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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대역 무선통신시스템에서 프레임 구성 장치 및 방법

(57) 요약

전체 시간-주파수 자원을 하나 이상의 고정 리소스 유닛으로 분할하여 상기 고정 리소스 유닛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리

소스 그룹 번호를 부여하는 광대역 무선통신 시스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전송할 데이터의 사용자 ID

(Identification),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 및 상기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에 대한 자원 중 상기 사용

자에게 할당된 상기 리소스 그룹 번호정보를 포함하는 맵 채널을 생성하는 맵 채널 발생기와, 상기 맵 채널 발생기에서 발

생한 맵 채널에 따라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해당 자원에 할당하는 다중접속 채널 발생기를 포함하여, 상기 맵 채널 정보 양

을 줄이므로 시간 -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광대역 무선통신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고속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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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체 시간-주파수 자원을 하나 이상의 고정 리소스 유닛으로 분할하여 상기 고정 리소스 유닛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리소

스 그룹 번호를 부여하는 광대역 무선통신 시스템의 송신 장치에 있어서,

전송할 데이터의 사용자 식별자(ID(Identification)),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 및 상기 할당된 다중

접속 채널에 대한 자원 중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상기 리소스 그룹 번호정보를 포함하는 맵 채널을 생성하는 맵 채널 발

생기와,

상기 맵 채널 발생기에서 발생한 맵 채널에 따라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해당 자원에 할당하는 다중접속 채널 발생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그룹번호는, 상기 시간-주파수 자원을 상기 다중접속 채널 별로 구분하여 상기 각 다중접속 채널 별로 부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그룹번호는, 상기 각 다중접속 채널 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그룹번호는, 상기 시간-주파수 자원을 상기 다중접속 채널 별로 구분하지 않고 상기 전체 자원에 부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그룹번호는, 상기 전체 자원에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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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소스 그룹에 포함되는 상기 고정된 리소스 유닛의 개수는, 상기 다중접속 채널에 포함되는 전체 고정 리소스 유닛

의 개수의 약수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그룹을 구성하는 리소스 유닛은,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접속 채널은, 다이버시티 채널,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채널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9.

전체 시간-주파수 자원을 하나 이상의 고정 리소스 유닛으로 분할하여 상기 고정 리소스 유닛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리소

스 그룹 번호를 부여하는 광대역 무선통신 시스템의 수신 장치에 있어서,

수신된 프레임에서 맵 채널을 복원하여 수신 데이터의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와 상기 데이터가 할당된 리소스그룹 번호를

획득하는 맵채널 복원기와,

상기 획득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와 리소스 그룹 번호에 대응하는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채널 수신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접속 채널은, 다이버시티 채널,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채널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11.

전체 시간-주파수 자원을 하나 이상의 고정 리소스 유닛으로 분할하여 상기 고정 리소스 유닛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리소

스 그룹 번호를 부여하는 광대역 무선통신 시스템의 송신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를 전송할 사용자 식별자(ID(Identification))와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 및 상기 할당된 다중접

속 채널에 대한 자원 중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리소스 그룹 번호정보를 이용하여 맵 채널을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맵 채널에서 상기 데이터에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와 리소스 그룹의 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자원에 상기 데이터

를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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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그룹번호는, 상기 시간-주파수 자원을 상기 다중접속 채널 별로 구분하여 상기 각 다중접속 채널 별로 부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그룹번호는, 상기 각 다중접속 채널 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그룹번호는, 상기 시간-주파수 자원을 상기 다중접속 채널 별로 구분하지 않고 상기 전체 자원에 부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그룹번호는, 상기 전체 자원에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1항 있어서,

상기 리소스 그룹에 포함되는 상기 고정된 리소스 유닛의 개수는, 상기 다중접속 채널에 포함되는 전체 고정 리소스 유닛

의 개수의 약수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리소스 그룹을 구성하는 리소스 유닛은,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접속 채널은, 다이버시티 채널,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채널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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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전체 시간-주파수 자원을 하나 이상의 고정 리소스 유닛으로 분할하여 상기 고정 리소스 유닛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리

소스 그룹 번호를 부여하는 광대역 무선통신 시스템의 수신 방법에 있어서,

수신된 프레임의 맵채널을 복원하여, 사용자에게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와 상기 데이터가 할당된 리소스그룹 번호

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 및 리소스 그룹 번호에 따라 상기 시간-주파수 자원에서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맵 채널은, 상기 사용자 식별자(ID(Identification))와 상기 사용자에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 및 상기 사용자에

게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상의 리소스 그룹 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접속 채널은, 다이버시티 채널,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채널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통신시스템에서 프레임 구성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이하, OFDM이라 칭함)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상기 광대역 무선통신시

스템에서 프레임 구성 시, 맵 채널 정보를 줄이기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송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

다.

오늘날 고속의 이동통신을 위해서 많은 무선통신 기술들이 후보로 제안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상기 OFDM 기법은 현재

가장 유력한 차세대 무선통신의 후보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2010년경으로 예상되는 4세대 대부분의 무선통신 기

술에서는 상기 OFDM 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3.5세대 기술이라고 불리는 802.16 계열의 WMAN(Wireless

Metropolitan Area Network)에서도 상기 OFDM 기술을 표준규격에 채택하고 있다.

