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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이브리드 듀플렉싱 통신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듀플렉싱 방식의 통신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 비대칭형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며, 기지국의 형상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무선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기지국의 설치비용 및 무선단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무

선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에 따른 본 발명의 시스템은, 무선단말들과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지국을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무선단말

의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 즉, 기지국과 단말간 거리, 무선단말의 속도, 단말 및 기지국의 수신 신호 전력 레벨 등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와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으로서, 호 설정 시 단말은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기지국으로 송신하고 기지국으로부터 설정된 역방향 시분할 또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

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역방향 모드에 따른 채널과 순방향 채널을 설정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단말과, 호 설정 시 무

선단말로부터 수신되는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수신하고 수신된 인자를 이용하여 역방향 모드를 시분할 듀플렉싱 모

드 또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모드에 대한 역방향 채널 및 순방향 전송을 위한 시분할 듀플

렉싱 모드를 설정하여 상기 무선단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기지국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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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듀플렉싱, 하이브리드 듀플렉싱 통신 방식,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시분할 듀플렉싱, 호 제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표,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기지국에서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과 시분할 전용 주파수 자원의 할당이 이루어지

는 영역들을 구분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 장치의 트래픽

송/수신을 위한 블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장치에서 단말로

호를 할당할 경우의 제어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장치에서 무선단

말로 타임슬롯을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무선단말의 트래픽 송/

수신을 위한 블록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단말에서 발호 시 제

어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각 모드간 핸드오버를

위한 신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른 방식의 통신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서비스되는 트래픽의 특징은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미 제공된 바와 같이 멀티미디

어 서비스가 주류로 예상되며 데이터 전송속도 또한 현존 무선통신 시스템의 제공 속도보다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가변적인 비대칭형 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하

며, 동시에 고속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신뢰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갖어야 한다. 비대칭형 서비스란 순방향 링크

(Forward(Down) Link)와 역방향 링크(Reverse(Up) Link)의 전송속도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멀티미디어 트래픽은

주로 단말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신하기 때문에 순방향 링크에 더 많은 전송속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비대칭의

비율이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여기서 순방향이란 기지국에서 무선단말로의 방향을 의미하며, 역방향이란 무선단말에서

기지국으로의 방향을 의미한다.

한편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듀플렉싱(Duplexing) 방식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듀플렉싱 방식은 시분할 듀플렉싱(Time Division Duplexing) 방법과,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Frequency Division

Duplexing)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면 각 듀플렉싱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하기와 같다.

시분할 듀플렉싱은 송수신을 시간으로 나누어서 수행하는 통신 방식이다. 각 무선단말들은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수신 및

송신할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시간 내에 통신을 수행한다. 이때 기지국은 사용 가능한 타임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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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단말에게 할당할 수 있다. 따라서 시분할 듀플렉싱 방법은 기지국과 특정한 무

선단말간 설정되는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크에 할당되는 시간 구간은 다르게 함으로써 비대칭 서비스를 제공하기 적합

하다. 그러나 시분할 듀플렉싱 방법은 셀의 반경이 커질 경우 라운드 트립 지연(round-trip delay)으로 인하여 송수신간

보호구간(guard time)이 증가하게 되고 전송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Macro-cell과 같이 셀 반경이 큰 셀에

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시분할 듀플렉싱 방식은 다중 셀 환경에서 각 셀의 비대칭 비율이 동일하지 않기 때

문에 인접셀의 가장자리에 있는 단말간의 동일 주파수 간섭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은 송수신을 주파수로 구분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지국과 무선단말간 순방향 및 역방향

으로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들을 개별적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상기 설정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모든 시간 동안 무

선단말과 기지국간 통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방식은 라운드 트립 지연 문제가 없으므로

Macro-cell 사용이 적합하며, 셀의 반경이 크므로 고속으로 이동하는 단말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반면,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방법은 주파수 대역이 대칭적이고 고정적으로 할당되어 있으므로 가변적인 비대칭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의 요구사항이 고속으로 이동하는 단말에 고속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시

분할 듀플렉싱 방식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방식의 장점을 살리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Micro-cell에 적합한 TDD 방식만으로 단말의 분포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까지 TDD 방식으로 셀룰라망을 구축하

게에는 경제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비대칭형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무선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비대칭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지국의 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비대칭형으로 제공하며 기지국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마이크로 셀과 마크로 셀에 대해 동시에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무선단말들과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지국을 포함하며, 상기 기지

국에서 상기 무선단말의 위치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와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서, 호 설정 시 기지국으로 듀플렉싱 모드 결정 메시지를 송신하고 기지국으로부터 설정된 역방향 시분할

또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역방향 모드에 따른 채널과 순방향 채널을 설정하여 통신을 수행

하는 무선단말과, 호 설정 시 무선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메시지를 수신하고 설정된 모드에 대한

역방향 채널 및 순방향 전송을 위한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를 설정하여 상기 단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기지국을 포함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무선단말과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와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통신

을 수행할 수 있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호 제어 방법으로서, 무선단말로 호 할당 시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수신

된 듀플렉싱 모드 결정 메시지를 검사하여 상기 무선단말의 상태가 어떤 모드로 동작해야 하는 검사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무선단말이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동작해야 하는 경우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로 시분할 듀플렉싱 채널을 할당하고 무선

단말이 역방향 링크에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의 동작이 필요한 경우 순방향 링크에 시분할 듀플렉싱 채널을 할당하고

역방향 링크에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채널을 할당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와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를 제공하는 무선통

신 시스템의 무선단말에서 호 제어 방법으로서, 호의 할당이 필요한 경우 위치 보고 메시지를 생성하여 기지국으로 보고하

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역방향 링크의 모드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모드로 모드를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으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여 채널 할당 시 할당된 채널로 통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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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기지국 장치는,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에 따른 부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하며 주

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에 따른 복호화를 수행하는 모뎀과,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수신 신

호와 시분할 듀플렉싱 주파수 모드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구분하여 출력하는 다이플렉서와, 주파수 분할 듀플렉

싱 모드 대역의 신호를 대역 하강하여 별도로 출력하며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 대역의 신호를 대역 상승 또는 대역 하강하

는 무선부와, 상기 모뎀과 상기 무선부간 시분할 듀플렉싱 신호의 송수신을 분리하여 전달하는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

리부와,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의 제어와 모뎀 및 무선부의 제어를 수행하고, 무선단말로 호 할당 시 무선단

말로부터 수신되는 위치 보고 메시지에 따라 역방향 송신 모드를 결정하고 결정된 역방향 모드에 따른 채널 및 순방향 채

널을 설정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무선단말 장치는,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에 따른 부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하며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에 따른 부호화를 수행하는 모뎀과,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수신

