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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들을 MS 그룹들로 생성하여

상기 생성한 MS 그룹들 각각에 다운링크(DL: DownLink) 전용 채널 및 업링크(UL: UpLink) 전용 채널을 할당하고;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해당 그룹내의 MS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 오버헤드로 인한 DL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여 DL 자원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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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들을 MS 그룹들로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한 MS 그룹들 각각에 다운링크(DL: DownLink) 전용 채널 및 업링크(UL: UpLink) 전용 채널을 할당하는 과정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할당한 후, 송신할 데이터가 발생하면 상기 데이터를 스케쥴링

하는 과정과,

상기 스케쥴링 결과에 상응하게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MS들을 결정하

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MS들을 결정한 후, 상기 결정한 MS들이 상기 그

룹 MS들 각각이 속한 MS 그룹의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정보를 상기 MS들로 송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MS들의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비트들을 포함하는 비트 맵(Bit MAP) 형태를 가지는 DL Bit MAP 메시

지 및 UL Bit MAP 메시지이며, 상기 DL Bit MAP 메시지 및 UL Bit MAP 메시지내의 상기 비트들 각각은 상기 MS들 각

각에 일대일 매핑되며, 상기 MS들 각각에 일대일 매핑된 비트의 비트값이 미리 설정된 값을 나타낼 경우 해당 MS가 해당

MS 그룹에 할당되어 있는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S들을 MS 그룹들로 생성하는 과정은;

상기 MS들을 상기 MS들이 제공받는 서비스들의 서비스 품질들과, 데이터 특성들과, 상기 MS들의 이동 속도중 적어도 어

느 하나를 고려하여 MS 그룹들로 생성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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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에 대한 정보를 상기 MS들로 송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의 위치 정보와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에 사용될 변조 및 코딩 방식(MCS :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레벨 정보중 적어도

어느 한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

청구항 8.

통신 시스템의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MS 자신이 속한 MS 그룹과 상기 MS 그룹에 할당된 다운링크(DL: DownLink) 전용 채널 및 업링크

(UL: UpLink) 전용 채널에 대한 제1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이후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 신호에서 상기 MS가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

타내는 제2정보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MS가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정보는 기지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MS들의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비트들을 포함하는 비트 맵(Bit MAP) 형태를

가지는 DL Bit MAP 메시지 및 UL Bit MAP 메시지이며, 상기 DL Bit MAP 메시지 및 UL Bit MAP 메시지내의 상기 비트

들 각각은 상기 MS들 각각에 일대일 매핑되며, 상기 MS들 각각에 일대일 매핑된 비트의 비트값이 미리 설정된 값을 나타

낼 경우 해당 MS가 해당 MS 그룹에 할당되어 있는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냄을 특징으로

하는 MS가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정보는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의 위치 정보와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에 사용될 변조 및

코딩 방식(MCS :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레벨 정보중 적어도 어느 한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MS가 신

호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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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정보가 상기 MS가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상기 제1정보가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할 경우 상기 위치 정보에 상응하게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 신

호를 검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MS가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MS 그룹은 상기 기지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MS들이 상기 MS들이 제공받는 서비스들의 서비스 품질들과, 데이

터 특성들과, 상기 MS들의 이동 속도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고려되어 생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MS가 신호를 수신하는 방

법.

청구항 13.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송신하는 기지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들을 MS 그룹들로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할 다운링크(DL: DownLink) 전용 채널 및 업링크(UL: UpLink) 전용 채널을 결정하는 제어기와,

상기 제어기의 제어에 따라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할당하는 채널 할당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MS들로 송신할 데이터를 스케쥴링하는 스케쥴러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스케쥴링 결과에 상응하게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MS들을 결정하며, 상기 결정한 MS들이 상기 그룹 MS들 각각이 속한 MS 그룹의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 신호와 상기 정보를 상기 MS들로 송신하는 송신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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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는 상기 MS들의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비트들을 포함하는 비트 맵(Bit MAP) 형태를 가지는 DL Bit MAP 메시

지 및 UL Bit MAP 메시지이며, 상기 DL Bit MAP 메시지 및 UL Bit MAP 메시지내의 상기 비트들 각각은 상기 MS들 각

각에 일대일 매핑되며, 상기 MS들 각각에 일대일 매핑된 비트의 비트값이 미리 설정된 값을 나타낼 경우 해당 MS가 해당

MS 그룹에 할당되어 있는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냄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MS들을 상기 MS들이 제공받는 서비스들의 서비스 품질들과, 데이터 특성들과, 상기 MS들의 이동 속

도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MS 그룹들로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에 대한 정보를 상기 송신기를 통해 상기 MS

들로 송신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의 위치 정보와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에 사용될 변조 및 코딩 방식(MCS :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레벨 정보중 적어도

어느 한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21.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에 있어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 신호로부터 상기 MS 자신이 속한 MS 그룹과 상기 MS 그룹에 할당된 다운링크(DL:

DownLink) 전용 채널 및 업링크(UL: UpLink) 전용 채널에 대한 제1정보를 검출하는 수신기와,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수신 신호에서 상기 MS가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

는 제2정보를 검출하는 검출기와,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 신호를 검출하는 채널 검출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MS.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정보는 기지국내의 MS들의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비트들을 포함하는 비트 맵(Bit MAP) 형태를 가지는 DL Bit

MAP 메시지 및 UL Bit MAP 메시지이며, 상기 DL Bit MAP 메시지 및 UL Bit MAP 메시지내의 상기 비트들 각각은 상기

MS들 각각에 일대일 매핑되며, 상기 MS들 각각에 일대일 매핑된 비트의 비트값이 미리 설정된 값을 나타낼 경우 해당

MS가 해당 MS 그룹에 할당되어 있는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냄을 특징으로 하는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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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정보는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의 위치 정보와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에 사용될 변조 및

코딩 방식(MCS :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레벨 정보중 적어도 어느 한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MS.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정보가 상기 MS가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상기 제1정보가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할 경우 상기 제어기는 상기 위치 정보에 상응하게 상기 채널 검출기가 상

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 신호를 검출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MS.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MS 그룹은 상기 기지국내의 MS들이 상기 MS들이 제공받는 서비스들의 서비스 품질들과, 데이터 특성들과, 상기

MS들의 이동 속도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고려되어 생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MS.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의 신호 송수신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 이하 'MS'라

칭하기로 한다) 그룹별로 전용(dedicated) 채널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차세대 통신 시스템은 패킷 서비스 통신 시스템(packet service communication system)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패킷

서비스 통신 시스템은 버스트(burst)한 패킷 데이터(packet data)를 다수의 MS들로 송신하는 시스템으로서, 대용량 고속

데이터 송신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왔다. 또한, 차세대 통신 시스템은 대용량 고속 데이터 송신을 위해 무선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LAN: Local Area Network, 이하 'LAN'이라 칭하기로 한다) 통신 시스템 및 무선 도시 지역 네트워크(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이하 'MAN'이라 칭하기로 한다) 통신 시스템 등과 같은 광대역 무선 접속(BWA:

Broadband Wireless Access) 통신 시스템에 이동성(mobility)과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이하 'QoS' 칭하

기로 한다)을 보장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통신 시스템이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6e 통신 시스템이다.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은 상기 무선 MAN 통신 시스템의 물리 채널(physical channel)에 광대역 송신을 지원하

기 위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적용한 통신 시스템이다. 그러면 여기서 도 1을 참

조하여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은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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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은 다중 셀(multi-cell) 구조를 가지며, 즉 셀(100)과 셀(150)을 가

지며, 상기 셀(100)을 관장하는 기지국(BS: Base Station)(110)과, 상기 셀(150)을 관장하는 기지국(140)과, 다수의 MS

들(111),(113),(130),(151),(153)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들(110),(140)과 상기 MS들(111),(113),(130),(151),

(153)간의 신호 송수신은 상기 OFDM/OFDMA 방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도 2를 참조하여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다운링크(DL: DownLink, 이하 'DL'이라 칭하기로 한

다) 프레임(frame)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는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DL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상기 DL 프레임은 프리앰블(preamble) 영역(210)과, 프레임 제어 헤더(FCH: Frame Control

Header, 이하 'FCH'라 칭하기로 한다) 영역(220)과, 맵(MAP, 이하 'MAP'이라 칭하기로 한다) 영역, 즉 DL MAP/업링크

(UL: UpLink, 이하 'UL'이라 칭하기로 한다) MAP 영역 (230)과, 버스트(burst) 영역들, 즉 밴드(band) 적응적 변조 및 코

딩(AMC: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이하 'AMC'라 칭하기로 한다) 모드(mode)의 DL 버스트(burst) 영역(240)

과, 다이버시티(diversity) 모드의 DL 버스트 영역(250)을 포함한다.

먼저, 상기 프리앰블 영역(210)을 통해서는 신호 송신 장치, 일 예로 기지국과 신호 수신 장치들, 일 예로 MS들간의 동기

획득과, 기지국 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프리앰블 신호가 송신된다. 상기 FCH 영역(220)을 통해서는 FCH가 송신되며, 상기

FCH는 상기 DL MAP/UL MAP 영역(230)에 적용된 변조 방식 및 상기 DL MAP/UL MAP 영역(230)의 길이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FCH 영역(220)의 크기는 고정적인 크기, 일 예로 24비트 크기를 가지며, 상기 FCH 영역(220)

에는 또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변조 및 코딩 방식(MCS :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이하 'MCS'라 칭하

기로 한다) 레벨, 일 예로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1/16 레벨이 적용된다.

