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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송 데이터의 각 서브 채널에 대한 이득 추정값과 실

제값을 검출하는 제1단계와; 상기 각 서브 채널의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소정의 기준값( )과 비교하는 제2단계와; 상

기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에 대하여 그 서브 채널 중 어느 하나라도 소정 기준값( ) 이하일 경우 배드(bad) 상태로 판단하

고, 모든 서브채널에 대한 채널 이득이 소정 기준값( ) 이상인 경우 굿(good) 상태로 판단하는 제3단계와; 상기 추정 이

득값과 실제 이득값의 상태를 조합하여 어느 하나라도 배드(bad) 상태가 포함된 조합일 경우, 모든 서브 채널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데이터 심볼을 소거하는 제4단계와; 상기 추정 이득값과 실제 이득값의 상태 조합이 모두 굿(good) 상태인

경우, 각 서브채널에 대한 전송파워는 각 서브채널의 채널 이득( )에 대한 타겟 수신파워(PR) 만큼(PR/ )으로 조정

하여 전송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부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 2는 상기 도1에 의한 데이터 송신 과정을 보인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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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수신부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 4는 상기 도3에 의한 데이터 수신 과정을 보인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중 접속(Multiple Access) 다중 캐리어(Multi-

Carrier) 통신 시스템에서, 파워전송 시 채널 환경에 따라 송신 파워를 조절함으로써, 수신단에서 서브 채널 당 동일한 파

워로 수신하도록 하여, 채널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 손상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

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채널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 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워 조절(Power control) 방식 또는 오류 정정 부

호(error correction codes) 방식을 각각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종래에는 각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통신 시스템의 전송장치에서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파워 조절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채널 이득(gain)에 대한 추정치가 필요하나,

그 값이 실제 채널 이득과 다를 경우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한 것으로, 다중 접속 다중 캐리어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파워전송 시 채널 환경에 따라 송신 파워를 조절함으로써, 수신단에서 서브 채널 당 동일한 파워로 수신하도록 하

여 채널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 손상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전송 데이터의 각 서브 채널에 대한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검출하는 제1단

계와; 상기 각 서브 채널의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소정의 기준값( )과 비교하는 제2단계와; 상기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

에 대하여 그 서브 채널 중 어느 하나라도 소정 기준값( ) 이하일 경우 배드(bad) 상태로 판단하고, 모든 서브채널에 대

한 채널 이득이 소정 기준값( ) 이상인 경우 굿(good) 상태로 판단하는 제3단계와; 상기 추정 이득값과 실제 이득값의 상

태를 조합하여 어느 하나라도 배드(bad) 상태가 포함된 조합일 경우, 모든 서브 채널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데이터 심

볼을 소거하는 제4단계와; 상기 추정 이득값과 실제 이득값의 상태 조합이 모두 굿(good) 상태인 경우, 각 서브채널에 대

한 전송파워는 각 서브채널의 채널 이득( )에 대한 타겟 수신파워(PR) 만큼(PR/ )으로 조정하여 전송하는 제5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신된 데이터의 각 서브 채널에 대한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검출하는

제1단계와; 상기 각 서브 채널의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소정의 기준값( )과 비교하는 제2단계와; 상기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에 대하여 그 서브 채널 중 어느 하나라도 소정 기준값( ) 이하일 경우 배드(bad) 상태로 판단하고, 모든 서브채널

에 대한 채널 이득이 소정 기준값( )이상인 경우 굿(good) 상태로 판단하는 제3단계와; 상기 추정 이득값과 실제 이득값

의 상태를 조합하여 어느 하나라도 배드(bad) 상태가 포함된 조합일 경우, 해당 데이터 심볼에 대해 소거가 이루어진 것으

로 판단하는 제4단계와; 상기 판단에 의해 소거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소거 오류 정정 기법에 의해 수신 데이터를 디코딩

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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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부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로서, 전송할 데이터를 오류 정정 부호를 포함

해 Q-ary(시스템에 따라 bit는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음)로 블록 인코딩 하는 블록 인코더(10)와, 상기 블록 인코딩된 데이터