신호와 시분할 듀플렉싱 주파수 모드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구분하여 출력하는 다이플렉서와, 주파수 분할 듀플

렉싱 모드 대역의 신호를 대역 상승하여 별도로 출력하며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 대역의 신호를 대역 상승 또는 대역 하강

하는 무선부와, 상기 모뎀과 상기 무선부간 시분할 듀플렉싱 신호의 송수신을 분리하여 전달하는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와,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의 제어와 모뎀 및 무선부의 제어를 수행하고, 호 할당 시 위치 보고 메시지

를 생성하여 기지국으로 전달하며, 기지국으로부터 설정된 모드에 따른 할당 채널을 이용하여 통신의 제어를 수행하는 제

어부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

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메시지 또는 신호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우선 본 발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먼저 살핀다. 본 발명에서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는 시분할 듀플렉싱 방법과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순히 시분할 듀플렉싱 방법과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개시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본 발명에서는 기지국을 큰 셀과 작은 셀 또는 마크로

셀(Macro Cell)과 마이크로 셀(Micro Cell) 또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근거리 영역과 원거리 영역으로 구분한다. 상기 구분

되는 각 방법은 유사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하의 설명에서는 큰 셀, 마크로 셀, 기지국을 중심으로 한 원거

리 영역을 "원거리 영역"이라 칭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 작은 셀, 마이크로 셀, 기지국을 중심으로 한 근거리 영역을 "

근거리 영역"이라 칭한다. 따라소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이 구분되는 근거리 영역과 원거리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

로 통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무선단말이 근거리 영역에서 원거리 영역으로 이동할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하여도 통신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개시한다. 또한 시분할 듀플렉싱 방법과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방법

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간 정합(coordination) 방법에 대하여도 개시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표이다. 이하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의 이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에 도시한 참조부호 100은 기지국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들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기지국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들을 2 영역으로 구분한다. 상기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을 2 영역으로 구분한 후 하나의 주파수 자원

영역은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10)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하나의 주파수 자원 영역은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20)으로 사용한다. 이때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 영역(110)에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자원 영역(110)보다 많은 주파수 자원들을 할당한다. 상기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자원 영역(120)의 주파수 자원들은

특정한 경우의 무선단말에 할당되는 주파수 자원으로서 역방향 링크에만 할당된다. 따라서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10)보다 적은 주파수가 할당된다. 그러면 기지국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들이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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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파수 분할 전용 주파수 자원(120)의 주파수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역방향 링크에만 전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기

지국은 역방향 링크로 데이터 송신을 하고자 하는 무선단말들 중 후술될 특정한 무선단말들에게 상기 주파수 분할 듀플렉

싱 전용 주파수 자원(120)을 할당하여 역방향 데이터 송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10)의 주파수들은 모든 주파수 자원들이 시분할 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순방향

링크로 사용되는 주파수와 역방향 링크에서 사용되는 주파수가 동일한 주파수가 된다. 다만 사용되는 주파수의 시간대역

이 서로 다르게 구성된다. 즉, 도 1의 우측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10)은 순방향 링크의

트래픽 송신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역방향 링크의 트래픽 송신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순방향 링크의 트

래픽 송신과 역방향 트래픽 송신이 반복되는 기간은 한 주기(T)가 된다. 또한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의 트래픽 송신 사

이에는 소정 시간으로 구성되는 보호 시간(Guard Time)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 경계를 구분함으로써 순방향 송신과 역

방향 송신의 시간 지연에 의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상기 도 1의 우측에 표시된 바를 참조하여 시간과 주파수 사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

파수 자원(120)은 특정한 무선단말에게만 할당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역방향 송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가

된다. 그리고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10)은 특정한 무선단말에게 전용 주파수 자원을 전부 할당하여 트래픽

의 송신을 수행한다. 따라서 순방향 링크가 형성되는 기간(111)과 역방향 링크가 형성되는 기간(112)으로 구분되며 상기

구간과 구간 사이에는 보호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기지국에서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과 시분할 전용 주파수 자원의 할당이 이루어지

는 영역들을 구분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상기 도 1과 같이 구분되는 주파수 자원들이 어떻게

기지국에서 할당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도 2에서 육각 셀들(210, 220, 230)은 기지국이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상적인 기지국의 형상

을 도시한 도면이다. 따라서 상기 각 육각 셀들(210, 220, 230)의 중앙에는 각각 기지국들이 위치한다. 또한 상기 육각 셀

들은 기지국이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구성될 경우 이상적인 형태이므로 실제로는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기한 육각 셀의 형태로 구성된 경우로 가정하여 설명한다. 상기 육각 셀들(210,

220, 230)의 내부에 구비되는 원들(211, 221, 231)은 기지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이격된 위치를 도시한 것이다. 즉,

상기 육각 셀들(210, 220, 230)의 중앙에 기지국이 위치하므로 상기한 원들(211, 221, 231)은 기지국으로부터 일정한 거

리만큼 위치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경우라면 각 기지국들은 상기한 원들(211, 221, 231)의 내부를 근거리 영역

으로 하고, 원들(211, 221, 231)의 외부를 원거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지국들은 원거리 영역과 근거리 영역으로 구분되는 영역들을 가진다. 또한 각 기지국들이 섹터형인 경우 각

섹터마다 근거리 영역과 원거리 영역들을 구비하게 되며, 둘 이상의 FA를 가지는 경우에 각 FA마다 근거리 영역과 원거리

영역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기지국이 실제로 위치하는 경우에 기지국의 근거리 영역과 원거리 영역의 구분은 무선단말로

부터 보고되는 파일럿 신호의 세기 등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며, 통신 중의 송신 전력의 세기 값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

다. 즉,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는 기지국과 단말간 거리, 무선단말의 속도, 단말 및 기지국의 수신 신호 전력 레벨 등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자들 중 하나의 예를 설명하면, 무선단말로부터 보고된 파일럿 세기가 미리 결정된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원거리 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선단말로부터 보고된 파일럿 세기가 미리 결정된 임계값 이상인 경우 근거

리 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기지국과 무선단말간 통신 시에 미리 설정된 임계값보다 큰

전력으로 트래픽을 송신해야 하는 경우 원거리 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설정된 임계값보다 이하의 전력으로

송신해야 하는 경우에 근거리 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와 또 다른 방법으로 무선단말로부터 위치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기지국에서 미리 기지국 영역의 지도에 대한 형상 정보

를 가지고 있으며, 근거리 영역과 원거리 영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지국은 무선단말로

부터 보고된 위치 정보를 지도 정보에 대응시키고 그에 따라 근거리 영역과 원거리 영역의 무선단말로 구분할 수도 있다.

