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7/0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5월02일

10-0575930

2006년04월25일

(21) 출원번호 10-2003-0031334 (65) 공개번호 10-2004-0098976

(22) 출원일자 2003년05월16일 (43) 공개일자 2004년11월26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임영석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45-15102호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김광식

(54) 송신다이버시티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송신다이버시티의 방식 전환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안테나들로 구성된 기지국과, 상기 복수개의 안테나들이 최대 송신다이버시티를 구현하도

록 송신다이버시티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이동단말로 이루어진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송신다이버시티의

모드가 변경될 경우 상기 기지국이 전송할 데이터들이 최대 송신다이버시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통해 전송하는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송신다이버시티 모드들 각각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을 서로 대응시켜 저장하

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송신다이버시티 정보를 이용하여 모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모드가 변경되었

다고 판단되면 상기 모드 변경 이전에 사용한 가중치와 대응하여 저장되어 있는 가중치를 상기 안테나를 통해 전송하는 데

이터에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9

색인어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 1, 모드 2, 가중치, 피드백 신호(FSM)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를 구현한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상향 전용물리 제어 채널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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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상향 전용물리 제어 채널의 피드백 필드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피드백 필드에 의해 전송되는 피드백 신호 메시지(FSM)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1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을 성상도를 이용하여 나타낸 도면.

도 6은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2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을 성상도를 이용하여 나타낸 도면.

도 7은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2를 사용하는 이동단말에서 결정된 가중치를 피드백 신호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

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2를 사용하는 기지국에서 수신된 피드백 신호 메시지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를 구현한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2의 가중치들을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1의 가중치로 변환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1의 가중치들을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2의 가중치로 변환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

신 다이버시티 방식의 변경에 따른 가중치를 변경 적용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시스템(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이 급속히 발전해 나가고,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데이터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보다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서 유럽은 기지국간 비동기방식인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W-CDMA: Wideband-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W-CDMA"라 칭하기로 한다) 방식을, 북미는 기지국간 동기방식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2000(CDMA-2000) 방식을 무선 접속 규격으로 표준화하고 있으며,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한 기지국

(Node B)을 통해 다수개의 사용자 단말기(UE: User Equipment)들이 통신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그런데,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시 무선 채널 상에서 발생하는 페이딩(fading) 현상에 의해 수신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

다. 상기 페이딩 현상은 수신 신호의 진폭을 수 dB에서 수십 dB까지 감소시키므로, 페이딩 현상에 의해 왜곡된 수신 신호

는 데이터 복조 시 적절한 보상이 수행되지 않으면, 송신측에서 전송한 송신 데이터의 정보 오류 원인이 되어 이동통신 서

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품질 저하 없이 전송하기 위해서

는 페이딩 현상을 극복해야만 이런 페이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다양한 종류의 다이버시티(Diversity)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CDMA 방식에서는 채널 신호의 지연 확산(delay spread)을 이용해 다이버시티 수신하는 레이크(Rake) 수신

기를 사용하고 있다. 상기 레이크 수신기는 다중 경로(multi-path)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다이버시티가 적용되고 있

으며, 상기 레이크 수신기의 각 핑거는 하나의 신호 경로를 할당받아 복조를 수행한다. 한편, 상기에서 설명한 지연 확산을

이용하는 다이버시티 기법을 적용한 레이크 수신기는 지연 확산이 설정치보다 작은 경우 동작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한, 인터리빙(Interleaving) 방식과 코딩(Coding) 방식을 이용하는 시간 다이버시티(Time diversity) 방식은 일반적으로

도플러 확산(Doppler spread) 채널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상기 시간 다이버시티 방식은 저속 도플러 확산 채널에서는 이

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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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실내 채널과 같이 지연 확산이 적은 채널과, 보행자 채널과 같이 도플러 확산이 저속인 채널에서는 상기 페이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 다이버시티(Space Diversity) 기법이 사용된다. 상기 공간 다이버시티는 두 개 이상의 송수신

안테나를 이용하는 다이버시티 기법이다. 즉, 한 개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 신호가 페이딩 현상으로 인해 그 신호 크기가

감소할 경우, 나머지 안테나들을 통해 전송된 신호들을 수신하여 송신 신호를 복조하는 방식이다. 상기 공간 다이버시티는

수신 안테나를 이용하는 수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식과 송신 안테나를 이용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

다. 그러나. 상기 수신안테나 다이버시티 방식의 경우 사용자 단말기에 적용하므로 사용자 단말기의 크기와 비용 측면에서

다수개의 안테나들을 설치하는 것이 난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지국에 다수개의 안테나들을 설치하는 송신 다이버시

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은 송신단에서 다중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단에서 각 안테나 신호를 수신,

복조 및 결합(Combining)함으로써, 페이딩 채널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W-CDMA에서는 표준안에 따라 기지국에서 2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구현한다.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은 하향(down-link) 신호를 수신하여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하

며, 크게 개루프 송신 다이버시티(Open-loop Transmit Diversity)와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Closed-loop Transmit

Diversity)로 구분된다. 또한, 상기 개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에는 시간 교차 다이버시티(Time-Switched Transmit

Diversity; 이하 'TSTD'라 한다.) 방식과 공간 시간 다이버시티(Space-Time Transmit Diversity; 이하 'STTD'라 한다.)

방식이 있으며,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에는 송신 안테나 어레이(Transmit Antenna Array; 이하 'TxAA'라 한

다.) 방식이 있다.

상기 개루프 송신 다이버시티는 기지국에서 정보 비트들(information bits)을 인코딩(Encoding)하여 다이버시티 안테나

들을 통해 전송하면, 사용자 단말기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여 디코딩(Decoding)함으로써 다이버

시티 이득을 얻게 되는 방식이다.

