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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장

<< 안내 >>

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
번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
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
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
니다. 
 ※ 특허로(patent.go.kr) 접속 > 민원서식다운로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4.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결정 이전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
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PCT 제도(특허·실용신안)나 마드리드 제도(상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일을 외국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출원일로
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안내 : http://www.kipo.go.kr-특허마당-PCT/마드리드 
 ※ 우선권 인정기간 : 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상표·디자인은 6개월 이내 
 ※ 미국특허상표청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출원 시, 선출원이 미공개상태이면, 우선일
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미국특허상표청에 [전자적교환허가서(PTO/SB/39)를 제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우선
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지사항】 

【서류명】 특허출원서 

【참조번호】 0442 

【출원구분】 특허출원 

【출원인】

  【명칭】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고객번호】 2-2004-035028-2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 오암 

  【대리인번호】 9-2018-100021-5 

  【지정된변리사】 민병조,이한욱,이성준,이성렬 

  【포괄위임등록번호】 2018-006765-1 

【발명의 국문명칭】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 

【발명의 영문명칭】 METHOD FOR ALLOCATING TRANSMISSION POWER OF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발명자】

  【성명】 신수용 

  【성명의 영문표기】 SHIN, Soo Young 

  【주민등록번호】 750616-1XXXXXX 

  【우편번호】 39146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21, 105동 805호 (구미원

호 푸르지오아파트)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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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이르판 

  【성명의 영문표기】 AZAM, Irfan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52-2, 301호(거의동, 아미빌) 

【발명자】

  【성명】 권용비 

  【성명의 영문표기】 KWON, Yong Bi 

  【주민등록번호】 930221-1XXXXXX 

  【우편번호】 39164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3로 16, 104동 202호 (우미린

센트럴파크) 

【출원언어】 국어 

【심사청구】 청구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1345295808 

  【부처명】 교육부 

  【연구관리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명】 중점연구소지원(이공계분야) 

  【연구과제명】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기여율】 1/1 

  【주관기관】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18.06.01 ~ 202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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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특허법인 오암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출원료】 0    면           46,000  원 

  【가산출원료】 28    면                0  원 

  【우선권주장료】 0    건                0  원 

  【심사청구료】 4    항          319,000  원 

  【합계】 365,000  원 

  【감면사유】 전담조직(50%감면)[1] 

  【감면후 수수료】 18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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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서류명】 보정서 

【구분】 출원서 등 보정 

【제출처】 특허청장 

【제출인】

  【명칭】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고객번호】 2-2004-035028-2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 오암 

  【대리인번호】 9-2018-100021-5 

  【지정된변리사】 민병조,이한욱,이성준,이성렬 

  【포괄위임등록번호】 2018-006765-1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20-0010773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1-1-2020-0097846-22 

【보정할 서류】 특허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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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고유번호】 1711098106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관리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명】 (유형1-1)중견연구(연평균연구비 1억원 이내) 

      【연구과제명】 B5G를 위한 mMIMO, 비직교 다중 접속 및 인덱스 변조 기법

기반 새로운 무선 접속 기술 연구 

      【기여율】 1/1 

      【주관기관】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19.09.01 ~ 2022.02.28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특허법인 오암                   (서명 또는 인) 

【수수료】

  【보정료】 0 원 

  【기타 수수료】 0 원 

  【합계】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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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METHOD  FOR  ALLOCATING

TRANSMISSION POWER OF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원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

가 비직교 다중접속(NOMA : Non-Orthogonal Multiple Access)이 적용되어 기지국에

서의 고정된 제 1 전송 전력이 할당된 상태에서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원거

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이동에 따라 거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역할 스위칭된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함으로써,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의

프로토콜이 정상 동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페어링 문제

및 전력 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2】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동 통신 시스템은 사용자의 활동성을 보장

하면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음성

뿐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현재에는 폭발적인 트래픽의

증가로 인하여 자원의 부족현상이 야기되고 사용자들이 보다 고속의 서비스를 요구

하게 되어 보다 발전된 이동 통신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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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이러한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의 요구 조건은 크게 폭발적인 데이