상기한 방법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

하의 설명에서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란 무선단말이 기지국으로 상기 듀플렉싱 모드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인자에 따른 정보들을 말한다. 따라서 무선단말은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소정의 메시지 형태로 구성하여 기지국

으로 보고한다.

그러면 전술한 도 1에서와 같이 주파수 영역을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10)과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

수 자원(120)으로 구분하고, 도 2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기지국이 원거리 영역과 근거리 영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본 발명

에 따른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크의 형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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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은 근거리 영역에 위치한 무선단말과 통신을 수행할 경우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 모두 시분할 듀플렉싱 방법으

로 통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무선단말이 원거리 영역에 위치한 경우 순방향 링크는 시분할 듀플렉싱 방법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역방향 링크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방법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기지국과 무선단말간

설정되는 순방향 링크는 무선단말이 근거리 영역에 위치하거나 원거리 영역에 위치하는 바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10)을 이용하여 트래픽의 전송이 이루어진다.

역방향 링크의 경우에는 무선단말이 근거리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10)을 이용하여 트

래픽의 전송을 수행한다. 그리고 무선단말이 원거리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을 통해

역방향 링크의 트래픽의 전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순방향 링크에 보다 많은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

여 비대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순방향 링크는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10)을 일정 주기의 시간을 분할

하여 사용함으로 순방향 링크에 대한 변화 폭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의 폭이 고정된 비대칭 서

비스가 아닌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의 폭을 변경할 수 있는 비대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100)에서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20)과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

수 자원(110)의 구분은 시뮬레이션 또는 실험 등의 방법으로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10)과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20)의 할당 시 기지국마다 다르게 할당할 수도 있으며, 모든

기지국에 동일하게 할당할 수도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 장치의 트래픽

송/수신을 위한 블록 구성도이다.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장치에서 트래픽을 송/

수신하기 위한 각 장치들의 구성 및 동작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기지국 장치에 구비되는 처리부들(310, …, 320)은 크게 제어부(311)와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313)와 부

호화 처리부(312)와 모뎀 및 무선부로 구분된다. 상기 부호화 처리부(312)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복호기(312a)와 시분

할 듀플렉싱 부호기(312b)와 시분할 듀플렉싱 복호기(312c)로 구성된다. 그리고, 무선부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수신부

(314)와 시분할 듀플렉싱 송신부(315)와 시분할 듀플렉싱 수신부(316)로 구성된다.

상기 부호화 처리부(312)에 구비되는 상기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복호기(312a)는 역방향 링크를 통해 수신된 부호화된 심

볼들을 복호화 하여 소정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또한 상기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복호기(312a)는 모뎀 및 무선부

에 구비되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수신부(314)와 연결된다.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수신부(314)는 다이플렉서(302)로부

터 수신되는 역방향 무선 신호를 대역하강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를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복호기(312a)로 출력한다.

상기 부호화 처리부(312)에 구비되는 시분할 듀플렉싱 부호기(312b)와 시분할 듀플렉싱 복호기(312c)는 시분할 듀플렉

싱 송수신 분리부(313)와 연결된다. 모뎀 및 무선부에 구비되는 시분할 듀플렉싱 송신부(315)와 시분할 듀플렉싱 수신부

(316) 또한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313)와 연결된다.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부호기(312b)는 송신할 트래픽을 부

호화여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313)로 출력한다. 그러면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313)는 수신된 부호화된

트래픽을 시분할 듀플렉싱 송신부(315)로 출력하여 대역 상승 변환한 후 스위치(301)로 출력한다. 또한 시분할 듀플렉싱

수신부(316)는 스위치(301)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대역 하강변환 하고 이를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313)로 출력

한다.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313)는 시분할 듀플렉싱 수신부(316)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시분할 듀플렉싱

복호기(312c)로 출력한다. 이와 같이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313)가 송신 트래픽과 수신 트래픽을 분리하여 처리

하기 위한 제어는 제어부(311)에서 수행된다. 상기 제어부(311)는 상기 도 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순방향 링크의 송신과

역방향 링크의 송신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313)의 송수신 트래픽의 경로를 제어한다. 또한 제어부(311)

는 부호화 처리부(312)의 각 블록들을 제어하며, 모뎀 및 무선부의 변복조 및 무선처리를 제어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

(311)는 스위치(301)를 제어하여 시분할 듀플렉싱 송신부(315)와 연결하거나 또는 시분할 듀플렉싱 수신부(316)와 연결

되도록 제어한다. 이와 같이 제어부(311)에서 수행되는 제어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의 송

신 시점에 맞춰 스위칭이 이루어지도록 제어한다. 상기 스위치(301)는 상기 제어부(311)의 제어에 의해 다이플렉서(302)

와 시분할 듀플렉싱 송신부(315)간을 연결하거나 또는 다이플렉서(302)와 시분할 듀플렉싱 수신부(316)간을 연결한다.

다이플렉서(302)는 안테나(Ant)와 연결되며, 주파수 분할 수신부(314) 및 스위치(301)와 연결된다. 상기 다이플렉서

(302)는 안테나(Ant)로부터 수신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 중 상기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

파수 자원(120)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분리하여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수신부(314)로 출력한다. 또한 다이플

렉서(302)는 안테나(Ant)로부터 수신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 중 상기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

파수 자원(110)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분리하여 스위치(301)로 출력한다. 뿐만 아니라 다이플렉서(302)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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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301)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안테나(Ant)를 통해 무선단말들로 송신한다. 이때 다이플렉서(302)가 스위치(301)로부

터 수신하여 안테나(Ant)로 출력하는 무선 대역의 트래픽은 상기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분할 전용 주파수 자원(110)

중에서 순방향 링크의 시간에 송신되는 트래픽이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장치에서 무선단

말로 호를 할당할 경우의 제어 흐름도이다. 이하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방식을 선택하여 무선단말로 호를 할당하는 제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기지국의 제어부(311)는 400단계에서 주기적으로 또는 상시 파일럿 신호의 송신을 제어하며, 기타 다른 방송(broadcast)

이 필요한 정보들을 송신하는 제어를 수행한다. 따라서 기지국은 400단계에서 주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파일럿 신호를 송

신하고 있으며, 기타 방송이 필요한 정보들의 기지국의 셀 내에 포함된 무선단말들로 송신한다. 이와 같은 송신의 제어를

수행하며, 제어부(311)는 402단계로 진행하여 특정 무선단말로 호 할당이 요구되는가를 검사한다. 이러한 호 할당은 기지

국의 상위 망으로부터 무선단말로 호의 착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무선단말로부터 발신이 요구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

한다. 제어부(311)는 402단계의 검사결과 특정한 무선단말로 호 할당이 요구된 경우 404단계로 진행하고, 호 할당이 요구

되지 않은 경우 400단계로 진행한다.