한편,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는 (1) 사용자 단말기가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들 각각을 통해 전송된 신호들이 겪게 될

채널 환경들을 예측하여 계산하고, (2)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계산된 예측값들을 가지고 수신 신호의 전력을 최대로 생성

할 수 있는 기지국 안테나들의 가중치(Weight)를 계산하여 상향 물리채널(Uplink)을 통해 기지국에 전송하면, (3) 기지국

이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서 전송한 가중치 신호를 수신하여 각각의 안테나들에 수신된 가중치들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

기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채널 측정을 위해 다수개의 안테나들 별로 구분되는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고,

이에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안테나들 별로 구분되는 파일럿 신호를 통해 채널을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채널 정보로

최적의 가중치를 생성한다.

이하, 도 1을 참조하여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상기 도 1은 폐루프 송신 다

이버시티 방법의 구현 기술인 상기 TxAA 방식을 사용하는 송신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다수의 제어 신호들을 전송하기 위한 전용 물리 제어 채널(Dedicated Physical Cotrol CHannel; 이하 'DPCCH'라 한다.)

및 정보 신호들을 전송하기 위한 전용 물리 데이터 채널(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 이하 'DPDCH'라 한다.)은 다

중화되어 전용 물리 채널(Dedicated Physical CHannel; 이하 'DPCH'라 한다.)(102)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DPCCH 및

DPDCH는 하향링크(Downlink)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 다중화(Time Multiplexing)된다.

상기 DPCH 신호는 곱셈기(104)를 통해 스크램블링 코드에 의해 스크램블(scramble)된다. 한편, 상기 스크램블된 DPCH

신호는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를 적용하기 위하여 곱셈기들(106, 108)에 의해 소정의 가중치(Weight) W1 및 W2가

각각 곱하여지고, 상기 연산된 각각의 신호들은 안테나 1(114) 및 안테나 2(116)를 통해 송신된다.

상기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의 방식이 분류된다. 즉, 상기 두 안테나들로부터 수신

된 신호들간의 위상차만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모드 1(Mode 1) 방식과 상기 위상차와 크기차를 함께 고려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모드 2(Mode 2) 방식이 있다.

한편, 상기 안테나 1 및 안테나 2로 전송되는 신호는 각각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되는 채널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다중화기들(110, 112)에 의해 각 안테나별로 설정된 고유한 파일롯 신호들(CPICH1, CPICH2)과 다중화된다.

이동단말은 수신기에서 상기 각각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파일롯 신호들을 통해 각각의 안테나들

의 채널 상태를 측정한 후, 상기 두 안테나의 파일롯 신호에 가중치를 곱한 후 더한 수신 신호의 전력이 최대가 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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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Weight)를 각 안테나에 대해서 결정한다. 상기 가중치의 정보는 미리 정해놓은 몇 개의 셋(set)으로 정의되어 있으

며, 수신단에서는 가능한 가중치 셋들 중에서 상기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수신 전력이 최대가 되는 가중치 하나를 결정

한다. 상기 결정된 가중치에 대한 정보가 상향 DPCCH 메시지의 피드백 정보(Feedback Information; 이하 'FBI'라 한다)

필드를 통해 전송되면, 송신기의 FBI 메시지 판단기(118)에서는 상기 수신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피드백 정보를 분석

하고, 가중치 생성기(120)에서 각 안테나별 가중치 W1 및 W2를 생성하여, 상기 전송하고자 하는 DPCH 신호에 각각 곱하

게 된다.

이하 도 2 내지 도 3을 이용하여 상향 DPCCH의 구조와 상기 FBI 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도 2는 상기 상향 DPCCH의 구조

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상향 DPCCH의 한 프레임은 15개의 슬럿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슬럿들은 파일럿 심볼, 전송포맷

조합지시자(Transmi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 이하 'TFCI'라 칭함) 비트, 피드백 정보(Feedback Information :

이하 'FBI'로 칭함) 심벌 및 하향 송신전력 제어 명령어(Transmit Power Control Commander : 이하 'TPC'로 칭함) 심벌

로 구성된다. 상기 파일럿 심볼은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복조할 때에 채널추정 신호로 이용하며, 상기

TFCI 비트는 현재 전송되고 있는 프레임동안의 채널들이 어떤 전송포맷조합(TFC)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지를 나

타낸다. 상기 FBI는 송신 다이버시티 기술의 사용 시에 피드백 정보를 전송하며, 상기 TPC 심벌은 순방향 채널의 송신 전

력을 제어하기 위한 심볼이다. 상기 상향 DPCCH는 직교코드를 이용하여 확산되어 전송된다. 이 때 사용되는 확산률

(spreading factor, SF)은 256으로 고정되어 있다.

도 3은 상기 상향 DPCCH의 일부인 FBI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FBI 심벌은 S 필드와 D 필드로 나누어진다. 상기 S

필드는 상기 SSDT 신호를 위한 필드이고, 상기 D 필드는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를 위한 필드이다. 따라서, 상기 이동단

말은 역방향 DPCCH의 FBI의 D 필드를 통하여 가중치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D 필드는 슬롯 당 최대 1비트의 크기를 가진

다.

한편, 상기 W-CDMA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채널은 신호처리 계층별로 크게 물리 채널(Physical Channel), 전

송 채널(Transport Channel) 및 논리 채널(Logical Channel)로 구분된다. 상기 공간상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물

리채널은 정보 데이터 전송 방향에 따라 하향 물리 채널과 상향 물리채널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각 물리채널에서 사용되는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은 하기 <표 1>과 같다.

