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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기반의 주파수 자원 할당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에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시구간을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브 시구간들로 분할하고,

상기 서브 시구간들 각각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주파수 자원을 구성함으로써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을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시스템 성능 및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대표도

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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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 개념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a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3일 경우의 주파수 할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b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4일

경우의 주파수 할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c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7일 경우의 주파수 할당 동작을 개략적

으로 도시한 도면, 도 2d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일 경우의 주파수 할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e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일 경우의 주파수 할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f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일 경우의 주파수 할

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주파수 재사용율 1로 운용되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하향 링크의 CINR 관계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4는 일반적인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이 1인 경우(K = 1)와 주파수 재사용율이 1을 초과하는(K>1)

경우 기지국과의 이격 거리에 따른 CINR의 관계를 도시한 그래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기반의 주파수 자원 할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기반의 부채널 생성 동작을 개략

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7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1을 적용할 경우의 부채널 생성 동작

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7b는 도 7a에서 생성한 부채널 집합을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셀들

에 할당하는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8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K를 적용할 경우의 부채널 생성 동작

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8b는 도 8a에서 생성한 부채널 그룹을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셀을 구성하는 섹터

들에 할당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기반의 주파수 자원 할당 동

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재사용율 기반의 주파수 자원 할당 동

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별로 구분된 주파수 자원을 단말의 채

널 상태에 따라 할당하는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의 셀룰러 무선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기반의 셀룰러 무선통신 시

스템에서 다중 주파수재사용율을 이용한 자원 할당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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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셀룰러(cellular) 통신 시스템에서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이격된 두

지역에서 동일한 주파수 자원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도 1을 참조하여 주파수 재사용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은 일반적인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 개념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에 도시한 바

와 같이, 반경 R인 제1셀(100)에서 사용된 주파수 자원 F1은 상기 제1셀(100)의 중심에서 D만큼 이격되어 있는 반경 R인

다른 셀, 제2셀(150)에서 다시 사용되며 이를 주파수 재사용이라 한다. 한편, 주파수 재사용율(frequency reuse factor)

K는 동일한 1개의 주파수 자원, 즉 주파수 대역이 K개의 셀(cell) 단위로 재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상기 주파수 재사

용율이 클수록 동일한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는 셀들간, 즉 주파수 재사용 셀들간의 거리 D가 증가하게 되고, 전파는 전파

거리에 비례하여 감쇄되기 때문에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이 클수록 동일 주파수 자원 사용으로 인한 간섭(interference)의

양이 감소한다. 한편, 한 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양은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사용율 K로 나눈 값으로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이 클수록 전체 시스템의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도 2a 내지 도2f를 참조하여 상기 주파수 재사용

율 K에 따른 주파수 할당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a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3일 경우의 주파수 할당 동

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a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 K = 3일 경우에는 3개의

셀들 단위로 전체 주파수 대역을 씩 분할하여 사용하게 된다. 상기 도 2b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4일 경우의 주파

수 할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 K = 4일 경우

에는 4개의 셀들 단위로 전체 주파수 대역을 씩 분할하여 사용하게 된다. 상기 도 2c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7일

경우의 주파수 할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c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 K

= 7일 경우에는 7개의 셀들 단위로 전체 주파수 대역을 씩 분할하여 사용하게 된다. 상기 도 2d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일 경우의 주파수 할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상기 도 2d에 도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 K = 일 경우에는 9개의 셀들 내에서 3개의 셀들 단위로 전체 주파수 대역을 씩 분할하여 사용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상기 9개의 셀들 각각에 주파수 재사용율 K = 이 적용된다. 상기 도 2e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일 경우의 주파수 할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e에 도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상기 주파수 재

사용율 K = 일 경우에는 12개의 셀들 내에서 3개의 셀들 단위로 전체 주파수 대역을 씩 분할하여 사용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상기 12개의 셀들 각각에 주파수 재사용율 K = 이 적용된다. 상기 도 2f는 주파수 재사용율 K =

일 경우의 주파수 할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f에 도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

K = 일 경우에는 21개의 셀들 내에서 3개의 셀들 단위로 전체 주파수 대역을 씩 분할하여 사용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상기 21개의 셀들 각각에 주파수 재사용율 K = 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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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날로그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경우 무선 음성 통화 회선을 만들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신호대 잡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 이하 ‘SNR’이라 칭하기로 한다)가 존재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셀간 최소 거리가 정해진다. 따라서 주

