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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통신시스템에서 고속 공통 제어 채널 통신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복합 자동

재전송(HARQ)을 위한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방법은, 수신기로부터 피드백되는 ACK/NACK을 모니터링해서 ACK/

NACK 반복계수의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상기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제어정보를 소정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수신기로 송신하는 과

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상향링크 채널상황을 바로 알 수 있는 기지국에서 ACK/NACK 반복계수를 조정하여

단말로 신속하게 전송함으로써, 채널상황에 실시간 적으로 적응하여 원하는 정보를 필요한 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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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장치에 있

어서,

채널상황에 근거해서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반복계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CCS(Channelized

Code Set) 테이블로부터 획득하여 출력하는 제어부와,

상기 ACK/NACK 반복계수를 나타내는 정보는 상기 CCS테이블의 예약된(reserved) 값들 중 하나이며,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ACK/NACK 반복계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소정 제어채널을 통해 수신기로 송신하는 채널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장치에 있

어서,

채널상황에 근거해서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반복계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CCS(Channelized

Code Set) 테이블로부터 획득하여 출력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ACK/NACK 반복계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하향링크 고속 공통 제어채널(HS-SCCH : High Speed

Shared Common Channel)을 통해 수신기로 송신하는 채널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장치에 있

어서,

수신기로부터 피드백되는 ACK/NACK의 에러를 모니터링하여 채널상황을 판단하며, 상기 채널상황에 근거해서 ACK/

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반복계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CCS(Channelized Code Set) 테이블로부터 획득

하여 출력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ACK/NACK 반복계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소정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수신기로 송신하는 채널송신

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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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에 있

어서,

소정 제어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CCS(Channelized Code Set)정보를 복조하는 채널수신기와,

상기 채널수신기로부터의 CCS 정보가 ACK/NACK 반복계수 정보인지 검사하고, 상기 ACK/NACK 반복계수 정보는 상기

CCS 테이블의 예약된(reserved) 값들 중 하나이며, 상기 반복계수 정보일 경우 상기 반복계수 정보에 따라 수신 패킷의

오류여부에 따른 ACK 또는 NACK의 반복 전송 횟수를 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에 있

어서,

하향링크 고속 공통 제어채널(HS-SCCH : High Speed Shared Common Control Channel)을 통해 수신되는 CCS

(Channelized Code Set)정보를 복조하는 채널수신기와,

상기 채널수신기로부터의 CCS 정보가 ACK/NACK 반복계수를 나타내는지 검사하고, 상기 반복계수를 나타낼 경우 상기

반복계수에 따라 수신 패킷의 오류여부에 따른 ACK 또는 NACK의 반복 전송 횟수를 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수신기로부터 피드백되는 ACK/NACK을 모니터링하는 과정과,

상기 ACK/NACK의 에러 빈도와 임계값(Threshold)을 비교하며, 상기 에러 빈도가 상기 임계값 이상일 때 ACK/NACK

반복계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상기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제어정보를 CCS(Channelized Code Set) 테이블로부터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제어정보를 소정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수신기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수신기로부터 피드백되는 ACK/NACK을 모니터링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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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니터링 결과 연속해서 특정 개수의 ACK/NACK 정보들에서 에러가 감지될 경우, 상기 ACK/NACK 반복계수의 조

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상기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제어정보를 CCS(Channelized Code Set) 테이블로부터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제어정보를 소정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수신기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수신기로부터 피드백되는 ACK/NACK을 모니터링해서 ACK/NACK 반복계수의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상기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제어정보는 상기 CCS 테이블의 예약된(reserved) 값들 중 하나이며, 상기 결정된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제어정보를 CCS(Channelized Code Set) 테이블로부터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제어정보를 소정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수신기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수신기로부터 피드백되는 ACK/NACK을 모니터링해서 ACK/NACK 반복계수의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상기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제어정보를 CCS(Channelized Code Set) 테이블로부터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제어정보를 하향링크 고속 공통 제어채널(HS-SCCH : High Speed Shared Common

Control Channel)을 통해 상기 수신기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하향링크 고속 공통 제어채널(HS-SCCH : High Speed Shared Common Control Channel)을 통해 수신되는 CCS

(Channelized Code Set)정보를 복조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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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CS 정보가 ACK/NACK 반복계수를 나타내는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ACK/NACK 반복계수를 나타낼 경우, 상기 ACK/NACK 반복계수에 따라 수신 패킷의 오류여부에 따른 ACK 또는

NACK의 반복 전송 횟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소정 제어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CCS(Channelized Code Set)정보를 복조하는 과정과,