터 트래픽의 수용, 사용자 당 전송률의 획기적인 증가, 대폭 증가된 연결 디바이스

개수의 수용, 매우 낮은 단대단 지연(End-to-End Latency), 고에너지 효율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0004】이를  위하여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중  연결성(Dual

Connectivity),  대규모  다중  입출력(Massive  MIMO  :  Massive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전이중(In-band Full Duplex), 비직교 다중접속(NOMA), 초광대

역(Super wideband) 지원, 단말 네트워킹(Device Networking) 등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0005】한편, 비직교 다중접속(NOMA)은 복수 개 장치의 용량 및 연결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중 사용자 중첩 전송(MUST)을 수행하기 위해 5G에 대한 3GPP

릴리스-16 표준으로 채택되었는데, 비직교 다중접속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

서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무선 리소스 블록(RB: radio resource block)을 통해 무

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지국(BS : base station)은 그룹화된 사

용자에게  서로  다른  전력  레벨을  할당하여  연속적인  간섭  제거(SIC  :  self

interference  cancellation)를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복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0006】이러한 비직교 다중접속(NOMA)은 주로 정적 사용자가 존재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용량 최대화에 중점을 두지만, 페어링된 사용자가 모바일 사용자인

경우 기본적인 비직교 다중접속(NOMA)의 채널 이득 조건을 위반할 수 있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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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0007】즉, 비직교 다중접속(NOMA)에서는 근거리 유저 단말기가 원거리 유

저 단말기보다 채널 이득이 더 좋은 경우에만 작동하게 되는데, 근거리 유저 단말

기의 채널 이득이 원거리 유저 단말기의 채널 이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모바일 사용자의 경우 근거리 유저 단말기와 원거리 유저 단말기의 채널 이득이 거

의 유사하거나, 혹은 근거리 유저 단말기보다 원거리 유저 단말기의 채널 이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비직교 다중접속(NOMA)의 원칙 위반

문제(NPVP : principle violation problem)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0008】상술한 바와 같이 비직교 다중접속(NOMA)에서는 모바일 사용자의 경

우 근거리 유저 단말기와 원거리 유저 단말기의 채널 이득이 거의 유사할 경우 평

균 채널 이득은 서로 같아지게 되어 동일한 전송 전력을 할당하게 되기 때문에, 근

거리 유저 단말기와 원거리 유저 단말기의 신호 간섭으로 인해 메시지를 디코딩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고, 원거리 유저 단말기의 위치가 근거리 유저 단말기

의 위치보다 기지국과 더 가까운 위치로 이동할 경우 근거리 유저 단말기보다 원거

리 유저 단말기의 채널 이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지만, 고정된 전력 할당 기법으

로는 이러한 전송 전력의 할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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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특허문헌  0001)  1.  한국공개특허  제10-2019-0033251호(2019.03.2

9.공개) 

(특허문헌 0002) 2. 한국공개특허 제10-2019-0057144호(2019.05.27.공개)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10】본 발명은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원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

가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되어 기지국에서의 고정된 제 1 전송 전력이 할당

된 상태에서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원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이동에 따

라 거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역할 스위칭된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함으로써, 비직

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의 프로토콜이 정상 동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페어링 문제 및 전력 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0011】또한, 본 발명은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 기지국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는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상대적으

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대해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

다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1 전송 전력을 할당하고, 기

지국과의 거리 역전이 될 경우 역할 스위칭에 따라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다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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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이동에 따라 교차하거나 거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역할 스위

칭에 따라 원활한 전력 할당을 통해 월등한 총용량 이득을 달성할 수 있는 무선 통

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0012】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

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3】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는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

와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대해 상기 제 1 모바

일 유저 단말기보다 상기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1 전

송 전력을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가 상기 제 1 모바일 유

저 단말기보다 상기 기지국과의 거리가 근거리가 되는 거리 역전이 될 경우 역할

스위칭에 따라 상기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다 상기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0015】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은, 상기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 및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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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과의 거리가 동일할 경우 상기 제 1 전송 전력을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0017】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제 1 모바

일 유저 단말기 및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채널 이득 차이가 기 설정된 채널

이득 임계값보다 작을 경우 기 설정된 전송 전력 임계값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도록 상기 제 1 전송 전력 또는 제 2 전송 전력을 유지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0018】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기지국은, 총 전송 전력이

