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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원 할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및 자원 할당정보의 표시에 있어서 부하를 줄이는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OFDMA 기반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OFDMA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자원 할당 정

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OFDMA를 지원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종전의 자원 할당 정보와 관계없이 개별적(discrete)으로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OFDMA를 지원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llocation Unit을 정의하고 상기 정의된 각각의 Allocation Unit 별로 전체 자원 영역

을 인덱싱하는 제 1 단계; 및 상기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각각의 단말에 할당된 자원 정보를 상기 소정의 Allocation

Unit 정보와 상기 소정의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을 통해 표시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OFDMA 등에 이용됨.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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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색인어

OFDMA, 자원 할당, Allocation Uni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과 관련된 OFDMA 시스템에 적용되는 프레임 구조의 예로 Wibro 또는 IEEE 802.16 시스템의 프레임 구

조를 보인 도면.

도 2 는 IEEE 802.16-2004의 Table 95(/101)에서 정의한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예시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전체 자원 영역으로 할당되어 인덱싱된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Allocation Unit의 예시

도.

도 4 는 본 발명의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자원 할당 영역의 표시를 위한 자원 할당 영역 예시도.

도 5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할당 모드의 설명을 위한 예시도.

도 6a 내지 도 6b 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인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데 발생하는 부하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이전에 전송된 MAP_IE와 같은 자원을 해당 단말이 할당받는 경우의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OFDMA 기반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OFDMA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자원 할당 정

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차세대 이동통신에서는 보다 향상된 품질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 고품질의 데이터 전송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만족하기 위한 기술의 하나로 최근에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방식(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OFDMA 방식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 다수의 서브 케리어(Sub-Carrier)(예컨데, 512 또는 1024개)와 시간 영

역에서 다수의 타임슬롯(20~30개)을 통해 복합적으로 각각의 사용자에게 자원을 할당하여 이를 통하여 상하향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한다.

도 1 은 본 발명과 관련된 OFDMA 시스템에 적용되는 프레임 구조의 예로 Wibro 또는 IEEE 802.16 시스템의 프레임 구

조를 보인 도면이다.

도 1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주파수 대역은 다수의 부대역(밴드 : Band, 이하 'Band' 라 칭하기로 한다.)(101, 102,

103)로 나누어지며, Band는 다수의 빈(Bin, 이하 'Bin' 라 칭하기로 한다.) 또는 타일(Tile, 이하 'Tile' 라 칭하기로 한다.

도 1에서는 도시하지 않음.)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Bin 또는 Tile은 다수의 서브 캐리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Bin은 하나의 OFDM 심볼 안에 9개의 연속되는

서브 캐리어로 이루어지며, 1개의 파일럿 톤과 8개의 데이터 톤이 존재한다. 또한, Tile은 3개 내지 6개의 연속되는 서브

캐리어로 이루어지며, 2개의 파일럿 톤과 16개의 데이터 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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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간축 즉 심볼들은 각각 프리앰블 영역(11), 다이버시티 영역(12) 및 AMC 영역(13)으로 나뉜다.

여기서, 프리앰블 영역(11)은 기지국 구분, 동기화 정보, 채널 추정 및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고, 다이버시티 영역(12)은 이

동 사용자를 위하여 할당된 자원 할당 영역이며, AMC 영역(13)은 주로 정지 사용자를 위한 주파수 선택적 적응변조를 통

해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자원 할당 영역이다.

그리고 중첩을 막기 위한 세이프티 채널(14)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자원 할당 구조에 있어서, 특히 AMC 대역의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DL(/UL)-MAP IE(Information

Element)에 대해서는 IEEE 802.16-2004의 Table 95(/101)에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IEEE 802.16-2004의 Table 95(/101)는 <표 1>과 같다.

[표 1]

여기서, DL-MAP Type은 DL-MAP 정보 요소(IE)의 타입을 특정하기 위한 값이다. 그리고 RCID_IE는 정보 요소의 할당

임을 표시한다. 그리고 Nep code와 Nsch code는 할당된 서브채널들의 수를 표시하고, DL 버스트를 위한 코딩과 변조 방

법을 지시한다. 그리고 Nband는 Band의 수를 표시하고 Band의 수가 '0'인 경우에는 Bitmap이 대신한다. 그리고

BandIndex는 다수의 Band에서 개개의 Band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표시이다.

그리고 Allocation Mode에 관해서는 도 2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 는 IEEE 802.16-2004의 Table 95(/101)에서 정의한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예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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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6-2004의 Table 95(/101)에서 정의한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은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and를 선택한 후, Allocation Mode(할당 모드)를 지정함으로써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Allocation Mode는 2비트로 이루어지며 3가지 모드를 정의하고 있다.