상기 DL MAP/UL MAP 영역(230)을 통해서는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가 송신되며, 상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MS들별로 구성된다. 상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해당 MS에 할당된 DL 버스트 영

역 및 UL 버스트 영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해당 MS에 할당된 DL 버스트 영역 및 UL 버스트 영역

이 존재할 경우 그 할당된 DL 버스트 영역 및 UL 버스트 영역의 위치 정보와 적용되는 변조 방식 정보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상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모든 MS들이 수신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기 DL MAP 메

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MCS 레벨들중 가장 강인한(robust, 이하

'robust'라 칭하기로 한다) MCS 레벨에 상응하게 변조 및 코딩되어 송신된다.

상기 DL 버스트 영역(240)은 밴드 AMC 모드로 할당되는 DL 버스트 영역이며, 상기 밴드 AMC 모드는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다수개의 서브 대역(sub-band)들, 즉 다수의 밴드들로 분할하고,

상기 다수개의 밴드들 각각에 속한 적어도 1개의 서브 캐리어(sub-carrier)들이 1개의 밴드 AMC 서브 채널을 구성하도

록 하는 모드를 나타낸다. 여기서, 밴드 AMC 서브 채널을 구성하는 서브 캐리어들은 서로 인접한 서브 캐리어들이다. 또

한, 상기 밴드 AMC 모드를 사용할 경우 MS들의 채널 상태에 최적인 서브 캐리어들을 선택하여 밴드 AMC 서브 채널을 할

당할 수 있어 송신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상기 DL 버스트 영역(250)은 다이버시티 모드로 할당되는 DL 버스트 영역이며, 상기 다이버시티 모드는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체 서브 캐리어들중 적어도 1개의 서브 캐리어들이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

템의 전체 주파수 대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형태로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을 구성하도록 하는 모드를 나타낸다. 또한, 상기

다이버시티 모드를 사용할 경우 주파수 다이버시티 이득(frequency diversity gain)을 획득할 수 있으며, 상기 다이버시

티 서브 채널은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체 서브 캐리어들의 인덱스(index)들을 미리 설정되어

있는 주파수 도약 패턴(frequency hopping pattern) 혹은 확산 시퀀스(spreading sequence)에 상응하게 매핑하여 구성

된다.

한편, MS 사용자들의 서비스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역시 다양

화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받고자 하는 MS들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상기 서비스들을 제공받는

MS들 각각에 대해 구성되는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 오버헤드는 결국 DL 자원의 낭비를 가지고 오게 되며,

이는 DL 자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되어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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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통신 시스템에서 MS 그룹별로 전용 채널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통신 시스템에서 DL MAP 메시지/UL MAP 메시지 오버헤드를 최소화하여 MS 그룹별로 전용

채널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송신하는 기지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서

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들을 MS 그룹들로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할

다운링크(DL: DownLink) 전용 채널 및 업링크(UL: UpLink) 전용 채널을 결정하는 제어기와, 상기 제어기의 제어에 따라

서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할당하는 채널 할당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장치는;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에 있어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 신호로부터 상기 MS 자신이 속한 MS 그룹과 상기 MS 그룹에 할당된 다

운링크(DL: DownLink) 전용 채널 및 업링크(UL: UpLink) 전용 채널에 대한 제1정보를 검출하는 수신기와,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수신 신호에서 상기 MS가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제2정보를

검출하는 검출기와,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 신호를 검출하는 채널 검출기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

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들을 MS 그룹들로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한 MS 그룹들

각각에 다운링크(DL: DownLink) 전용 채널 및 업링크(UL: UpLink) 전용 채널을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방법은; 통신 시스템의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에서 신호를 수신

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MS 자신이 속한 MS 그룹과 상기 MS 그룹에 할당된 다운링크(DL: DownLink)

전용 채널 및 업링크(UL: UpLink) 전용 채널에 대한 제1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이후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 신호에

서 상기 MS가 상기 DL 전용 채널 및 UL 전용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제2정보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

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

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 이하 'MS'라 칭하기로 한다) 그룹별로 전용(dedicated) 채

널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다운링크(DL: DownLink, 이하 'DL'이

라 칭하기로 한다) 맵(MAP, 이하 'MAP'이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 및 업링크(UL: UpLink, 이하 'UL'이라 칭하기로 한

다) MAP 메시지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도록 MS 그룹별로 전용 채널 신호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한다. 이하, 설

명의 편의상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6e 통신 시스템을 상기 통신 시스템의 일 예

로 하여 설명하기로 하며,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MS 그룹별로 전용 신호 송수신 장치 및 방법은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함은 물론이다. 또한, 상기 통신 시스템의 일 예로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을 가정하였으므로, 상기 채널은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채널인 서브 채널(sub-

channel)이 되는 것이다.