[표 1]

 Physical Channel Type  Open-loop Transmit Diversity  Closed-loop Transmit Diversity

  TSTD  STTD  Mode 1  Mode 2

 P-CCPCH  X  O  X  X

 SCH  O  X  X  X

 S-CCPCH  X  O  X  X

 DPCH  X  O  O  O

 PICH  X  O  X  X

 PDSCH  X  O  O  O

 HS-PDSCH  X  O  O  X

 HS-SCCH  X  O  O  X

 AICH  X  O  X  X

 CSICH  X  O  X  X

 AP-AICH  X  O  X  X

 CD/CA-ICH  X  O  X  X

 DL-DPCCH for CPCH  X  O  O  O

이때, 상기 물리채널들에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원칙은 하기와 같다.

1) 같은 물리 채널에 STTD 방식과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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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떠한 하향 링크에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이 적용이 된 경우, P-CCPCH와 SCH는 항상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이 적용되

어야 한다.

3) PDSCH와 이에 대응되는 DPCH는 같은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HS-SCCH와 HS-PDSCH와 이에 대응되는 DPCH는 같은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W-CDMA 방식의 UMTS 시스템의 경우 소프트 핸드오버시 여러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DPCH를 컴바이닝 한다. 이

때, 동시에 수신되는 DPCH를 송신하는 기지국들 사이에서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의 사용에 대해서는 표준안에 따라 다음

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1) 기지국들은 원하는 사용자 단말기에게 DPCH를 송신할 때, 하나의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한다. 즉, 개루프 송신

다이버시티와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현재 사용자 단말기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기지국들이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새로이 추가되

어 DPCH를 송신하고자 하는 기지국은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기존의 기지국들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현재 사용자 단말기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기지국들에서 하나 이상의 기지국들이 개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

하여 DPCH를 송신하고 있는 경우, 새로이 추가되는 기지국은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하여 DPCH를 송신하거

나,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DPCH를 송신할 수 있다.

4) 현재 사용자 단말기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기지국들에서 하나 이상의 기지국들이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 1 방식

을 사용하여 DPCH를 송신하고 있는 경우, 새로이 추가되는 기지국은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 1 방식을 사용하여

DPCH를 송신하거나,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DPCH를 송신할 수 있다.

5) 현재 사용자 단말기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기지국들에서 하나 이상의 기지국들이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 2 방식

을 사용하여 DPCH를 송신하고 있는 경우, 새로이 추가되는 기지국은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 2 방식을 사용하여

DPCH를 송신하거나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DPCH를 송신할 수 있다.

즉, 간단히 설명하면, 소프트 핸드오버(soft handover)시 하향링크 DPCH를 둘 이상의 기지국들로부터 수신하는 경우, 상

기 기지국마다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의 사용 유무에 대해서는 다른 기지국의 사용 여부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과 개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을 동시

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상술한 모드 1 방식과 모드 2 방식 또한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즉,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복수개의 기지국들은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들 중에서

한가지 방식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상기 이동단말이 가중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CPICH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을 한

다. 이 추정 값을 행렬(H)로 나타내면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

수학식 1

상기 과 는 두 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채널 추정 벡터이다.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채널 추정 벡터값을 이용하여 하

기 수학식 2의 값을 최대로 하는 가중치 과 의 값을 선택한다.

수학식 2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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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w는 를 의미한다. 상기 수학식 2의 P는 현재 채널상황에서 안테나 1과 안테나 2에 가중치 정보를 적용하

였을 경우의 수신 전력을 나타낸다.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수신 전력의 값을 최대로 하는 가중치를 찾아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도 4는 상기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를 위하여 상기 이동단말에서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피드백 신호(feedback signal

message: FSM)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피드백 신호의 구조는 상기 도 3의 FBI 중 D 필드를 통해 전송된다. 상기

피드백 신호는 위상 정보를 나타내는 FSMph부분과 크기 정보를 나타내는 FSMpo부분으로 구분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단말이 핸드오버를 수행할 경우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이전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송신다이버시티 기

법과 핸드오버를 수행 후의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핸드오버를 수

행하기 전 신호를 송신하는 기지국과 핸드오버 수행 후 신호를 송신하는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이 동

일하면 이동단말은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핸드오버 수행 전 신호를 송신하는 기지국과

핸드오버 수행 후 신호를 송신하는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이동단말은 핸

드오버 상황에 따라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상기 이동단말이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을 변경하는 경우 특히,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의 모드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

우 변경 후 초기 가중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단말에서의 수신 전력이 최대로 되는 가중치 정보를

모두 수신하여야 하며, 상기 수신된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하지만 상기 도 4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가중치 정보는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 모드 1인 경우는 2비트,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 모드 2인 경우는 4

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비트는 하나의 슬롯을 통해 전송된다. 그러므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단말이 전송하는

가중치 정보를 모두 수신하여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일정 시간에 이전에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지국과 이동단말간 약속된 임의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채널 상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전력을 최상으로 하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단점을 지니며 채널상황이 반영된 가중치가 적용되기 까지 신호에 대해서는 최적의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

능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핸드오버를 수행할 경우 상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전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의 변경 시점에서 송신다이버

시티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가 변경되는 경우와 송신다이버시티 모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사

용하는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설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송신다이버시티를 구현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복수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을 이용하

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2 송수신기가 제 1 송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로부터 안테

나의 가중치 정보를 계산하는 과정과, 제 2 송수신기가 제 1 시점에 상기 가중치 정보 중 제 1 부분을 상기 제 1 송수신기

로 전송하고, 제 2 시점에서 상기 가중치 정보 중 제 2 부분을 제 1 송수신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송신 다이

