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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폐루프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순방향 링크의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폐루프 다이버시티 송신 안테나들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채널환경에 따라 적응적으로 계산하여 적응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폐루프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

티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방법은, 기지국에 있는 서로 다른 안테나들로부터 수신신호 벡터들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신호 벡터들의 합을 최대화하도록 각 안테나로부터 각 수신신호 벡터들에 대한 차등신호 벡터들을 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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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기 각 수신신호 벡터와 이에 대응하는 차등신호 벡터들을 합한 소망의 수신벡터들의 합이 상기 이동단말에서 상기

수신신호 벡터들의 합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상기 차등신호 벡터들을 나타내는 궤환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과

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2개의 안테나를 통해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를 위한 가중치 생성 장치에 있어서,

채널 역확산된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과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을 입력받아 하향 채널의 채널 상태를 추정하는 채널 추정

부와,

소정의 인덱스들에 대한 차등 가중치들을 가지는 기호일람표와 이전의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가지고 있고, 일정 기간 내에

서 상기 추정된 채널 상태 정보와 정규화 가중치 벡터와 상기 기호일람표의 차등 가중치 벡터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의 크

기가 최대가 되는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구하고,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와 소정의 값에 의해 새로운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여 상기 이전의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갱신하는 가중치 계산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

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치 계산부가,

상기 채널 상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채널 추정 정보 저장부와,

고정 가중치들에 대한 인덱스들을 가지며, 일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채널 상태 정보에 따라 고정 가중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고정 가중치에 대한 인덱스를 찾아 출력하는 고정 가중치 계산부와,

상기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와 기호일람표를 가지고, 상기 채널 상태 정보와 상기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와 상기 기호

일람표의 차등 가중치 벡터들을 이용하여 수신신호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차등 가중치 벡터에 대한 인덱스를 찾아 출력하

고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와 소정의 값에 의해 새로운 가중치 벡터를 구하여 갱신하고,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고정 가중

치를 입력받아 상기 정규화 가중치 벡터가 초기화되는 적응 가중치 선택기와,

일정 기간 동안 상기 적응 가중치 선택기로 스위칭되어 상기 적응 가중치 선택기에서 출력되는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에

대한 인덱스를 나타내는 궤환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시키고,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고정 가중치 계산부로 스위칭

되어 상기 고정 가중치를 상기 적응 가중치 선택기로 출력시키고 상기 고정 가중치에 대한 인덱스를 나타내는 상기 궤환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시키는 스위치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 가중치 선택기가,

일정 기간 내에서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저장하고,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고정 가중치에 의해 상기 이전 정규화 가

중치 벡터가 초기화되는 가중치 저장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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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인덱스들에 대한 차등 가중치 벡터들을 가지는 기호일람표를 저장하고 있는 기호일람표 저장부와,

상기 일정 기간 내에서 상기 채널 상태 정보와 상기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이용하여 수신신호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차등 가중치 벡터를 구하고,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와 상기 채널 상태 정보와 소정의 값에 의해 현재의 정규화 가중치를 계

산하는 가중치 계산기와,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상기 기호일람표 저장부로부터 독출하여 출력하는 인덱스 추출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값(α)은, 최적의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가지기 위한 값으로 정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

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통신 초기 시 상기 기호일람표에 있는 차등 가중치 벡터들 중 기지국과 약속된 차등 가중치 벡터를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

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부가,

상기 일정 기간 내에서 상기 적응 가중치 선택기에서 출력되는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시

키고,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고정 가중치 계산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고정 가중치에 대한 인덱스를 상기 기지국으

로 전송하는 제1스위치와,

상기 일정 기간 내에서 오프되고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고정 가중치를 상기 적응 가중치 선택기로 출력하는 제2스

위치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신호가 최대가 되는 차등 가중치 벡터는 이하 수학식 23에 의해 계산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

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수학식 23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기호일람표에 있는 소정 길이를 가지는 차등 가중치 벡터들 각각은 콘벡스 콘의 L차원 복소 벡터 공

간에 위치함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등록특허 10-0689398

- 3 -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호일람표에 있는 차등 가중치 벡터들은, 어떠한 선형적 결합도 상기 안테나 수에 따른 L차원 복소

벡터 공간을 형성하도록 정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호일람표의 크기는 이하 수학식 24에 의해 구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수학식 24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기호일람표의 크기는 이하 수학식 25에 의해 구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수학식 25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치 계산부가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고정 가중치 벡터로 상기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초기화시

킴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13.