상기 802.16의 규격제정그룹(Working group)중 무선통신 규격으로 대표되는 것은 802.16d, 802.16e 이며, 두 규격은 다

시 싱글캐리어(Single Carrier), OFDM,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규격으로 나누어진

다.

상기 규격들 중 802.16d/e의 OFDMA 규격에서는 전송해야하는 디지털 비트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신단에 전달하기 위하

여 주파수-시간자원을 이용한 하향링크와 상향링크의 프레임 구조 및 여러 무선채널 상황을 고려한 프레임 내의 무선 채

널할당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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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 16 d/e 규격의 OFDMA 시스템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에서 개념적인 주파수 및 시간영역에서 데이터 단위를 각각 서브채널(Sub-channel)과 심볼

(Symbol)로 나타내었으며, 사용자 한 명에게 보낼 수 있는 최소의 데이터 단위는 하나의 서브채널과 하나의 심볼로 이루

어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세로축은 주파수 자원단위인 서브채널이며, s번째부터 (s+L)번째까지 L개의 개수를 가진다. 가

로축은 시간의 자원단위인 OFDM 심볼이며, k번째부터 (k+M)번째까지 M개는 순방향(Downlink) OFDM 심볼이며,

(k+M+1)번째부터 (k+M+N)까지 N개는 역방향(Uplink) OFDM 심볼이다. 그리고 순방향과 역방향 사이에는 시간가드

영역(Guard region)인 TTG(Transmit/Receive Transition Gap)가 존재한다.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OFDMA의 프레임은 순방향에서는 프리앰블(Preamble), FCH(Frame Control

Header), DL(Down Link)-MAP, UL(Up Link)-MAP, DL-Burst로 구성되고, 역방향에서는 UL-Burst로 구성된다.

상기 프리앰블은 사용자들에게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맞추고, 셀 정보 획득을 위해 사용되며, 상기 FCH는 상기 DL-MAP

을 디코딩(Decoding)하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상기 DL-MAP은 기지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실질적인 정보 데이터가

들어 있는 상기 DL-Burst 들이 어느 사용자의 데이터인지, 프레임 내에서 위치는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

다.

역방향에서는 사용자들, 즉 단말이 보내고자 하는 실질적인 데이터 정보가 상기 UL-Burst에 들어 있으며, 상기 UL-MAP

에는 어떤 사용자가 프레임 내의 어느 위치에서 자기 데이터를 실어 보낼 수 있는지 기지국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상기 DL-Burst와 UL-Burst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서브채널과 최소 하나 이상의 심볼로 이루어지

는데, 상기 심볼은 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와 같아서, k번째 심볼의 시간 다음에는 (k+1)번째 심볼, 그리고, 마지막으로

(k+M+N)번째 심볼이 배치되지만, 서브채널의 경우는 s번째 서브채널과 s+1번째 서브채널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서브채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유는 OFDM 기술의 특성상 무선채널을 통과하게 되면, 주파수 선택적

(Frequency selective)인 특징 때문에 실제 서브채널을 구성하는 OFDM 서브캐리어(sub-carrier)들이 물리적으로 인접

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재배치하기 때문이다.

상기 하나의 논리적인 서브채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물리적인 서브캐리어를 서브채널에 맵핑(Mapping)하는 것을

서브채널할당(sub-channel allocation)이라고 한다. 상기 802.16 OFDMA 규격에는 FUSC(Full Usage Sub-Carrier),

PUSC(Partial Usage Sub-Carrier)등의 서브채널할당 기법으로 대표되는 다이버시터(Diversity) 서브채널할당 기법과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서브채널할당 기법이 있다.

상기 서브채널할당 기법은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먼저, 상기 다이버시티 서브채널할당 기법은 상기 논리적인 서브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서브캐리어를 흐트러뜨림으로써 주파수 선택적 특징을 가지는 무선채널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기 AMC 서브채널 할당 기법은 반대로 상기 논리적인 서브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서브캐리어들이 물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도록 배치된다. 즉, 상기 다이버시티 서브채널 할당 기법은, 채널상황을 모르는 경우, 데이터의 손실을 줄이기 위

해 상기 서브 캐리어들을 흩어 보내며, 상기 AMC 채널할당 기법은 주파수 선택적인 서브채널 중에서 비교적 채널상황이

좋은 서브채널을 알아내고, 상기 서브채널의 모듈레이션(Modulation)과 채널코딩(Channel coding) 방법을 바꾸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802.16의 OFMA에서는 다양한 서브채널할당 기법을 사용해 무선채널 상황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

도록 하며, 프레임내의 DL-Burst 및 UL-Burst를 유연하게 배치시키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내고자 데이터를 하나의 서브

채널 및 하나의 타임심볼 단위로 할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상기 채널할당의 자유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상기 프레임

이 구성된다.