파수 재사용율 또한 이를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디지털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경우 무선 선로에 적용되는 오

류 정정 부호화율과, 변조 방식과, 전송 방식 등에 따라서 최소 SNR이 다양한 값을 가지게 된다. 특히, 코드 분할 다중 접

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 CDMA’라 칭하기로 한다) 통신 시스템은 최소 SNR과, 전체 시스템 용

량과, 네트워크 설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주파수 대역을 상기 CDMA 통신 시스템의 모든 셀들에서 동시에 사용

하는 주파수 재사용율 '1'로 운용되고 있다. 상기 CDMA 통신 시스템은 모든 셀들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므로

각 셀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호 확산(spreading)/역확산(despreading)이 사용되며, 이 과정을 통해 인접 셀의 동일 주파수

간섭 성분이 평균화(averaging)되고 현 서비스 셀의 데이터를 다른 셀 성분과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OFDMA’라 칭하기

로 한다)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패킷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도 주파수 재사용율은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을 1로 운용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 용량과네트워크 설계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이득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 도 3을 참조하여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을 1로 운용할 경우의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하향

링크 신호의 캐리어대 간섭 잡음비(CINR: Carrier to Interference/Noise Ratio, 이하 ‘ CINR’이라 칭하기로 한다) 관계

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3은 주파수 재사용율 1로 운용되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하향 링크의 CINR 관계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

다. 상기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셀에서 기지국과 인접한 셀의 중심 영역(cell center region)(301)에서는

하향링크 신호의 세기, 즉 CINR이 인접 셀들로부터의 동일 주파수 대역의 간섭신호의 세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매우

큰 CINR을 나타낸다. 하지만, 기지국과 이격되어 있는 셀 경계 영역(cell boundary region)(303)에서는 인접 셀들로부터

의 동일 주파수 대역의 간섭 신호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크므로 매우 작은 CINR을 나타낸다. 물론 상기 셀 경계 영역(303)

에 존재하는 단말들이라고 할지라도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매우 낮은 오류 정정 부호화율 및 변조 방식을 지원할

경우 기지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데이터 패킷을 수신할 수 있지만, 상기 셀 경계 영역(303)에 존재하는 단말들에서의 수

신 주파수 효율성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사용율 K>1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주파수 재사용율을 K>1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전파 거리에 의한 신호 감쇄 때문에 셀 경계 영역으로 갈수록 하향링크의

CINR은 작아진다. 하지만 인접 셀들의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간섭 성분이 매우 작기 때문에 상기 주파수 재사용

율을 1로 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CINR을 갖는다. 이를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도 4는 일반적인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이 1인 경우(K = 1)와 주파수 재사용율이 1을 초과하는

(K>1) 경우 기지국과의 이격 거리에 따른 CINR의 관계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상기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파

수 재사용율을 크게 설정하면 셀 경계 영역에서의 주파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각 셀마다 전체 주파수

대역의 1/K만큼만 사용하게 되므로 전체 시스템 용량이 주파수 재사용율 ?1?인 시스템에 비하여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OFDMA 방식을 사용하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이하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이라 칭하기로

한다)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의 채널 상채에 상응하게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시스템 용량 및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주파수 자원 할당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시구간을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브 시구간들로 분할하고, 상기 서브 시구간들 각각에서 서로 다른 주파

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주파수 자원을 구성하는 송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시스템은;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시스템에 있어

서,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전체 부반송파들을 적어도 2개 이상의 그룹들로 분할하고, 상기 그룹들 각각을 상기 셀룰

러 통신 시스템에서 적용할 주파수 재사용율들의 개수에 상응하게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브 그룹들로 분할하고, 상기 서브

그룹들을 주파수 재사용율들 각각에 상응하게 서브 그룹 집합들로 분할하며, 상기 서브 그룹 집합들 각각 내의 서브 그룹

들 각각에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개수의 부반송파들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한 부반송파들을 주파수 자원으로 구성하는 송

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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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에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

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시구간을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브 시구간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서브 시구간들 각각에서 서