ACK/NACK 반복계수 정보는 상기 CCS 테이블의 예약된(reserved) 값들 중 하나이며, 상기 복조된 CCS 정보가 ACK/

NACK 반복계수 정보인지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ACK/NACK 반복계수 정보일 경우, 상기 ACK/NACK 반복계수 정보에 따라 수신 패킷의 오류여부에 따른 ACK 또는

NACK의 반복 전송 횟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대역(Wideband)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무선통신시스템에서 고속 공

통 제어 채널(HS-SCCH : High Speed Shared Control Channel) 송수신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속 공통 제

어 채널을 통해 ACK/NACK 반복계수(Repetition Factor)를 송수신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음성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데이터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속, 고품질

의 무선 데이터 패킷 통신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및 3GPP2를 중심

으로 진행된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및 1xEV-DV(Evolution in Data and Voice)에 대한 개발

추세는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2Mbps 이상의 고속, 고품질의 무선 데이터 패킷 전송 서비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

한 노력의 대표적인 반증이라 볼 수 있다.

무선 통신에서 고속,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은 대체적으로 무선 채널 환경에 기인한다. 무선통신 채널은

백색 잡음 외에도 페이딩에 의한 신호 전력의 변화, 쉐도잉(Shadowing), 단말기의 이동 및 빈번한 속도 변화에 따른 도플

러 효과, 타 사용자 및 다중경로 신호에 의한 간섭 등으로 인해 채널 환경이 자주 변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고속 무선 데

이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2세대 혹은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제공되던 일반적인 기술 외에 채널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진보된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속 전력 제어 방식

도 채널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지만, 고속 데이터 패킷 전송 시스템 표준을 진행하고 있는 3GPP, 3GPP2에서는 적

응 변조/코드(AMC :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기법 및 복합 재전송(HARQ: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기법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상기 적응 변조/코드 기법은 하향링크(Downlink)의 채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조 방식과 채널 부호기의 부호율을 변화

시켜주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단말에서는 하향링크의 신호 대 잡음 비(SNR : Signal to Noise Ratio)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상향링크를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기지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향채널의 환경을 예측하고 그 예측된

값을 바탕으로 적절한 변조방식과 채널 부호화기의 부호율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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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복합재전송(Hybrid ARQ) 기법은 초기에 전송된 데이터 패킷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상기 오류 패킷을 보상

해 주기 위해 패킷을 재전송하는 기법이다. 상기 복합재전송 기법은 체이스 컴바이닝(CC : Chase Combining) 기법, 전체

리던던시 증가(FIR : Full Incremental Redundancy) 기법 및 부분적 리던던시 증가(PIR : Partial Incremental

Redundancy)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상기 CC 기법은 재전송 시 초기 전송과 동일한 전체 패킷을 단

순 전송하는 방식이고, 상기 FIR 방식은 동일한 패킷 대신에 채널부호기에서 발생하는 잉여비트(redundancy bits)로만 이

루어진 패킷을 재전송하는 방식이며, 상기 PIR 기법은 정보비트(information bites)와 새로운 잉여비트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 패킷을 재전송하는 방식이다.

상기 적응 변조/코드 기법과 복합재전송 기법은 링크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독립적인 기술이지만 상기

두 방식을 결합해서 사용하면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즉, 상기 적응 변조/코드 방식에 의해 하향채널 상

황에 적합한 변조방식 및 채널 부호 화기의 부호율이 결정되면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고, 수신단에서는 상기

전송된 데이터 패킷에 대한 복호화에 실패할 경우 재전송을 요구한다. 그러면, 기지국은 상기 수신단의 재전송 요구를 받

아들여 미리 정해진 복합재전송 방식에 의거 소정의 데이터 패킷을 재전송한다.

상술한 기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자 단말과 기지국간에 해당 관련 제어신호들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기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통신시스템에서 이러한 제어신호들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어채

널을 고속 공통 제어채널(HS-SCCH : High Speed Shared Control Channel)이라 한다. 즉, 상기 HS-SCCH는 사용자 데

이터를 운반하는 고속 하향링크 공통채널(HS-PDSCH : High Speed 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에 관련된 제

어신호들을 운반한다.

도 1은 HSDPA 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HS-SCCH와 HS-PDSCH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HS-SCCH(110)는 HS-PDSCH(120)보다 2 슬롯 이전에 전송되며, HS-PDSCH(120)의 복조를 위해

필요한 제어정보를 운반한다.

상기 HS-PDSCH(120)의 복조를 지원하기 위한 제어정보의 종류는 하기 <표 1>과 같다.

