,j와 Γ 및 Δ를 이용하여 하기 <수학식

5>와 같이 HS-PDSCH 전력 값들 PHS-PDSCH,j(j=1, ... NG)를 구한다.

수학식 5

상기 파라미터 Γ는 상위 시그널링에 의해 알려지는 것으로서 OFDM CPICH와 OFDM HS-PDSCH 간의 전력옵셋이며, 파

라미터 Δ는 기준전력 조정치이다.

CQI 결정기(706)는 상기 계산된 OFDM HS-PDSCH의 전력 값들 PHS-PDSCH,j에 근거하여 각 부반송파 그룹의 CQI 값

CQIj를 결정한다. 이때, CQI 값은 신호대잡음비(SNR : Signal to Noise Ration, 이하 'SNR'이라 칭하기로 한다.) 또는 전

송블록 크기, 전송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CQI 결정기(706)는 OFDM HS-PDSCH의 전력(즉, SNR)에 따른 AWGN

채널의 패킷 에러율(PER) 성능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주어지는 CQI 테이블(708)을 참조하여, 입력된 PHS-

PDSCH,j에 따라 선택 가능한 가장 큰 CQI 값을 선택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시분할 채널정보 전송의 타이밍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전체 부반송파 그룹의 전송주기는 참조번호 806에 나타낸 바와 같이 k ms이고, 한 서브프레임의

길이가 2ms이므로 한번의 전송주기 내에서는 k/2 개의 서브프레임이 나타난다. 상기 k/2개의 서브프레임들의 번호를 0,

1, ... k/2-1이라고 하고, 이들 중에서 NG개의 CQI들(802)이 전송되는 프레임 번호들의 집합을 SNspacing이라 칭한다. 전

체 부반송파 그룹의 CQI가 모두 전송되어야 하므로 집합 SNspacing의 원소 개수는 그룹의 개수 NG와 같으며, 첫 번째 프레

임의 타이밍은 앞서 언급한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룹별 CQI 값들 간의 전송간격 Nspacing은 모두 동일하므로, 그룹별 CQI 값들 간의 전송간격 Nspacing에 따른 CQI 전송프

레임 번호의 집합 SNspacing은 하기 <수학식 6>과 같이 정해진다.

수학식 6

전송주기 k(ms) 내에서 NG개의 CQI 값들을 전송할 때, 최소 전송간격 Nspacing_MIN=1 [frame] 으로 이것은 초기 NG개의

프레임들에 모든 채널정보를 연속으로 전송하는 경우이다. 또한 최대 전송간격은 참조번호 804에 나타낸 바와 같이

Nspacing_MAX=mod(k/2NG) [frame] 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최대한 채널정보를 분산해서 전송하게 되므로 역방향 오버헤

드가 최소화된다.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채널정보로서의 CQI 전송의 일 예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도 10에 나타낸

바와 마찬가지로, 도 11a의 참조번호 902는 NG개의 부반송파 그룹들에 대한 CQI 값들, CQI1, ... CQING를 나타낸 것이고,

904는 가능한 Nspacing의 값들을 나타낸 것이며, 906은 전체 CQI 값들의 전송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11a에서 k는 40ms이고 NG는 6이라고 하면 가능한 Nspacing 값은 1,2,3 이다. 따라서 상기 도 11b에서 참조번호

908, 910, 912로 나타낸 타이밍 집합들은 각각 S1={0,1,2,3,4}, S2={0,2,4,6,8,10}, S3={0,3,6,9,12,15}이다. 상기 세

집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전송시점은 동일하지만 마지막 그룹 CQI 값의 전송시점, 즉 전체 CQI 값들의 전송이 모두 완료

되는 시점은 서로 다르게 된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CQI 전송을 위한 수신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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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과정 1000에서 부반송파 그룹들을 구분하는 부반송파 그룹 인덱스 n은 0으로 설정된다. 과정

1002에서 CPICH 그룹전력 측정기(702)는 부반송파별 OFDM CHICH의 전력을 측정한다. 과정 1004에서 각 서브캐리어

그룹별 등가전력 값들을 계산한다. 과정 1006에서 HS-PDSCH 그룹전력 계산기(704)는 상기 그룹별 등가전력 값들을 이

용하여 HS-PDSCH의 전력 값들을 계산한다.

과정 1010에서 CQI 테이블(708)이 CQI 결정기(706)로 입력되면, 과정 1008에서 CQI 결정기(706)는 주어진 패킷 에러율

(PER)을 만족시키면서 최대 량의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CQI 값을 CQI 테이블(708)을 참조하여 구한다. 과정 1012에서

상기 구해진 CQI 값들은 도 6의 버퍼(504)에 저장된다.