로 다른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주파수 자원을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들을 달

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방법은;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에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셀룰

러 통신 시스템의 전체 부반송파들을 적어도 2개 이상의 그룹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그룹들 각각을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적용할 주파수 재사용율들의 개수에 상응하게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브 그룹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서브

그룹들을 주파수 재사용율들 각각에 상응하게 서브 그룹 집합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서브 그룹 집합들 각각 내의 서

브 그룹들 각각에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개수의 부반송파들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한 부반송파들을 주파수 자원으로 구성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방법은;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K개의 셀들/섹터들마다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주파수 재사용율 K에 대하여 상기 셀들/섹터들을 서비스하는 기지국들 각각에서 시간 영역상의 미

리 설정된 시구간내에서 주파수 재사용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설정 시구간을 분할한 제1시구간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1을

사용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 시구간에서 상기 제1시구간을 제외한 제2시구간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K를 사용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동작을 이해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하며 그 이외의 배경 기술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OFDMA'이라 칭하기로 한다) 방식을 사용하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이하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이라

칭하기로 한다)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frequency reuse factor) 기반의 주파수 자원 할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단말이 기지국과 인접한 셀 중심 영역(cell

center region)(501)에 위치할 경우에는 캐리어대 간섭 잡음비(CINR: Carrier to Interference/Noise Ratio, 이하 ‘

CINR’이라 칭하기로 한다)가 비교적 높으므로 주파수 재사용율(K)이 1인 주파수 자원을 단말에 할당하고, 이와는 반대로

단말이 기지국과 이격한 셀 경계 영역(cell boundary region)에 위치할 경우에는 주파수 재사용율 K>1인 주파수 자원을

단말에 할당함으로써 CINR이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물론 단말이 셀 경계 영역(503)에서 셀 중심 영역(501)으로 이

동할 경우에는 큰, 즉 1의 주파수 재사용율에서 작은, 즉 1을 초과하는 주파수 재사용율을 갖는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게 된

다.

한편,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의 주파수 자원 할당은 부채널(sub-channel) 단위로 이루어지며, 상기 부채널

은 적어도 1개 이상의 부반송파(sub-carriers)들로 구성된다. 그러면 여기서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기반의 부채널 생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기반의 부채널 생성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전체 부반송파들의 개수를 N이라고 가정하면, 상기 N개의 부

반송파들을 G개의 그룹들로 분류한다. 여기서, 상기 G개의 그룹들 각각은 S개의 부반송파들로 구성되며, 따라서 의 관계

를 가진다. 상기 G개의 그룹들 각각으로부터 임의의 1개의 부반송파를 선택하여 첫 번째 부채널을 생성한다. 그리고, 상기

G개의 그룹들 각각으로부터 상기 첫 번째 부채널에 할당된 부반송파를 제외한, 임의의 1개의 부반송파를 선택하여 두 번

째 부채널을 생성한다. 상기 G개의 그룹들에 존재하는 모든 부반송파들이 부채널로 생성될 때까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부채널 생성 동작을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총 S개의 부채널들로 구성된 부채널 집합을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부채널을 생성하는 부반송파들을 선택하는 부반송파 선택 방식을 상이하게 설정할 경우 서로 다른 부반송파들로 생성된

총 S개의 새로운 부채널들로 구성된 새로운 부채널 집합을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서로 다른 부반송파들로 생성된

총 S개의 새로운 부채널들로 구성된 부채널 집합들의 개수는 총 (S!)G개이다. 여기서, 상기 부채널을 구성하는 부반송파들

의 구성 형태를 '부반송파 조합'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상 상기 S개의 부채널들로 구성된 총 (S!)G개의 부

채널 집합들중 임의의 n번째 부채널 집합을 An이라고 가정하기로 하고, 상기 부채널 집합 An을 구성하고 있는 임의의 m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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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부채널을 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n = [0, (S!)G]이며, m = [0, S-1]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 부

채널 집합 An을 구성하고 있는 S개의 부채널들 각각( )은 서로 직교하며, 즉 상기 S개의 부채널들 각각

을 구성하는 부반송파들간에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서로 다른 부채널 집합들 각각을 구성하는 부채널들 각각