1일 경우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0.5 미만의 전송 전력을 할당하고, 원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0.5 초과의 전송 전력을 할당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19】본 발명은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원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

가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되어 기지국에서의 고정된 제 1 전송 전력이 할당

된 상태에서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원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이동에 따

라 거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역할 스위칭된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함으로써, 비직

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의 프로토콜이 정상 동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페어링 문제 및 전력 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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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020】또한, 본 발명은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 기지국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는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상대적으

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대해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

다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1 전송 전력을 할당하고, 기

지국과의 거리 역전이 될 경우 역할 스위칭에 따라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다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함으로써,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이동에 따라 교차하거나 거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역할 스위

칭에 따라 원활한 전력 할당을 통해 월등한 총용량 이득을 달성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1】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전력을

할당하는 과정을 나타낸 플로우차트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이

적용된 시스템 구성을 예시한 도면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최적화 전력 역할 스위칭 알고리즘을 예시

한 도면이고,

도 4 내지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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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한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

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

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

를 지칭한다.

【0023】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

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002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

로 한다.

【0026】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전력을

할당하는 과정을 나타낸 플로우차트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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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이 적용된 시스템 구성을 예시한 도면이며, 도 3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최적화  전력  역할  스위칭  알고리즘을  예시한

도면이고, 도 4 내지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0028】도 1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10)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는 제 1 모바일 유저 단

말기(20)와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에 대해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보다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1 전송 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단계110).

【0029】예를 들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

UE1))는 기지국(10)과의 거리 d1에 위치하고,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 UE2)는

기지국(10)과의 거리 d2에 위치하는데, 기지국(10)으로부터의 거리 d2〉d1일 경우,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근거리에 위치하는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의 전송 전력보다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의 전송 전

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할당하는 제 1 전송 전력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0031】그리고,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 및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

(30)의 기지국(10)과의 거리가 동일할 경우 제 1 전송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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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0032】예를 들면,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가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

기(20)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가 제 2 모바일 유저 단

말기(30)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와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가 동일한 거리에 도달할 경우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의 전송 전

력보다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의 전송 전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할당하는 제

1 전송 전력을 유지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0034】다음에,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가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

(20)보다 기지국(10)과의 거리가 근거리가 되는 거리 역전이 될 경우 역할 스위칭

에 따라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보다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에 상대적

으로 더 높은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단계130).

【0035】예를 들면,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가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

기(20)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기지국(10)과의 거리가 근거리가 되고,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가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기지국(10)

과의 거리가 원거리가 될 경우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의 전송 전력보다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의 전송 전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할당하는 제 2 전송 전력

을 유지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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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즉,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는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보

다 기지국(10)과의 거리가 가까운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역할로 스위칭될

수 있고,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는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보다 기지국

(10)과의 거리가 먼 원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역할로 스위칭됨으로써, 가까운

위치의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의 전송 전력보다 먼 위치의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의 전송 전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할당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0037】상술한 바와 같은 110단계 내지 130단계는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

(20)와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30)가 서로 반복 교차되는 경우에 반복적으로 수

행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최적화된 전력 역할 스위칭에 따라 전송 전력을 할당

할 수 있다.

【0038】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 및 제 2 모바

일 유저 단말기(30)의 거리에 따라 제 1 전송 전력 또는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하

는 기지국(10)은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20) 및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30)의

채널 이득 차이가 기 설정된 채널 이득 임계값보다 작을 경우 기 설정된 전송 전력

임계값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도록 제 1 전송 전력 또는 제 2 전송 전력을 유

지할 수 있다.

【0039】여기에서, 기지국(10)에서는 총 전송 전력이 1일 경우 근거리에 위

치하는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0.5 미만의 전송 전력을 할당하고, 원거리에

위치하는 원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0.5 초과의 전송 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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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상술한 바와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직교 다중접속(NOMA)에서는 여러 명의 페어링된 사용자에

게 동일한 무선 리소스 블록(radio resource block)을 통해 동시에 무선 통신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두  명의 모바일 NOMA  사용자(채널이득이 각각 |h1|2  및

|h2|2이고, |h1|2≥|h2|2인 MUE1 및 MUE2)를 고려할 경우 채널 |hi|는 BS-MUEi 링크에

대해 평균 0과 분산 I를 갖는 채널 계수 hi∼CN(0,λi=di-v)를 갖는 독립적인 레일리

플랫 페이딩(Rayleigh flat fading)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에서, di는 BS-MUEi

거리이며, v는 경로 손실 지수를 의미한다.