버시티 신호는 상기 제 1 시점에서 전송된 제 1 부분을 이전의 제 1 가중치 정보에 적용하여 제 2 가중치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 2 시점에서는 상기 제 2 가중치 정보에 상기 제 2 부분을 적용하여 제 3 가중치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가중

치 정보 또는 제 2 가중치 정보 또는 제 3 가중치 정보를 적용하여 생성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복수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이용하

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제 1 송수신기로부터 수신한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로부터 안테나의 가중치 정보를

계산하는 가중치 생성부와, 제 1 시점에 상기 가중치 정보 중 제 1 부분을 상기 제 1 송수신기로 전송하고, 제 2 시점에서

상기 가중치 정보 중 제 2 부분을 제 1 송수신기로 전송하는 송신부로 구성되며,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는 상기 제 1

시점에서 전송된 제 1 부분을 이전의 제 1 가중치 정보에 적용하여 제 2 가중치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 2 시점에서는 상

기 제 2 가중치 정보에 상기 제 2 부분을 적용하여 제 3 가중치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가중치 정보 또는 제 2 가중치

정보 또는 제 3 가중치 정보를 적용하여 생성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복수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

송수신기가 제 1 시점에서 제 2 송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안테나 가중치 정보 중 제 1부분을 이전의 제 1 안테나 가중치 정

보에 적용하여 제 2 안테나 가중치를 생성하고, 상기 제 2 안테나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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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송하는 과정과, 제 1 송수신기가 제 2 시점에서 제 2 송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안테나 가중치 정보 중 제 2부분을 제 2

안테나 가중치 정보에 적용하여 제 3 안테나 가중치를 생성하고, 상기 제 3 안테나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 다이버시

티 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은 복수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이용하

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송수신기로부터 가중치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제 1 시점에서 제 2 송

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안테나 가중치 정보 중 제 1 부분을 이전의 제 1 안테나 가중치 정보에 적용하여 제 2 안테나 가중치

를 생성하고, 제 2 시점에서 제 2 송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안테나 가중치 정보 중 제 2 부분을 제 2안테나 가중치 정보에 적

용하여 제 3 안테나 가중치를 생성하는 가중치 생성부와, 상기 제 1 가중치 정보, 제 2 가중치 정보 및 제 3 안테나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송신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먼저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의 모드 1과 모드 2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도 5는 상기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의 모드 1

의 안테나2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을 나타낸다. 상기 각 가중치들은 크기는 같고, 위상에 대해서만 90°의 차이를 가진다.

상기 모드1에 적용되는 안테나 1과 안테나 2를 위한 가중치 집합은 수학식 3과 같다.

수학식 3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3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안테나 1을 위한 가중치는 크기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상기 안테나 2

를 위한 가중치는 크기와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모드 1의 가중치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크기인 를 가진

다.

도 5는 상기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1의 안테나 2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집합들을 도시하고 있는 성상도이다. 상기 모

드 1의 안테나 1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는 위상이 0임은 상술한 바와 같다.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수학식 2에 의해 상기 최

대 수신전력을 갖는 를 구한다.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최대 수신전력을 구하기 위해 모든 를 상기 수학식 2에 의해 수

신 전력 값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수신전력 값들 중에서 최대 수신 전력 값을 갖는 가중치를 파악하게 된다. 상기 이동

단말은 파악된 안테나 2에 대한 가중치와 상기 안테나 1에 대한 가중치와 함께 전송한다. 하지만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안

테나 1을 위한 가중치는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안테나 2을 위한 가중치만을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하 상기 이

동단말이 상기 안테나 2을 위한 가중치만을 전송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이동단말에서 구한 가중치

들은 상기 상향 DPCCH를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상기 모드 1을 사용하는 이동단말은 상기 위상 정보만을

전송하므로 상기 도 4에 도시한 FSM 구조 중 위상성분만을 전송하며, 상기 위상정보만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2비트만을

사용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FSM에 관한 정보는 한 슬롯 당 한 비트만을 전송한다. 즉, 상기 이동단말은 슬롯번호가 짝수인 경

우 0 또는 π중 결정된 하나의 값을 전송하며, 상기 슬롯번호가 홀수인 경우 π/2또는 -π/2중 결정된 하나의 값을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상향 DPCCH를 통하여 수신된 FBI의 FSM비트를 이용하여 해당 슬롯에서 전송하는 위상정보를 얻는

다. 상기 위상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단말에서 전송하는 가중치정보들을 얻게된다. 〈표 2〉는 상기 이

동단말에서 슬롯단위로 전송하는 가중치 정보들을 나타낸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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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는 상기 이동단말이 전송하는 가중치 정보를 일반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수학식 4

수학식 4

상기 기지국은 특정 슬롯에서 피드백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특정 슬롯 이전 슬롯에서 수신된 피드백 신호를 통해 얻어진

가중치 정보를 변경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첫 번째 피드백 신호가 수신되기 전까지 안테나 2를 위한 초기

가중치로서 를 사용한다. 상기 기지국이 첫 번째 FSM 정보를 수신하면 안테나 2을 위한 가중치는 〈수학식

5〉를 이용하여 구한다.

수학식 5

수학식 5

상기 는 기지국에서 처음으로 수신한 FSM 정보로서 0번 슬롯에서 전송되어 오는 값이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0번 슬

롯에서 전송된 정보와 상기 초기 가중치로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갱신한다. 또한 상기 기지국은 1번

슬롯에서 FSM 정보가 전송되면 상기 1번 슬롯에서 전송된 정보와 상기 0번 슬롯을 통해 전송된 정보를 가지고 갱신한 가

중치를 이용하여 가중치 정보를 갱신한다.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 1에서 상기 기지국은 채널 상황에 맞게 가중

치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트립 딜레이(round trip delay)를 고려하면 4슬롯정도가 필요하다.