하지만, 상기 자유도가 높아지는 만큼 보내야할 제어정보도 많아지므로 여러 사용자의 데이터가 프레임 내에 혼재해 있는

경우, DL-MAP, UL-MAP에서 사용자에게 가르쳐줘야하는 데이터 위치에 대한 정보는 상당한 오버헤드(Overhead)로 작

용된다. 예를 들어, 상기 OFDMA의 대역폭(Band Width)-10MHz, 2048-FFT(Fast Fourier Transform) 모드에서 한명

의 사용자에게 DL-MAP을 이용하여 프레임내의 자기 데이터의 위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CID(Call Identity)

(16bit) + 데이터의 시작점(14bit) + 데이터의 크기(13bit) 로 총 43bit가 필요하며, 상기 서브채널할당 기법 및 다른 필요

한 제어정보를 포함하면, 보내야 하는 정보의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된다. 더욱이, 상기 사용자의 수가 많아질 경우 상기 맵

정보의 크기가 더욱 커져서 데이터를 얼마 보내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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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를 기반으로 하는 광대

역 무선통신시스템에서 고속의 멀티미디어 무선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간-주파수 영역의 무

선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최소한의 제어정보를 이용하여,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고정 리소스그룹을 이용하여 제어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견지에 따르면, 전체 시간-주파수 자원을 하나 이상의 고정 리소스

유닛으로 분할하여 상기 고정 리소스 유닛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리소스 그룹 번호를 부여하는 광대역 무선통신 시스템

의 송신 장치는, 전송할 데이터의 사용자 식별자(ID(Identification)),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 및 상

기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에 대한 자원 중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상기 리소스 그룹 번호정보를 포함하는 맵 채널을 생성

하는 맵 채널 발생기와, 상기 맵 채널 발생기에서 발생한 맵 채널에 따라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해당 자원에 할당하는 다중

접속 채널 발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2견지에 따르면, 전체 시간-주파수 자원을 하나 이상의 고정 리소스 유닛으로 분할하여 상기 고정 리소스 유

닛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리소스 그룹 번호를 부여하는 광대역 무선통신 시스템의 수신 장치는, 수신된 프레임에서 맵

채널을 복원하여 수신 데이터의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와 상기 데이터가 할당된 리소스그룹 번호를 획득하는 맵채널 복원

기와, 상기 획득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와 리소스 그룹 번호에 대응하는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채널

수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3견지에 따르면, 전체 시간-주파수 자원을 하나 이상의 고정 리소스 유닛으로 분할하여 상기 고정 리소스 유

닛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리소스 그룹 번호를 부여하는 광대역 무선통신 시스템의 송신 방법은, 데이터를 전송할 사용자

식별자(ID(Identification))와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 및 상기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에 대한 자원 중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리소스 그룹 번호정보를 이용하여 맵 채널을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맵 채널에서 상기 데이터에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와 리소스 그룹의 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자원에 상기 데이터를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4견지에 따르면, 전체 시간-주파수 자원을 하나 이상의 고정 리소스 유닛으로 분할하여 상기 고정 리소스 유

닛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리소스 그룹 번호를 부여하는 광대역 무선통신 시스템의 수신 방법은, 수신된 프레임의 맵채널

을 복원하여, 사용자에게 할당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와 상기 데이터가 할당된 리소스그룹 번호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된 다중접속 채널의 종류 및 리소스 그룹 번호에 따라 상기 시간-주파수 자원에서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

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 된 경우 그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한다.

이하 본 발명에서는 차세대 광대역 무선통신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고속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으로 시간-

주파수 자원 활용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이하, OFDM이라 칭함)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광대역 무선통신시스템에서 맵 정보를 줄여 효율적

으로 시간-주파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프레임 구성 방법 및 이에 대응하는 송수신 장치에 관한 기술에 대해 설명할 것이

다. 이하 설명에서는 상기 OFDM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접속 방법의 특성 외에도 각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채널을 할

당하고,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통해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에 강인한 특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또한, 다이버시티 채널,

AMC 채널 및 임의의 채널들 중 상기 다이버시티 채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며, 상기 AMC 채널과 임의의 채널도 동일하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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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에서, 가로축은 시간 영역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주파수 영역을 나타낸다.

상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프레임은, 프리앰블 채널(201), 맵 채널(203), 다이버시티 채널(Diversity Channel)

(205), AMC채널(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Channel)(207), 임의의 채널(Other Channel)(209)로 구성된다. 여

기서, 상기 임의의 채널(209)은 상기 다이버시티 채널과 AMC 채널 이외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채널을 나타낸다.

상기 프리앰블 채널(201)은, 상기 프레임의 맨 앞에 배치되어 시간 동기를 맞추며, 셀 정보를 획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맵 채널(203)은 사용자들의 ID와 상기 각 사용자들에게 할당된 채널 종류, 상기 할당된 채널에서 사용되는 리소스 그

룹번호로 구성된다.

상기 맵 채널(203)의 구성은 채널 종류에 따라 리소스 그룹을 구성하는 방식과 채널 종류에 상관없이 리소스 그룹을 구성

하는 방식이 있다.