【0042】이러한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일

입력 및 단일 출력(SISO : single-input and single-output)의 안테나 구성이 고려

될 경우 BS(기지국)에서 MUE1과 MUE2까지의 거리는 각각 d1과 d2이고, 두 사용자의

PA(power allocation) 팩터는 ρ1과 ρ2이며, ρ1+ρ2=1이고, ρ2>ρ1로 나타낼 수

있다.

【0043】그리고,  BS의  총  전송  전력으로서  Pt를  고려할  경우  MUE1(CCU  :

cell center user) 및 MUE2(CEU : cell edge user)에 대한 개별 사용자 용량은 아

래의 수학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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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4】【수학식 1】

【0045】여기에서, No는 가산백색가우스잡음(AWGN)의 분산을 나타낸다.

【0046】이에 따라, 사용자의 페어 합계 용량(PSC : pair sum capacity)은

아래의 수학식 2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0047】【수학식 2】

【0048】다음에,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이동성  모델에  대해  설명하면,  RWP(random  way  point)  이동성  모델(mobility

model)은 사용자의 이동성을 위해 고려되는 반면 BS는 셀룰러 영역의 중심에 고정

될 수 있고, MUE는 매 순간 ts에서 지점 po에서 pn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0049】그리고, MUEi의 위치는 지정된 영역 내에서 균일하게 선택될 수 있

고, 그 속도는 최소 및 최대 속도 간격([vtmin; vtmax])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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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따라서, BS에서 MUEi 거리(di)는 각각의 새로운 위치(pn)에서 계산

될 수 있고, 2D 모델에서는 거리가 랜덤 변수로 간주되어 아래의 수학식 3과 같이

주어진 확률밀도함수(PDF :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로 간주될 수 있다.

【0051】【수학식 3】

【0052】여기에서,  이동성  파라미터가  n=3이며,  Bi=(1/73)로  나타낼  수

있고, 2D 토폴로지의 경우 [324; -420; 96]이고, βi=[1;3;5]로 나타낼 수 있다.

【0053】상술한 바와 같은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

템의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MUE의 역할 스위칭과 PA(power allocation) 팩터를

최적화하여 PSC 쌍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다음의 수학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0054】【수학식 4】

【0055】여기에서, (a)의 최적화 함수는 PSC를 최대화하는데, (b)는 원거리

사용자와의 일반적인 전력 할당 규칙을 나타내며, (c)는 채널 이득 차이가 임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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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을 경우(각각에 가까운 사용자) 사용자간에 최소 전력 차이 제약 조건을 나

타내고, (d)는 사용자 이동성의 최소/최대 제한을 나타낸다.

【0056】다음에,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역할

스위칭 및 전력 최적화에 대해 설명하면, NOMA 페어링의 기준선 역할을 하는 사용

자의 가변 채널 이득을 고려하여 사용자 이동성에서 NOMA의 원칙 위반 문제(NPVP)

를 처리할 수 있는데, RWP(random  way  point)  이동성 모델에 따라 두 MUE(MUE1,

MUE2)가 서로 매우 근접하거나 심지어 여러 번 교차한다고 할 경우 MUE가 서로 매

우 가까워질 때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위칭 위치 P에서의 채널 조건이 거

의 비슷해지며, 총 용량 최대화에 중점을 둔 종래의 전력 할당 체계는 사용자 측의

데이터 복구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두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가까운 PA 팩터를 할

당할 수 있다.