이하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2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은 상기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2에서 사용하는 가

중치 정보들을 나타낸 성상도이다. 상기 도 6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모드 2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정보들은 크기

와 위상에 의해 조절된다. 상기 도 4는 FSM 정보가 위상 부분과 크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이고 있다. 상기 모드 2

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정보들은 〈수학식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6

수학식 6

상기 수학식 6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안테나 1은 크기정보만을 가지며, 상기 안테나 2는 크기정보와 위상정보를 동시

에 가진다. 상기 모드 2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정보를 모두 수신하기 위해서는 4비트가 필요하며, 상기 4비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4슬롯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기 4슬롯의 시간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이동단말과 기지국은 점진적 업데

이트(progressive updating) 방법을 사용한다. 상기 점진적 업데이트 방법은 이미 전송된 FSM비트를 이용하여 이후 전송

할 FSM 비트를 결정한다.

도 7은 상기 이동단말에서 점진적 업데이트 방법을 사용하여 FSM 비트를 전송하는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상기 도 6

내지 도 7을 이용하여 이동단말에서 사용하는 점진적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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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7은 4개의 슬롯과 상기 슬롯에서 전송하는 FSM 비트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4개의 슬롯은 (4m, 4m+1, 4m+2,

4m+3)으로 구성된다. 상기 4m 슬롯에서 상기 이동단말은 를 전송하며, 상기 4m+1에서 를 전송한다. 상기 4m+2

에서 상기 이동단말은 을 전송하며, 상기 4m+3에서 을 전송한다.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수학식 2에 의해 최대수신

전력을 갖는 가중치를 계산한다. 상기 〈수학식 6〉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안테나 1이 을 갖는다면 상기 안

테나 2는 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지게 된다. 상기 안테나 1이 을 갖는다면 상기 안테나 2는 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4m 슬롯에서 를 전송하기 위하여 총 16개의 가중치에 대해서 가설테스트

를 수행하여 그 중 최대 수신 전력을 갖는 가중치를 결정한다. 상기 결정된 가중치에 대해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4m 슬롯

에서 해당되는 4개의 비트중 에 해당되는 비트를 전송한다. 상기 는 상기 도 7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에 해

당하는 값이다. 상기 를 결정함으로서 상기 이동단말은 도 6에 도시된 성상도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실수축을

기준으로 상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상기 4m 슬롯에서 상기 를 결정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4m+1 슬롯에서 를 결정한다. 상기 이동단말은 모든 가중

치들에 대해 최대 수신전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가중치들에 대해서만

최대 수신전력을 측정한다. 따라서, 상기 이동단말은 8개의 가중치에 대해서만 상기 수신전력을 측정한다. 그 중 수신전력

이 최대가 되는 가중치를 결정하고, 상기 측정에 의해 상기 이동단말이 전송할 를 결정한다. 상기 4m+1 슬롯에서 상기

를 결정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4m+2 슬롯에서 를 결정한다. 상기 이동단말은 모든 가중치들에 대해 수신전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와 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가중치들에 대해서만 수신전력을 측정한다. 따

라서, 상기 이동단말은 4개의 가중치에 대해서만 상기 수신전력을 측정한다. 그 중 수신전력이 최대가 되는 가중치를 결정

하고, 상기 측정에 의해 상기 이동단말이 전송할 를 결정한다. 〈표 3〉은 상기 이동단말에서 전송하는 FSM 위상 정보

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FSM 위상정보  안테나들간 위상차

 - - -  π또는 설정된 위상차 유지

 0 - -  π

 1 - -  0

 0 0 -  π

 0 1 -  -π/2

 1 1 -  0

 1 0 -  π/2

 0 0 0  π

 0 0 1  -3π/4

 0 1 0  -π/2

 0 1 1  -π/4

 1 0 0  0

 1 0 1  π/4

 1 1 0  π/2

 1 1 1  3π/4

상기 4m+2 슬롯에서 상기 를 결정한 상기 이동단말은 상기 4m+3 슬롯에서 를 결정한다. 상기 은 크기정보를 나

타낸다. 상기 이동단말은 모든 가중치들에 대해 수신전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가중치들에 대해서만 수신전력을 측정한다. 따라서, 상기 이동단말은 2개의 가중치에 대해서만 상기 수신

전력을 측정한다. 그 중 수신전력이 최대가 되는 가중치를 결정하고, 상기 측정에 의해 상기 이동단말이 전송할 를 결정

한다. 〈표 4〉은 상기 에서 전송하는 FSM 크기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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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SM 크기 정보  안테나1의 송신 전력  안테나2의 송신 전력

 0  0.2  0.8

 1  0.8  0.2

도 8은 점진적 업데이트 방법을 사용하는 기지국에서 수신된 FSM 정보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8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기지국은 이전에 결정된 가중치와 특정 슬롯에서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

여 가중치를 결정한다. 〈수학식 7〉은 상기 기지국에 특정 슬롯에서 안테나 1과 안테나 2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벡터를 나

타내며 <수학식 6>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수학식 7

수학식 7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첫 번째 FSM 비트를 전달받기 이전에 상기 기지국은 안테나 1과 안테나 2의 송신 전