먼저, 채널 종류에 따라 리소스 그룹을 구성하는 상기 맵 채널(203)의 상세 구성은 하기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사용자 ID 채널 종류 리소스 그룹 번호

NID bits Nch bits NR = MAX(NR_div, NR_AMC, NR_other) bits

여기서, NID는 사용자 ID를 나타내는 비트 수이며, Nch는 채널 종류를 나타내는 비트수이다. 상기 Nch가 나타내는 모습에

따라 사용자가 다이버시티 채널에 접속했는지, AMC채널에 접속했는지, 기타 임의의 채널에 접속했는지 알 수 있다. NR_

div, NR_AMC, NR_other는 각 채널의 리소스 그룹 번호를 비트로 나타낸 것으로, 상기 리소스 그룹 번호는 각 채널에 따라 같

거나 다를 수 있다. 만일, 상기 리소스 그룹 번호가 각 채널에 따라 다르더라도 맵채널 전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일

큰 비트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상기 표 1에서는 제일 큰 비트 NR로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표 1과 같이 맵 채널(203)을 구성하였을 경우, 최대로 필요한 맵 채널 전송량은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하기 수학식 1은 맵 채널(203)의 전송량(TMAP)을 산출하는 수식이다. 여기서, 각 채널의 리소스 그룹 번호를 제일 큰 NR

비트로 통일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TMAP은 최대로 필요한 맵채널 전송량을 나타내고, Nuser_div는 동시에 다이버시티 채널을 사용하는 사용자수,

Nuser_AMC는 동시에 AMC채널을 사용하는 사용자수, Nuser_Other는 동시에 임의의 채널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를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맵 채널(203)의 전송량은 각 채널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사용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

서, 각 채널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각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리소스 유닛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상기 맵 채널의

전송량이 최대가 된다.

다음으로 채널 종류에 상관없이 리소스 그룹을 구성하는 상기 맵 채널(203)의 상세 구성은 하기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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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자 ID 리소스 그룹 번호

NID bits NR = NR_tot bits

여기서, NR_tot는 각 채널의 리소스 그룹을 채널별로 번호를 매기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리소스 그룹번호를 매겼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비트수이다.

즉, 상기 표 1과 상기 표 2는 상기 사용자가 사용하는 채널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갖는다.

상기 표 1과 상기 표 2의 맵 채널(203)구성 중 사용할 맵 채널(203) 구성의 결정은, 하기 수학식 2를 이용하여 사용되는 프

레임 구조에 따라 적은 리소스를 갖는 맵 채널 구성방식을 결정한다.

하기 수학식 2는 적은 리소스를 갖는 맵 채널(203) 구성 방식을 결정하는 수식이다.

즉, 상기 수학식 2가 참이면 상기 표 2와 같이 맵 채널을 구성하고, 거짓이면 상기 표 1과 같이 맵 채널을 구성한다.

한편, 상기 다이버시티 채널(205), AMC 채널(207), 임의의 채널(209)은 rdiv : rAMC : rother의 비율로 리소스가 할당된다.

여기서, 상기 rdiv는 전체 리소스 중 상기 프리앰블 채널(201)과 맵 채널(203)을 제외하고, 상기 다이버시티 채널(205)에

할당된 리소스의 비율, 상기 rAMC는 상기 AMC 채널(207)에 할당된 리소스의 비율, 상기 rother는 상기 임의의 채널(209)

에 할당된 리소스의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채널들의 리소스 비율은 고정될 수도 있고, 매 프레임 마다 바뀔 수도 있

다.

상기 다이버시티 채널(205)의 구성은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최소 리소스 유닛(217)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상기 최

소 리소스 유닛(217)은 총 Ndiv_ch개(219)가 존재한다. 여기서, 상기 최소 리소스 유닛(217)은 한 개 이상의 OFDM심볼과

한 개 이상의 서브캐리어로 구성된 시간-주파수 단위이다.

또한 상기 다이버시티 채널(205)에서 리소스를 각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방법은 하기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

리소스그룹을 구성

하는

리소스유닛

개수

1 2 4 8 12 24

해당 채널에서

리소스 그룹

개수
G1 G2 G4 G8 G12 G24

리소스 그룹

번호
1~G1

(G1+1)~

(G1+G2)

(G1+G2+1)~

(G1+G2+G4)

(G1+G2+G4+1)~

(G1+G2+G4+G8)

(G1+G2+G4+G8+1)~

(G1+G2+G4+G8+G12)
(G1+G2+G4+G8+G12+1)

상기 표 3을 참조하면, Ndiv_ch가 24인 경우이다. G1, G2, G4, G8, G12, G24는 리소스그룹을 구성하는 리소스 유닛의 개

수가 1개, 2개, 4개, 8개 12개, 24개인 리소스그룹이 해당채널에 배치될 수 있는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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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리소스그룹을 구성하는 리소스유닛의 개수는, 상기 Ndiv_ch의 약수들 중에서 1을 제외한 짝수들만 사용가능

하며, 상기 리소스그룹에서 상기 리소스유닛이 낭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Ndiv_ch의 약수들 중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한다. 또한 상기 리소스유닛의 개수가 1인 리소스그룹은 짝수개가 존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기 표 3과 같이

Ndiv_ch가 24인 경우, 상기 24의 약수 24, 12, 8, 6, 4, 3, 2, 1 들 중에서, 홀수인 3을 제거하고, 상기 리소스그룹 전체를 모

두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6을 제거한다. 따라서, 상기 표 3에서는 24, 12, 8, 4, 2, 1의 리소스유닛의 개수가 사용된

다.

상기 Ndiv_ch가 24인 경우의 리소스를 각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방법은 하기 표 4에 나타내고 있다.