[표 1]

1st part 2nd part

채널화 코드 조합 정보(7비트) 전송블럭(TB) 크기 정보(6비트)

변조방식 정보(1비트) HARQ 프로세스 아이디(3비트)

 잉여 및 성상 버전 정보(3비트)

 신규데이터 지시자(1비트)

 사용자 식별자(16비트)

상기 HS-SCCH(110)은 3개의 슬롯들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슬롯은 채널화 코드 조합 정보와 변조방식 정보를 운반하고,

이후 두 슬롯들은 전송블럭 크기 정보, HARQ 프로세스 아이디, 잉여 및 성상 버전 정보, 신규데이터 지시자, 사용자 식별

자 등을 운반한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상기 HS-PDSCH(120)를 복조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채널화 코드 조합 정보, 변조방식 정보)를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상기 HS-SCCH를 통해 전송되는 제어정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채널화 코드 조합(CCS : Channelized Code Set)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HSDPA 통신시스템은 확산계수(SF : Spreading Factor)가 16인 최대 15개의 OVSF(Orthogonal Variable

Spreading Factor) 코드들을 사용한다. 상기 채널 코드화 조합 정보는 HS-PDSCH가 몇 개의 채널화 코드들을 이용해 전

송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상기 CCS 정보는 상기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7비트로 전송되며, 단말은 상기 CCS

정보를 통해 역확산 수행에 필요한 채널화 코드의 개수와 코드의 종류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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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HSDPA 통신시스템에서 OVSF 코드 트리(code tree)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채널화 코드(OVSF 코드)는 코드 트리의 위치에 따라 C(i,j)로 나타낼 수 있다. 상기 C(i,j)에서 변수 i

는 확산 계수를 나타내고, 변수 j는 코드 트리에서 맨 좌측으로부터의 순서를 나타낸다. 일 예로, C(16,0)는 확산계수가 16

이며, 좌측으로부터 첫 번째에 위치하는 OVSF 코드를 의미한다.

상기 도 2는 확산계수 16을 기준으로 7번째부터 16번째까지, 즉 C(16,6)에서 C(16,15)까지 10개의 OVSF 코드들을 HS-

PDSCH를 위해 할당한 예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 가능한 다수개의 OVSF 코드들은 다수의 단말들에게 다중화될

수 있다. 각 단말에게 할당할 코드 개수와 코드 트리 상의 위치는 기지국에서 결정되며, HS-SCCH의 CCS를 통해 사용자

들에게 전송된다.

도 3은 종래기술에 따른 HSDPA 통신시스템에서 HS-PDSCH 전송에 사용되는 코드 개수와 코드 트리 상의 위치를 결정

하기 위한 CCS결정 테이블을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테이블의 세로축 인덱스는 클러스터 코드 지시자(3비트)를 나타내고, 가로축 인덱스는 트리 오프셋 지

시자(4비트)를 나타낸다. 상기 클러스터 코드 지시자와 상기 트리 오프셋 지시자를 연접하여 CCS 정보를 구성한다. 단위

사각형에서 위 숫자 m은 할당된 코드의 개수를 나타내고, 아래 숫자 Δ는 코드 트리의 왼쪽/오른쪽으로부터 오프셋(offset)

을 나타낸다. 예를들어, 1/1은 1번 채널화 코드를 하나 할당한 경우이고, 3/2는 2번부터 3개의 채널화 코드들(2번, 3번, 4

번)을 할당한 경우이다.

기지국과 단말 모두 도 3과 같은 CCS결정 테이블을 관리하고 있다. 기지국은 상기 CCS결정 테이블을 이용해서 CCS 정보

를 구성하여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단말은 수신된 CCS 정보를 가지고 상기 CCS 결정 테이블을 접근하여 할당받은 채널

화 코드들(확산 코드들)을 획득한다.

다음으로, 변조방식(MS : Modulation Scheme)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응 변조/코드(AMC) 기법은 채널환경에 따라 채널 부호기의 부호율과 변조기의 변조방식을 적응

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와 16QAM(16-ary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의 두 가지 변조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기지국은 매 패킷의 전송시마다 단말에게 현재 전송되는 패킷의 변조

방식과 부호율에 대한 정보를 전송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부호율은 전송블록(TB) 조합과 HS-PDSCH 채널화 코드 조합,

변조 방식 등의 정보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기지국은 단말에게 변조 방식에 대한 정보만 제공한다.

다음으로, 전송블럭 크기 정보는 논리채널인 전송채널에서 물리채널로 전송되는 전송블록(TB : Transport Block)의 크기

에 대한 정보이다.

다음으로, HARQ 프로세스 아이디(HAP)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HARQ 방식은 ARQ(Automation Retransmission Request) 방식의 전송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

을 새롭게 적용한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사용자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서 재전송 요구 및 응답을 수행하는 것이고, 두 번

째 방안은 수신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가 해당 데이터를 재전송 데이터와 결합

(combining)하는 것이다.