( )은 서로 직교하지 않으며, 즉 상기 부채널들 각각을 구성하는 부반송파들간에는 충돌이 발생한

다. 또한, 상기 총 (S!)G개의 부채널 집합들로부터 C개의 부채널 집합 An을 선택하는데, 상기 선택한 C개의 부채널 집합

An 에서 임의의 부채널을 1개씩 선택할 경우 충돌이 발생하는 부반송파들의 수가 균일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2개의

부채널 집합간 충돌하는 부반송파들의 총 개수는 상기 선택되는 부채널들의 개수에 비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기 총

(S!)G개의 부채널 집합들로부터 부반송파를 선택하여 부채널 집합을 생성하고, 부반송파 조합이 상이하며, 충돌 특성이 균

일한 C개의 부채널 집합들을 생성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1을 적용하여 부채널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

펴보기로 한다.

먼저, 주파수 재사용율 1을 적용할 경우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임의의 한 셀에서 사용되는 모든 부반송파들,

즉 모든 부채널들은 인접 셀에서 사용된다. 여기서,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셀들에서 동일한

부반송파 조합을 사용하는 부채널 집합을 사용할 경우, 즉 모든 셀들에서 동일한 부채널 집합 An을 사용할 경우, 상기 부채

널 집합의 부채널들 각각은 간섭(interference) 성분이 존재하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채널 상황을 겪게 된다. 이러

한 채널 상황은 현재 측정된 채널 상태 정보를 다음 시구간에 적용할 때 간섭 특성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경우를 발생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도 7a 및 도 7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

용율 1을 적용할 경우의 부채널 생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7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

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1을 적용할 경우의 부채널 생성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7a를

참조하면, 먼저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체 부반송파들의 개수가 N개라고 가정할 경우, 서로 다

른 부반송파 선택 방식을 적용하여 상기 N개의 부반송파들로부터 C개의 부채널 집합 An을 생성할 수 있다. 상기 도 7b는

도 7a에서 생성한 부채널 집합을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셀들에 할당하는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

한 도면이다. 상기 도 7b를 참조하면,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 1을 적용한 상태에서 상기 서로 다른 부반송파 선택 방식을 적

용하여 생성된 C개의 부채널 집합 An을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셀들 각각에 할당한다. 여기서, 상

기 C개의 부채널 집합 An을 구성하는 부채널들 각각은 동일한 부채널 집합 내에서의 다른 부채널들과 직교성을 가지며,

상이한 부채널 집합의 부채널들과 균일한 충돌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한 C개의 부채널 집합

An을 각 셀들에 할당할 경우, 인접 셀로부터의 간섭 성분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균일한 충돌 특성에 의해 평균화된

다. 즉, 인접셀의 사용 자원량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 단위별로 측정된 채널 상태 정보의 유효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방식으

로 부채널을 운용하는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 재사용율 1을 적용하여 부채널을 운용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인접 셀간 간섭 성분이 양이 평균화될 뿐이지 CINR 자체는 모든 인접 셀들로

부터의 간섭 성분 때문에 작아지게 되며, 특히 셀 경계 영역에서 매우 작은 CINR을 가지게 된다. 한편, 무선 셀룰라 통신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셀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단말에 대해서는 최저 오류 정정 부호화율(error

correction coding rate) 및 최저 변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상기 최저 오류 정정 부호화율 및 최저 변조 방식은 대역

폭 효율을 저하시키게 되어 셀 경계 영역에 있는 단말에 지원하는 전송율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하기 표 1을 참조하여 주파수 재사용율 1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셀 반경별로 달성할 수 있는 단말

의 평균 전송율과 셀 반경별 평균 전송율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표 1에 나타낸 값들은 그 채널 환경이

long-term, short-term 페이딩(fading)을 모두 고려한 round robin 스케쥴링(scheduling) 방식을 사용할 경우의 시뮬레