먼저, 현재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는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가 MS들별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상

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모든 MS들이 수신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변조 및 코딩 방식(MCS :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이하 'MCS'라 칭하기로 한다) 레벨들중 가장 강인한(robust, 이하 'robust'라 칭하기로 한다) MCS 레벨에 상응

하게 변조 및 코딩되어 송신된다. 따라서, 상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 오버헤드로 인해 DL 자원이 낭비되

고, 이는 DL 자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되어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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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MS 그룹별로 전용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상기 MS 그룹별 전용 신호 송수신 방안은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 오버헤드를 최소화시켜 자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여

기서,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신호 송신 장치, 일 예로 기지국(BS: Base Station)이 신호 수신 장치 그룹들, 일

예로 MS 그룹들을 생성하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내의 MS들이 제공받는 서비스들의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이하

'QoS' 칭하기로 한다)들을 고려하여 MS 그룹들을 생성할 수 있다.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기 다양한 서비스들 각각에 대해 그 서비스

를 제공받는 MS들을 MS그룹으로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MS들별로 MS 그룹을 생성하는 이

유는 그 보장받아야만 하는 QoS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내의 MS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MS 그룹들을 생성할 수

있다.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중 일 예로,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는 비교

적 적은 양의 데이터가 버스트(burst)한 형태로 발생하는 데이터 특성을 가진다. 상기 VoIP 서비스와 같이 한번에 송신되

는 데이터의 양이 적어 다수의 MS들이 한 프레임(frame)에 다중화될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MS들을 MS 그룹으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내의 MS들의 이동 속도를 고려하여 MS 그룹들을 생성할 수 있다.

이동 속도가 비교적 빨라, 즉 시간 영역(time domain) 및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채널

상태를 가지는 MS들에게는 밴드(band) 적응적 변조 및 코딩(AMC: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이하 'AMC'라 칭

하기로 한다) 모드(mode)를 사용하여 서브 채널, 즉 밴드 AMC 서브 채널을 할당하는 것이 난이하다. 상기 밴드 AMC 모

드는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다수개의 서브 대역(sub-band)들, 즉 다수의 밴

드들로 분할하고, 상기 다수개의 밴드들 각각에 속한 적어도 1개의 서브 캐리어(sub-carrier)들이 1개의 밴드 AMC 서브

채널을 구성하도록 하는 모드를 나타낸다. 여기서, 밴드 AMC 서브 채널을 구성하는 서브 캐리어들은 서로 인접한 서브 캐

리어들이다. 또한, 상기 밴드 AMC 모드를 사용할 경우 MS들의 채널 상태에 최적인 서브 캐리어들을 선택하여 밴드 AMC

서브 채널을 할당할 수 있어 송신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밴드 AMC 모드를 사용하여 밴드 AMC 서브 채널을 할당하는 것이 난이한 사용자들에게는 다이버시티

(diversity) 모드를 사용하여 서브 채널, 즉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을 할당한다. 상기 다이버시티 모드는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체 서브 캐리어들중 적어도 1개의 서브 캐리어들이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

템의 전체 주파수 대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형태로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을 구성하도록 하는 모드를 나타낸다. 또한, 상기

다이버시티 모드를 사용할 경우 주파수 다이버시티 이득(frequency diversity gain)을 획득할 수 있으며, 상기 다이버시

티 서브 채널은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체 서브 캐리어들의 인덱스(index)들을 미리 설정되어

있는 주파수 도약 패턴(frequency hopping pattern) 혹은 확산 시퀀스(spreading sequence)에 상응하게 매핑하여 구성

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다이버시티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주파수 도약 패턴 혹은 확산 시퀀스에 상응하게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을 구성하기 때문에, 상기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을 구성하는 서브 캐리어들의 위치 자체는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다이버시티 모드를 사용하여 서브 채널을 할당받는 MS들을 MS 그룹으로 할당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지국은 이동 속도가 비교적 느려,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 안정적인 채널 상태를 가지는 MS들에게는

밴드 AMC 모드를 사용하여 서브 채널을 할당하는데, 상기 밴드 AMC 모드를 사용하여 서브 채널을 할당받는 MS들을 MS

그룹으로 할당할 수도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기지국은 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데이터 특성과, 이동 속도 등을 고려하여 MS 그룹들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설명에서는 상기 기지국이 다수의 파라미터들 각각, 즉 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데이터 특성

과, 이동 속도 각각을 고려하여 MS 그룹들을 생성하는 경우를 일 예로 하여 설명하였으나, 상기 기지국이 상기 다수의 파

라미터들을 모두 고려하여 MS 그룹들을 생성하는 것 역시 가능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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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DL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

기로 한다.

상기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DL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DL 프레임은 프리앰블(preamble) 영역(310)과, 프레임 제어 헤더(FCH: Frame Control

Header, 이하 'FCH'라 칭하기로 한다) 영역(320)과, MAP 영역, 즉 DL MAP/UL MAP 영역(340)과 DL 비트(Bit) MAP

(이하, 'DL Bit MAP'이라 칭하기로 한다) 영역(350)과, UL 비트 MAP(이하, 'UL Bit MAP'이라 칭하기로 한다) 영역(360)

을 포함하는 MAP 영역과, 버스트(burst) 영역들, 즉 밴드 AMC 모드의 DL 버스트 영역(370)과, 다이버시티 모드의 DL 버

스트 영역(380)을 포함한다.