한편, 전형적인 멈춤-대기(SAW : Stop and Wait) ARQ 방식은 이전 패킷에 대한 ACK를 수신하여야만 다음 패킷을 전송

한다. 이와 같이 이전 패킷에 대한 ACK를 수신한 후에 다음 패킷을 전송하면, 전송해야되는 패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CK를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n-채널 SAW ARQ는 이전 패킷에 대한 ACK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패킷들

을 연속적으로 전송해서 채널의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사용자 단말과 기지국 간에 n개의 시분할(time division) 논

리채널들(Logical Channels)을 설정하고, 기지국은 HARQ 처리정보에 특정시간 또는 채널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패킷이

어느 시분할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지를 알린다. 사용자 단말은 상기 HARQ 처리정보를 이용하여 임의의 시점에서 수신한

패킷을 원래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거나 해당 패킷을 연성 결합(soft combing)할 수 있다. 이와 같이, n개의 논리채널들중

어떤 채널을 통해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HARQ 프로세스 아이디(process I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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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잉여 및 성상 버전 정보(RV : Redundancy Version)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 잉여 및 성상 버전 정보는 하기 표 2(RV coding for 16QAM)와 표 3(RV coding for QPSK)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16QAM과 QPSK에 따라 다르며, s파라미터와 r파라미터와 b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여기서, s파라미터와 r파라미터는 레

이트 매칭(rate matching)에 이용되는 값이다.

그리고, b파라미터는 표 4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성상도 재배열(constellation rearrangement)에 대한 정보이며, 송신기

는 표 4와 같은 4가지 성상도들중 하나를 이용해서 신호를 전송한다.

[표 2]

Xrv (value) s r b

0 1 0 0

1 0 0 0

2 1 1 1

3 0 1 1

4 1 0 1

5 1 0 2

6 1 0 3

7 1 1 0

[표 3]

Xrv(value) s r

0 1 0

1 0 0

2 1 1

3 0 1

4 1 2

5 0 2

6 1 3

7 0 3

[표 4]

b Output bit sequence Operation

0 s1,s2,s3,s4 None

1 s3,s4,s1,s2 Swapping MSBs with LSBs

2
 

Inversion of the logical values of

LSBs

3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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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규데이터 지시자(NI : New data Indicator)는 패킷이 초기 전송된 패킷인지 재전송되는 패킷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이며, 1비트가 할당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식별자(UE ID)는 각 사용자마다 할당받는 고유한 식별자로 단말은 UE ID를 이용하여 매 시간슬롯마

다 HS-SCCH 및 HS-PDSCH가 자신에게 할당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출한다.

상술한 HS-SCCH를 통해 전송되는 제어정보들은 수신기로부터 피드백되는 정보인 ACK/NACK과 채널품질정보(CQI :

Channel Quality Indicator)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즉, 수신기로부터 ACK이 피드백되어 새로운 패킷을 전송하는 경우, 신

규 데이터 지시자(NI)를 새로운 데이터(NEW)로 결정한다. 또한, 변조방식(MS)과 채널화 코드 조합(CCS)은 수신기로부터

피드백되는 채널품질정보를 이용해 결정한다.

도 4는 전형적인 HSDPA 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교환하는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에 패킷을 전송하는 경우, 송신단은 신규 데이터임을 수신단에 알려주기 위해 신규데이터 지시자

(NI)를 'New'로 세팅하여 전송한다. 또한, Xrv를 이용해 패킷 전송에 사용된 s 파라미터, r 파라미터, b 파라미터를 수신단

으로 알려준다.

수신단은 수신되는 제어정보에 근거해서 수신되는 패킷을 디코딩하고, 디코딩 결과 ACK/NACK를 결정하여 상향링크 제

어채널(HS-DPCCH : High-Speed 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을 통해 송신단으로 전송한다.

만약, NACK이 피드백되는 경우, 송신단은 해당 패킷을 재전송해야 하므로, 신규데이터 지시자를 "CONTINUE"로 세팅하

고, Xrv를 0∼7 중 하나로 설정하여 전송한다. 만약, ACK이 피드백되는 경우, 송신단은 새로운 패킷을 전송해야 하므로,

신규 데이터 지시자를 "NEW"로 세팅하고, Xrv를 0∼7 중 하나로 설정하여 전송한다.

또한, 수신단은 미리 결정된 CQI 피드백 사이클 주기로 하향링크 채널을 측정하여 채널품질정보(CQI)를 송신기로 피드백

한다. 이렇게 피드백된 채널품질정보는 변조방식(MS)과 채널화 코드 조합(CCS)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하, 송신단에서 전송되는 ACK/NACK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3GPP 표준에서는 ACK/NACK을 최대 4번까지 반복하여 전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반복회수를 ACK/NACK

반복계수라 하는데, 단말은 HS-PDSCH 패킷을 수신하고, 수신된 패킷의 오류여부에 따라 ACK 또는 NACK를 상기 반복

계수만큼 반복하여 전송한다. 예를들어, 상기 반복계수가 '4'이고, 수신된 패킷의 CRC(Cyclic Redundancy Check) 결과

가 ACK인 경우, 단말은 해당 TTI(Transmission Time Interval)와 이후 연속되는 3개의 TTI동안 ACK를 4번 전송한다.