즉, 선택된 Band의 서브 채널들에 같은 수가 할당됨을 표시하는 "00"모드, 선택된 Band의 서브 채널들에 서로 다른 수가

할당됨을 표시하는 "01"모드, Nep code와 Nsch code에 의해 판단된 선택된 Band의 서브 채널들 모두에 할당됨을 표시

하는 "10"모드가 정의된다.

이상의 3가지 모드를 도 2 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도 2(a)는 "00"모드에 대한 예시도이다.

예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Band 내에 4개의 서브 채널(21, 22, 23, 24)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서브 채널들(21, 22, 23, 24)

은 각각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된 영역(201-1, 201-2, 201-3)을 포함한다.

여기서 Allocation Mode "00"은 새롭게 할당되는 영역이 각각의 서브 채널들에 같은 크기로 할당됨을 표시한다. 즉, 각각

의 서브 채널들(21, 22, 23, 24)에 대해 같은 크기의 영역(202-1, 202-2, 202-3, 202-4)이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된 영역

(201-1, 201-2, 201-3)에 연결되어 할당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그리고 도 2(b)는 "01"모드에 대한 예시도이다.

예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Band 내에 4개의 서브 채널(21, 22, 23, 24)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서브 채널들(21, 22, 23, 24)

은 각각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된 영역(201-1, 201-2, 201-3)을 포함한다.

여기서 Allocation Mode "01"은 새롭게 할당되는 영역이 각각의 서브 채널들에 서로 다른 크기로 할당됨을 표시한다. 즉,

각각의 서브 채널들(21, 22, 23, 24)에 대해 서로 다른 크기의 영역(202-1, 202-2, 202-3, 202-4)이 다른 사용자에게 할

당된 영역(201-1, 201-2, 201-3)에 연결되어 할당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그리고 도 2(c)는 "10"모드에 대한 예시도이다.

예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Band 내에 4개의 서브 채널(21, 22, 23, 24)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서브 채널들(21, 22, 23, 24)

은 각각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된 영역(201-1, 201-2, 201-3)을 포함한다.

여기서 Allocation Mode "10"은 새롭게 할당되는 영역이 Nep code와 Nsch code에 의해 판단된 각각의 서브 채널들의

크기에 가득 채워져 할당됨을 표시한다. 즉, 각각의 서브 채널들(21, 22, 23, 24)에 대해 각각의 서브 채널(21, 22, 23, 24)

의 비어있는 영역을 순차적으로 모두 채우고 있음(a, b, c, d)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은 표시된 자원 할당 정보가 종전의 자원 할당 정보에 연속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위치를 표시하므로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자원 할당 간에 공백을 둘 수 없어 자원 할당의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전의 자원 할당 정보에 연속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위치를 표시하므로, 종전의 자원 할당 정보에 종속적이게 되어

현재까지의 자원 할당 정보들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자원 할당 정보의 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OFDMA를 지원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종전의

자원 할당 정보와 관계없이 개별적(discrete)으로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개개의 사용자에 대한 자원 할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원 할당에 유연성을 줄 수 있도록 자

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전에 전송된 MAP_IE와 같은 자원을 해당 단말이 할당받는 경우를 표시하여 해당 자원 할당에 대한 할

당 정보를 표시하는데 발생하는 부하를 줄이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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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OFDMA를 지원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에 있어서,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llocation Unit을 정의하고 상기 정의된 각각의

Allocation Unit 별로 전체 자원 영역을 인덱싱하는 제 1 단계; 및 상기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각각의 단말에 할당된 자

원 정보를 상기 소정의 Allocation Unit 정보와 상기 소정의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을 통해 표시하는 제 2 단계를 포

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OFDMA를 지원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AMC 영역에서의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

어서, 상기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기지국이 상기 기지국 내의 단말들에 대한 자원을 할당함(N)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내

의 소정의 단말에 대해 이전(N-1) 자원 할당 영역과 동일한 자원 할당 영역이 할당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제 1 단계; 및 상

기 제 1 단계의 검사 결과, 동일한 자원 할당 영역이 할당된 단말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단말에 대한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

하지 않고 이전(N-1)의 자원 할당 영역과 동일함을 표시하여 전송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

서는 비록 다른 도면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 및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

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AMC 영역의 자원 할당 정보의 표시는,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Allocation Unit을 정의하고 각

각의 Allocation Unit 별로 전체 자원 영역을 인덱싱하여 각각의 사용자에 할당된 자원 할당 정보를 특정의 Allocation

Unit과 해당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정보를 통해 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Allocation Unit을 정의하고 각각의 Allocation Unit 별로 전체 자원

영역을 인덱싱하여야 하는데 도 3 은 이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전체 자원 영역으로 할당되어 인덱싱된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Allocation Unit의 예시도

이다.

