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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약된 반송파의 동적 주파수 재사용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도약된 반송파의 동작 주파수 재사용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부수적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
확하게 이해될 것이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실행하기 위해 의도된 최적 모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
다(제한되지 않은 예로서).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4-사이트(a-d),  60도로  구분된  안테나(A-L),  셀룰러  무선전화기  재사용 패
턴을 도시한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주파수가  제1도의  재사용  패턴에  어떻게  할당되는가를 도
시한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재사용 주파수 할당을 도시한다.

제4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공유-반송파, 주파수-도약 할당을 도시한다.

제5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도약 할당 계획을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주파수 재사용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셀룰러 무선전화기 네트워크에서 공유반송파 주파수 도약(shared-carrier 
frequency hopping)을 사용하는 동적(dynamic) 주파수 재사용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프렌키엘에게 하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144,411호는 대규모 셀 재사용 패턴 내지 기본적이고
(anunderlaid)  보다  작은  재사용  패턴에서의  주파수의  정적인(static)  재사용을  가르치고  있다. 보
다  작은  재사용  패턴은  대규모  셀에서보다  더  낮은  전송력(또는  다른  SNR이나  C/I  기준)을  통해서 
성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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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무선전화기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반송파-대-간섭(C/I)  면역(immunity)과  최고 용량
사이에는  긴장이  결코  그칠줄  모르며,  이것은  모두  바로  그  무선  스펙트럼이  극히  부족하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  주파수  재사용을  더욱  많이하면  용량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나,  C/I  성능에  역영향을 
끼친다.  주파수  도약은  C/I  성능을  향상시키나,  도약하고자  하는  할당된  주파수를  보다  많이  필요로 
한다.  또한,  간섭(C/I)과  용량(주파수  재사용)은  모두  동적이며,  통화량에  의해 유발되며(traffic-
induced),  인구통계학적이고  매일  일정시간에  발생되는  현상(time-of-day  phenomena)이다.  이와 같
은 동적 현상을 전통적이며 정적으로 계획된 전략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  이하  제시되는  특정한  장점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발명의 요약]

셀룰러  무선전화기  네트워크에  있어서,  동적인  주파수  재사용을  위한  메카즘이  제공된다.  이것은 하
나의  시간  간격동안에  하나의  재사용  직경(one  reusde  diameter)에  따라  복수개의  도약된  반송파중 
하나  이상의  도약된  반송파를  할당하며,  다른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시간  간격동안에  다른 재사
용 직경에 따라 상기 도약된 반송파를 할당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모든 할당은 상기 반송파의 어떠
한  인접재사용과도  실질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시간  동기로  발생된다.  본  발명의  부수적인  장점은 원
하는  C/I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공유  반송파  및  주파수  도약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할당가능한 주파
수 재사용의 실현이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4-바이트(a-d),  60도로  구분된  안테나(A-L),  셀룰러  무선전화기  재사용 패
턴을  도시한다.  사실,  이  특정한  A-셀  패턴(a-d)은,  비록  패턴  그  자체내에서는  아무런  셀(a,b,c 또
는  d)도  반복(is  repeated)되지  않지만,  각각의  주파수  세트(A-L)가  4-셀  패턴(a-d)내에서  두번씩 
재사용된다는 점에서 2-셀 재사용을 나타낸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주파수가  제1도의  재사용  패턴에  어떻게  할당되는가를 도
시한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GSM/Pan-European  Digital  Cellular(GSM/PEDC)  무선전화기의  시스템에 
있어서,  62개의  200KHz  폭의  반송파의  12.5MHz  폭의  주파수  스펙트럼(두개의  오퍼레이터중  한개에 
대해  25MHz  폭  스펙트럼의  1/2)이  12개의  섹터  셀(A-L)에  걸쳐  12개의  주파수  세트(A-L),  (즉 사이
트당 6개 섹터×4개의 사이트(a-d)÷2-셀 재사용 패턴)내에 (거의)균일하게 분배될 것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하나의  1-셀  재사용(만일  모든  테이블  오프셋이  모든 셀내
에  지정되었다면)  주파수  할당을  도시한다.  GSM/PEDC는  액세스와  시스템  제어를  위하여  섹터-셀당 
하나의  베이스  제어  채널(Base  Colntrol  Channel)(BCCH)(1-4,21-24  그리고  42-45)을 비축(reserve)
한다.  이것은  이  하당에서  변화되지  않은채로  유지된다.  그러나,  나머지  통화  채널(TCH)  반송파가 
여섯개의  공유  TCH  반송파  세트(A/C,B/D,E/G,F/H,I/K  및  J/L)내로  풀(pooled)된다면(A로부터  반송파 
5,9,13  및  17  또한  C로부터  반송파  7,11,15  및  19가  풀된다고  하자),  효과적인  1-셀(또는  사이트당 
한번)  재사용  효율이  얻어질  것이다.  커버리지  영역(즉  A)에  있는  이동  가입자가  그  주파수(즉  C)의 
공동  채널  재사용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경험하는  곳에서,  그  가입자는  보다  큰,  2-셀 재사용패턴
(bA,cA )상의  BCCH로  다시  할당될  수  있으며,  보다  적은(1/2  보다  적은)  간섭을  경험할  것이다. 따라