[표 4]

리소스그룹을 구성하는 리소스유닛 개수 1 2 4 8 12 24

해당채널에서 리소스그룹 개수 24 12 6 3 2 1

리소스그룹 번호 1~24 25~36 37~42 43~45 46~47 48

여기서, 상기 표 4는 상기 표 3을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정된 리소스 유닛을 이용한 채널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은, 상기 표 4의 리

소스그룹을 이용하여 다이버시티 채널을 구성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상기 리소스그룹은 연속적인 리소스 유

닛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1~24(301)처럼 일반 숫자는 리소스그룹 안에 리소스유닛이 한 개인 리소스그룹번호를 나

타내고, (25)~(36)(303)와 같이 가로안의 숫자는 한 리소스그룹 안에 리소스유닛이 두 개인 리소스그룹번호를 나타낸다.

37~42(305)와 같이 밑줄이 있는 숫자는 한 개의 리소스그룹이 네 개의 리소스유닛으로 구성된 리소스그룹번호를 나타내

고, (307)과 같이 원이 둘려져 있는 숫자는 한 개의 리소스그룹이 여덟 개의 리소스유닛으로 구성된 리소스그룹

번호를 나타낸다.

또한, (309)와 같이 밑줄이 두 줄인 숫자는 한 개의 리소스그룹이 열두 개의 리소스유닛으로 구성된 리소스그룹번

호를 나타내고, (311)과 같은 사각형 안의 숫자는 한 개의 리소스그룹이 스물네 개의 리소스유닛으로 구성된 리소스그

룹번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상기 도 3과 같이 구성된 다이버시티 채널을 구성에서 각 사용자들에게 리소스그룹의 할당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이하 설명에서, 여덟 개의 리소스유닛으로 구성된 리소스그룹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u1 한명, 네 개의 리소스유닛으로 구성

된 리소스그룹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u2, u3, u4 세 명, 두 개의 리소스유닛으로 구성된 리소스그룹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u5 한 명, 한 개의 리소스유닛으로 구성된 리소스그룹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u6, u7 두 명으로 총 7명의 사용자들이 상기

다이버시티 채널을 할당받는다고 가정한다.

상기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사용자들을 채널에 할당하면, u1은 리소스그룹번호 (401)번이 가리키는 리소스그룹

을, u2, u3, u4는 39(403), 40(405), 41(407)번이 가리키는 리소스그룹을, u5는 (35)(409)번이 가리키는 리소스그룹을,

u6, u7은 23(411), 24(413)번이 가리키는 리소스그룹을 사용하게 된다.

상술한 방법은 상기 리소스 유닛이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상기 리소스 유닛들은 연속

적으로 배치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상기 다이버시티 채널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의 특성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

문에, 한 개의 리소스그룹내의 리소스 유닛들을 최소한 코히어런트(Coherence) 대역과 코히어런트 시간간격으로 띄워서

배치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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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다중접속방식을 지원하는 송수신기의 계층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기(500)에서 각 사용자에게 전송할 정보비트열들이 상위 계층(Upper Layer)(501)에

서 내려와 MAC계층(503)에 도달하게 된다.

상기 MAC계층(503)은 상기 정보비트열을 이용하여 MAC 메시지를 생성하는데, 상기 MAC계층(503)에 포함되어있는 채

널할당부(505)에서는 상기 정보비트열들에 대한 각 사용자의 ID와 할당된 채널 종류, 상기 할당된 채널에서 사용할 리소

스그룹번호등을 포함하는 맵 채널을 생성한다. 물리계층(Physical Layer)(507)은 상기 MAC계층(503)으로부터 MAC메

시지를 제공받아 상기 맵채널에 할당된 채널에 상기 정보비트열들을 할당하여 수신기(510)로 전송한다.

다음으로, 수신기(510)는 상기 송신기(500)에서 전송한 프레임을 수신하여 물리계층(511)에서 상기 프레임의 프리앰블채

널을 이용하여 시간동기와 셀 정보를 획득한다. 이후, MAC계층(513)의 채널복원부(515)에서 상기 프레임의 맵채널을 복

원하여 상기 정보비트열들의 해당 사용자의 ID에 맞는 채널 종류와 사용한 리소스그룹번호를 확인한다. 이후, 상기 물리계

층(511)에서는 상기 채널복원부(515)에서 확인된 상기 해당 사용자의 사용 채널과 리소스그룹번호를 이용해, 상기 정보비

트열들을 구분해내고, 상기 구분해낸 정보비트열들을 상기 MAC계층(513)로 올려 보낸다. 상기 MAC계층(513)에 도착한

정보비트열들은 상위계층(817)으로 올라가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데이터로 복구된다.

도 6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다중접속방식을 지원하는 송신기의 블록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은 상기 표 1

의 방식으로 구성한 맵 채널정보를 이용하여 다이버시티 채널, AMC 채널 및 임의의 채널을 할당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또

한, 각 채널들은 주파수 간격 또는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하지만, 이하 설명에서는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시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상기 도 6a에 도시된바와 같이, 상기 송신기는 프리앰블 채널 발생기(601), 맵 채널 발생기(603), 다이버시티채널/AMC채

널/임의의 채널발생기(605), 시간 간격 발생기(607)로 구성된다.

상기 프리앰블채널 발생기(601)는 수신기에서 시간 동기를 맞추고 셀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앰블 채널을 발생시켜

상기 시간 간격 발생기(607)에 제공한다. 상기 맵채널 발생기(603)는 전송할 정보비트열들의 사용자 ID와 상기 정보비트

열들에 할당된 채널 종류, 상기 할당된 채널에서 사용하는 리소스그룹 번호로 구성된 맵 채널을 발생시켜 상기 시간 간격

발생기(607)에 제공한다.