먼저, 상기 프리앰블 영역(310)을 통해서는 기지국과 MS들간의 동기 획득과, 기지국 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프리앰블 신호

가 송신된다. 상기 FCH 영역(320)을 통해서는 FCH가 송신되며, 상기 FCH는 MAP 영역에 적용된 변조 방식 및 상기

MAP 영역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FCH 영역(320)의 크기는 고정적인 크기, 일 예로 24비트 크기를

가지며, 상기 FCH 영역(320)에는 또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MCS 레벨, 일 예로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1/16 레벨이 적용된다.

상기 DL MAP/UL MAP 영역(340)을 통해서는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가 송신되며, 상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MS들별, 즉 일반 MS들별로 구성된다. 이하, 설명의 편의상 상기 MS 그룹에 속하는 MS를 '그룹

MS'라 칭하기로 하고, 상기 MS 그룹에 속하지 않는 MS를 '일반 MS'라 칭하기로 한다. 상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해당 일반 MS에 할당된 DL 버스트 영역 및 UL 버스트 영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해당

일반 MS에 할당된 DL 버스트 영역 및 UL 버스트 영역이 존재할 경우 그 할당된 DL 버스트 영역 및 UL 버스트 영역의 위

치 정보와 적용되는 변조 방식 정보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상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모든 일반 MS들

이 수신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

에서 사용 가능한 MCS 레벨들중 가장 robust한 MCS 레벨에 상응하게 변조 및 코딩되어 송신된다.

여기서, 상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본 발명의 MS 그룹별 전용 신호, 즉 전용 서브 채널을 할당받지 않고

일반적인 서브 채널을 할당받는 일반 MS들을 대상으로 생성된다. 즉, 상기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는 일반

MS들이 밴드 AMC 서브 채널 혹은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을 할당받을 경우 상기 일반 MS들별로 생성되는 것이다. 상기 도

3에서는 밴드 AMC 서브 채널을 할당받는 일반 MS들이 MS #A와, MS #B와, MS #C이며,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을 할당

받는 일반 MS가 MS #D인 경우를 도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기 DL MAP/UL MAP 영역(340)을 통해서는 상기 MS #A

와, MS #B와, MS #C 및 MS #D에 대한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가 송신된다.

한편, 상기 DL Bit MAP 영역(350)을 통해서는 MS 그룹별로 할당된 DL 전용 서브 채널을 해당 MS 그룹내의 그룹 MS들

각각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1 비트가 Bit MAP 형태로 표현된 DL Bit MAP 메시지가 송신된다. 또한, 상기

UL Bit MAP 영역(360)을 통해서는 MS 그룹별로 할당된 UL 전용 서브 채널을 해당 MS 그룹내의 그룹 MS들 각각이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1 비트가 Bit MAP 형태로 표현된 UL Bit MAP 메시지가 송신된다. 상기 DL Bit MAP 메시

지 및 UL Bit MAP 메시지는 모든 그룹 MS들이 수신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기 DL Bit MAP 메시지 및 UL

Bit MAP 메시지는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MCS 레벨들중 가장 robust한 MCS 레벨에 상응하

게 변조 및 코딩되어 송신된다.

여기서, 상기 DL Bit MAP 메시지 및 UL Bit MAP 메시지는 본 발명의 MS 그룹별로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전용 서브

채널을 할당받는 그룹 MS들을 대상으로 생성된다. 여기서, 상기 전용 서브 채널은 전용 밴드 AMC 서브 채널과 전용 다이

버시티 서브 채널로 구분되며, 상기 전용 밴드 AMC 서브 채널은 밴드 AMC 모드를 사용하여 생성된 전용 서브 채널을 나

타내며, 상기 전용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은 다이버시티 모드를 사용하여 생성된 전용 서브 채널을 나타낸다. 상기 도 3은

제1MS 그룹과 제2MS 그룹이 DL 전용 밴드 AMC 서브 채널을 할당받고, 제3MS 그룹이 DL 전용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을

할당받은 경우를 도시하고 있으며, UL 전용 서브 채널의 할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하고 있지 않다. 일 예로, 상기 기지

국내의 총 11개의 그룹 MS들, 즉 MS # 1 내지 MS #11의 총 11개의 그룹 MS들이 전용 서브 채널을 할당받는 그룹 MS들

이라고 가정하면, 상기 총 11개의 그룹 MS들에 대한 DL-Bit MAP 메시지(390)는 상기 11개의 그룹 MS들을 표현하기 위

한 최소 11개의 비트들을 포함한다. 상기 11개의 비트들 각각은 상기 MS # 1 내지 MS #11 각각이 상기 그룹 MS 자신에

게 이미 MS 그룹 단위로 할당되어 있는 D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즉, 해당 그룹 MS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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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되는 해당 비트의 비트값이 일 예로 '0'일 경우에는 해당 그룹 MS가 상기 DL 전용 서브 채널을 해당 시점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이와는 반대로 해당 그룹 MS에 매핑되는 해당 비트의 비트값이 일 예로 '1'일 경우에는 해당 그룹 MS가