이션(simulation) 결과로 생성된 값이다. 즉, 셀/섹터를 일정한 영역을 갖는 서로 겹치지 않는 다수개의 동심원들로 분할한

후, 각 동심원에 할당된 단말들 각각의 평균 전송율을 구하고, 상기 단말들 각각의 평균 전송율을 가산하여 반경별(동심원

별) 평균 전송율을 구한다. 하기 표 1에서 셀 반경은 최대 셀 반경으로 노말라이즈된다. 따라서 반경별 평균 전송율은 단말

들 각각의 전송율과 셀 영역 면적의 함수로 정의될 수 있다. 하기 표 1의 단말의 평균 전송율은 각 동심원에 할당된 단말들

각각의 전송율의 평균값이며, 셀/섹터의 경계영역으로 갈수록 단말의 평균 전송율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동심원의 면적이 가장 큰 경우의 평균 전송율이 셀/섹터 중심 영역 부근의 평균 전송율보다 작게 된다. 이는 주파수 재사용

율 1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인접 셀/섹터 간섭에 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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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셀 반경  0~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

 단말 평균 전송율  1.00  0.90  0.75  0.64  0.50  0.40  0.26  0.23  0.17  0.17  0.13

 반경별 평균 전송율  0.26  0.60  0.83  0.89  1.00  0.90  0.63  0.49  0.37  0.24  0.25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접 셀/섹터로부터의 간섭을 고려하여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

율 K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인접 셀/섹터에서 서로 간섭을 줄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주파수 재사용율 K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는 서로 다른 대역을 K개 사용하거나, 하나의 대역에

포함된 부반송파들을 논리적으로 K등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1개의 대역에 포함된 부반송

파들을 K개로 나누고 이를 주파수 재사용율 K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여기서 도 8a 및 도 8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K를 적용할 경우의 부채널 생성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8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K를 적용할

경우의 부채널 생성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8a를 참조하면, 1개의 주파수 대역을 구성하는 부반송파

들을 K개의 그룹들로 분류하고, 이를 주파수 재사용율 K로 운용한다. 상기 도 8a에서는 주파수 재사용율 K를 3인 경우를

가정하기로 한다(K = 3). 먼저, 임의의 부채널 집합 An을 구성하는 S개의 부채널들을 서로 배타적인 3개의 부채널 그룹들

로 분류한다. 여기서, 상기 3개의 부채널 그룹들 각각을 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상기 도 8b는 도 8a에

서 생성한 부채널 그룹을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셀을 구성하는 섹터들에 할당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

면이다. 상기 도 8b를 참조하면,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 3을 적용한 상태에서 상기 생성된 3개의 부채널 그룹들

을 상기 셀의 각 섹터들 각각에 할당한다. 이 경우, 아이디얼(ideal)한 경우 셀/섹터간의 간섭 성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어 상기 셀/섹터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단말의 평균 전송율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각 셀/섹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1/3로 감소하게 되어 전체 셀/섹터 용량은 감소하게 된다.

다음으로 하기 표 2를 참조하여 주파수 재사용율이 각각 1과 3인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 반경에 대한 섹터의 평

균 전송율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표 2에 나타낸 값들은 Round robin 스케쥴링 방식을 사용하고, 채널 환경이

long-term 및 short-term 페이딩인 경우를 모두 고려한 값들이다. 하기 표 2에서 셀 반경은 최대 셀 반경에 노말라이즈된

다.

[표 2]

 셀 반경  0~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0~

 재사용율 ‘1’  113  267  378  411  467  428  306  242  181  118  123

 재사용율 ‘3’  90  220  314  320  401  379  326  268  222  152  164

상기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파수 재사용율 3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은 주파수 재사용율 1인 시스템에 비하여

셀/섹터 경계 영역에서 우수한 평균 전송율을 제공하는 반면 기지국에 인접하는 셀 중심 영역에서는 열등한 성능을 갖는

다. 이는 기지국에 인접하는 셀 중심 영역에서는 long-term 페이딩에 의하여 인접 셀/섹터 간섭의 영향은 작어지고, 주파

수 자원의 1/3만 사용하는 주파수 재사용율 3의 경우 시스템 용량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통신 시스템에 대역폭 효율 및 시스템 용량 향상을 위해 주파수 재사용율 1과 K를

동시에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지국에 인접한 셀 중심 영역에 위치

한 단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접 셀/섹터들로부터의 간섭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주파수 재사용율 1로 운용하고, 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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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영역에 위치한 단말들은 인접 셀/섹터들로부터의 간섭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재사용율 K(K>1)로 운용한다. 이