적어도 2개의 안테나를 통해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를 위한 가중치 생성 장치에 있어서,

일정 기간 간격으로 수신되는 궤환 정보를 스위칭하는 제1스위치부와,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제1스위치부를 통해 상기 궤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궤환 정보에 포함된 인덱스에 대한

고정 가중치를 출력하는 고정 가중치 생성부와,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와 기호일람표를 가지고,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제1스위치부를 통해 상기 궤환 정보를 수

신하고 상기 궤환 정보로부터 차등 가중치 벡터에 대한 인덱스를 검출하여 상기 인덱스에 대한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를

상기 기호일람표로부터 독출하여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는 적응 가중치 생성기와,

일정 기간 내에서 상기 적응 가중치 생성기로 스위칭되어 상기 적응 가중치 생성기에서 출력되는 상기 정규화 가중치 벡터

를 각각의 안테나에 할당하고,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고정 가중치 생성부로 스위칭되어 상기 고정 가중치를 상기

각 안테나에 할당하고 상기 적응 가중치 생성기로 출력하는 제2스위치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

시티 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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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적응 가중치 생성기가,

일정 기간 내에서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저장하고,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고정 가중치에 의해 상기 이전 정규

화 가중치 벡터가 초기화되는 가중치 저장기와,

소정 인덱스들에 대한 차등 가중치 벡터들을 가지는 기호일람표를 저장하고 있는 기호일람표 저장부와,

상기 일정 기간 내에서 수신된 궤환 정보로부터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에 대한 인덱스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인덱스에

대한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를 상기 기호일람표로부터 독출하여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와 상기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와

소정의 값을 사용하여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여 출력하고, 상기 구해진 정규화 가중치 벡터로 상기 이전 정규화 가

중치 벡터를 갱신하는 가중치 생성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스위치부가,

상기 일정 기간 내에서 상기 적응 가중치 생성기에서 출력되는 상기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상기 각 안테나로 스위칭하고,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고정 가중치 생성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고정 가중치를 상기 각 안테나로 스위칭하는 제1스

위치와,

상기 일정 기간 내에서 오프되고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고정 가중치를 상기 적응 가중치 생성기로 출력하는 제2스

위치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값(α)은, 최적의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가지기 위한 값으로 정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

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17.

적어도 2개의 안테나를 통해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호일람표와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가지는 단말기의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위한 가중치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채널 역확산된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과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을 입력받아 하향 채널의 채널 상태를 추정하는 과정과,

일정 기간 내에서 상기 추정된 채널 상태 정보와 정규화 가중치 벡터와 기호일람표의 차등 가중치 벡터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찾는 과정과,

상기 찾아낸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궤환 정보로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와 소정의 값에 의해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여 상기 이전의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갱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찾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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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채널 상태 정보와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이용하여 수신신호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를 구

하는 과정과,

상기 구해진 차등 가중치 벡터에 대한 인덱스를 상기 기호일람표로부터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

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값(α)은, 최적의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가지기 위한 값으로 정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

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정규화 가중치 벡터의 갱신 후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고정 가중치 벡터에 따라 상기 정규화 가중

치 벡터를 초기화시키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21.

적어도 2개의 안테나를 통해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호일람표와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서 적응 가중치 인덱스를 전송하고, 일정 기간 간격으로 고정 가중치 인덱스를 전송하는 기

지국의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위한 가중치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기로부터 궤환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일정 기간 내에서 상기 궤환 정보로부터 상기 적응 가중치 인덱스를 검출하여 상기 기호일람표에서 상기 적응 가중치 인덱

스를 갖는 차등 가중치 벡터를 찾아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여 상기 각 안테나에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정규화 가중치 벡터로 상기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갱신하는 과정과,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궤환 신호로부터 상기 고정 가중치 인덱스를 검출하고 상기 고정 가중치 인덱스에 대한 고

정 가중치를 상기 각 안테나에 할당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22.

적어도 2개의 안테나들을 통해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

티를 위한 궤환 신호의 생성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의 서로 다른 안테나들로부터 수신신호 벡터들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신호 벡터들의 합을 최대화하도록 각 안테나로부터 각 수신신호 벡터들에 대한 차등신호 벡터들을 구하는 과정

과,

상기 각 수신신호 벡터와 이에 대응하는 차등신호 벡터들을 합한 소망의 수신벡터들의 합이 상기 이동단말에서 상기 수신

신호 벡터들의 합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상기 차등신호 벡터들을 나타내는 궤환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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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차등신호 벡터들은, 임의의 수신신호 벡터들의 합을 최대로 하는 복수개의 안테나들 각각에 대한

가중치 벡터 쌍으로 구성되는 차등 신호 벡터들의 집합인 기호 일람표의 벡터 쌍들 각각을 하기의 수학식 26에 대입하여

구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수학식 26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α는 상기 차등신호 벡터들 각각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값으로 정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

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α는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채널환경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α는 단말기의 이동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기호 일람표의 차등신호 벡터들은 L개의 안테나들을 사용하는 상기 기지국에 대해 상기 차등신호