제어부(311)는 특정한 무선단말로 호 할당이 요구된 경우 404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기지국에 남은 물리적인 자원과 채널

자원 등을 검사하여 채널 할당이 가능한가를 검사한다. 상기 404단계의 검사결과 채널 할당이 가능한 경우 408단계로 진

행하고 채널할당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406단계로 진행하여 채널 할당 실패 메시지를 생성한 후 이를 전송한다. 이때 무선

단말로부터 호 할당이 요구된 경우 채널 할당 실패 메시지는 특정 제어 채널을 통해 무선단말로 전달되며, 기지국의 상위

망으로부터 호 할당이 요구된 경우 호 할당을 요구한 특정 노드로 상기 호 할당 실패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무선단말로부터 호 할당이 요구된 경우로 가정하여 도 4를 설명한다. 따라서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호

할당이 요구되는 경우 무선단말은 기지국으로 호 할당을 요구하기 전에 상기 400단계에서 송신하는 파일럿 채널의 신호를

수신하고 있는 상태이며, 방송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기타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무선단말은 기

지국과 초기 타이밍의 동기(Initial Timing Sync)를 맞춘 상태이며, 초기 주파수(Initial Frequency) 옵셋 동기(offset

Sync) 등을 동기화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무선단말이 전송할 트래픽이 발생하면 임의 접속 채널(Random

Access Channen)을 통해 호 할당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무선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파일럿 신

호의 세기를 함께 보고할 수도 있으며, 무선단말의 지리적 위치 정보를 송신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될 무선단말

의 제어 흐름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기지국의 제어부(311)는 상기 404단계의 검사결과 채널 할당이 가능하여 408단계로 진행하는 경우 무선단말로부터 수신

된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검출한다.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 즉,

기지국과 단말간 거리, 무선단말의 속도, 단말 및 기지국의 수신 신호 전력 레벨 등이 된다. 또한 이에 부가하여 무선단말

로부터 임의 접속 채널을 통해 수신된 호 할당 요구 신호의 타임 옵셋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때 무선단말로부터 무선단

말의 지리적 위치 정보와 파일럿 신호의 세기 정보가 수신되거나 또는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수신되면 그에 대한 검사를 수

행한다. 또한 임의 접속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이러한 제어 정보는 역방향 링크를 통해 수신되는 정보이므로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미리 정해진 다른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여 수신된다. 따라서 임의 접속 채

널을 통해 수신되는 정보는 다이플렉서(302)에서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수신부(314)로 수신되어 제어부(311)로 입력되거

나 또는 부호화 처리부(312)의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복호기(312a)에서 복호되어 제어부(311)로 입력되는 정보이다. 상

기 도 3에서는 도면의 복잡도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경로는 도시하지 않았다.

상기 제어부(311)는 상기한 바와 같은 정보를 수신하여 측정 및 검사가 완료되면 410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검출한 듀플렉

싱 모드 결정 인자에 따라 역방향 전송 시 모드를 결정한다. 상기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기지국의 제어부(311)는 무선단말

의 위치가 근거리 영역에 위치한 무선단말인지 또는 원거리 영역에 위치한 무선단말인지를 결정한다. 이때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 중 무선단말의 이동속도가 포함되는 경우 미리 결정된 임계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단말이 이동하는 경우라

면, 근거리 영역에 위치한 단말일지라도 원거리 영역의 단말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상기 무선단말이 현재는 근거

리 영역의 단말일지라도 곧 원거리 영역의 단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각 영역간 핸드오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기지국의 부하를 줄이고, 채널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선단말의 이동속도가 빠른 경우에

는 원거리 영역으로 설정한다.

그 외의 인자들은 기지국 주변의 건물들 또는 기지국이 위치한 주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상기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의 내부에 위치한 근거리 영역 내의 무선단말인지 또는 원의 밖에 위치한 원거리 영역에 위치한 무선단말인지를 결정한

다. 즉, 기지국이 설치된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상기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형이 아닌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질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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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한 원형으로만 설명하기로 한다. 따라서 기지국의 제어부(311)는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역방향 송신 모드를 결정한다. 즉, 본 발명에서는 근거리 영역에 존재하는 무선단말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여 역방향 송신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원거리 영역에 위치한 무선단말에

대하여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여 역방향 송신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

정에 따라 기지국의 제어부(311)는 410단계에서 역방향 송신 모드를 설정한다. 이때 만일 무선단말이 근거리 영역에 위치

하여 시분할 전용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여 역방향 송신을 수행하는 경우 무선단말에 할당되는 타임슬롯 아이디 값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즉, 역방향 송신이 다수의 무선단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무선단말마다 자신이 역방향 송신을 수행할

타임슬롯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결정은 기지국의 제어부(311)에서 수행하며, 실제로 BTS의 스케줄러에서 수행되도록 구

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의 제어부(311)는 해당하는 무선단말의 역방향 타임슬롯이 결정되면, 타임슬롯의 아이

디를 함께 결정한다.

그런 후 기지국의 제어부(311)는 412단계로 진행하여 무선단말로 채널 할당이 승인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승인 메시지 및

모드 할당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무선단말로 송신한다. 이때 모드 할당 메시지 내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각 무선단말마

다 타임슬롯이 구분되는 경우에 타임슬롯 아이디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한 메시지들의 송신 경로

는 제어부(311)에서 시분할 듀플렉싱 송신부(315)를 통해 송신할 수도 있으며, 시분할 듀플렉싱 부호기(312b)를 통해 시

분할 듀플렉싱 송신부(315)에서 상승 변환하여 전송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송신 경로에 대하여

는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만일 상기 410단계에서 무선단말과 설정할 채널 즉, 타임슬롯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기지국의 제어부(311)는 414단

계에서 무선단말과 채널 할당을 위한 동작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 무선단말과 채널이 할당되면 기지국은

무선단말과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기지국의 제어부(311)는 416단계에서 무선단말과 설정된 모드에 따른 통신을 수

행한다. 여기서 설정된 모드란, 전술한 바와 같이 무선단말로부터 기지국으로 송신이 이루어지는 역방향 송신모드가 시분

할 듀플렉싱 모드 또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장치에서 무선단

말로 호를 할당할 경우 주파수들의 할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하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