【0057】또한, 사용자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 근거리/원거리 사용자 역할과

관련  PA  순서를  모두  스위칭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서로  매우  근접한  경우(즉,

|h1|2-|h2|2≤CHth인 경우) 최적화된 전력 역할 스위칭(OPRS : optimized power role

switching)-NOMA가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페어링된 사용자 간의 전력 차

이가 아래의 수학식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 설정된 전송 전력 임계값 ρth보다 크

게 되도록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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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8】【수학식 5】

【0059】일반적으로 사용자의 PA는 동일하지 않아야하며, 근거리에 위치하는

사용자의 PA인 ρ1은 0.5보다 작고, 원거리에 위치하는 사용자의 PA인 ρ2는 0.5보

다 커야하는데, 두 사용자가 서로 근접해 있고 MUE2(CEU)의 목표 속도가 작은 경우

PSC를 최대화하기 위해 BS는 ρ1=0.49 및 ρ2=0.51을 할당할 수 있으며, MUE1(CC

U)에 최대 허용 전력을 제공할 경우 PSC가 향상될 수 있고, 이는 이분법 검색 전력

최적화(BSPO : bisection search power optimization)와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두

사용자의 이러한 밀접한 PA 팩터는 데이터 복구 프로세스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데, 기 설정된 전송 전력 임계값 기반 PA(전력 할당)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0060】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PRS-NOMA가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

템은 각각의 새로운 위치에서 페어링된 사용자의 채널 상태를 확인하여 작동할 수

있고, 채널 이득 순서가 이전과 동일할 경우 전력 할당 알고리즘은 전력 최적화 부

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할당할 수 있다(이분법 검색 전력 최적화(BSPO) 또는 임계값

을 갖는 이분법 검색 전력 최적화(BSPO)).

【0061】하지만, 사용자의 채널 이득 순서가 변경될 경우 전력 할당 알고리

즘은 근거리/원거리 사용자로 역할을 변경하고, 전력 순서를 반전시킨 후에, 이분

법 검색 전력 최적화(BSPO) 또는 임계값을 갖는 이분법 검색 전력 최적화(BSP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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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전력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페어링

된 사용자의 채널 이득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1의 if-else 조건에서 알 수 있습

니다.

【0062】여기에서, 처음 두 조건은 페어링된 MUE의 채널 순서가 변경되지 않

으므로 역할 스위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고, 이 두 조건의 차이는 MUE의

채널 이득 차이가 임계값 CHth보다 크거나 작은지, 즉 MUE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 또는 더 가까운지 여부이며, 큰 채널 이득 차이는 BSPO에 해당하는 반면, 임계

값 ρth를 갖는 BSPO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0063】또한, 다른 두 조건은 사용자의 채널 순서가 변경되고(가까운 사용

자와 원거리 사용자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 역할 스위칭과 PA가 모두 필요한 경우

를 의미하는데, 이 두 조건의 차이는 채널 이득 차이와 관련이 있고, 두 조건 모두

사용자가 주문을 변경하고 역할과 PA를 스위칭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채널 이

득이 여전히 서로 가까이 있는 경우(서로 교차한 직후) 역할 스위칭 및 임계값을

갖는 BSPO가 사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BSPO를 사용한 역할 스위칭이 사용될

수 있다.

【006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PRS-NOMA가 적용된 무

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두 사용자의 채널 상태를 확인하여 종래 NOMA의 NPVP를 극복

할 수 있으며, 이는 기 설정된 채널 임계값(CHth)보다 커야 하고, 채널 이득이 채널

임계값(CHth)보다 작은 경우 기 설정된 전송 전력 임계값(즉, 최소 전력 임계값) ρ

th 조건이 또한 검사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OPRS-NOMA는 종래와 같은 BSPO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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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채널 차이를 기반으로 역할을 스위칭하고 전력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

다.

【0066】다음에, 상술한 바와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

에 대해 도 4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그 시스템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이

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0067】도 4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다운 링크 NOMA 시스템에서 RWP 모델을

따르는 두 개의 MUE(MUE1, MUE2)를 고려하여 매 순간 ts에서 위치, 속도 및 방향을

변경하고, 나머지 파라미터는 목표 속도 TR=1비트/s/Hz, 대역폭 B=1Hz, 신호 대 잡

음비 SNR=5dB 및 BS 대 MUE 거리가 1로 정규화되며, 성능은 개별적으로 페어링된

사용자의 합산 용량(PSC)으로 평가되는데, 도 4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규화