렇게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1과 K를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주파수 재사용율 1의 셀/섹터

경계 영역에서의 간섭영향과 주파수 재사용율 K의 셀/섹터 경계 영역의 용량저하 현상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

한편, 주파수 재사용율 1과 주파수 재사용율 K를 물리적 구별없이 사용한다면, 주파수 재사용율 K를 적용받는 단말의 경

우 인접 셀/섹터의 주파수 재사용율 1을 적용받는 단말로부터의 간섭 성분이 매우 커지게 되어 CINR이 감소하고 성능의

급격한 열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수의 주파수 재사용율들, 즉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주파수 재사용율이 적용되는 주파수 자원간에 직교성을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즉, 상기 OFDMA 셀

룰러 통신 시스템의 가용 자원인 시간 자원과 주파수 자원을 고려하여, 시간 영역(time domain) 또는 주파수 영역

(frequency domain)에서 각 주파수 재사용율 사용을 분리한다.

이하, 본 발명의 제1실시예 및 제2실시예에 따른 다중 주파수재사용율 기반의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로 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재사용율들간 직교성을 제공하여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고,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재사용율들간 직교성을 제공한다.

그러면, 여기서 도 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기

반의 주파수 자원 할당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9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기반의 주파수 자원 할

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9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기반의 주파수 자원 할당을 적용

할 경우 미리 설정된 시간 영역, 일 예로 1개의 프레임(frame)(900)은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1을 사용하는 구간

(903)과 주파수 재사용율 K를 사용하는 구간(905)으로 분할된다.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이 1인 구간(903)에서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모든 셀/섹터들은 주파수 재사용율 1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셀/섹터마다 서로 다른 부채널

집합을 사용한다.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이 K인 구간(905)에서는 각 셀/섹터는 주파수 재사용율 K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동

일한 부채널 집합을 사용하며, 특히 부채널 집합을 K개의 배타적 그룹들로 생성하여 그중 하나만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기반의 주파수 자원

할당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0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재사용율 기반의 주파수 자원 할

당 동작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체 부반송파들의 개수를 N이라고 가정하면, 상

기 N개의 부반송파들을 G개의 그룹들로 분류한다. 여기서, 상기 G개의 그룹들 각각은 S개의 부반송파들로 구성되며, 따

라서 의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상기 G개의 그룹들 각각을 2개의 서브 그룹(sub group)들로 분할한다. 여기서,

상기 2개의 서브 그룹들 각각은 S1개와, SK개의 부반송파들로 구성된다.

먼저, 상기 S1개의 부반송파들로 구성된 G개의 서브 그룹들 각각으로부터 임의의 1개의 부반송파를 선택하여 첫 번째 부

채널을 생성한다. 그리고, 상기 G개의 서브 그룹들 각각으로부터 상기 첫 번째 부채널에 할당된 부반송파를 제외한, 임의

의 1개의 부반송파를 선택하여 두 번째 부채널을 생성한다. 상기 G개의 서브 그룹들에 존재하는 모든 부반송파들이 부채

널로 생성될 때까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부채널 생성 동작을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총 S1개의 부채널들로 구성된

부채널 집합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부채널을 선택하는 방식을 상이하게 하여 C개의 서

로 다른 부채널 집합 An을 생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기 C개의 부채널 집합 An을 구성하는 부채널들 각각은 동일한 부채

널 집합 내에서의 다른 부채널들과 직교성을 가지며, 상이한 부채널 집합의 부채널들과 균일한 충돌 특성을 가진다. 이렇

게 구성된 부채널 집합 An을 각 셀/섹터에 할당함으로써 주파수 재사용율 1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상

기 SK개의 부반송파들로 구성된 G개의 서브 그룹들 각각으로부터 임의의 1개의 부반송파들을 선택하여 첫 번째 부채널을

생성한다. 그리고, 상기 G개의 서브 그룹들 각각으로부터 상기 첫 번째 부채널에 할당된 부반송파를 제외한, 임의의 1개의

부반송파들을 선택하여 두 번째 부채널을 생성한다. 상기 G개의 서브 그룹들에 존재하는 모든 부반송파들이 부채널로 생

성될 때까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부채널 생성 동작을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총 SK개의 부채널들로 구성된 부채널