를 채널상에서의 오류 방지를 위해 인터리빙 하는 인터리버(20)와, 상기 인터리빙된 패러렐(Parallel)의 Q-ary 데이터를,

시리얼(Serial)의 각 bit 별로 분리하여 서브 채널(sub channel)로 출력하는 패러렐/시리얼 변환기(30)와, 상기 각 서브 채

널 데이터를 각각 변조 출력하는 다수의 변조기(40a ~ 40n)로 구성된 변조부(40)와, 상기 각 서브 채널의 변조 데이터를

온 상태에서 채널 이득( )에 대한 타겟 수신파워(PR) 만큼으로 각기 조정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증폭기(50a ~ 50n)로

구성된 증폭부(50)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장치에서, 본 발명은 도2의 순서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 데이터의 각 서브 채널에 대한 이득 추

정값과 실제값을 검출하여(S101), 각 서브 채널의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소정의 기준값( )과 비교하고(S102), 그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에 대하여 그 서브 채널 중 어느 하나라도 소정 기준값( ) 이하일 경우 배드(bad) 상태로 판단하고

(S104), 모든 서브채널에 대한 채널 이득이 소정 기준값( ) 이상인 경우 굿(good) 상태로 판단한다(S103).

  다음, 상기 추정 이득값과 실제 이득값의 상태를 조합하여(S105), 어느 하나라도 배드(bad) 상태가 포함된 조합일 경우

(S106), 증폭부(50)를 오프(OFF)시켜 모든 서브 채널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이때, 파워는 '0')(S108), 해당 데이터 심

볼(Q-ary 심볼)을 소거(erasure)한다(S109). 그리고, 상기 추정 이득값과 실제 이득값의 상태 조합이 모두 굿(good) 상태

인 경우, 각 서브채널에 대한 전송파워는 각 서브채널의 채널 이득( )에 대한 타겟 수신파워(PR) 만큼(PR/ )으로 조

정하여 전송한다(S107).

  즉, 본 발명은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M(=log2Q) 개의 서브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서브채널의 채널 이득을

(i_thsubchannel gainfor k_th user)이라고 할 때, 실제 시스템에서는 송신단에서 채널 이득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

고, 수신단에서 측정된 채널 이득(파일럿 채널 또는 심볼을 이용하여 추정)을 송신단으로 궤환(feedback)시키고, 이를 이

용하여 송신단에서는 전송 채널의 이득을 추정한다. 이 추정치에 따라 채널 파워를 조정한다. 따라서, 채널 이득은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추정치와 실제 채널 이득(gain)은 틀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채널상태의 좋고(good), 나쁨(bad)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굿(good) 상태 :

  배드(bad) 상태 :

  상기와 같이 채널 이득 추정치와 실제 채널 이득값에 따른 상태는 4가지((bad, bad), (bad, good), (good, bad), (good,

good))로 분류 가능하다.

  여기서, 상기 채널 추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송신단에서 수신단측으로 파일롯 채널 및 심볼이 존재하여 수신

단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현상태의 채널값에 대한 측정을 하지만, 이때 측정된 채널값은 현상태에 대한 채널 측정치가 된

다. 그렇지만, 채널 특성상 어느 정도 상관(correlation)이 존재하므로 미래 상태의 채널값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정을 가

능하게 한다(일반적인 채널 추정 방식).

  이렇게 측정된 현 채널치를 이용하여 미래 상태의 채널값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하여 수신단에서는 피드백 채널을 통해

송신단으로 전송하여, 송신단과 수신단은 미래 상태(즉, 송신단이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때의 채널상태)의 채널 추정치를

공유하게 되고, 송신단과 수신단은 어느 채널이 소정의 기준값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서로 같이 알 수 있게 된다. 즉, 송신

단과 수신단은 어느 채널이 배드(bad) 혹은 굿(good) 상태인지 서로 같이 알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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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정 채널 이득과 실제 채널 이득의 4가지 상태 중, 각 상태에 따른 전송파워 조절 및 해당 심볼 소거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bad, bad) →해당심볼 소거 & Power for i_th subchannel=0, for all i, i∈{1, 2, …,M}

  2. (bad, good) →해당심볼 소거 & Power for i_th subchannel=0, for all i, i∈{1, 2, …,M}

  3. (good, bad) →해당심볼 소거 & Power for i_th subchannel=P, for all i, i∈{1, 2, …,M}

  4. (good, good) →해당심볼 소거않함 & Power for i_th subchannel=P, for all i, i∈{1, 2, …,M}

  상기와 분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신단에서는 채널 이득 추정치의 상태에 따라, good 상태이면 "Power for i_th

subchannel=P" 로 전송 파워 온시키고, bad 상태이면 "Power for i_th subchannel=0" 로 전송 파워 오프 시킨다.