종래기술에 따르면, 상기 ACK/NACK의 반복계수는 단말의 RRC(Radio Resource Control)계층에서 단말의 물리계층으

로 전달되는 값으로, 기지국에서의 수신상황을 반영하는데 많은 지연을 겪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향링크에서의 간섭

증가 및 무선채널의 왜곡 등에 의한 ACK/NACK 정보 손실 또는 ACK/NACK 에러 등을 ACK/NACK 반복계수 조정에 보

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ACK/NACK 반복계수를 보다 실시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단말보다는

상향링크 채널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기지국에서 ACK/NACK 반복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지국에서 채널상태에 따라 ACK/NACK 반복계수를 조정하고, 상기 ACK/NACK 반복계수를 보다 빠르게 단말기에게 전

송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HARQ 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여 패킷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HARQ 통신시스템에서 채널상태를 신속히 반영하여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HARQ 통신시스템에서 송신단에서 수신단으로 ACK/NACK 반복계수의 조정을 요청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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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HARQ 통신시스템에서 채널화 코드 조합(CCS)의 예약된(reserves)된 값들을 이용해서 송신단

에서 수신단으로 ACK/NACK 반복계수의 조정을 요청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견지에 따르면,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채널상황에 근거해서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여

출력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ACK/NACK 반복계수를 소정 제어채널을 통해 수신기로 송신하는 채널송신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 상기 ACK/NACK 반복계수를 나타내는 정보는 채널화 코드 조합(CCS: Channelized Code Set)의 예약된

(reserved) 값들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 상기 소정 제어채널은 하향링크 고속 공통 제어채널(HS-SCCH : High Speed Shared Common Control

Channel)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견지에 따르면, 복합자동재전송(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제어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수신기로부터 피드백되는 ACK/NACK을 모니터링해서 ACK/NACK 반복계수의 조

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상기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

기 결정된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제어정보를 소정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수신기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

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은 복합 자동 재전송 요구(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통신시스템에서, 송신단에서 수신단

으로 ACK/NACK 반복계수(repetition factor)의 조정을 요청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HSDPA 통신시스템에서 HS-PDSCH 전송에 사용되는 코드 개수와 코드 트리 상의 위치

를 결정하기 위한 CCS(Channelized Code Set) 결정 테이블을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테이블의 세로축 인덱스는 클러스터 코드 지시자(3비트)를 나타내고, 가로축 인덱스는 트리 오프셋 지

시자(4비트)를 나타낸다. 상기 클러스터 코드 지시자와 상기 트리 오프셋 지시자를 연접하여 CCS 정보를 구성한다. 단위

사각형에서 위 숫자 m은 할당된 코드의 개수를 나타내고, 아래 숫자 Δ는 코드 트리의 왼쪽/오른쪽으로부터 오프셋(offset)

을 나타낸다. 예를들어, 1/1은 1번 채널화 코드를 하나 할당한 경우이고, 3/2는 2번부터 3개의 채널화 코드들(2번, 3번, 4

번)을 할당한 경우이다.

기지국과 단말 모두 도 5와 같은 CCS결정 테이블을 관리하고 있다. 기지국은 상기 CCS결정 테이블을 이용해서 CCS 정보

를 구성하여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단말은 수신된 CCS 정보를 가지고 상기 CCS결정 테이블을 접근하여 할당받은 채널화

코드들(확산 코드들)을 획득한다.

종래기술에 따른 CCS결정 테이블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맨 마지막 행(row)의 2번째 영역에서 8번째 영역(총 7개의

영역들)을 예비(Reserved)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본 발명은 CCS정보 전송에 사용되지 않은 예비 영역을 이용해서

ACK/NACK 반복계수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들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5개의 영역들을 이용해서 다

음과 같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 R0 : 현재의 ACK/NACK 반복계수를 유지하면서 ACK/NACK 한번 재전송 요청

- R1 : ACK/NACK 반복계수를 1로 변경

- R2 : ACK/NACK 반복계수를 2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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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ACK/NACK 반복계수를 3으로 변경

- R4 : ACK/NACK 반복계수를 4로 변경

만약, 현재 ACK/NACK 반복계수가 '1'이고, 상기 채널화 코드 조합(CCS) 정보가 전송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기

지국은 패킷을 수신할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ACK 또는 NACK을 한번씩 전송한다. 이후, 기지국에서 소정 시간 동안