집합을 생성할 수 있다. 상기 부채널들을 K개의 배타적 부채널 그룹들로 분할한 후, 상기 K개의 셀/섹터마다 할당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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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주파수 재사용율 K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 1인 부채널과 주파수 재사용율 K인 부

채널은 서로 다른 부반송파들로 구성되므로,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 1과 주파수 재사용율 K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라도 상

호 간섭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와 제2실시예에 따른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 기반의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을 사용하

는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모의 성능 실험 결과는 하기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상기 표 3에 나타낸 모의 실험 결과는 중앙 셀의 섹터에 대한 평균 단위 전송률을 3섹터 19셀 모델에 적용하고, 각 섹터에

대하여 이상적인 안테나 모델과 실제 안테나 모델을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상기 표 3에 나타낸 모의 실험 결과는 경

로 감쇄에 대한 지수로 3.8을 적용하였고, 페이딩이 포함된 모의 실험의 경우 단일 경로(single path) 모델을 고려하였으

며, 음영 감쇄(shadowing)가 포함된 모의 실험에서는 음영감쇄 표준편차 8[dB]를 적용하였다.

상기 주파수 재사용율 3의 경우 3 섹터 모델에서 섹터간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시간 및 주파수 자원을 배치하였다. 또한,

주파수 재사용율 1과 3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간 할당 비율은 동일하게 하였다. 즉, 시간 영역 구분에서 주파수 재

사용율 1인 구간의 길이와 주파수 재사용율 3인 구간의 길이를 같게 하였고, 주파수 영역 구분에서는 S1=SK의 관계를 가

지도록 설정하여 상기 모의 실험이 수행된 것이다.

[표 3]

  Ideal ANT  Real ANT  R-ANT, Fading, Shadowing

 재사용율 ‘1’ (bps/Hz)  1.70  1.07  0.97

 재사용율 ‘1’ ‘3’ (bps/Hz)  1.86  1.19  1.08

 전송율 이득 (%)  11.0  11.2  11.1

상기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실시예 및 제2실시예에 따라 주파수 재사용율 1과 주파수 재사용율 3을 을

상기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적용한 경우 주파수 재사용율 1만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섹터당 평균 단위 전송률

(bits/Hz/Sec)에 측면에서 1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와 같이 주파수 재사용율별로 구분된 주파수 자원은 실제 사용자 패킷(user packet)의 전송에 할당된다.

즉, 수신기의 수신 상태에 따라 상이한 주파수 재사용율을 갖는 주파수 자원(OFDM 심벌 또는 부채널)이 사용자 패킷들의

전송을 위해 할당된다. 여기서, 상기 수신상태라 함은 수신기에서의 간섭량, CINR 또는 이에 해당하는 측정값들을 나타내

는데, 본 발명에서는 CINR을 일 예로 한다. 특히, 주파수 재사용율 1인 주파수 자원에 대한 간섭량이 가장 크므로 이에 대

한 CINR을 이용하여 주파수 자원을 할당한다. 상기 수신 상태에 따른 주파수 자원/사용자 패킷간 대응은 큰 CINR의 수신

기에 수신될 사용자 패킷부터 주파수 재사용율 1인 주파수 자원에 대응하여 마지막에 남는 최소 CINR의 수신기에 수신될

사용자 패킷을 가장 큰 주파수 재사용율 주파수 자원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별로 구별된 주파수 자원을 단말의 채널 상태에

상응하게 할당하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율별로 구분된 주파수 자원을 단말의 채

널 상태에 따라 할당하는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기지국은 단말들로부터 채널 상태 정보를 피드백(feedback)받고(S1101), 상기 채널 상태 정보에

따라 해당 단말들에 적합한 주파수 재사용율을 가지는 주파수 자원을 결정한다(S1102).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주파수 재

사용율에 상응하는 주파수 자원별로 해당 단말들을 분류하고(S1103), 상기 분류된 단말들을 미리 설정되어 있는 스케쥴링

알고리즘에 따라 스케쥴링하여 그 해당 데이터를 전송한다(S1104).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

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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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OFDMA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주파수 자원을 할당함으

로써 셀 경계 영역에서의 CINR 저하 현상을 방지하여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을 상기 다중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함에 있어 단말들의 채널 상태에 상응하게 적용함으로써 시스템 용량을

