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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자원 할당방법

요약

  본 발명은 TDD-TDMA-SDMA시스템에서의 무선자원 할당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하향링크에서 데이터와 시그널링
이 모두 있는 사용자와 시그널링만 있는 사용자를 구분하여 무선자원을 할당하며, 특히 시그널링만 있는 사용자의 시그널
링 신호는 정해진 무선자원에만 국한하여 할당하며, 일반 자원처럼 시간 분할하여 사용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무선자원 할당, 시그널링, 상하향링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자원 할당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자원 할당방법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자원 할당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TDD-TDMA-SDMA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
선 통신시스템에서의 무선자원 할당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TDD-TDMA-SDMA방식의 무선 통신시스템에서는 사용자 단말에게 상향 및 하향링크의 무선 자원을 할당
하여 사용자 단말과 통신을 수행한다.

  도 1은 종래의 TDD-TDMA-SDMA시스템의 자원할당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TDD-TDMA-SDMA시스템은 각각 상향 및 하향 링크를 동일한 수의 슬롯으로 나눈 다음 각 슬
롯마다 다수의 공간채널을 형성하여 사용자들에게 할당한다. 이 경우 TDD-TDMA-SDMA시스템은 상향 및 하향링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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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되는 무선자원을 쌍으로 할당해 주는데, 예를들면, 사용자 1은 상향 링크에서 슬롯 1과 공간채널 1을 할당받고, 하향
링크에서는 슬롯 1과 공간채널 1을 할당받아 점유한다. 이를 위하여 TDD-TDMA-SDMA시스템은 사용자 단말과 데이터
및 시그널링(전력제어 신호, ACK/NAK신호 등)을 주고 받는다.

  그런데, 종래의 TDD-TDMA-SDMA 시스템은 무선자원을 할당할 때 상하향 링크의 무선자원을 쌍으로 할당해 주기 때
문에 만약 트래픽이 없는 사용자가 무선자원을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선자원이 낭비되는 단점이 있었다. 즉,
상 하향링크중에서 어느 한 링크에만 데이터와 시그널링이 모두 존재하고 다른 한 링크에는 시그널링만 있는 경우에는 무
선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예를들어, 사용자 1~8은 상하향 링크 모두에서 데이터와 시그널링을 갖지만 사용자 9는 상향 링크에만 데이터와 시그널
링을 갖고 하향 링크에서는 단지 시그널링만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하향링크에서 슬롯 3의 공간채널 3은 오직 시
그널링(데이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만을 보내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하향링크에서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자원 할당방법
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데이터 및/또는 시그널링을 갖는 사용자를 구분하여 무선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무선통신 시스템
의 무선자원 할당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무선자원 할당방법은 상하향링크에서 데이터와
시그널링이 모드 있는 사용자와 시그널링만 있는 사용자를 구분하여 무선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시그널링만 있는 사용자의 시그널링 신호는 특정 무선자원에만 한정되어 할당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사용자의 시그널링 신호는 특정 공간채널의 타임슬롯을 시분할하여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와 시그널링을 상하향 링크에서 송수신할 경우 시그널링을 위해 할당된 무선자원
을 일반 무선자원처럼 분할하여 사용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시그널링을 위해 할당된 무선자원은 타임슬롯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TDD-TDMA-SDMA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접속망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른 표준에
따라 동작하는 통신 시스템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은 TDD-TDMA-SDMA 시스템에서 자원을 할당할 때 상하향 링크의 자원을 쌍으로 할당할 때 데이터(트래픽)
없이 단지 시그널링만 보내는 사용자를 위한 채널을 따로 할당하고 나머지 무선 자원에는 데이터 사용자를 할당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시그널링 신호만을 위한 무선자원을 따로 설정하고 나머지 자원은 상하향 링크에 대
칭적으로 할당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시스템의 자원할당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같이, TDD-TDMA-SDMA시스템은 상향링크에서 진한 바탕의 자원 즉, 슬롯 1 및 슬롯 2의 공간채
널 1, 2 ,3 과 슬롯 3의 공간채널 1, 2을 데이터와 시그널링이 모두 있는 사용자에게 할당한다. 여기서, 상기 시그널링은 전
력제어 및 ACK/NAK 등의 신호를 나타낸다.

  그리고, TDD-TDMA-SDMA시스템은 슬롯 3의 공간채널 3은 다시 시간 분할하여 시그널링만 있는 사용자에게 할당한
다. 즉, 시그널링만 있는 사용자의 시그널링 신호는 특정 무선자원에만 한정되어 할당되며, 특히,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와
시그널링을 상하향 링크에서 송수신할 경우에는 시그널링을 위해 할당된 무선자원은 일반 무선자원처럼 분할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사용자 1~3은 하향 링크에는 데이터와 시그널링이 있고 상향링크에는 시그널링만 존
재하기 때문에 본 발명은 슬롯 3을 시분할하여 사용자 1~3이 상향링크의 슬롯 3의 공간채널 3에서 시그널링을 받도록 한
다. 반면에, 사용자 4~8은 상하향 링크에서 모두 데이터와 시그널링을 주고 받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상하향 무선자원을
할당한다. 또한, 사용자 9~11은 상향 링크에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상향링크의 슬롯 3의 공간채널 3에서 시그널링을 받
는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할당방법을 사용할 경우 본 발명은 더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즉, 종래의 방식대로 자원을 할
당할 경우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최대 9명밖에 접속할 수 없었지만 도 2에서와 같이 11명까지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시스템용량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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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TDD-TDMA-SDMA시스템에서 무선자원을 할당할 때 데이터와 시그널링을 모드 갖는 사
용자와 시그널링만을 갖는 사용자를 구분하여 무선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상하향 링크의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함은
물론 시스템의 수용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
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TDD-TDMA-SDMA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하향링크에서 데이터와 시그널링이 모두 있는 사용자와 시그널링만 있는 사용자를 구분하여 무선자원을 할당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자원 할당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만 있는 사용자의 시그널링 신호는

  특정 무선자원에만 한정되어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자원 할당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시그널링 신호는

  특정 공간채널의 타임슬롯을 시분할하여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자원 할당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와 시그널링을 상하향 링크에서 송수신할 경우 시그널링을 위해 할당된 무선
자원을 일반 무선자원처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자원 할당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을 위해 할당된 무선자원은

  타임슬롯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자원 할당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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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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