된 BS에서 MUE까지의 거리는 서로 다른 시간 순간 ts에 표시되며, 사용자 P=34에서

첫 번째 스위칭 포인트가 표시되고, MUE1의 채널 상태가 MUE2보다 악화되어 NOMA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0068】그리고, 도 4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역할 스위칭이 없을 경우

채널 상태가 MUE1보다 좋아질 때 MUE2의 용량이 여전히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

고, 이러한 점을 보여주기 위해 고정된 전력으로 역할 스위칭을 적용한 후 개별 사

용자 용량 결과를 도 5의 (a)에 도시하였다. 여기에서, 역할이 P=34로 스위칭된 후

근거리 및 원거리 사용자의 상당한 용량 획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량은 도 5의

(b)의 역할 스위칭과 함께 BSPO를 적용함으로써 더욱 극대화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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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9】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PRS-NOMA가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성능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정 전력과 역할 스위칭이 없는 종래 OMA  및

NOMA와 비교되었는데, 스위칭 위치는 도 6의 (a)에서 볼 수 있고, 두 스위칭 위치

사이에서 OPRS-NOMA와 FPS-NOMA에 의해 달성된 PSC 이득의 비교는 도 6의 (b)에 도

시되어 있으며,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FPS-NOMA와 비교하여 OPRS-NOMA의 상당한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번 역할 스위칭이 가능한 모바일 사용자의 임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0070】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역할 스위칭 및 전력 할당 기술인

OPRS-NOMA는 NOMA의 RWP 이동성 모델에 따라 모바일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OPRS-NOMA는 모바일 NOMA 사용자의 NPVP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0071】이러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서로 근접하거나 교차할 때 채널 이

득을 기준으로 역할을 스위칭할 수 있고, 전력 할당은 모바일 사용자의 위치에 따

라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성능 측정으로서 사용자 당 용량 및 페어 합계 용량을

시뮬레이션에 의해 측정한 결과, 제안된 OPRS-NOMA는 역할 전환 유무에 따른 기존

의 NOMA 및 OMA보다 성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0073】따라서, 본 발명은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원거리 모바일 유

저 단말기가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되어 기지국에서의 고정된 제 1 전송 전

력이 할당된 상태에서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원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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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따라 거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역할 스위칭된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함으로

써,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의 프로토콜이 정상 동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페어링 문제 및 전력 할당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0074】또한, 본 발명은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 기지국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는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상대적으

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대해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

다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1 전송 전력을 할당하고, 기

지국과의 거리 역전이 될 경우 역할 스위칭에 따라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다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함으로써,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이동에 따라 교차하거나 거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역할 스위

칭에 따라 원활한 전력 할당을 통해 월등한 총용량 이득을 달성할 수 있다.

【0076】이상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을 제시하여 설명하였

으나 본 발명이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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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7】10 : 기지국

20 :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

30 :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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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는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대해 상기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다 상기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1 전송 전력을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가 상기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다 상기 기

지국과의 거리가 근거리가 되는 거리 역전이 될 경우 역할 스위칭에 따라 상기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다 상기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은,

상기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 및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상기 기지국과

의 거리가 동일할 경우 상기 제 1 전송 전력을 유지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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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 및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

의 채널 이득 차이가 기 설정된 채널 이득 임계값보다 작을 경우 기 설정된 전송

전력 임계값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도록 상기 제 1 전송 전력 또는 제 2 전송

전력을 유지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총 전송 전력이 1일 경우 근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0.5

미만의 전송 전력을 할당하고, 원거리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0.5 초과의 전송 전력

을 할당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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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전력 할당 방법에 관한 것으로,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

치하는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와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제 2 모바일 유

저 단말기에 대해 상기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다 상기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

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1 전송 전력을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모바일 유

저 단말기가 상기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다 상기 기지국과의 거리가 근거리가

되는 거리 역전이 될 경우 역할 스위칭에 따라 상기 제 2 모바일 유저 단말기보다

상기 제 1 모바일 유저 단말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 2 전송 전력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함으로써, 비직교 다중접속(NOMA)이 적용된 무선 통신 시스템의 프로토

콜이 정상 동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유저 단말기의 페어링 문제 및 전력

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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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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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32-29

2020-01-30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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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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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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