상기 다이버시티채널/AMC채널/임의의 채널 발생기(605)는 상기 맵 채널에 포함된 상기 할당된 채널 종류와 상기 리소스

그룹 번호에 각 사용자들의 정보비트열들을 매핑시켜 데이터 채널을 발생시켜 상기 시간 간격 발생기(607)에 제공한다.

상기 시간 간격 발생기(607)는 상기 제공받은 프리앰블 채널, 맵 채널, 다이버시티 채널, AMC 채널 및 임의의 채널을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발생시켜 상기 프레임을 구성한다.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다중접속방식을 지원하는 수신기의 블록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수신기는 프리앰블 채널 복원기(611), 맵 채널 복원기(613), 채널 선택기(615), 다이

버시티 채널 복원기(617), AMC 채널 복원기(619), 임의의 채널 복원기(621)로 구성된다.

상기 수신기는 상기 송신기에서 전송된 프레임을 수신하여 상기 프레임에 존재하는 채널들을 순서대로 복원한다. 먼저 프

리앰블채널복원기(611)를 통해 프리앰블채널을 복원하여, 시간동기를 맞추고 셀ID를 획득한다. 이후, 맵채널복원기(613)

를 통해 해당 사용자의 데이터가 전송된 채널의 종류, 데이터가 전송된 시간-주파수 상의 위치 등의 정보를 복원해낸다.

이후, 상기 맵채널 복원기(613)는 상기 복원한 해당 사용자의 데이터가 전송된 채널정보를 채널 선택기(615)에 제공하면,

상기 채널 선택기(615)는 상기 전송된 채널을 확인하여, 다이버시티채널이면 다이버시티채널복원기(617)로, AMC채널이

면 AMC채널복원기(619)로, 임의의 채널이면 임의의 채널복원기(621)로 전송된 데이터를 보낸다. 상기 각 채널 복원기

(617, 619, 621)는 상기 제공된 데이터에서 상기 맵채널복원기(613)에서 복원한 정보로 그 데이터가 위치한 시간-주파수

영역을 확인하여 상기 데이터를 복원한다.

도 7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송신기에서 채널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에서 맵 채널은 상기

표 1과 같이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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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7a를 참조하면, 송신기에서 각 사용자들의 정보 비트열들을 전송하려 할 경우, 상기 송신기는 701단계로 진행하

여 상기 각 사용자들의 ID와 상기 각 사용자가 사용할 채널 종류 및 상기 채널상의 리소스그룹 번호로 맵 채널을 구성한다

(상기 맵채널을 구성하는 것을 하기 도 8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이때, 시간인덱스는 0으로 초기화 되어있다.

이후, 상기 송신기는 70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현재 시간 인덱스에 해당하는 상기 맵 채널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맵 채널

정보에 포함된 사용자들의 정보비트열들의 채널 종류와 리소스그룹 번호를 확인한다.

상기 확인된 정보비트열들의 채널 종류가 다이버시티 채널인 경우, 상기 송신기는 70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확인된 리소

스그룹번호에 상기 정보비트열들을 할당하여 상기 다이버시티 채널을 구성한다. 만일, 상기 정보비트열들의 채널 종류가

AMC 채널인 경우, 상기 송신기는 70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확인된 리소스그룹번호에 상기 정보비트열들을 할당하여 상

기 AMC 채널을 구성하며, 상기 정보비트열들의 채널 종류가 임의의 채널인 경우, 상기 송신기는 711단계로 진행하여 상

기 확인된 리소스그룹번호에 상기 정보비트열들을 할당하여 상기 임의의 채널을 구성한다.

상기 정보비트열들의 채널 종류에 따른 채널 구성이 끝나면, 상기 송신기는 70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시간 인덱스(t)가 프

레임 길이(TFr)까지 구성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상기 시간 인덱스가 상기 프레임 길이까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t ≠ TFr), 상기 송신기는 71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시간 인덱스를 한 단계씩 증가 시킨 후(t= t+1), 상기 705단계로 되돌

아간다.

만일, 상기 시간 인덱스가 상기 프레임 길이까지 구성이 완료되었으면(t = TFr), 상기 송신기는 71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프레임을 수신기로 전송한 후, 상기 송신기는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도 7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수신기에서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7b를 참조하면, 상기 수신기에 수신된 프레임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먼저 상기 수신기는 721단계에

서 상기 수신된 프레임에서 사용자의 ID와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채널 종류, 리소스그룹번호를 포함한 맵 채널을 복원한

다.

이후, 상기 수신기는 72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복원된 맵 채널 중에서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채널 종류를 확인한다. 상기

수신기는 상기 확인된 채널 종류에 따라, 상기 확인된 채널 종류가 다이버시티 채널인 경우, 상기 수신기는 725단계로 진

행하여 상기 다이버시티 채널 내에서의 상대적인 시간 인덱스 t=0부터 상기 해당 채널을 수신한다.

만일, 상기 확인된 채널 종류가 AMC 채널인 경우, 상기 수신기는 72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AMC 채널 내에서의 상대적인

시간 인덱스 t=0부터 상기 해당 채널을 수신하며, 상기 확인된 채널 종류가 임의의 채널인 경우, 상기 수신기는 72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임의의 채널 내에서의 상대적인 시간 인덱스 t=0부터 상기 해당 채널을 수신한다.