서,  섹터  셀  TCH  용량은  섹터당  네개의  TCH(즉,  반송파(5,9,13  및  17)로부터  홀수/짝수  인접하는 반
송파를  분리하여  섹터당  여덟개의  TCH(즉,  반송파(5,7,9,11,13,15,17,19))로  증가된다.  반송파(20과 
21)가  사이트(a)에서  인접  반송파  간섭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반송파(41)는  21  대신  BCCH로서 사용
된다.

주파수  도약을  통하여  간섭의  부가적인  감소가  달성될  수  있다.  제4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1-셀  재사용,  공유  반송파,  주파수  도약  할당을  나타낸다.  이것은  아홉개(하나의  BCCH+8TCH)의 
반송자가  서로  그리고  사이트(a-d)간에  시간  동기하여  순환되는  아홉개의  독특한  오름차순 시이퀀스
(0-8)와  그  재사용을  도시한다.  기지(base)  장비와  이동  가입자  장비에서의  주파수  도약은  주파수의 
원형큐(acircular  queue)에  대한  포인터로서  실행될  수  있다.  서술된  방식으로  반송자를  시간 동기
로  할당하기  위한  이와  같은  원형큐  수단은  기지국  또는  이동가입자  유니트에서  이용된  셀룰러 기지
국 제어 방법론에 통상적으로 숙달된 자의 능력내에 있다.

최대  용량에서,  섹터-셀  A와  섹터-셀  C는  1-셀  재사용  패턴(예로  단지  함몰된(embedded)  BCCH만이 
섹터-셀  A와  C사이에서  다르다는  것을  유의)의  동일한  8TCH상에서  순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스
템이  최대  용량  이하로  동작할  때,  아홉개의  도약  시이퀀스(0-8)중  예로서  네개(0-3)를  하나의 섹터
-셀(즉 bA )에  그리고 아홉개중 다른 다섯개(4-8)를 다른 섹터-셀(cA,a C  또는 d C  또는 A와 C의 다른 어

떤 조합)에 할당시켜 2-셀 패턴으로 복귀(by reverting to)시킴으로써 간섭이 감소될 수 있다.

제5도는  주어진  통화량  부하에  대해서  재사용을  최고로  하기  위해  아홉개의  도약  시이퀀스(0-8) 각
각을  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도시한다.  아홉개의  도약  시이퀀스(0-8)는  초기에  4-시이트  재사용 패턴
(bA,cA,aC ,  and dC )상의  섹터-셀(A와  C)  사이에  (균일하게)분포될  것이다.  이  할당을  4-시이트  재사용 

패턴으로  되게하는  것은  다른  어떤  섹터-셀에서  아홉개(0-8)의  도약  시이퀀스중  어느  것도 재사용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할당은  자체적으로  최고의  C/I  성능(비록  최저  용량일지라도)을  제공할 것
이다.