과정 1014에서 CQI 전송시점 결정기(506)는 주어진 파라미터들, 즉 NG, Nspacing, k 등에 따라 현재 시점이 CQI 전송시점

인지를 판단하여 만약 CQI 전송시점이라면 과정 1014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정 1002로 복귀한다. 과정 1014로 진

행하면 한 부반송파 그룹의 CQI 값, 즉 CQIn을 전송한다. 과정 1018에서는 n 값을 NG와 비교하여 상기 전송한 CQIn의 값

이 마지막 그룹의 값인지를 판단한다. 마지막 그룹이면 동작을 종료하고, 마지막 그룹이 아닐 경우에는 과정 1020으로 진

행하여 그룹 인덱스 n을 1만큼 증가시킨 후 다음 그룹의 CQI 값을 전송하기 위해 과정 1014로 진행한다. 상기의 과정들

1014 내지 1020은 전체 그룹들의 CQI 값이 모두 전송될 때까지 반복된다.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CQI 전송을 위한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3을 참조하면, 과정 1102에서 기지국으로부터 HS-DPCCH 신호가 수신된다. 과정 1104에서 역다중화기(602)

는 상기 HS-DPCCH 신호를 역다중화하여 CQI 신호와 H-ARQ 응답 신호를 분리한다. 과정 1106에서 CQI 수신시점 결정

기(604)는 주어진 파라미터들, 즉 NG, Nspacing, k 등을 이용하여 현재 시점이 CQI 수신시점인지를 판단하고, 수신시점일

경우 과정 1108로 진행하며 수신시점이 아니면 과정 1102로 복귀한다.

과정 1108에서 스위치(606)는 상기 분리된 CQI 신호를 채널 채널 복호기(608)로 전달한다. 과정 1110에서 채널 복호기

(608)는 상기 CQI 신호를 복호하여 CQI 값을 추출한다. 과정 1112에서 상기 CQI 값은 부반송파 채널 할당 및 비트 할당을

위한 채널정보로서 사용자 채널정보 메모리(314)에 저장된다.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비동기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의 HSDPA 순방향 채널에서 OFDM 방

식을 사용하는 경우, CQI 정보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동적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의 결정방식에 대한 일 예를 나

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은 전체 부반송파 그룹들의 개수 NG와 채널정보의 궤환 전송주기 k와

그룹들간 전송주기의 간격 Nspacing이다. 상기 파라미터들은 채널상황, 즉 코히런스 대역폭(Coherence Bandwidth) fC와

코히런스 시간(Coherence Time) tC에 따라 정해진다. 하기에 나타낸 과정들은 기지국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또는 기지국

제어기에 의해 수행된다.

상기 도 14를 참조하면, 과정 1202에서 부반송파들의 그룹개수 NG를 계산한다. 앞서 설명한 CQI 전송 방식에 따르면 한

그룹 내에서 전체 부반송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CQI값은 <수학식 4>와 같이 계산되므로, 그룹 내의 각 부반송파들은 비

슷한 채널이득을 가져야 한다. 코히런스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에서 채널이 변하지 않고 평탄(flat)하다고 생각

되는 대역범위를 의미이므로 전체 주파수 대역이 BT일 때 한 그룹이 차지하는 주파수 대역 BT/NG는 코히런스 대역폭 fC

보다 작아야 하므로 NG는 다음 <수학식 7>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값이 된다.

수학식 7

과정 1204에서는 채널정보로서의 CQI 궤환 전송주기 k[ms]를 선택한다. HS-PDCCH에서 전송이 일어나는 서브프레임

의 단위는 2ms이므로 전송주기 k는 2의 배수가 되어야 하며, 한 서브프레임에 하나의 CQI 정보를 보내면서 전체 그룹의

CQI 정보를 모두 전송하기 위한 k의 최소값은 2*NG이다. 또한 한 심볼구간 내에서 채널특성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k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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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런스 시간 tC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 여기서 코히런스 시간은 시간영역에서 채널특성의 일정한 범위를 의미하는 도플

러 주파수의 역수값이며 단말의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면 CQI 궤환 전송주기 k는 다음 <수학

식 8>을 만족하는 2의 배수인 정수값이 된다.

수학식 8

따라서 과정 1206에서는 k를 2, 4, 6, 8 등의 순으로 증가시켜 가면서 상기 <수학식 8>을 만족하는 2의 배수 값을 k의 값

으로 결정한다.

과정 1208에서는 그룹간 전송간격 Nspacing을 임의의 값으로 선택한다. 과정 1210에서는 상기선택된 Nspacing의 값이 1 내

지 mod left( k/2 over N_G right) 사이의 양의 정수값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값의 Nspacing이 결정된다.