상기 확인된 채널 종류에 따라, 상기 해당 채널을 수신한 후, 상기 수신기는 73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각 채널 내에서의

상대적인 시간 인덱스 t와 상기 721단계에서 복원된 리소스그룹번호가 위치한 시간 인덱스(다이버시티 채널 : Tgrp_D,

AMC 채널 : Tgrp_A, 임의의 채널 : Tgrp_o)에 다다르는지 확인한다. 상기 각 채널 내에서의 상대적인 시간 인덱스가 상기

확인된 리소스그룹번호의 시간 인덱스에 다다르지 못하였으면(t≠Tgrp), 상기 수신기는 73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각 채널

내에서의 상대적인 시간 인덱스를 한 단계씩 증가시킨 후(t=t+1), 723단계로 되돌아간다.

만일, 상기 각 채널 내에서의 상대적인 시간 인덱스가 상기 확인된 리소스그룹번호의 시간 인덱스에 다다르면(t=Tgrp), 상

기 수신기는 73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리소스그룹번호에 해당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복원한 후, 상기 수신기는 본 알고리

즘을 종료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맵 채널을 구성하는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에서 상기 표 1과 같이 맵채널을 구

성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송신기는 801단계에서 상위 계층으로부터 수신기로 전송할 데이터가 수신되면, 상기 송신기

는 80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터가 한 프레임에 할당될 수 있도록 상기 전송할 데이터를 상기 한 프레임에 해당

하는 데이터 크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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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기 송신기는 80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프레임을 구성하는 고정된 리소스그룹 중에서 상기 일정 크기로 결정된 데

이터의 크기에 맞는 리소스그룹을 결정하고, 상기 데이터를 사용할 사용자의 ID와 상기 데이터가 할당되어 전송되는 서브

채널 종류, 및 기타 제어정보들을 포함하는 맵채널을 구성한다.

이후, 상기 송신기는 80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구성된 맵 채널 정보에 따라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해당 리소스그룹 번호에

할당하여 상기 프레임 내의 전송 데이터를 정렬한 후, 상기 송신기는 80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프레임을 물리계층으로 전

송한다. 이후, 상기 송신기는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OFDM 시스템에서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에서는 상기 OFDM 시스

템의 프레임 구조에서 순방향 서브프레임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역방향 서브프레임도 상기 순방향 서브프레임과 유사하

다고 가정한다. 또한, 상기 OFDM 프레임의 세로축은 주파수영역, 가로축은 시간영역을 나타낸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프레임에서 하나의 OFDM 심볼의 길이는 45us이고, FFT=512에서, 가드(Guard) 서브캐리어

를 제외한 나머지 서브캐리어의 개수가 400개이다. 상기 하나의 프레임은 16개의 OFDM심볼로 구성되는 역방향(Uplink)

서브프레임과 37개의 OFDM 심볼로 구성되는 순방향(Downlink) 서브프레임(901) 그리고, 상기 서브프레임들간의 가드

시간간격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하나의 프레임은 시간상으로 2.5ms이고, 특히 순방향의 서브프레임(901)은 1.665ms의

길이를 가진다. 상기 프레임들이 8개가 모이면 슈퍼프레임(902)을 구성하며, 상기 슈퍼프레임은 8개의 개별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시간상으로는 20ms의 길이를 가진다. 여기서, 상기 슈퍼프레임은 개별 프레임 외에 정보전송의 또 다른 기본단

위가 될 수도 있다.

상기 순방향의 서브프레임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방향 서브프레임의 첫 번째 심볼은 시간 및 주파수 동기 획득

에 사용되는 프리앰블(903)로 사용된다. 상기 프리앰블(903) 이후의 2개의 심볼은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는 심볼구간

(904)으로 사용되며, 기지국 ID정보 및 미리 기지국과 단말사이에 정해진 맵에 대한 인덱스(Index)의 정보 등이 전송되는

데, 상기 맵에 대한 인덱스별로 시스템 제어정보 및 데이터부분이 주파수 및 시간별로 어떻게 할당되는가에 대해 정의되어

있다.

상기 2개의 심볼구간(904) 이후의 4개의 심볼에는 사용자별 데이터 할당에 관한 제어정보인 맵정보(905)가 전송되는데,

상기 맵정보(905)에는 사용자 ID, 적응 링크 및 제어 정보, 상기 도 3에 도시된 사용자에 할당되는 서브캐리어 그룹에 대한

인덱스 정보 등이 포함된다. 상기 맵정보(905)이후 순방향 심볼들에는 실제 전송하고자 하는 순방향 데이터가 포함되는

데, 이하 설명에서는 상기 프리앰블(903), 상기 2 개의 심볼구간(904), 상기 맵정보(905)를 이외에 남은 순방향의 30개의

심볼중에 앞의 10개는 AMC 서브채널구간(906)으로, 20개는 다이버시티 서브채널(907)로 할당하였다. 상기 AMC와 다이

버시티 서브채널구간의 할당 비율은 상술한 바와 같이 바뀔 수 있으며, 상기 2개의 심볼구간(904)의 시스템 정보를 통해서

단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 순방향 프레임내의 서브채널 할당방법에 대한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상기 AMC 또는 다이버시티 서브채널에 상관없