증대시킴과 함께 서비스 신뢰성을 제고시킨다는 이점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에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시구간을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브 시구간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서브 시구간들 각각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상기 주파수 자원을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시구간들 각각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주파수 자원을 구성한 후, 상기 송신기에 대응하는

수신기들로부터 피드백되는 상기 수신기들의 채널 상태에 상응하게 상기 수신기들 각각에 해당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하

여 구성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들의 채널 상태에 상응하게 상기 수신기들 각각에 해당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구성된 주파수 자원을 할

당하는 과정은 채널 상태가 열악한 수신기들에 할당하는 주파수 자원에 적용한 주파수 재사용율이 채널 상태가 양호한 수

신기들에 할당하는 주파수 자원에 적용한 주파수 재사용율을 초과하도록 설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

당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에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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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전체 부반송파들을 적어도 2개 이상의 그룹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그룹들 각각을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적용할 주파수 재사용율들의 개수에 상응하게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브

그룹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서브 그룹들을 주파수 재사용율들 각각에 상응하게 서브 그룹 집합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서브 그룹 집합들 각각 내의 서브 그룹들 각각에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개수의 부반송파들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한

부반송파들을 주파수 자원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자원을 구성한 후, 상기 송신기에 대응하는 수신기들로부터 피드백되는 상기 수신기들의 채널 상태에 상응하

게 상기 수신기들 각각에 해당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구성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들의 채널 상태에 상응하게 상기 수신기들 각각에 해당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구성된 주파수 자원을 할

당하는 과정은 채널 상태가 열악한 수신기들에 할당하는 주파수 자원에 적용한 주파수 재사용율이 채널 상태가 양호한 수

신기들에 할당하는 주파수 자원에 적용한 주파수 재사용율을 초과하도록 설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

당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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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설정되어 있는 시구간을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브 시구간들로 분할하고, 상기 서브 시구간들 각각에서 서로 다른 주파

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주파수 자원을 구성하는 송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송신기로 채널 상태를 피드백하는 다수의 수신기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시스

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상기 수신기들로부터 피드백되는 채널 상태에 상응하게 상기 수신기들 각각에 해당 주파수 재사용율을 적

용하여 구성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채널 상태가 열악한 수신기들에 할당하는 주파수 자원에 적용한 주파수 재사용율이 채널 상태가 양호한 수

신기들에 할당하는 주파수 자원에 적용한 주파수 재사용율을 초과하도록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시스

템.

청구항 20.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전체 부반송파들을 적어도 2개 이상의 그룹들로 분할하고, 상기 그룹들 각각을 상기 셀룰러 통

신 시스템에서 적용할 주파수 재사용율들의 개수에 상응하게 적어도 2개 이상의 서브 그룹들로 분할하고, 상기 서브 그룹

들을 주파수 재사용율들 각각에 상응하게 서브 그룹 집합들로 분할하며, 상기 서브 그룹 집합들 각각 내의 서브 그룹들 각

각에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개수의 부반송파들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한 부반송파들을 주파수 자원으로 구성하는 송신기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송신기로 채널 상태를 피드백하는 다수의 수신기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시스

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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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송신기는 상기 수신기들로부터 피드백되는 상기 수신기들의 채널 상태에 상응하게 상기 수신기들 각각에 해당 주파

수 재사용율을 적용하여 구성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채널 상태가 열악한 수신기들에 할당하는 주파수 자원에 적용한 주파수 재사용율이 채널 상태가 양호한 수

신기들에 할당하는 주파수 자원에 적용한 주파수 재사용율을 초과하도록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자원 할당 시스

템.

청구항 24.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K개의 셀들/섹터들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주파수 재사용율 K에 대하여 상기

셀들/섹터들을 서비스하는 기지국들 각각에서 시간 영역상의 미리 설정된 시구간내에서 주파수 재사용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설정 시구간을 분할한 제1시구간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1을 사용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 시구간에서 상기 제1시구간을 제외한 제2시구간에서 주파수 재사용율 K를 사용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재사용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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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도면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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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e

도면2f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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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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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a

등록특허 10-0617729

- 17 -



도면7b

도면8a

도면8b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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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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