력을 로 유지한다. 또한, 상기 기지국은 첫 번째 FSM 위상정보를 수신하기 이전에 안테나 1과 안테나 2의 위상차이를

π로 유지한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전달된 상기 FSM 위상 정보를 상기 〈표 3〉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방법의 일례를 상기 도 6과 〈표 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표 5]

 C  D  E  F  G

 1000  1110  1100  1100  1101

 1010  1100  1101   

 1110  1111    

 1100  1101    

 1001     

 1011     

 1111     

 1101     

최초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 2로 동작함에 있어서 안테나 1은 A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고, 안테나 2는 B의 가중치

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안테나 2에 대하여, 먼저 4m 슬럿에서 1의 값을 수신하였다면 이동안테나 2의 가중치는 1

사분면과 2사분면의 C로 이동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동 단말은 1사분면과 2사분면의 8개의 가중치에 대해 수신전력을 측

정하고, 상기 측정에 의해 수신전력을 최대로 하는 가중치를 결정한다. 이 가중치의 값에 의해서 상기 이동단말이 4m+1

슬럿에 1을 전송할 것을 결정하고, 기지국이 4m+1 슬럿에서 1의 값을 수신하였다면 1사분면의 D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이동 단말은 1사분면의 4개의 가중치에 대해 수신전력을 측정하고, 상기 측정에 의해 수신전력을 최대로 하는 가중치를

결정한다. 이 가중치의 값에 의해서 상기 이동단말이 4m+2 슬럿에 0을 전송할 것을 결정하고, 4m+2 슬럿에서 기지국이

0의 값을 수신하였다면 4사분면의 E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이동 단말은 1사분면에서 크기를 나태내는 2개의 가중치에

대해 수신전력을 측정하고, 상기 측정에 의해 수신전력을 최대로 하는 가중치를 결정한다. 이 가중치의 값에 의해서 상기

이동단말이 4m+3 슬럿에 0을 전송할 것을 결정하고, 4m+3 슬럿에서 기지국이 0의 값을 수신하였다면 1사분면의 F로

이동하고, 안테나 1은 1사분면의 G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에는 차례대로 슬럿별 정보를 수신함으로써 가중치를 갱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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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의 구현 기술인 상기 TxAA 방식을 사용하는 송신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다수의 제어 신호들로 구성되는 전용 물리 제어 채널(Dedicated Physical Cotrol CHannel; 이하 'DPCCH'라 한다.) 및 데

이터 신호들로 구성되는 전용 물리 데이터 채널(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 이하 'DPDCH'라 한다.)은 다중화되

어 전용 물리 채널(Dedicated Physical CHannel; 이하 'DPCH'라 한다.)(902)을 형성하며, 상기 DPCCH 및 DPDCH는 하

향링크(Downlink)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 다중화(Time Multiplexing)된다.

상기 DPCH 신호는 곱셈기(904)를 통해 스크램블링 코드에 의해 스크램블(scramble)된다. 한편, 상기 스크램블된 DPCH

신호는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를 적용하기 위하여 곱셈기들(906, 908)에 의해 소정의 가중치(Weight) W1 및 W2가

곱하여지고, 상기 연산된 각각의 신호들은 안테나 1(914) 및 안테나 2(916)를 통해 송신된다.

상기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의 방식이 분류된다. 즉, 상기 두 안테나들로부터 수신

된 신호들간의 위상차만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모드 1(Mode 1) 방식과 상기 위상차와 크기를 함께 고려하여 가

중치를 결정하는 모드 2(Mode 2) 방식이 있다. FBI 메시지 판단기(918)은 상기 상향 DPCCH를 통해 전송된 FBI 메시지

를 분석하고, 상기 분석한 결과를 모드 변경 판단부(922)로 전달한다. 상기 모드 변경 판단부(922)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되는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신호를 이용하여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의 변화유무를 판단한다. 상기 송신다이버시티 기변

변화 중에서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1에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2로의 변화되었거나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 2에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1으로의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간 변화가 발생한 경우, 상기 FBI

메시지 판단기(918)는 수신된 FSM 비트 와 이전에 사용하던 각 안테나의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모드가 변경된 이후 처

음 적용되는 각 안테나의 가중치를 결정한다. 가중치 생성기(920)는 상기 모드 변경에 따라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가중치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가중치를 곱셈기들(906, 908)에 전달한다. 상기 모드 변경 판단부(922)로부터 모드가 변경되지 않

았음을 전달받은 상기 가중치 생성기(920)는 일반적인 가중치 생성 방법에 의해 상기 기지국에서 사용할 가중치를 생성한

다.

한편, 상기 안테나 1및 안테나 2로 전송되는 신호는 각각 다중화기들(910, 912)에 의해 각 안테나별로 설정된 고유한 파일

롯 채널신호들(CPICH1, CPICH2)과 다중화된다. 파일롯 채널 신호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통으로 수신되는 채널로 신호의

복조 및 무선채널의 상태를 측정시 사용된다.

이하 본 발명의 모든 변경에 따른 가중치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본 명세서에서는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2에서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1로 변경되는 첫 번째 경우와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1에서 페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

드 2로 변경되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모드 변경은 상기 도 9의 모드 변경 판단부(922)에서

DPCH에 대한 무선 링크 재확인(radio link reconfiguration)시 상위 계층으로부터 내려오는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에 관한

신호를 전달받고, 상기 전달받은 신호에 의한 송신다이버시티 기법과 이전에 사용한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을 비교함으로서

이루어진다. 먼저, 상기 첫 번째 경우에 대해 알아본다.