도 3(a), 도 3(b), 도 3(c) 및 도 3(d)는 본 발명에 따른 전체 자원 영역으로 할당되어 인덱싱된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

지는 Allocation Unit의 예시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Allocation Unit은 그 크기와 모양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

다. 도 3(a), 도 3(b), 도 3(c) 및 도 3(d)의 Allocation Unit은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의 운용에 따라 적절한 Allocation Unit을 정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원 할당의 단위인 Allocation Unit은 시간(time), 주파수(frequency), 코드(code), 인덱싱의 방향(direction

of indexing)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시간의 경우는 해당 영역의 전 구간, 1 슬롯(slot), 1 심볼(symbol)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주파수의 경우는 1 Band, 1

빈(bin)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덱싱의 방향은 →, ↓ (↓ 경우는 Band 경계에 다다르면 →)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도 3(a), 도 3(b), 도 3(c) 및 도 3(d)의 Allocation Unit은 각각 하나의 Band, 하나의 서브 캐리어, 4개의 서브 채

널 및 1개의 서브 채널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시하며, 각각 ⓐ, ⓑ, ⓒ 및 ⓓ로 표시하기로 한다. 또한 각각의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은 ⓐ의 경우 ⓐ(0) 에서 ⓐ(J-1)로, ⓑ의 경우 ⓑ(0) 에서 ⓑ(K-1)로, ⓒ의 경우 ⓒ(0)에서 ⓒ(M-1)로,

ⓓ의 경우 ⓓ(0) 에서 ⓓ(N-1)로 표시하는 것으로 예시한다.

도 4 는 본 발명의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자원 할당 영역의 표시를 위한 자원 할당 영역 예시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자원 할당 영역은 A(401), B(402), C(403), D(404), E(405), F(406) 및

G(407)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도 4의 자원 할당 영역을 도 3의 Allocation Unit을 이용하여 표시하면, B(402) 또는 C(403)는 ⓑ(2) 또는 ⓒ(8)와 같이 하

나의 Allocation Unit으로 간단히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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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401)는 ⓒ(0), ⓒ(1)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순차적인 자원 할당 영역을 가지는 것으로 처음의 Allocation

Unit 인덱스와 Allocation Unit의 총 갯수를 지정함으로 간단히 표시할 수 있다.

또한, D(404)는 ⓓ(26), ⓓ(27), ⓓ(34), ⓓ(35), ⓓ(42), ⓓ(43)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사각형 모양의 자원 할당

영역을 가지는 것으로 처음의 Allocation Unit 인덱스와 마지막의 Allocation Unit 인덱스를 지정함으로 간단히 표시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AMC 대역의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DL(/UL)-MAP IE(Information Element)는 <표 2>와 같다.

[표 2]

여기서, DL-MAP Type은 DL-MAP 정보 요소(IE)의 타입을 특정하기 위한 값이다.

그리고 RCID_IE는 정보 요소의 할당임을 표시한다. 그리고 Nep code와 Nsch code는 할당된 서브채널들의 수를 표시하

고, DL 버스트를 위한 코딩과 변조 방법을 지시한다.

그리고 Nae(Number of Alloction Elements)는 할당 요소(Allocation Element)의 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하

나 이상으로 분리된 서브 채널들이 해당 버스트에 할당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각의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브채널

들은 하나의 할당 요소(Allocation Element)에 의해 표시된다.

이상과 같은 <표 2>를 <표 1>과 비교하면 AUT와 AM과 관련된 부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본 발명은 AUT

와 AM과 관련된 부분이다.

여기서, AUT는 Allocation Unit 형태(Type)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 3(a) 내지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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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우선 "Same AUT(Allocation Unit Type)"는 모든 할당 요소들이 동일한 Allocation Unit 형

태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0"인 경우는 서로 다른 Allocation Unit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고, "1"인 경우는 서로 동일한 Allocation Unit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정의한다.

그리고 "Same AM(Allocation Mode)"는 모든 할당 요소들이 동일한 할당 모드(Allocation Mode)를 사용하는지를 정의하

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0"인 경우는 서로 다른 할당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1"인 경우는 서로 동일한

할당 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정의한다.