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파수 할당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도 5의 위쪽에 도시한 육각 셀들은 도 2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무선통신 시스템이 셀룰라 시스템으로 구성될 경우 이

상적인 기지국의 형상을 도시하였다. 즉, 참조부호 500과 510은 각각 기지국 영역을 구분한다. 그리고 기지국 영역(500)

내에 도시한 원(505)은 기지국으로부터의 근거리 영역과 원거리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이론적인 경계를 도시하였다. 그리

고 상기 기지국의 영역(500)에 위치한 무선단말들(501, 502, 503)은 각 무선단말들(501, 502, 503)의 위치에 따라 주파

수 및 타임슬롯의 할당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하였다. 상기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무선단말(501)은 기지국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근거리 영역에 위치한 무선단말이며, 제2무선단말(502)은 근거리 영역에 위치하지만 제1무선단말(501)보다

기지국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는 무선단말이고, 제3무선단말(503)은 원거리 영역에 위치하는 무선단말이라 가정한다.

이때 주파수 할당을 상기 도 5의 아래에 표시된 부분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도 5의 아래 부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지국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들 중 시분할 듀플렉싱 주파수 자원(110)

은 순방향 링크에 할당하기 위한 시간 영역(111)과 역방향 링크에 할당하기 위한 영역(112)으로 구분된다. 이때 기지국은

모든 무선단말에 대하여 순방향 링크로 전송은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110)을 통해 트래픽 전송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지국은 보호 시간에 인접한 영역에서부터 무선단말의 타임슬롯을 할당하며, 무선단말의 순서는 기지국으로부터

가까운 무선단말부터 할당한다. 즉, 순방향 링크에 대하여 보호 시간에 가까운 영역에 기지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제1무

선단말(501)을 할당하며, 그 다음으로 가까운 제2무선단말(502)에 대하여 제1무선단말 이전의 타임슬롯을 할당한다. 그

리고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제3무선단말(503)에 대하여 가장 앞선 타임슬롯을 할당한다. 상기 기술된 방법은 한 주기(T)

동안 순방향 전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보호 시간 후 역방향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로 한 설명이다. 그러나 역방향 전

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보호 시간 후 순방향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무선단말에 할당할 타임슬

롯을 결정할 수 있다. 즉, 근거리 영역에 위치한 무선단말에게 보호시간에서 가까운 타임슬롯을 할당하게 된다.

다음으로 역방향 송신에 대하여 설명한다. 역방향 링크에 대하여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무선단말

들은 보호 시간에 인접한 영역에 기지국으로부터 가까운 무선단말을 할당한다. 즉, 보호 시간에 인접한 역방향 송신 타임

슬롯에 기지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제1무선단말(501)을 할당하고, 다음의 타임슬롯에는 역방향으로 시분할 듀플렉싱 전

용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는 무선단말들 중 그 다음으로 가까운 제2무선단말(502)을 할당한다. 이와 같이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는 무선단말에 타임슬롯을 할당함으로써 동기 불일치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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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셀간 트래픽 비대칭의 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인접 셀간 타임슬롯의 상하향 충돌로 발생하는 단말간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기지국으로부터 원거리 영역에 위치한 무선단말들은 역방향 전송에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방법을 사용하

므로 시분할에 따른 동기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트래픽 비대칭에 비율의 차이로 인한 간섭도 최소화된다.

이를 좀 더 상술하면, 각 기지국들(500, 510)은 시분할 듀플렉싱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여 순방향 링크의 전송과 역방향 링

크의 전송을 수행하며, 상기 전송 주기마다 동기가 맞아 있는 상태이다. 또한 상기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에 할당되는

타임 슬롯에 따라 순방향 송신과 역방향 송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상기 주기(T)를 20ms라 가정하고 상기 주기

(T) 동안 하나의 타임 슬롯은 1.25ms라 가정하여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상기 각 기지국들은 32개의 타임 슬롯을 가지게

된다. 이때 2개의 타임 슬롯을 보호시간(Guar Time)으로 설정한다면, 실제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30개의

타임 슬롯이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제1기지국(500)에서 순방향으로 24슬롯동안 전송이 이루어지고, 역방향으로 6 슬롯동

안 전송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제2기지국(510)에서 20슬롯동안 순방향 전송이 이루어지고, 역방향으로 10슬롯

동안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설명한다.

그러면 상기 제1기지국(500)은 1번째 타임슬롯부터 24번째 타임 슬롯까지 순방향 송신이 이루어지며, 25, 26번째 타임슬

롯은 보호시간이 되고, 27번째 타임슬롯부터 32번째 타임슬롯까지 역방향 전송이 이루어진다. 또한 제2기지국(510)은 1

번째 타임슬롯부터 20번째 타임 슬롯까지 순방향 송신이 이루어지며, 21, 22번째 타임슬롯은 보호시간이 되고, 23번째 타

임슬롯부터 32번째 타임슬롯까지 역방향 전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2기지국(510)은 23번째 및 24번째 타임슬롯에서

수신을 대기한다. 그러나 제1기지국(500)은 이때 송신이 이루어지는 중이므로, 기지국간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기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순방향 링크의 보호시간에 인접한 타임슬롯에 근거리 영역의 무선단말을 할

당하면, 작은 전력으로 송수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지국과 무선단말의 송신 전력이 작아지므로 다른 기지국과의

또는 다른 기지국에 속한 무선단말간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즉, 트래픽 비대칭에 비율의 차이로 인한 간섭도 최소화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무선단말의 트래픽 송/

수신을 위한 블록 구성도이다. 이하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단말에서 트래픽을 송/수신하

기 위한 각 블록들의 구성 및 동작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단말은 부호화 처리부와 모뎀 및 무선부(616)와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615)와 제어부(611)

와 스위치(602)와 다이플렉서(601) 및 안테나(Ant)를 포함한다. 부호화 처리부의 내부에 구비되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부호기(612)는 제어부(611)의 제어에 의해 송신할 트래픽 또는 메시지를 부호화하여 모뎀 및 무선부(616)의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송신부(616a)로 출력한다. 또한 부호화 처리부 내부에 구비되는 시분할 듀플렉싱 부호기(613)는 제어부(611)의

제어에 의해 송신할 트래픽 또는 메시지를 부호화하고 이를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615)로 출력한다. 시분할 듀

플렉싱 복호기(614)는 제어부(611)의 제어에 의해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615)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복호한

후 이를 출력한다.