ACK/NACK의 에러 또는 ACK/NACK 정보비트의 손실을 감지하면, 기지국은 상기 CCS 정보가 전송되던 필드를 이용해

서 R2 내지 R4 중 하나를 단말로 전송한다. 한편,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CCS정보를 ACK/NACK 반복계수로 인

식하여 이후 ACK/NACK의 반복 전송 횟수를 조정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속 하향링크 패킷 접속(HSDPA) 통신시스템에서 고속 공통 제어 채널(HS-SCCH)을 전

송하기 위한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송신기는, 채널화 코드 조합 결정부(602), 변조정보 결정부(604), HARQ 제어부(606),

TB크기 결정부(608), 다중화기(622), CRC코더(624), 직렬/병렬 변환기(626), 확산기(628), 합산기(630), 스크램블러

(632), 이득조절기(634), 변조부(636) 및 RF처리부(63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CRC코더(624) 내지 RF처리부

(638)는 물리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널송신기'로 통칭할 수 있으며, 채널화코드 코드 조합 결정부(602) 내지 다중화기

(622)는 물리계층의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어부'로 통칭할 수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채널화 코드 조합 결정부(602)는 상술한 도 5와 같은 CCS결정 테이블을 구비하며, 고속 하향링크

공통 채널(HS-PDSCH)을 통해 전송될 패킷의 채널화에 사용될 코드 조합을 결정하고, 상기 코드 조합에 따른 CCS 정보

를 CCS결정 테이블에 근거해서 발생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채널화 코드 조합 결정부(602)는 HARQ 제어부

(606)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ACK/NACK 반복계수를 지정하기 위한 반복계수 정보를 상기 CCS결정 테이블에 근거해

서 발생한다.

변조정보 결정부(604)는 상기 고속 하향링크 공통 채널(HS-PDSCH)을 통해 전송될 패킷에 사용될 변조방식(Modulation

Scheme)을 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변조방식(MS) 정보는 단말로부터 피드백되는 채널품질정보(CQI)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상기 HARQ 제어부(606)는 단말로부터 피드백되는 ACK/NACK를 처리하며, HARQ 서비스에 관련된 신규데이터 지시자

(NI), 잉여 및 성상 버전 정보(RV), HARQ 프로세스 아이디 등을 결정하여 출력한다. 본 발명에 따라 상기 HARQ 제어부

(606)는 소정 기간동안 ACK/NACK의 에러(또는 손실) 빈도가 소정 임계값(Threshold) 이상일 때 혹은 연속해서 소정 개

수의 ACK/NACK 정보들에서 에러(또는 손실)가 감지될 때, ACK/NACK 반복계수를 변경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상기 채널

화 코드 조합 결정부(602)로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단말로부터 피드백되는 ACK/NACK의 에러정도에 따라

반복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실시예로 단말로부터 피드백되는 채널품질정보(CQI)를 이용해서 반복계수

를 조정할 수도 있다.

TB 크기 결정부(608)는 상기 고속 하향링크 공통 채널(HS-PDSCH)을 통해 전송될 패킷에 사용될 전송블럭(TB) 크기를

결정하여 출력한다.

다중화기(622)는 상기 채널화 코드 조합 결정부(602)로부터의 채널화 코드 조합 정보(또는 ACK/NACK 반복계수 정보),

상기 변조정보 결정부(604)로부터의 변조방식(MS) 정보, 상기 HARQ 제어부(606)로부터의 NI, RV, HARQ 프로세스 아

이디, 상기 TB크기 결정부(608)로부터의 전송블럭 크기(TB size) 정보 등을 다중화하여 슬롯 포맷에 준하는 비트 스트림

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CRC코더(624)는 상기 다중화기(622)로부터의 비트 스트림에 CRC를 부가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CRC는 사용자 식

별자(UE ID)에 의해 마스킹될수 있다. 직렬/병렬 변환기(626)는 상기 CRC코더(622)로부터의 비트 스트림을 실수부와 허

수부로 구분하여 병렬로 출력한다.

확산기(628)는 상기 직렬/병렬 변환기(626)로부터의 신호들을 미리 설정된 확산코드 Covsf로 확산하고, 동위상 신호와 직

교위상 신호로 생성하여 출력한다. 합산기(230)는 상기 확산기(628)로부터의 상기 동위상 신호와 상기 직교위상 신호를

합산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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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램블러(632)는 상기 합산기(230)로부터의 신호를 미리 설정된 스크램블링 코드 Cscramble 로 스크램블링하여 출력한

다. 이득조정기(643)는 상기 스크램블러(632)로부터의 신호에 소정 채널이득(channel gain)을 곱하여 출력한다.