통화량  부하가  증감함에  따라,  몇몇  도약  시이퀀스(0-8)가  재사용되어  결국  그  재사용된  시이퀀스에 
대해  2-사이트  재사용  패턴이  되는  반면에,  아직  재사용되지  않는  것은  보다  넓은  4-사이트  재사용 
패턴상에서  아직도  동작하게  될  것이다.  모든  도약  시이퀀스가  두번  사용될  때,  제5도의  표의 중앙
을  꼭대기  부분에  첨가시키는  것에서와 같이(bA 에  있는  모든  도약  시이퀀스는  또한 cA 에서도 사용되

기 때문에 예로서 사이트(b와 c)는 2-사이트 재사용 패턴상에서 동작할 것이다; 유사하게 aC와 dC).

통화량  부하가  다시  증가됨에  따라,  지금까지  섹터-셀  C(C2,C6과  C7)에서  전적으로  사용된  몇몇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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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시이퀀스(2,3,6  그리고  7)는  섹터-셀  A(A2,A3,A6  그리고  A7)에서,  그리고  그  역으로 재사용되어
야  한다.  재사용되는  시이퀀스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  첨가될  때  최종적으로  아홉개의  모든 시
이퀀스(0-8)가  네개의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될  때까지  최고  용량(비록  최저  C/I  성능일지라도)으로 
1-사이트 재사용 패턴상에서 동작할 것이다.

통화량  부하가  줄어듬에  따라,  도약  시이퀀스는  역순으로  할당이  해제(deallocated)될  것이다. 시스
템은  1-사이트  재사용  패턴에서  2-사이트  재사용  패턴으로  이동하며  4-사이트  재사용  패턴으로 복귀
할  것이다.  채널  용량에  대응하는  손실이  있을  것이나,  C/I  성능의  향상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이동 
가입자에  대한  C/I  성능은  이때  통화량  부하가  허용하는  정도로  최적화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메카니즘은  도약  시이퀀스를  할당하는  것,  즉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의  원형큐에  있어서  포인터 위
치를 할당하는 것이다.

제5도에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따라  4-사이트  재사용  패턴에  대한  도약  시이퀀스의  할당은 
오름차순(즉,  A0,A4,A8)이며,  반면에  2-사이트  및  1-사이트  동작에  대한  도약  시이퀀스는 내림차순
(즉,  A8,A4,A0)인  것에  유의한다.  이것은  가능한  한  어떤  충돌하는  할당(높은  재사용)을  연기할 것
이다.  예로서,  만일  모든  2-사이트  할당이  비워지기  전에  4-사이트  재사용  패턴에  있는  A8이 비워지
게  된다면, b A  :  A8이  할당될  마지막  4-사이트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양이  감소될  것이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특징이 이와 같은 역학(dynamics)을 수용한다.

이  구성은  제안되고  있는  GSM/전유럽  디지탈  셀룰러(GSM/PEDC)  시스템과  같은  슬롯(a  slotted), 시
분할  다중  액세스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그  시스템은  반복하는  프레임에  8개  타임  슬롯을 사용
한다.  만일  오름차순  타임  슬롯  순서(0-7)로  4-사이트  오름차순  시이퀀스가  할당되고,  반면에 내림
차순  타임  슬롯  순서(7-0)로  2-사이트  및  1-사이트  시이퀀스가  할당되면,  심지어  동일한  섹터-셀에 
있는 이동 가입자가 2개  이상의 섹터-셀(즉, bA,cA,a C  및 dC )의  동일한 타임 슬롯(0-7)에  동일한 도약 

시이퀀스(0-9)가  사용될  때까지  똑같은  도약  시이퀀스를  공유할지라도  충돌(높은  재사용이  없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사용  패턴을  바꾸는  것은  기지  사이트  장비  및  이동  가입자  장비의  도약  큐로  오프셋 포
인터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문제가 된다.