  한편, 수신단에서는 해당 Q-ary 심볼 추정치가 배드(bad) 상태이면 무조건 소거 심볼로 간주하고, 추정치가 굿(good) 상

태일 경우 송신단에서 전송파워를 0으로 하지 않았지만, 실제 채널 이득이 나쁘므로 에러(error) 심볼이 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이 경우도 역시 해당 Q-ary 심볼을 소거 심볼로 간주한다.

  상기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Q-ary Block Decoder에서는 소거 오류 정정 기법(erasure-error correction)을 이용해 데

이터를 복원한다.

  즉, 본 발명은 추정값과 실제값에 대하여, 송신단에서의 모든 서브채널에 대한 채널 이득( )이 소정 기준값( ) 이상

이면 good 상태로 설정하고, 어느 한 서브채널이라도 채널 이득이 기준값( ) 이하이면 bad 상태로 설정하는데, 추정값과

실제값의 상태에 따라 4가지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상기 채널 상태에 따라 해당 Q-ary 심볼 추정치가 bad 상태이면 무조

건 소거 심볼로 간주하고, 추정값에 의한 채널 상태가 good 상태이더라도 실제 채널 이득이 bad 상태일 경우에는 해당 Q-

ary 심볼을 소거 심볼로 간주한다.

  여기서, 상기 심볼을 소거하는 것은 증폭부(50)를 오프시켜 모든 서브 채널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해당 Q-ary 심볼

을 소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상기 증폭부(50)의 온/오프 제어 및 소거 정보를 수신부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제어부가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만,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제어부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것에 의해 간단히 조작이 가능하므로,

본 발명의 구성에서는 도시하지 않으며 또한, 상기 소거 정보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수신부로 전송하는 등,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실현 가능하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수신된 서브 채널의 이득에 대한 추정값과 실제값에 의한 상태를 판단하여, 추정값과 실제

값 중 어느 하나라도 채널 상태가 bad 상태가 될 경우, 해당 Q-ary 심볼에 대해 소거가 된 것으로 판단하여 소거 오류 정정

기법을 이용해 데이터를 복원한다.

  한편, 상기 증폭부(50)를 온/오프 하기 위한 각 채널의 이득(channel gain)을 검출(예측)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검출 방법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한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채널 이득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각 서브 채널의 이득에 대한 추정값과 실제값에 의한 상태를 판단하여, 추정값과 실제값 중 어

느 하나라도 채널 상태가 bad 상태가 될 경우, 해당 Q-ary 심볼에 대해 소거(erasure)함으로써, 파워 오프에 따른 배터리

소모를 절약할 수 있고, 수신부의 블록 디코더에서 소거 정보에 의해 복원이 용이하도록 한다.

  즉, 종래의 경우 채널의 상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정 파워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수신부에서 소정 개수 이상의 에러

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복원이 어려웠으나, 본 발명에서는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 심볼을 소거하고 그 정

보를 수신부로 전송하여 복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송수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수신부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로서, 각 서브 채널을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각

각 복조 하는 다수의 복조기(60a ~ 60n)로 구성된 복조부(60)와, 상기 복조된 각 bit 별 서브 채널 데이터를 패러렐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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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 데이터로 변환하는 시리얼/패러렐 변환기(70)와, 상기 Q-ary 데이터를 디인터리빙 하는 디인터리버(80)와, 상기 디인

터리빙된 데이터에서 소거된 심볼 데이터에 대해서 소거 오류 정정 기법을 수행하여 전송 데이터를 복원하는 블록 디코더

(90)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장치에서, 본 발명은 도4의 순서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M개(1,2,...M)의 서브 채널의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검출하여(S201), 송신단에서의 모든 서브채널에 대한 채널 이득( )이 소정 기준값( ) 이상이면 굿(good)