이 물리계층에서 채널코딩 전에 들어오는 데이터 정보비트의 최소단위는 96비트이며, 1/3 채널코딩, QPSK를 사용할 경

우, 전송되는 데이터는 144 비트(96 * 3 / 2)로 변조된다. 상기 AMC 및 다이버시티 서브채널구간의 최소단위는 시간상에

서는 하나의 심볼, 주파수 상에서는 하나의 서브채널로 구성되는데, 실제로 하나의 심볼상에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서브

캐리어는 400개의 서브캐리어 중에서 DC 및 Null 캐리어, 파일롯 서브캐리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브캐리어들만이 사용

가능한데, 상기 DC 및 Null 캐리어는 심볼마다 틀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예로 하기 표 5는 상기 AMC 및

다이버시티 서브채널에서의 심볼 인덱스에 따른 DC 및 널(Null) 캐리어의 배치를 나타내었으며, 상기 배치를 통해 사용가

능한 서브캐리어 개수도 함께 표시하였다. 이하 표 5에서 30개의 심볼들의 인덱스는 7에서 36까지이며, 400개의 서브캐

리어들의 인덱스는 -200에서 +199까지이다.

[표 5]

 OFDM 심볼 인덱스
실제 사용되는

서브캐리어의 개수

DC 또는 Null 처리되는 서브캐리

어의 인덱스

AMC

서스채널 구간

8, 9, 10, 11, 13, 14, 15, 16 346 +1, 0, -1, -200

7, 12 344 +199, +1, 0, -1, -19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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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시티 서브채

널

구간

17, 18, 19, 20, 22, 23, 24, 25, 27, 28,

29, 30, 32, 33, 34, 35
346 +1, 0, -1, -200

21, 26, 31, 36 344 +199, +1, 0, -1, -199, -200

상기 표 5를 참조하면, 상기 AMC 서브채널구간에서 한 심볼내의 상기 데이터 서브캐리어들의 개수가 346인 심볼의 개수

는 8개, 344인 심볼의 개수는 2개이므로 사용가능한 데이터 서브캐리어의 개수는 3456개((346*8) + (344*2))이며, 상기

3456개의 서브캐리어들로 구성 가능한 상기 AMC 서브채널의 개수는 총 24개(3456/144)까지 가능하다.

또한, 상기 다이버시티 서브채널 구간에서도 한 심볼내의 상기 데이터 서브캐리어들의 개수가 346인 심볼의 개수는 16개,

344인 심볼의 개수는 4개이므로 상기 사용가능한 데이터 서브캐리어의 개수는 6912((346*16)+(344*4))이며, 상기

6912개의 서브캐리어들로 구성 가능한 다이버시티 서브채널의 개수는 총 48개(6912/144)까지 가능하다.

하기 표 6에서는 각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맵정보를 줄이기 위해서 제안한 본 발명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 위해서 상기

도 9의 AMC 서브채널 및 다이버시티 서브채널을 사용자에게 정해진 규칙대로 할당하는 수치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표 6]

 
하나의 사용자에게 할당

가능한 서브채널의 개수

하나의 서브채널 그룹에 할당되는 서브채

널 인덱스

서브채널

그룹의

개수

서브채널 그룹당

데이터 패킷의

크기(byte)

다이버시티

서브채널

구간

1 [0], [1], …, [47] 48 12

4
[0,12,24,36],[1,13,25,37], …,

[11,23,35,47]
12 48

8

[0,6,12,18,24,30,36,42],

[1,7,13,19,25,31,37,43],…,

[5,11,17,23,29,35,41,47]

6 96

16
[0,3,6,…,45],[1,4,7,…46],

[2,5,8,…,47]
3 192

24 [0,2,4,…46], [1,3,5,…,47] 2 288

48 [0,1,2,…,47] 1 576

AMC

서브채널

구간

1 [0], [1], …,[23] 24 12

2 [0,1], [2,3], …,[22,23] 12 24

4 [0,1,2,3], [4,5,6,7], …,[20,21,22,23] 6 48

8
[0,1,2,…,7], [8,9,10,…,15]

[16,17,18,…,23]
3 96

12 [0,1,2,…,11], [12,13,14,…,23] 2 144

24 [0,1,2,…,23] 1 288

합계   120  

상기 표 5는 상기 도 3과 같이 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자원할당은 서브캐리어 그룹으로 이루어지므로, 상기 다

이버시티 채널인 경우,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가능한 자원의 경우의 수는 72가지, 상기 AMC 채널인 경우,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가능한 자원의 경우의 수는 48가지이므로 총 120 가지의 경우의 수로 자원할당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한 사용자

에게 프레임내의 서브캐리어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정보 비트의 수는 7 비트(27=128)가 필요하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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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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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고정된 리소스 그룹을 사용할 경우, 맵 채널 정보 양이 줄일 수 있으므로 시간 -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을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차세대 광대역 무선통신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고속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IEEE 802. 16 d/e 규격의 OFDMA 시스템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정된 리소스 유닛을 이용한 다이버시티 채널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다이버시티 채널 구성의 실시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다중접속방식을 지원하는 송수신기의 계층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6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다중접속방식을 지원하는 송신기의 블록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다중접속방식을 지원하는 수신기의 블록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7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송신기에서 채널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7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수신기에서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맵 채널을 구성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및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OFDM 시스템에서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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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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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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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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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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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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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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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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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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