모뎀 및 무선부(616)를 구성하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송신부(616)는 제어부(611)의 제어에 의해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부호기(612)로부터 입력되는 부호화된 심볼들을 송신할 주파수 대역에 맞춰 상승 변환한 후 다이플렉서(601)로 출력한다.

또한 모뎀 및 무선부(616)를 구성하는 시분할 듀플렉싱 송신부(616b)는 제어부(611)의 제어에 의해 시분할 듀플렉싱 송

수신 분리부(615)로부터 입력되는 심볼들을 송신할 대역의 주파수로 상승 변환한 후 스위치(602)로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모뎀 및 무선부(616)를 구성하는 시분할 듀플렉싱 수신부(616c)는 스위치(602)로부터 수신되는 소정 대역의 무선 신호를

대역하강 변환한 후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615)로 출력한다.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615)는 제어부(611)의 제어에 의해 시분할 듀플렉싱 송신부(616b)와 시분할 듀플렉싱 부

호기(613)간을 연결하거나 시분할 듀플렉싱 수신부(616c)와 시분할 듀플렉싱 복호기(614)간을 연결한다. 또한 시분할 듀

플렉싱 송수신 분리부(615)는 상기 제어부(611)로부터 출력되는 스위치 제어 신호를 스위치(602)로 출력하여 스위칭 제

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무선단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역방향 송신 모드 즉,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 또는 주파수 분

할 듀플렉싱 모드에 따라 상기 스위치(602)를 설정한다. 그리고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모드에

따라 각 부호기 및 복호기들을 제어하여 트래픽 및 제어 메시지들의 송신을 제어하며, 시분할 듀플렉싱 송수신 분리부

(615)의 송수신 분리를 위한 경로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상기 도 6에 도시하지 않았으나, 무선

단말의 지리적인 위치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 구비되는 통신 장치들의 제어를 수행한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내부에 저장하

거나 또는 별도의 메모리(도 6에 도시하지 않음)에 저장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기지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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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의 송신 신호 세기 등의 측정값을 보고하며, 도 6에 도시하지 않은 파일럿 신호의 세기 측정을

위한 장치들의 제어를 수행한다. 그리고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방송 신호 등에 따라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기지국과 동기를 맞추기 위한 제어를 수행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단말에서 발호 시 제

어 흐름도이다. 이하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라 발호 시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방식이 선

택되어 모드가 설정된 후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00단계에서 대기상태를 유지한다. 여기서 대기상태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며, 파일럿 세기를 측정하여 저장하고 무선단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할 뿐 발호 및 착호가 이

루어지지 않는 호의 대기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대기상태를 유지하며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02단계로 진행하

여 사용자로부터 발호가 요구되는가를 검사한다. 상기 도 6에 도시하지 않은 키 입력 장치를 통해 발호가 요구되는 경우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04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700단계의 대기상태를 유지한다. 상기 도 7은 본 발명

에 따른 호 설정 과정의 제어 흐름도이므로 그 외의 다른 상황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04단계로 진행하면, 상기 700단계에서 측정하여 구비한 정보들 즉, 무선단말이 측정한 파일

럿 신호의 세기와 무선단말의 지리적 위치 정보 등과 같은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포함하여 호 접속을 요구하는 접속

시도 메시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04단계에서 상기 생성한 메시지를 임의 접속 채널을 통해 기

지국으로 전송한다. 이와 같이 무선단말로부터 메시지가 전송되면 기지국은 도 4에서 전술한 400단계 내지 412단계를 수

행하게 된다.

그런 후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기지국으로부터의 메시지 수신을 대기한다. 만일 기지국으로부터 메시지가 수신되면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06단계로 진행하여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호 설정 승인 메시지인가를 검사한다.

상기 706단계의 검사결과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호 설정 승인 메시지인 경우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10단

계로 진행한다. 이와 달리 상기 706단계의 검사결과 호 설정 승인 메시지가 아닌 경우 상기 도 4의 406단계에서 전송된 바

와 같은 채널 할당 실패 메시지이므로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08단계로 진행하여 실패 처리를 수행한 후 700단계의

대기상태로 진행한다.

상기 706단계에서 710단계로 진행하는 경우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기지국으로부터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가 설정되

었는가를 검사한다. 상기 710단계의 검사결과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가 설정된 경우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1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스위치(602)와 시분할 송수신 분리부(615)를 제어하여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설정한다. 이와 달리 주파

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가 설정된 경우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10단계에서 712단계로 진행한다. 무선단말의 제어부

(611)는 712단계에서 수신모드에 대하여는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를 설정한다. 이는 본 발명에서 순방향 링크에 대하여는

모든 무선단말에 대하여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주파수 분할 듀플

렉싱 모드를 송신 모드로 설정한다. 이러한 경우는 무선단말이 기지국의 원거리 영역에 위치한 경우가 된다.

상기 712단계 또는 714단계를 수행한 후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16단계로 진행하여 트래픽 채널을 요구한다. 이때

역방향 송신이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인 경우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타임슬롯의 할당을 요구하는 과정이며, 역방향 송

신이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인 경우 역방향 송신을 위한 주파수 자원의 할당을 요구하는 과정이 된다. 이와 같이 716

단계에서 트래픽 채널의 할당을 요구한 후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18단계로 진행하여 기지국으로부터 채널 할당 신

호를 수신한다. 이는 전술한 도 4의 414단계에서 채널 할당이 이루어져 무선단말로 수신된 경우가 된다. 이와 같이 채널

할당이 이루어지면,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720단계로 진행하여 주파수 자원으로 할당된 채널 또는 주파수 자원과 타

임슬롯으로 할당된 채널을 통해 역방향 통신을 수행한다. 또한 순방향 링크로의 수신은 시분할 듀플렉싱 전용 주파수 자원

의 해당 채널을 통해 트래픽의 수신을 수행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각 모드간 핸드오버를

위한 신호 흐름도이다. 이하 도 3과 도 6 및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및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

드간 핸드오버 시의 신호 흐름을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도 8의 제어 흐름 과정은 무선단말과 기지국간 통신 채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핸드오버의 과정이다. 따라서 무선단

말은 본 발명에 따라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 또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하고 있다. 상기 도 8

의 800단계는 이와 같이 기지국과 무선단말간 순방향으로는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며, 역방향으로는 시분

할 듀플렉싱 모드 또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가 설정되어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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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본 발명에 따라 미리 결정된 주기마다 기지국으로 무선단말의 지리적 위치 정보 또는 파일럿

신호의 세기 또는 상기 두 정보 모두 또는 그 밖의 무선단말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고한다. 따라서 상기 800단