상기 DL 전용 서브 채널을 해당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MS가 일반적인 서브 채널을 할당받을 것인지, 즉 밴드 AMC 서브 채널 혹은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을 할당받을 것인

지 혹은 전용 서브 채널, 즉 전용 밴드 AMC 서브 채널 혹은 전용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을 할당받을 것인지는 상기 MS와

상기 기지국간의 네트워크 진입(network entry) 동작 수행중에 결정된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네트워크 진입 동작 수행중

에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다수의 파라미터들을 참조하여 상기 MS가 MS 그룹에 포함되어야만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 또한, 상기 기지국은 상기 MS의 MS 그룹 포함 여부에 상응하게 상기 MS에게 할당할 서브 채널의 종류를 결정하고, 상

기 결정한 서브 채널의 종류를 상기 MS로 통보해준다.

즉, 상기 기지국은 상기 MS를 MS 그룹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MS를 일반 MS로 판단하여 일반적인 서브 채널

을 할당하고, 상기 MS를 MS 그룹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상기 MS를 그룹 MS로 판단하여 상기 그룹 MS를 포함시킬 MS 그

룹에 이미 할당되어 있는 전용 서브 채널을 할당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그룹 MS에게 전용 서브 채널, 즉 전용

밴드 AMC 서브 채널 혹은 전용 다이버시티 서브 채널을 할당할 경우, 상기 전용 밴드 AMC 서브 채널 혹은 전용 다이버시

티 서브 채널의 위치는 고정적이므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그룹 MS로 상기 전용 밴드 AMC 서브 채널 혹은 전용 다이버시

티 서브 채널의 위치 정보 역시 함께 통보한다.

따라서, 상기 MS는 상기 MS 자신이 할당받을 서브 채널의 종류가 일반적인 서브 채널일 경우에는, 즉 상기 MS 자신이 일

반 MS일 경우에는 상기 DL MAP/UL MAP 영역(340)을 통해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일반

MS 자신에게 할당된 DL 버스트 및 UL 버스트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MS는 상기 MS 자신이 할당받을 서브

채널의 종류가 전용 서브 채널일 경우에는, 즉 상기 MS 자신이 그룹 MS일 경우에는 상기 DL Bit MAP 영역(350) 및 UL

Bit MAP 영역(360)을 참조하여 상기 그룹 MS 자신이 속한 MS 그룹에 할당된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서브 채널을 사

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그룹 MS가 전용 서브 채널을 할당받을 경우에는 이미 그 전용 서브 채

널의 위치를 알고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DL 버스트 영역(370)은 밴드 AMC 모드로 할당되는 DL 버스트 영역이며, 상기 DL 버스트 영역(380)은 다이버시티

모드로 할당되는 DL 버스트 영역이다.

한편, 상기 전용 서브 채널에도 MCS 레벨이 가변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상기 MCS 레벨에 대한 정보는 상기 네트워크

진입 동작 수행중에 상기 기지국이 상기 그룹 MS로 통보해주거나 혹은 상기 DL Bit MAP 영역(350) 및 UL Bit MAP 영역

(360)을 통해 별도의 정보로 통보해줄 수 있다.

다음으로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신호 송신 동작에 대해서 설

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신호 송신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411단계에서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내의 MS들을 다수의 파라미터들을 고려하

여 MS 그룹들로 생성하고 413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MS들중 상기 MS 그룹들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MS들이 존

재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4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은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전용 서브 채널을 할당하고 4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41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MS들로 송신할 데이터가 발생

하면 41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417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송신할 데이터에 대한 스케쥴링을 수행하고 41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419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스케쥴링 결과에 상응하게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된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할 그룹 MS들을 결정하고 421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MS 그룹들 각각은 각각 1

개의 DL 전용 서브 채널과 UL 전용 서브 채널을 할당받아 사용하므로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MS 그룹에 속하는 다수의

그룹 MS들을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다수의 그룹 MS들간의 우선 순

위를 결정하여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그룹 MS이 상기 해당 MS 그룹에 할당된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전용 서

브 채널을 사용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우선 순위 결정 동작 역시 공정성(fairness)과, 전송량 등과 같은 다수의 파라미

터들을 고려하여 수행되며, 상기 우선 순위 결정 동작 자체는 본 발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

하기로 한다.