변조부(636)는 상기 이득조정기(643)로부터의 신호를 미리 설정된 변조방식으로 변조(modulation)하여 출력한다. RF처

리부(638)는 변조부(636)로부터의 기저대역 신호를 RF(Radio Frequency)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안테나(antenna)를 통해

송신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속 하향링크 패킷 접속(HSDPA) 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동작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기지국은 701단계에서 단말로부터 피드백되는 ACK/NACK를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

은 703단계에서 상향링크 채널상태에 근거해서 ACK/NACK 반복계수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일 예로, 소정 기간동안

ACK/NACK의 에러(또는 손실) 빈도가 소정 임계값(Threshold) 이상일 때 AC/NACK 반복계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연속해서 소정 개수의 ACK/NACK 정보들에서 에러(또는 손실)가 감지될 때 ACK/NACK 반복계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상술한 예들은 채널상태가 좋지 않아 반복계수를 조정하는 경우를 설명하였지만, 역으로 채널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도 반복계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

상기 ACK/NACK 반복계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기지국은 705단계로 진행하여 단말로 요청할 ACK/

NACK 반복계수를 결정한다. 예를들어, 피드백되는 ACK/NACK 모니터링 결과 채널상태가 나쁘다고 판단되면 상기 반복

계수를 현재보다 큰 값으로 조정하고, 채널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반복계수를 현재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할 수

있다.

상기 단말로 요청할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한후, 상기 기지국은 707단계로 진행하여 도 5와 같은 CCS결정 테이블

을 이용해서 상기 결정된 ACK/NACK 반복계수에 따른 CCS정보(7비트)를 결정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709단계에서 상기 결정된 CCS 정보를 하향링크 고속 공통제어 채널(HS-SCCH)을 통해 전송될 다

른 제어정보들(예 : MS, NI, RV, HAP, TB size 등)과 다중하여 채널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후, 상기 기지국은 711단계에

서 상기 채널 데이터를 정해진 규격에 따라 가공하여 상기 고속 공통제어 채널(HS-SCCH)을 통해 단말로 전송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속 하향링크 패킷 접속(HSDPA) 통신시스템에서 고속 공통 제어 채널(HS-SCCH)을 수

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는, RF처리부(802), 복조부(804), 디스크램블러(806), I/Q스트림 생성부(808),

곱셈기들(810,812), 채널보상기(814), 병렬/직렬 변환기(816), CRC디코더(818), 역다중화기(820), 제어정보 해석부

(822)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RF처리부(802) 내지 상기 CRC디코더(818)은 물리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

널 수신기'로 통칭할 수 있으며, 상기 역다중화기(820) 내지 상기 제어정보 해석부(822)는 물리계층의 상위 계층에 해당하

는 것으로 '제어부'로 통칭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RF처리부(802)는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RF대역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복

조부(804)는 상기 RF처리부(802)로부터의 신호를 송신측(기지국)에서 사용한 변조방식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복조(de-

modulation)하여 출력한다.

디스크램블러(806)는 상기 복조부(804)로부터의 신호를 미리 설정된 스크램블링 코드 Cscramble 로 디스크램블링하여 출

력한다. I/Q 스트림 생성부(808)는 상기 디스크램블러(806)로부터의 복소(complex) 형태의 신호를 I비트 스트림과 Q비트

스트림으로 분리하여 출력한다.

곱셈기(810)는 상기 I/Q 스트림 생성부(808)로부터의 I 비트 스트림을 미리 설정된 확산코드 Covsf로 역확산하여 출력한

다. 곱셈기(812)는 상기 I/Q 스트림 발생부(812)로부터의 Q 비트 스트림을 미리 설정된 확산코드 Covsf로 역확산하여 출

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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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보상기(814)는 상기 곱셈기들(810,812)로부터의 신호들에 대하여 무선채널을 통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

(distortion)을 보상하여 출력한다. 병렬/직렬 변환기(816)는 상기 채널보상기(814)로부터의 병렬 신호를 직렬 신호로 변

환하여 출력한다.

CRC디코더(818)는 상기 병렬/직렬 변환기(814)로부터의 신호에 대하여 CRC를 이용해 오류를 검사하고, 오류가 발생하

지 않았을 경우 CRC코드가 제거된 신호를 역다중화기(820)로 제공한다. 상기 역다중화기(820)는 상기 CRC디코더(818)

로부터의 비트열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역다중화하여 채널화 코드 조합 정보(또는 ACK/NACK 반복계수 정보), 변조방식

(MS) 정보, 신규데이터 지시자(NI) 정보, 잉여 및 성상 버전 정보(RV), HARQ 프로세스 아이디, 전송블럭 크기(TB size)

정보를 출력한다.