계와 같이 통신을 수행하며 802단계로 진행하여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미리 결정된 기지국으로의 보고 주기가 도래

하였는가를 검사한다. 상기 802단계의 검사결과 기지국으로의 보고 주기가 도래한 경우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804단

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800단계의 통신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804단계로 진행하면, 전용 제어 채널(Dedicated Control Channel)을 통해 파일럿 신호의 세

기와 무선단말의 지리적 위치 정보를 메시지로 구성하여 기지국으로 보고한다. 이때 만일 기지국과 무선단말과 설정된 역

방향 채널이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인 경우 시분할 전용 제어 채널(T_DCCH)을 통해 역방향으로 보고가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기지국과 무선단말간 설정된 역방향 채널이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인 경우 주파수 분할 전용 제어 채널

(F_DCCH)을 통해 역방향 보고가 이루어진다. 만일 상기한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무선단말의 위치 정보를 검

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메시지를 생성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즉, 상기 804단계는 전술한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

들을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무선단말의 제어부(611)가 804단계에서 위치 보고를 수행하면 기지국의 제어부(311)는 806단계에서 상기 무

선단말의 위치가 변경되어 송/수신 모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를 검사한다. 즉, 기지국과 무선단말간 설정된 트래픽 채

널의 모드를 변경할 필요가 존재하는가를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는 초기에 무선단말과 기지국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무선단말이 이전에 원거리 영역에 위치하여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역방향 송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말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사용자가 이동하여 무선단말의 위치가 변경되어 즉, 근거리

영역으로 이동하면 무선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검출된 파일럿 신호의 세기가 세어진 것으로 검출하게 된다. 따라서 무선

단말은 이전보다 큰 값의 파일럿 세기의 값을 기지국으로 보고한다. 이때 무선단말이 근거리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상

기 보고된 파일럿 신호의 세기가 근거리 영역과 원거리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된 임계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

와 같이 기지국은 미리 설정된 임계값보다 큰 값의 파일럿 신호의 세기를 수신하거나 또는 무선단말로부터 수신된 지리적

위치 정보가 인근 영역으로 검출되거나 상기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원거리 영역에서 근거리 영역으로 모

드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달리 무선단말이 근거리 영역에서 원거리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반대의 경

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지국은 송/수신 모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검사되면, 808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814단계로 진행

한다. 기지국의 제어부(311)는 모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검사되어 808단계로 진행하면 모드 전환 메시지를 생성하고, 새

로운 채널을 할당하여 이를 모드 전환 메시지에 포함하여 무선단말로 전송한다. 이와 다르게 모드 전환 메시지를 송신한

이후에 무선단말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채널을 할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모드 전환 메시지는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에

서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시분할 전용 제어 채널(T_DCCH)을 통해 전송이 이루어지며,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에서는

주파수 분할 전용 제어 채널(F_DCCH)을 통해 전송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모드 전환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기지국으로부터 주파수 분할 전용

제어 채널 또는 시분할 전용 제어 채널을 통해 제어 메시지가 수신되면 810단계로 진행하여 수신된 메시지가 모드 전환 메

시지인가를 검사한다. 상기 810단계의 검사결과 전용 제어 채널을 통해 수신된 메시지가 모드 전환 메시지인 경우 812단

계로 진행하여 모드 전환을 수행한다. 즉, 현재 역방향으로 설정된 모드가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인 경우 시분할 듀플

렉싱 모드로 전환하고, 현재 역방향으로 설정된 모드가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인 경우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전환을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810단계의 검사결과 모드 전환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 무선단말의 제어부(611)는 814단계로 진행한

다. 상기 도 8에서는 800단계와 814단계의 통신상태를 별도로 구성하여 도시하였다. 그러나 800단계의 통신 상태는 모드

의 변경이 없는 한 814단계의 통신상태와 동일하며, 이러한 제어 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채널이 설정된 상태를 유지

한다. 또한 모드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800단계의 통신상태는 812단계 이전까지 유지되며, 812단계에서 모드 전

환이 이루어지면 814단계에서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 새로운 모드로 전환하여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기지국 내에서 서로 다른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에 무선단말의 위치 변경에 따라 각 모드 전환을 위한 핸

드오버를 제공해야만 원활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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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듀플렉싱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비대칭 비율 및 고속 트래픽 전송

속도에 적합하며 작은 셀 영역에 적합한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고속으로 이동하는 단말기 및

넓은 셀 영역에 적합한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근거리영역의 단말의 기준에서 보면 그 단말은 시분

할 듀플렉싱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거리 영역 단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단말은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에

서 통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경 가능한 비대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트래픽 전

송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복합 통신 방식을 사용할 때 본 발명에서와 같이 타임슬롯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간섭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무선단말에서 송/수신 모두에 무선 송/수신부를 구비하지 않고,

모뎀에서도 부호 및 복호기를 모두 구비하지 않고도 서로 다른 두 모드를 모두 지원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을 통하여 간섭 및 영역이 넓은 셀에 부적합하지만 비대칭 서비스에 효율적인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대칭 서비스에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나 고속이동단말 및 영역이 넓은 셀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단말들과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지국을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무선단말의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에 따

라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와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호 설정 시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기지국으로 송신하고 기지국으로부터 설정된 역방향 시분할 또는 주파수 분할 듀플

렉싱 모드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역방향 모드에 따른 채널과 순방향 채널을 설정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단말과,

주어진 시스템 대역을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과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보다 대역폭이 작은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

으로 분할하고, 호 설정 시 무선단말로부터 수신되는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모드 결정 인자를

이용하여 역방향 모드를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 또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모드에 대한 역방

향 채널 및 순방향 전송을 위한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를 설정하여 상기 무선단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기지국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은,

통신 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주기마다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생성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보고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통신 상태에서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가 수신될 때마다 상기 무선단말의 역방향 모드 변경 필요 여

부를 검사하고, 상기 검사결과 모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정된 모드 변경을 제어하고 새로운 채널을 상기 무선단말로 할

당하여 통신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의 세기 또는 무선단말의 지리적 위치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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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의 세기와 무선단말의 지리적 위치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는,

설정된 모드에 따른 전용 제어 채널을 통해 전달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기지국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들 중 미리 설정된 일정 영역의 주파수 자원을 역방향 전송을 위한 역방향 링크의 자

원으로 할당하고, 상기 나머지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들을 이용하여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

크에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는 상기 순방향 링크와 상기 역방향 링크가 일정한 시간의 순환 주기를 가지며, 상기 순환 주기

내에서 상기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 전환 시점 사이에 미리 설정된 일정 시간의 보호 시간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순방향 링크의 채널 할당은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로부터 검출된 무선단말의 위치에 따라 기지국으로부터 가까운