도 10은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2에서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 1로 변경되는 경우의 가중치들의 변경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모드 변경 이전에 사용한 가중치 정보들을 참조하여 모드 변경 이후에 사용할 가중치를 결

정한다. 상기 도 10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모드 2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을 모드 1에서 사용하는 가중치의 개수

와 동일한 개수로 그룹화한다. 또한 그룹화 하는 방법은 임의의 설정할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상기 도 10을 이용하여 설명

한다. 상기 도 10은 모드 2에서 사용가능한 가중치들의 그룹화는 동일한 사분면에 있는 가중치들로 이루어진다. 이전 사용

하고 있던 가중치 정보와 모드 변경 직전 수신된 FSM비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2에서 적용될 기중치

정보를 먼저 결정한다. 상기 결정된 가중치 정보의 위상을 이용하여 모드1에서 처음 사용할 가중치를 결정한다. 상기 모드

2에서 사용가능한 가중치들 중 제 1사분면에 있는 가중치들은 모드 1의 제 1사분면에 위치하는 가중치에 대응한다. 상기

모드2에서 사용가능한 가중치들 중 제 2사분면에 있는 가중치들은 모드 1의 제 2사분면에 위치하는 가중치에 대응한다.

상기 모드2에서 사용가능한 가중치들 중 제 3사분면에 있는 가중치들은 모드 1의 제 3사분면에 위치하는 가중치에 대응한

다. 상기 모드2에서 사용가능한 가중치들 중 제 4사분면에 있는 가중치들은 모드 1의 제 4사분면에 위치하는 가중치에 대

응한다.〈수학식 8〉은 상기 모드 2에서 사용가능한 가중치들을 상기 모드 1에서 사용가능한 가중치들로 변경하는 예를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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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8

수학식 8

상기 〈수학식 8〉에서 는 모드 2에서 안테나 1과 안테나 2의 위상차를 의미한다. 상기 〈수학식 8〉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안테나 1과 안테나 2의 위상차만을 고려하여 상기 모드 1의 안테나 2가 사용하는 가중치를 결정한다.

상기 도 10에 의해 결정된 가중치들은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모드 1에 의해 측정된 FSM 비트가 상향 DPCCH를 통하여 전

송되고, 상기 전송된 FSM비트를 기지국에서 적용할 때까지 사용된다. 상기 이동단말이 전송한 FSM 비트가 수신한 기지

국은 상기 도 6과 〈수학식 5〉에 의해 실례 1에서 설명한 방법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도 11은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1에서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 2로 변경되는 경우 가중치의 변경을 도시하고 있

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모드 1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은 위상 정보만을 가진데 비해 상기 모드 2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들은 크기 정보와 위상 정보를 가지고 있다. 상기 모드 1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을 이용하여 상기 모드 2에서 사용하는 가

중치들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변경 시 가중치들에 대한 크기 정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상기 도 11에서는 모드 2에서 사

용하는 가중치들의 크기로서 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크기정보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임의로 설정할 수 있

으나 일반적으로 와 사이의 값을 설정한다. 〈수학식 9〉는 상기 모드 1에서 모드 2로 송신다이버시티가 변경될

경우 상기 가중치들의 대응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학식 9

수학식 9

상기 〈수학식 9〉의 는 모드 1에서 안테나 1과 안테나 2의 위상차이를 의미하며, 는 모드 2에서 안테나 1과 안테나 2

의 위상차이를 의미한다. 상기 〈수학식 9〉을 이용하여 모드 2에서 사용할 안테나 1과 안테나 2의 가중치의 위상차를 모

드 1에서 사용한 안테나 1과 안테나 2의 가중치의 위상차로 설정한다. 또한 이미 설정된 가중치에 대한 FSM 비트를 저장

한다. 이 때, 크기 정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표 3>에 의해 위상정보를 나타내는 FSM 3비트를 결정한다. 상기 도

11에 의해 결정된 가중치는 이동단말이 모드2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중치에 의해 결정된 FSM 비트는 상기 상향 DPCCH의

FBI 필드를 통하여 전송되고, 상기 전송된 FSM비트를 기지국에서 적용할 때까지 사용된다. 상기 이동단말이 전송한 FSM

비트를 수신한 기지국은 상기 〈도 8〉에 의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상기 FSM 비트 중 크기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수신되기 전까지 상기 기지국은 안테나 1과 안테나 2에 동일한 송신전력을 사용한다. 상기 이동단말이 전송한 FSM 비트

중 위상정보를 수신한 기지국은 상기 〈표 3〉에 의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상기 이동단말이 전송한 FSM 비트 중 크기

정보를 수신한 상기 기지국은 상기 〈표 4〉에 의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이하 본 발명의 적절한 실시예로 설명되진 않았지만,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에서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으로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이 변경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행되어질 수 있다. 상기 모드 변경 판단부(922)

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되는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신호를 이용하여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의 변화유무를 판단한다. 이

중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에서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으로의 변화, 또는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에서 개루

프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으로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에서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으로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상기 모드 변경 판단부(922)는 그 결과를 가중치 생성기(920)으로 전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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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중치 생성기(920)는 상기 모드 변경 판단부(922)의 판단결과에 따라 가중치 정보를 나타내는 성상도에서 A에 해

당하는 값을 가중치로 생성하고, 이후에는 이동단말로부터 수신한 가중치 정보에 따라 위상 및 크기, 혹은 위상 정보를 갱

신하여 새로운 가중치를 생성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안테나별로 각각 전송한다.