상기와  같이,  셀룰러  무선전화기  네트워크에서,  동적  주파수  재사용  메카니즘이  제공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시간  간격동안에  하나의  재사용  직경(one  reuse  diameter)에  따라  복수개의  도약된  반송파중 
하나  이상의  도약된  반송파를  할당하며,  다른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시간  간격동안에  다른 재사
용 지경에 따라 상기 도약된 반송파를 할당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모든 할당은 상기 반송파의 어떠
한  인접재사용과도  실질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시간  동기로  발생된다.  본  발명의  부수적인  장점은 원
하는 C/I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공유 반송파와 주파수 도약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주
파수 재사용의 실현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가  기술되고  도시되었으나,  다른  변화와  변형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분야에  숙달된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상기  논의가  GSM/PEDC(이것은  시분할 
다중  액세스  시스템이다)을  암시하고  있지만,  비-간섭(시간의  측면에서)이  되도록  모든  주파수 도약
이  시간의  측면에서  조정된다고  가정하면  본  발명은  비-TDM  시스템에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고,  TDM 
시스템에 제공된 내재적인 동기 장치가 본 발명을 보다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들과 다른 모든 변화와 변형들은 첨부된 청구범위의 경계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시간  간격동안에  하나의  재사용  패턴에  따라서  복수개의  반송파중  하나  이상의  반송파를 할
당하는  단계와,  상기  반송파의  어떤  인접  재사용과도  모두  사실상  비-간섭  시간  동기하여,  다른 거
의  겹치지  않는  시간  간격동안에  다른  재사용  패턴에  따라서  상기  반송파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주파수 재사용 방법.

청구항 2 

하나의  시간  간격동안  하나의  재사용  패턴에  따라  복수개의  도약된  반송파중  하나  이상의  도약된 반
송파를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반송파의  어떤  인접  재사용과도  모두  사실상  비-간섭  시간  동기하여, 
다른  거의  겹치지  않는  시간  간격동안에  다른  재사용  패턴에  따라서  상기  도약된  반송파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주파수 재사용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도약  시이퀀스는  하나의  재사용  패턴에  할당되고,  다른  도약 시이퀀스
는 다른 재사용 패턴에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주파수 재사용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도약  시이퀀스  중  어떤  것은  하나의  재사용  패턴에  할당되고,  상기 복수
개중 어떤 다른 재사용 패턴에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주파수 재사용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도약  시이퀀스중  어떤  것은  하나의  재사용  패턴에  할당되고,  상기 복수개
중  어떤  다른  것들은  시간을  달리하여  다른  재사용  패턴에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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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재사용 방법.

청구항 6 

각각  복수개의  섹터를  갖는  복수개의  셀을  갖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동적  주파수  재사용  방법에 있어
서,  제1셀의  제1섹터에  제1채널을,  제2셀의  제1섹터에  제2채널을,  제3셀의  제1섹터에  제3채널을 또
한  제4셀의  제1섹터에  제4셀을  할당하는  단계와,  통화량  부하의  증가에  응답하여,  상기  제1셀의 상
기  제1섹터에  상기  제2채널을,  상기  제2셀의  상기  제1섹터에  상기  제1채널을,  상기  제3셀의  상기 제
1섹터에  상기  제4채널을,  또한  상기  제4셀의  상기  제1섹터에  상기  제3채널을  첨가하는  단계와,  상기 
통화량  부하의  부가적  증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셀의  상기  제1섹터에  상기  제3  및 제4채널
을,  또한  상기  제3  및  제4채널을  상기  제1섹터에  상기  제1  및  제2채널을  첨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동적 주파수 재사용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량  부하의  감소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셀의  상기  제1섹터로부터 상
기 제3  및 제4채널을,  또한 상기 제3  및 제4채널의 상기 제1섹터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채널을 제거
하는  단계와,  통화량  부하의  부가적  감소에  응답하여,  상기  제1셀의  상기  제1섹터로부터  상기 제2채
널을,  상기  제2셀의  상기  제1섹터로부터  상기  제1채널을,  상기  제3셀의  제1섹터로부터  상기 제4채널
을,  또한  상기  제4셀의  상기  제1섹터로부터  상기  제3채널을  제거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동적 주파수 재사용 방법.

청구항 8 

각각  복수개의  섹터를  갖는  복수개의  셀을  갖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셀중의  제1셀 
및  제2셀의  각각  제1섹터에  할당된  제1주파수  재사용  패턴과,  상기  제1  및  제2셀의  각각의 제2섹터
에 할당된 제2주파수 재사용 패턴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주파수  재사용  패턴은  4-사이트  재사용  패턴이고,  상기  제2주파수  재사용 
패턴은 2-사이트 재사용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셀의  각각의  제3섹터에  할당된  제3주파수  재사용  패턴을  부가로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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