상기 421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스케쥴링 결과에 상응하게 일반 MS들에 DL 서브 채널 및 UL 서브 채널을 할당하

고 42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42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MS 그룹별로 할당된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전용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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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사용하기로 결정된 그룹 MS들을 나타내는 DL Bit MAP 메시지 및 UL Bit MAP 메시지를 생성하고 425단계로 진

행한다. 상기 4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일반 MS들에 할당된 DL 서브 채널 및 UL 서브 채널에 상응하게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를 생성하고 42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427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상기 생성된 DL Bit MAP 메시지와, UL Bit MAP 메시지와, DL MAP 메시지와, UL

MAP 메시지와, 프리앰블 신호와, FCH 및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프레임 신호를 생성하고 42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429

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생성된 프레임 신호를 MS들로 송신하고 종료한다.

한편, 상기 도 4에는 별도로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상기 기지국은 이후에 해당 그룹 MS들에 할당한 UL 전용 서브 채널들을

통해 상기 해당 그룹 MS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그룹 MS의 신호 수신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그룹 MS의 신호 수신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5를 설명하기에 앞서, 일반 MS의 신호 수신 동작은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의 신호 수신 동작과

동일하므로 상기 도 5에서는 상기 그룹 MS의 신호 수신 동작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511단계에서 상기 그룹 MS는 기지국과 네트워크 진입 동작을 수행함에 따라 상기 그룹 MS가 속하는 MS 그룹을 통보받

고, 또한 상기 MS 그룹에 할당된 DL 전용 서브 채널과 UL 전용 서브 채널을 통보받고 51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13단계

에서 상기 그룹 MS는 기지국에서 송신하는 프레임 신호를 수신하고 5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15단계에서 상기 그룹

MS는 상기 수신한 프레임 신호로부터 DL Bit MAP 메시지와 UL Bit MAP 메시지를 복원하고 51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17단계에서 상기 그룹 MS는 상기 그룹 MS 자신이 상기 MS 그룹의 DL 전용 서브 채널과 U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사한다. 여기서, 상기 그룹 MS는 상기 검출한 DL Bit MAP 메시지와 UL Bit MAP 메시지내의 Bit MAP을 리

드하여 상기 그룹 MS 자신에 매핑되어 있는 비트의 비트값을 참조하여 상기 MS 그룹의 DL 전용 서브 채널과 UL 전용 서

브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사한다. 즉, 상기 그룹 MS는 상기 그룹 MS 자신에 매핑되어 있는 비트의 비트값이 '0'일 경

우에는 상기 MS 그룹의 DL 전용 서브 채널과 U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기 비트값이 '1'일 경우

에는 MS 그룹의 DL 전용 서브 채널과 U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MS 그룹의 DL 전용 서브 채널과 U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상기 그룹 MS는 519단계

로 진행한다. 상기 519단계에서 상기 그룹 MS는 상기 그룹 MS가 미리 통보받은 해당 MS 그룹의 DL 전용 서브 채널의 위

치에서 DL 전용 서브 채널 신호를 복원하고 521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21단계에서 상기 그룹 MS는 상기 복원한 DL 전

용 서브 채널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복원하고 종료한다.

한편, 상기 도 5에는 별도로 도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기 그룹 MS는 상기 MS 그룹의 U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할 수 있

으므로 이후 기지국으로 송신할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상기 UL 전용 서브 채널을 통해 상기 데이터를 상기 기지국으로 송

신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내부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기지국은 스케쥴러(scheduler)(611)와, 서브 채널 할당기(613)와, 제어기(615)와, DL/

UL MAP 메시지 생성기(617)와, DL/UL Bit MAP 메시지 생성기(619)와, 프레임 생성기(621)와, 송신기(623)를 포함한

다.

먼저, 상기 제어기(615)는 다수의 파라미터들을 고려하여 상기 기지국내의 MS들을 다수의 파라미터들을 고려하여 MS 그

룹들로 생성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내의 MS들중 상기 MS 그룹들에 포함되지 않는 MS들, 즉 일반 MS들이 존재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상기 제어기(615)는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할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전용 서브 채널을

결정한다. 이후, MS들로 송신할 데이터가 발생하면, 상기 제어기(615)는 상기 스케쥴러(611)가 상기 데이터에 대한 스케

쥴링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한다. 상기 스케쥴러(611)는 상기 데이터에 대한 스케쥴링을 수행하는데, 상기 MS 그룹들 각

각은 각각 1개의 DL 전용 서브 채널과 UL 전용 서브 채널을 할당받아 사용하므로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MS 그룹에 속

하는 다수의 그룹 MS들을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 송수신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스케쥴러(611)는 상기 다수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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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MS들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그룹 MS이 상기 해당 MS 그룹에 할당된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하도록 스케쥴링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스케쥴러(611)는 상기 스케쥴링 결과를 상기

서브 채널 할당기(613) 및 상기 제어기(615)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제어기(615)는 상기 스케쥴링 결과에 상응하게 상기 MS 그룹들 각각에 할당하기로 결정된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할 그룹 MS들을 결정한다. 또한, 상기 제어기(615)는 상기 스케쥴링 결과에 상응하게 일반