무선단말부터 먼 순서를 가지며, 상기 순서에 대응하여 상기 보호 시간으로부터 인접한 영역의 타임슬롯부터 할당함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에 따른 역방향 링크의 채널 할당은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로부터 검출된 무선단말의 위치에

따라 기지국으로부터 가까운 무선단말부터 먼 순서를 가지며, 상기 순서에 대응하여 상기 보호 시간으로부터 인접한 영역

의 타임슬롯부터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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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무선단말과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와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호 제어 방법에 있어서,

주어진 시스템 대역을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과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보다 대역폭이 작은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

으로 분할하고,

무선단말로 호 할당 시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수신된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검사하여 상기 무선단말의 위치가 근거리

영역에 위치한 단말인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결과 무선단말이 근거리 영역에 위치한 단말인 경우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로 시분할 듀플렉싱 채널을 할당하고

무선단말이 원거리 영역에 위치한 단말인 경우 순방향 링크에 시분할 듀플렉싱 채널을 할당하고 역방향 링크에 주파수 분

할 듀플렉싱 채널을 할당하여 통신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기지국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들 중 미리 설정된 일정 영역의 주파수 자원을 역방향 전송을 위한 역방향 링크의 자

원으로 할당하고, 상기 나머지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들을 이용하여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

크에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는 상기 순방향 링크와 상기 역방향 링크가 일정한 시간의 순환 주기를 가지며, 상기 순환 주기

내에서 상기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 전환 시점 사이에 미리 설정된 일정 시간의 보호 시간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순방향 링크의 채널 할당은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로부터 검출된 무선단말의 위치에 따라 기지국으로부터 가까운

무선단말부터 먼 순서를 가지며, 상기 순서에 대응하여 상기 보호 시간으로부터 인접한 영역의 타임슬롯부터 할당함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과 통신 중에 무선단말로부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가 수신될 경우 상기 무선단말의 위치를 다시 검사하

여 근거리 영역과 원거리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무선단말의 위치에 따라 모드 변경이 필요한가를 검사하여 모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모드 변경 메시지와 새로

운 채널 할당을 수행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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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시분할 듀플렉싱 모드와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 모드를 제공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단말에서 호 제어 방법에 있어서,

호의 할당이 필요한 경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생성하여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역방향 링크의 모드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모드로 송신 및 수신 모드를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으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여 채널 할당 시 할당된 채널로 통신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중에 미리 설정된 보고 주기마다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이용한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역방향 모드 변경 요구 및 새로운 채널 할당 시 모드의 변환을 수행하고 새로운 채널로 통신을 수행

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고 주기마다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이용한 정보는 설정된 역방향 모드의 전용 제어 채널

을 통해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이용한 정보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의 세기 또는 무선단말의 지리적 위치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듀플렉싱 모드 결정 인자를 이용한 정보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의 세기와 무선단말의 지리적 위치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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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다수의 단말들과 상기 단말들에 자원을 할당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으로 구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주어진 시스템 대역을 서로 대역폭이 다른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과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으로 분할하고;

단말로부터 모드 결정 인자를 수신하고;

상기 모드 결정인자의 값에 따라 상기 단말에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 또는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의 자원 또는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과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의 자원을 혼합하여 할당하는 통신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은 상기 주파수분할 듀플렉싱대역보다 넓은 대역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통신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은 시분할된 순방향전송을 위한 하향 자원과 역방향전송을 위한 상향 자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은 역방향 전송을 위한 상향 자원만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모드 결정 인자를 미리 정해진 임계치와 비교하고;

상기 모드 결정 인자가 상기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시분할주파수대역의 상향 및 하향 자원을 할당하고;

상기 모드 결정 인자가 상기 임계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기 시분할주파수대역의 상향 자원과 상기 주파수분할대역의 상

향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결정 인자는 상기 단말이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파일럿 신호의 세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방법.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결정 인자는 상기 단말의 지리적 위치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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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결정 인자는 상기 단말의 이동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방법.

청구항 31.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결정 인자는 상기 단말이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파일럿 신호의 세기, 상기 단말의 지리적 위

치 정보, 그리고 상기 단말의 이동 속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방법.

청구항 32.

다수의 단말들과 상기 단말들에 자원을 할당하여 통신하는 기지국으로 구성되고, 주어진 시스템 대역을 서로 대역폭이 다

른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과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으로 분할하고 단말로부터 모드 결정 인자를 수신하여 상기 모드 결

정인자의 값에 따라 상기 단말에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 또는/그리고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의 자원 할당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시분할 듀플렉싱 또는/그리고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모드로 동작하여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의 신호와 상기 주파수분

할 듀플렉싱 대역의 신호를 처리하는 부호화 처리부;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 신호와 상기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 신호를 구분하여 송수신하거나 하는 다이플렉서;

상기 부호화 처리부와 상기 다이플렉서 사이에 배치되어 송수신 신호를 분리하여 송신 신호는 상기 다이플렉서로 전달하

고 수신 신호는 상기 부호화 처리부로 전달하는 송수신 분리부;

상기 송수신 분리부, 부호화 처리부, 및 무선부의 제어를 수행하고,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모드 결정 인자를 이용하여 해당

단말에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 또는/그리고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 자원을 할당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는 송수신 장

치.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처리부는:

상기 송수신 분리부로부터 입력되는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 신호를 처리하는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복호기;

상기 송수신 분리부로부터 입력되는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 신호를 처리하는 시분할 듀플렉싱 복호기;

상기 전송할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송수신 분리부로 전달하는 시분할 듀플렉싱 부호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신 장치.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 분리부는:

상기 다이플렉서로부터 입력되는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대역 신호를 대역강하하여 상기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복호기로 전

달하는 주파수분할 듀플렉싱 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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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이플렉서로부터 입력되는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 신호를 대역강하하여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복호기로 전달하는 시

분할 듀플렉싱 수신부;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부호기로부터 입력되는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 신호를 대역상승하여 상기 다이플렉서로 전달하는 시

분할 듀플렉싱 송신부;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부호기, 시분할 듀플렉싱 복호기, 시분할 듀플렉싱 송신기, 및 시분할 듀플렉싱 수신기 사이에 배치

되어 시분할 듀플렉싱 대역 신호를 분리하는 시분할 듀플렉싱 분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신 장치.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 분리부는 상기 제어기의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시분할 듀플렉싱 송신부와 상기 시분할 듀

플렉싱 수신부를 상기 다이플렉서로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스위치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신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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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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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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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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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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