제어정보 해석부(822)는 상기 역다중화기(820)로부터의 제어정보들을 해석하여 해당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데 이용한

다.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제어정보 해석부(822)는 수신된 채널화 코드 조합 정보(7비트)를 가지고 상기 도 5와 같은 테이블

을 이용해서 수신된 정보가 채널화 코드 조합 정보인지 아니면 ACK/NACK 반복계수 정보인지를 판단한다. 만일, 채널화

코드 조합 정보이면, 상기 데이터 패킷의 역확산에 사용될 확산코드들의 정보를 결정하여 고속 하향링크 공통채널(HS-

PDSCH) 수신기로 제공한다. 만일, ACK/NACK 반복계수 정보이면, ACK/NACK 반복계수를 결정하여 상향링크 제어채널

(HS-DPCCH) 송신기로 제공한다. 그러면, HS-DPCCH 송신기는 패킷의 오류여부에 따라 ACK 또는 NACK을 상기 반복

계수에 따라 소정 횟수 반복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속 하향링크 패킷 접속(HSDPA) 통신시스템에서 단말의 동작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먼저 단말은 901단계에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고속 공통제어채널(HS-SCCH)을 복조하여 정보데

이터를 획득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은 903단계에서 상기 정보데이터의 소정 정보(UE ID)를 검사하여 수신된 제어정보의

해석이 필요한지 검사한다. 이때, 수신된 정보데이터가 자신의 식별자(UE ID)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수신된 제어정보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만일, 상기 제어정보의 해석이 필요 없다면, 상기 단말은 91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된 제어정보를 폐기(discard)한다.

만일, 상기 제어정보의 해석이 필요하면, 상기 단말은 90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된 제어정보를 해석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HS-SCCH을 통해 채널화 코드 조합 정보(또는 ACK/NACK 반복계수 정보), 변조방식(MS) 정보, 신규데

이터 지시자(NI) 정보, 잉여 및 성상 버전 정보(RV), HARQ 프로세스 아이디, 전송블럭 크기(TB size) 정보 등이 수신되

며, 상기 단말은 상술한 제어정보들을 해석하여 해당 제어(또는 처리)를 수행한다.

상기 제어정보를 해석한후, 상기 단말은 907단계에서 상기 해석된 CCS정보가 패킷에 사용된 확산코드가 아닌 ACK/

NACK 반복계수를 지정하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상기 ACK/NACK 반복계수를 지정하는 경우, 상기 단말은 909단계로 진

행하여 상기 CCS정보가 가리키는 ACK/NACK 반복계수를 상향링크 제어채널(HS-DPCCH) 송신기로 전달한다. 그러면,

상기 HS-DPCCH 송신기는 패킷의 오류여부에 따라 ACK 또는 NACK을 상기 반복계수에 따라 소정 횟수 반복하여 기지

국으로 전송한다.

만일, 상기 CCS정보가 확산코드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 상기 단말은 9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확산코드 조합을 고속 하향

링크 공통채널(HS-PDSCH) 수신기로 전달한다. 그러면, 상기 HS-PDSCH 수신기는 수신되는 패킷을 상기 확산코드 조합

에 따른 확산코드들(OVSF 코드들)로 역확산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예를들어, 상술한 실시예에 따른 송신기 및 수신기 구조는 표준 규격 또는 설계자

의 의도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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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향링크 채널상황을 바로 알 수 있는 기지국에서 ACK/NACK 반복계수를 조정하여 단말로

빠르게 전송함으로써, 채널상황에 실시간 적으로 적응하여 원하는 정보를 필요한 시간에 획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

스템 전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표준에서 규정한 제어채널의 구조 또는 정보비트의 수 변

경 없이 추가적인 정보(ACK/NACK 반복계수) 전송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등록특허 10-0715204

- 13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형적인 HSDPA 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HS-SCCH와 HS-PDSCH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전형적인 HSDPA 통신시스템에서 OVSF 코드 트리(code tree)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종래기술에 따른 HSDPA 통신시스템에서 HS-PDSCH 전송에 사용되는 코드 개수와 코드 트리 상의 위치를 결정

하기 위한 CCS 결정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전형적인 HSDPA 통신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교환하는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HSDPA 통신시스템에서 HS-PDSCH 전송에 사용되는 코드 개수와 코드 트리 상의 위치

를 결정하기 위한 CCS(Channelized Code Set) 결정 테이블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속 하향링크 패킷 접속(HSDPA) 통신시스템에서 고속 공통 제어 채널(HS-SCCH)을 전

송하기 위한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속 하향링크 패킷 접속(HSDPA) 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동작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속 하향링크 패킷 접속(HSDPA) 통신시스템에서 고속 공통 제어 채널(HS-SCCH)을 수

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속 하향링크 패킷 접속(HSDPA) 통신시스템에서 단말의 동작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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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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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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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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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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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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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