MS들에 할당할 DL 서브 채널 및 UL 서브 채널을 결정한다. 상기 제어기(615)는 상기 일반 MS들에 할당할 DL 서브 채널

및 UL 서브 채널에 대한 정보를 상기 DL/UL MAP 메시지 생성기(617)로 출력하고, 상기 MS 그룹별로 할당된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하기로 결정된 그룹 MS들에 대한 정보를 상기 DL/UL Bit MAP 메시지 생성기

(619)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제어기(615)는 상기 서브 채널 할당기(613)가 상기 일반 MS들에 할당할 DL 서브 채널 및

UL 서브 채널에 대한 정보와 상기 MS 그룹별로 할당된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하기로 결정된 그

룹 MS들에 대한 정보에 상응하게 상기 데이터에 대한 서브 채널을 할당하도록 제어한다.

상기 서브 채널 할당기(613)는 상기 스케쥴러(611)에서 출력한 스케쥴링된 데이터와 상기 제어기(615)에서 출력한 정보

에 상응하게 서브 채널을 할당한 후 상기 프레임 생성기(621)로 출력한다.

상기 DL/UL MAP 메시지 생성기(617)는 상기 제어기(615)에서 출력한 일반 MS들에 할당할 DL 서브 채널 및 UL 서브 채

널에 대한 정보에 상응하게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를 생성한 후 상기 프레임 생성기(621)로 출력한다. 상기

DL/UL Bit MAP 메시지 생성기(619)는 상기 제어기(615)에서 출력한 상기 MS 그룹별로 할당된 DL 전용 서브 채널 및

UL 전용 서브 채널을 사용하기로 결정된 그룹 MS들에 대한 정보에 상응하게 DL Bit MAP 메시지 및 UL Bit MAP 메시지

를 생성한 후 상기 프레임 생성기(621)로 출력한다.

상기 프레임 생성기(621)는 상기 서브 채널 할당기(613)에서 출력한 서브 채널 신호와, DL/UL MAP 메시지 생성기(617)

에서 출력한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와, 상기 DL/UL Bit MAP 메시지 생성기(619)에서 출력한 DL Bit MAP

메시지 및 UL Bit MAP 메시지와, 프리앰블 신호(도시하지 않음)와 FCH(도시하지 않음)를 입력하여 프레임 신호로 생성

한 후 상기 송신기(623)로 출력한다. 상기 송신기(623)는 상기 프레임 생성기(621)에서 출력한 프레임 신호를 송신 처리

하여 안테나를 통해 송신한다.

다음으로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MS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

다.

상기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MS 내부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MS는 수신기(711)와, DL/UL Bit MAP 메시지 검출기(713)와, 제어기(715)와, DL/UL MAP

메시지 검출기(713)와, 서브 채널 검출기(719)를 포함한다.

먼저, 상기 MS의 안테나를 통해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신호는 상기 수신기(711)로 전달된다. 상기 수신기(711)는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프레임 신호를 검출하고, 상기 프레임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DL Bit MAP 메시지와 UL Bit MAP

메시지는 DL/UL Bit MAP 메시지 검출기(713)로 출력하고, 상기 프레임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DL MAP 메시지와 UL

MAP 메시지는 DL/UL MAP 메시지 검출기(717)로 출력한다.

한편, 상기 제어기(715)는 상기 MS가 일반 MS인지 혹은 그룹 MS인지 그 네트워크 진입 동작 수행 결과에 따라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상기 제어기(715)는 상기 MS가 일반 MS일 경우에는 상기 DL/UL MAP 메시지 검출기(717)가 DL MAP 메

시지와 UL MAP 메시지를 복원하고, 상기 DL/UL Bit MAP 메시지 검출기(713)는 DL Bit MAP 메시지와 UL Bit MAP 메

시지를 복원하지 않도록 제어한다. 이와는 반대로, 상기 MS가 그룹 일반 MS일 경우에는 상기 제어기(715)는 상기 DL/UL

Bit MAP 메시지 검출기(713)가 DL Bit MAP 메시지와 UL Bit MAP 메시지를 복원하고, 상기 DL/UL MAP 메시지 검출

기(717)가 DL MAP 메시지와 UL MAP 메시지를 복원하지 않도록 제어한다.

상기 제어기(715)의 제어에 따라 복원된 DL MAP 메시지와 UL MAP 메시지 혹은 DL Bit MAP 메시지와 UL Bit MAP 메

시지에 상응하게 상기 서브 채널 검출기(719)는 해당 서브 채널 신호를 검출하여 데이터로 복원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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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MS 그룹별로 전용 서브 채널을 할당하여 신호를 송수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MS 그룹별로 전용 서브 채널 신호 송수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DL MAP 메시지 및 UL MAP 메시지 오버

헤드로 인한 DL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여 DL 자원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점을 가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DL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DL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신호 송신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그룹 MS의 신호 수신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내부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MS 내부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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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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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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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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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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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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