과정 1212에서는 상기 결정된 파라미터들, k, NG, Nspacing은 RRC(Radio Resource Control) 시그널링에 의해 단말로 전

송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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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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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채널 할당 및 적응변조를 사용하는 OFDM 방식의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한다. 즉

전체 부반송파를 적절한 수의 부반송파 그룹으로 나누어 전송해야 하는 채널정보의 양을 줄이고, 이를 피드백 전송주기 내

에서 적절히 시간분할하여 전송함에 따라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역방향 시그널링의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비동기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의 HSDPA 순방향 채널에서 OFDM 방식을 사용할 때 시간분할 채널정보 전

송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구해야 하는 파라미터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부반송파들을 복수의 이동 단말들에게 할당하여 서비스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OFDM)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에 의해 채널품질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부 반송파 그룹이 코히런스 대역에 속하도록 그룹개수 NG와 피드백 주기 k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NG와 k에 따라 전체 부반송파들을 적어도 하나의 부반송파를 포함하는 복수의 부반송파 그룹들로 분류하는

과정과,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에 대한 채널품질 값들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NG와 k를 고려하여 정해지는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별 채널 품질 값들의 전송시간 간격 Nspacing에 따라서, 상기 채널

품질 값들을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 간에 중첩하지 않도록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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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간격 Nspacing은,

1과 mod(k/(a*NG)) 사이의 양의 정수이고 여기서 a는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최소 데이터 단위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주기 k는,

2NG와 코히런스 시간 tc 사이의 정수로서,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최소 데이터 단위 a의 배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의 개수 NG는,

전체 주파수 대역폭 BT를 코히런스 대역폭 fc로 나눈 값보다 큰 양의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에 대한 채널품질 값들을 결정하는 과정은,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부반송파들을 통해 전송되는 OFDM 공통파일럿 채널(CPICH) 신호의 전력 값들을 측정하고,

상기 CPICH 전력 값들을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별로 기하평균 모델링하여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별 CPICH 그룹전력 값들

을 계산하고, 상기 CPICH 그룹전력 값들에 순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HS-PDSCH과 상기 CPICH간의 전력옵셋 및 기준

전력 조정치를 각각 더하여 HS-PDSCH 그룹전력 값들을 계산하고, 상기 HS-PDSCH 그룹전력 값들 각각에 대응하여 주

어진 패킷 에러율을 만족시키면서 최대 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채널품질 값들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품질 값들은,

신호대 잡음비 또는 전송블럭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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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채널품질 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부반송파들을 상기 복

수의 이동 단말들에게 동적으로 할당하며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을 위한 변조 방식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복수의 부반송파들을 적어도 하나의 부반송파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부반송파 그룹들로 분류하여 서비스하는 직교주파수

분할다중화(OFDM)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의 부 반송파 그룹이 코히런스 대역에 속하도록 그룹개수 NG와 피드백 주기 k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NG와 k에 따

라 전체 부반송파들을 적어도 하나의 부반송파를 포함하는 복수의 부반송파 그룹들로 분류하고, 상기 해당하는 전송시점

에서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채널품질 정보에 따라 상기 복수의 부반송파 그룹들을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에게 동적으로 할당하며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을 위한 변조 방식들을 결정하는 기지국과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 각각에 대한 채널품질 값들을 결정하고, 상기 NG와 k를 고려하여 정해지는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별

채널 품질 값들의 전송시간 간격 Nspacing에 따라서, 상기 채널품질 값들을 상기 복수의 이동 단말들 간에 중첩하지 않도록

전송하는 복수의 이동 단말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주기 k는,

2NG와 코히런스 시간 tC 사이의 정수로서,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최소 데이터 단위의 배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간격 Nspacing은,

1과 mod(k/(a*NG)) 사이의 양의 정수이고 여기서 a는 상기 채널품질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최소 데이터 단위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의 개수 NG는,

전체 주파수 대역폭 BT를 코히런스 대역폭 fc로 나눈 값보다 큰 양의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들 중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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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복수의 부반송파들을 통해 전송되는 OFDM 공통파일럿 채널(CPICH) 신호의 전력 값들을 측정하고,

상기 CPICH 전력 값들을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별로 기하평균 모델링하여 상기 부반송파 그룹들별 CPICH 그룹전력 값들

을 계산하고, 상기 CPICH 그룹전력 값들에 순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HS-PDSCH과 상기 CPICH간의 전력옵셋 및 기준

전력 조정치를 각각 더하여 HS-PDSCH 그룹전력 값들을 계산하고, 상기 HS-PDSCH 그룹전력 값들 각각에 대응하여 주

어진 패킷 에러율을 만족시키면서 최대 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채널품질 값들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

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품질 값들은,

신호대 잡음비 또는 전송블럭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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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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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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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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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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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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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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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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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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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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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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