이와 같이 "Same AUT"와 "Same AM(Allocation Mode)"에 관하여 정의한 후, 만약 같은 AUT이면 해당 AUT가 어떤 형

태인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의된 값을 표시한다.

그리고 같은 할당 모드인지를 확인하여 같은 할당 모드이면, 그 할당 모드를 표시한다. 여기서 할당 모드는 "00"이면 하나

의 Allocation Unit으로 할당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01"이면 Allocation Unit이 연속적으로 할당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10"이면 Allocation Unit이 사각형 형태로 할당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도 5를 통해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할당모드가 "00"이면 해당되는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을 통해 해당되는 할당 영역을 표시한다.

그리고 할당모드가 "01"이면 시작되는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과 총 Allocation Unit의 수를 통해 해당되는 할당 영역

을 표시한다.

그리고 할당모드가 "10"이면 시작되는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과 종료되는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를 통해 해당

되는 할당 영역을 표시한다.

도 5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할당 모드의 설명을 위한 예시도이다.

도 5(a)는 할당 모드가 "00"인 경우의 예시도로, 할당하고자 하는 영역이 하나의 Allocation Unit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이므로 해당 Allocation Unit(500)의 인덱스 값인 "i"로 해당 영역을 표시한다.

도 5(b)는 할당 모드가 "01"인 경우의 예시도로, 연속되는 Allocation Unit들(511, 512, 513)로 이루어지는 할당 영역임을

나타낸다. 이를 표시하기 위해 할당 영역이 시작되는 Allocation Unit(511)의 인덱스 값 "j"와 할당된 총 Allocation Unit의

수 "3"을 사용한다.

도 5(c)는 할당 모드가 "10"인 경우의 예시도로, 사각형 형태로 할당되어 다수의 Allocation Unit들로 이루어지는 할당 영

역임을 나타낸다. 이를 표시하기 위해 할당 영역이 시작되는 Allocation Unit(520)의 인덱스 값 "k"와 종료되는 Allocation

Unit(530)의 인덱스 값 "k+10"을 사용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표 1>의 방법에 비교하여 오버헤드의 크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802.16(1024FFT 모드)과 WiBro 표준에서, 24 Band 중 불연속인 2 Band에서 각각 12, 6 심볼에 해당하는 서브 채널 a,

b 를 하나의 단말에 할당할 경우에,

기존의 방법인 <표 1>을 통하면,

Nband를 표시하기 위한 4 bits + a, b를 위한 Band Index인 16 bits(8 * 2 bits) + Allocation Mode 를 표현하기 위한 2

bits + No. Subchannels 를 표현하기 위한 16 bits(8 * 2 bits)를 총합하여 38비트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본 발명은,

1 Band * 6 심볼에 해당하는 Allocation Unit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고 살펴보면, (우선 총 18 심볼이 DL_Band AMC로

쓰였다고 하면 Allocation Unit Index가 72(= 24 band*3)까지 사용되므로 하나의 Allocation Unit Index를 7 bits로 표현

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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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ion Unit Type를 표시하기 위한 4 bits + Nae의 4 bits + a에 해당하는 Allocation Unit(Allocation Mode 의 2

bits + Start Allocation Unit Index 의 7 bits + number of allocation units의 4 bits) + b에 해당하는 Allocation Unit

(Allocation Mode 의 2 bits + Allocation Unit Index 의 7 bits) = 30 비트로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을 기존의 WiBro 또는 IEEE 802.16 표준(802.16-2004)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로, IEEE 802.16 표준(802.16-2004)의 Table 87의 DL_MAP IE 타입, UL_MAP IE 타입 필드 중 확장 모드

(extension mode)에서 본 발명의 MAP_IE 방법을 표시하는 새로운 하나의 타입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로, IEEE 802.16 표준(802.16-2004)의 Table 87의 DL_MAP IE 타입, UL_MAP IE 타입 필드 중 보류(reserved)

값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MAP_IE 방법을 표시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로, IEEE 802.16 표준(802.16-2004)의 Table 95의 H-ARQ compact_DL-MAP IE의 보류(reserved) 필드의 1 bit

을 이용하여 본 발명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네째로는, 본 발명과 기존의 방식을 포함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IEEE 802.16 표준(802.16-2004)의 Table 95를 새로 정

의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도 6a 내지 도 6b 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인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데 발생하는 부하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이전에 전송된 MAP_IE와 같은 자원을 해당 단말이 할당받는 경우의 예시도이다.