상태로 설정하고(S102, S103), 어느 한 서브채널이라도 채널 이득이 기준값( )이하이면 배드(bad) 상태로 설정하는데

(S102, S104), 추정값과 실제값의 상태에 따라 4가지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S105), 상기 채널 상태에 따라 해당 Q-ary 심

볼 추정치가 배드(bad) 상태이거나 추정값에 의한 채널 상태가 굿(good) 상태이더라도 실제 채널 이득이 배드(bad) 상태

일 경우에는 해당 Q-ary 심볼을 소거(erasure)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S106, S108), 소거 오류 정정 기법에 의한

디코딩을 수행하고(S109), 그렇지 않은 경우(추정값과 실제값의 상태가 모두 굿(good) 상태인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복

조(Demodulation) 방식으로 데이터를 디코딩한다(S107).

  여기서, 일반적인 복조란 '1','0'의 복조 데이터만을 디코더로 출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거 데이터가 있는 경우 '1','0'외

에 소거정보(가령, 'E') 데이터가 디코더로 출력되어, 그에 따른 디코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파워의 온/오프를 제어함으로써, 채널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송파워를 절약할 수 있고, 각 사

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전송파워를 조절하므로(각 사용자의 채널환경도 독립적임), 평균적인 다중접속 간섭

(multiple access interference)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채널 환경이 좋지 않아 심볼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심볼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큰 문제점이 있는데,

본 발명에서는 블록코드의 오류 정정 부호의 소거 오류 정정(Erasure-error correction) 방식을 이용해 보완함으로써 즉,

전송을 하지 않는(즉,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큰) 심볼을 소거 심볼(Erasure)로 지정함으로써, 수신부의 블록 디코더에서

블록 코드의 정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에서 이용하는 소거 오류 정정 방식은, 기존의 오류 정정(error-only correction)만 하는 방식에 비

해 수신 성능을 더 좋게 한다. 즉, 블록 코드는 오류에 비해 두 배의 소거 심볼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정이 가능하여, 그 만큼

수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은, 채널의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검출하고

채널 이득(gain)에 대한 추정 값이 실제 채널 이득과 다를 경우 이를 보완함으로써, 파워 제어와 송신 데이터 소거에 의한

데이터 오류 정정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

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송 데이터의 각 서브 채널에 대한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검출하는 제1단계와;

  상기 각 서브 채널의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소정의 기준값( )과 비교하는 제2단계와;

  상기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에 대하여 그 서브 채널 중 어느 하나라도 소정 기준값( ) 이하일 경우 배드(bad) 상태로 판

단하고, 모든 서브채널에 대한 채널 이득이 소정 기준값( ) 이상인 경우 굿(good) 상태로 판단하는 제3단계와;

  상기 추정 이득값과 실제 이득값의 상태를 조합하여 어느 하나라도 배드(bad) 상태가 포함된 조합일 경우, 모든 서브 채

널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데이터 심볼을 소거하는 제4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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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정 이득값과 실제 이득값의 상태 조합이 모두 굿(good) 상태인 경우, 각 서브채널에 대한 전송파워는 각 서브채널

의 채널 이득( )에 대한 타겟 수신파워(PR) 만큼(PR/ )으로 조정하여 전송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송신 방법.

청구항 2.

  수신된 데이터의 각 서브 채널에 대한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검출하는 제1단계와;

  상기 각 서브 채널의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을 소정의 기준값( )과 비교하는 제2단계와;

  상기 이득 추정값과 실제값에 대하여 그 서브 채널 중 어느 하나라도 소정 기준값( ) 이하일 경우 배드(bad) 상태로 판

단하고, 모든 서브채널에 대한 채널 이득이 소정 기준값( ) 이상인 경우 굿(good) 상태로 판단하는 제3단계와;

  상기 추정 이득값과 실제 이득값의 상태를 조합하여 어느 하나라도 배드(bad) 상태가 포함된 조합일 경우, 해당 데이터

심볼에 대해 소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제4단계와;

  상기 판단에 의해 소거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소거 오류 정정 기법에 의해 수신 데이터를 디코딩 하는 제5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수신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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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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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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