반대로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에서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으로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테나를 위한 별도

의 가중치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이 변경되는 경우 중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모드에서 변경 초기시 사용하는 가중치를 이전에 사용한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설정함으로써 무선 채널의

상태를 반영하여 송신다이버시티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송신다이버시티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2 송수신기가 제 1 송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로부터 안테나의 가중치 정보를 계산하는 과정과,

제 2 송수신기가 제 1 시점에 상기 가중치 정보 중 제 1 부분을 상기 제 1 송수신기로 전송하고, 제 2 시점에서 상기 가중

치 정보 중 제 2 부분을 제 1 송수신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는 상기 제 1 시점에서 전송된 제 1 부분을 이전의 제 1 가중치 정보에 적용하여 제 2 가중치 정

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 2 시점에서는 상기 제 2 가중치 정보에 상기 제 2 부분을 적용하여 제 3 가중치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가중치 정보 또는 제 2 가중치 정보 또는 제 3 가중치 정보를 적용하여 생성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이 변경될 경우 상기 변경 전에 사용된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와 변경 후에

사용되는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가 가중치 정보를 나타내는 성상도에서 동일한 사분면에 존재하도록 상기 서로 다

른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들을 대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에서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으로 변경될 경우 상기 미리 설정된 서로

다른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가중치들을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에서 상기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으로 변경될 경우 상기 미리 설

정된 서로 다른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상기 가중치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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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페루프 송신다이버시티 기법들은 위상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모드 1과 위상정보와 크기정보를 가

지고 있는 모드 2로 이루어져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1의 각 안테나들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은 〈수학식 10〉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수학식 10

수학식 10

: 기준 안테나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 상기 기준안테나를 제외한 안테나들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2의 각 안테나들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은 〈수학식 11〉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수학식 11

수학식 11

: 상기 기준안테나 1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 상기 기준안테나를 제외한 안테나들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1에서 모드 2로 변경될 경우 상기 변경된 모드의 각 안테나들에서 사용하는 크기 정보는 동일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복수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제 1 송수신기로부터 수신한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로부터 안테나의 가중치 정보를 계산하는 가중치 생성부와,

제 1 시점에 상기 가중치 정보 중 제 1 부분을 상기 제 1 송수신기로 전송하고, 제 2 시점에서 상기 가중치 정보 중 제 2 부

분을 제 1 송수신기로 전송하는 송신부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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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는 상기 제 1 시점에서 전송된 제 1 부분을 이전의 제 1 가중치 정보에 적용하여 제 2 가중치 정

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 2 시점에서는 상기 제 2 가중치 정보에 상기 제 2 부분을 적용하여 제 3 가중치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가중치 정보 또는 제 2 가중치 정보 또는 제 3 가중치 정보를 적용하여 생성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치 생성기는,

상기 기법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변경 전에 사용된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와 변경 후에 사용되는 송신다이버시

티 기법의 가중치가 동일한 사분면에 존재하는 성상도에서 상기 기법 변경에 따른 가중치를 선택하여 생성하고, 상기 기법

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수신한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중치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치 생성기는,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에서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상기 성상도에서 가중치들을

선택하여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치 생성기는,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에서 상기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상기 성상도에서 가

중치들을 생성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3.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치 생성기는,

위상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모드 1과 위상정보와 크기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드 2로 이루어진 상기 폐루프 송신다이버시티

모드들을 저장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1의 각 안테나들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은 〈수학식 12〉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수학식 12

수학식 12

: 기준안테나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 상기 기준안테나를 제외한 안테나들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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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2의 각 안테나들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은 〈수학식 13〉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수학식 13

수학식 13

: 상기 기준안테나 1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 상기 기준안테나를 제외한들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들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1에서 모드 2로 변경될 경우 상기 변경된 모드의 각 안테나들에서 사용하는 크기 정보는 동

일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7.

복수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 송수신기가 제 1 시점에서 제 2 송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안테나 가중치 정보 중 제 1부분을 이전의 제 1 안테나 가중

치 정보에 적용하여 제 2 안테나 가중치를 생성하고, 상기 제 2 안테나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생

성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제 1 송수신기가 제 2 시점에서 제 2 송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안테나 가중치 정보 중 제 2부분을 제 2 안테나 가중치 정보

에 적용하여 제 3 안테나 가중치를 생성하고, 상기 제 3 안테나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송신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전에 사용된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와 변경 후에 사용되는 송신다이버

시티 기법의 가중치가 가중치 정보를 나타내는 성상도에서 동일한 사분면에 존재하도록 상기 서로 다른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들을 대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에서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으로 변경될 경우 상기 미리 설정된 서로 다른 송신다이버

시티 기법의 가중치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가중치들을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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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에서 상기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으로 변경될 경우 상기 미리 설정된 서로 다른 송

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상기 가중치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복수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송수신기로부터 가중치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제 1 시점에서 제 2 송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안테나 가중치 정보 중 제 1 부분을 이전의 제 1 안테나 가중치 정보에 적용하

여 제 2 안테나 가중치를 생성하고, 제 2 시점에서 제 2 송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안테나 가중치 정보 중 제 2 부분을 제 2안

테나 가중치 정보에 적용하여 제 3 안테나 가중치를 생성하는 가중치 생성부와,

상기 제 1 가중치 정보, 제 2 가중치 정보 및 제 3 안테나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생성하여 전송

하는 송신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송신 장치.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전에 사용된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와 변경 후에 사용되는 송신다이버

시티 기법의 가중치가 가중치 정보를 나타내는 성상도에서 동일한 사분면에 존재하도록 상기 서로 다른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들을 대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에서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으로 변경될 경우 상기 미리 설정된 서로 다른 송신다이버

시티 기법의 가중치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가중치들을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에서 상기 개루프 송신다이버시티 기법으로 변경될 경우 상기 미리 설정된 서로 다른 송

신다이버시티 기법의 가중치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상기 가중치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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