도 6a 는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자원 할당 영역이 A(401), B(402), C(403), D(404), E(405), F(406) 및 G(407)와 같이 다

양한 형태로 이루어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 할당 후 다음번의 자원 할당이 도 6b 와 같이 A'(601), B'(602), C'(603), D'(604), E'(605), F'(606) 및 G'

(607)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고려해본다. 이 경우, 같은 문자는 같은 단말을 의미하고, "'"은 새로운 자원 할당임을 의미한

다.

도 6a 와 도 6b를 참조하여 각각의 단말들에 대하 할당된 자원 영역을 살펴보면, A, C, D, F, G 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자

원이 할당되었으나 B(402)와 B'(602), E(405)와 E'(605)는 동일한 단말에 대해 같은 자원이 할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기지국은 스케줄링 동작을 통해 각각의 단말에 대해 연속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데, 같은 영역의 자원이 동일한

단말에 대해 연속적으로 할당되는 경우(예컨데, B(402)와 B'(602), E(405)와 E'(605))까지 계속 새로운 자원 할당 정보로

표시하여 전송하는 것은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MAP의 부하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같은 자원이 할당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한 필드를 IEEE 802.16 표준(802.16-2004)의 Table 95 등의 보류 영역

등에 추가함으로써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데 불필요한 부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서 설명한 개별적(discrete)으로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의 <표 2>의 AM 의 값으로 "11"을 새롭게 동일

자원 할당을 표시하는 값으로 설정하여 이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지국에서 같은 단말에 동일한 자원이 할당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 전송된 MAP_IE를 저장하고 스케줄링을

함에 있어서 새롭게 할당된 MAP_IE와 비교를 통해 기지국에서 같은 단말에 동일한 자원이 할당됨을 파악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플로피 디

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

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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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OFDMA를 지원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종전의 자원 할당 정보와 관계없이 개별적

(discrete)으로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여 자원 할당에 유연성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전에 전송된 MAP_IE와 같은 자원을 해당 단말이 할당받는 경우를 표시하여 해당 자원 할당에 대한 할

당 정보를 표시하는데 발생하는 부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지원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자원 할당 정보를 표

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llocation Unit을 정의하고 상기 정의된 각각의 Allocation Unit 별

로 전체 자원 영역을 인덱싱하는 제 1 단계; 및

상기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각각의 단말에 할당된 자원 정보를 상기 소정의 Allocation Unit 정보와 상기 소정의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을 통해 표시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는 자원 할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각각의 단말에 할당된 자원 정보가 동일한 Allocation Unit 형태를 이용하여 표시되는지 확

인하는 제 3 단계;

상기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각각의 단말에 할당된 자원 정보가 동일한 할당 모드를 사용하여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할당 모드에 따라 상기 자원 정보를 상기 소정의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제 5 단계를 포함

하는 자원 할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는,

상기 할당 모드가 하나의 Allocation Unit으로 할당되어 있음을 의미하면, 해당되는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을 통해

해당되는 할당 영역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할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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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할당 모드가 Allocation Unit이 연속적으로 할당되어 있음을 의미하면, 상기 할당 영역이 시작되는 Allocation Unit

의 인덱스 값과 사용되는 총 Allocation Unit의 수를 통해 해당되는 할당 영역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할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는,

상기 할당 모드가 Allocation Unit이 사각형 형태로 할당되어 있음을 의미하면, 상기 할당 영역이 시작되는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과 종료되는 Allocation Unit의 인덱스 값를 통해 해당되는 할당 영역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

원 할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는,

상기 할당 모드가 해당 단말에 대해 이전 자원 할당 영역과 동일한 자원 할당 영역이 할당되었음을 의미하면, 상기 자원 할

당 영역에 대해 표시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 할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청구항 7.

OFDMA를 지원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자원 할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기지국이 상기 기지국 내의 단말들에 대한 자원을 할당함(N)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내의 소

정의 단말에 대해 이전(N-1) 자원 할당 영역과 동일한 자원 할당 영역이 할당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제 1 단계; 및

상기 제 1 단계의 검사 결과, 동일한 자원 할당 영역이 할당된 단말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단말에 대한 자원 할당 정보를 표

시하지 않고 이전(N-1)의 자원 할당 영역과 동일함을 표시하여 전송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는 자원 할당 정보의 표시에

있어서 부하를 줄이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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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공개특허 10-2006-0016600

- 11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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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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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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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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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공개특허 10-2006-0016600

- 16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a
	도면6b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5
  발명의 효과 8
청구의 범위 9
도면 10
 도면1 11
 도면2 12
 도면3 13
 도면4 14
 도면5 15
 도면6a 16
 도면6b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