벡터들의 모든 선형적 결합들이 L차원의 복소 벡터 공간에 존재하도록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

시티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기호 일람표의 음(-)이 아닌 가중치를 갖는 차등신호 벡터들의 선형적 결합으로 형성된 콘벡스 콘

(Convex Cone)은, L차원 복소 공간에 위치함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29.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기호 일람표의 차등신호 벡터들의 개수는 4L개임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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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순방향 링크(Forward link)의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폐루프 다이버시티 송

신 안테나들에 적용되는 가중치(Weight, 웨이트)를 채널환경에 따라 적응적으로 계산하여 적응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스템

의 폐루프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함)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은 음성을 위

주로 하는 종래의 이동 통신 규격에서 발전하여, 음성뿐만 아니라 고속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IMT-2000 규격으로 발전

하기에 이르렀다. 상기 IMT-2000 규격에서는 고품질의 음성, 동화상, 인터넷 검색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순방향 링크의 용량은 증가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더 많은 이득을 요구하게 되

었다. 상기 C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이동속도가 저속일 경우,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사용하는 기지국은 상기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사용하지 않는 기지국보다 약 1~7dB의 이득을 더 갖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시스템

용량(capacity)을 2배 ~3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단말기의 수신기가 충분히 큰 이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는 기지국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기지국 송신 안테나를 이용하여 단말기로 신호를 전송하는

것으로, 통상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 번째는 단말기가 상기 각 기지국 안테나에 대한 수신 신호를 추정하여, 기지국의 각 안테나에 대한 가중치 정보를 기지

국으로 전송하고, 기지국은 상기 가중치 정보에 따라 기지국에서 각 안테나의 송신전력과 위상을 변경하는 값(가중치)을

다르게 한 후 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폐루프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기지국에서 각 안테나에 균등한 송신 전력을 할당하고 각기 다른 직교부호를 사용하여 각 안테나 모두에 데이터

를 실어 전송하는 개루프 방법이다.

이하 설명되는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는 상기 첫 번째 방법인 폐루프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방법에 관한 것임을 유의하

기 바란다.

이하 설명되는 기지국은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기지국이고, 송신 안테나를 적어도 2

개 이상 가질 수 있으나 설명의 편이상 2개를 가진다고 가정하여 설명한다.

기지국에서 여러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전송, 즉 송신 다이버시티 전송을 하면 수신하는 단말기에서의 수신 비트 오율은

감소한다. 상기 여러 안테나를 통한 순방향 링크로의 전송(Downlink Transmission)에 있어서, 기지국은 상기 복수개의

안테나로부터 출력되는 송신신호들 각각에 고유의 가중치(Weight)를 적용해서 전송한다. 상기 안테나 고유의 가중치는 기

지국의 안테나들을 통해 송신된 신호들을 수신하는 단말기에서 다음에 수신되는 수신신호의 전력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 단말기는 순방향 채널의 채널 환경을 정확히 추정하여, 이를 기지국으로 보고한다면 기지국은 각 안테나마

다 최적의 가중치를 할당할 수 있다. 상기 기지국의 송신 신호가 전송되는 채널의 상태를 나타내는 채널 상태 정보는 기지

국의 안테나들에서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기가 추정할 수 있다. 단말기는 추정한 채널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기지국은 상기 채널 정보를 단말기로부터 보고받음으로써 기지국에서 단말기까지의 채널환경을 알 수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사용하는 송신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도 1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한다.

도 1의 101과 111은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Primary Common Pilot Channel: P_CPICH)과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

(Secondary Common Pilot Channel: S_CPICH)이다. 상기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101)은 기지국에서 단 하나만 사용되

는 공통 파일럿 채널이며, 제2차 공통 파일럿 채널(111)은 기지국에서 필요에 따라 여러 개가 사용될 수 있는 채널로 순방

향 전용채널 전송에서의 궤환 방식(Feedback Mode) 전송 다이버시티를 위하여 기지국에서 발생시키는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이다.

상기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101)과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111)은 모두 '1'의 값을 가지며, 확산율(Spreading Factor: 이

하 "SF"라 함)이 256인 직교 가변 확산율(Orthogonal Variable Spreading Factor: 이하 "OVSF"라 함) 채널 부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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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확산된다. 상기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101)은 일차 스크램블링 부호로 스크램블링되어 전송된다. 상기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111)은 일차 스크램블링 부호나 이차 스크램블링 부호로 스크램블링되어 전송된다. 상기 일차 공통 파

일럿 채널(101) 및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111)은 10ms 프레임 당 300비트씩 전송된다.

확산기(103)는 상기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101)을 확산하여 출력하고, 확산기(113)은 상기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103)

을 확산하여 출력한다. 승산기(104)는 상기 확산기(103)에서 출력되는 확산된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101)을 일차 스크램

블링 부호로 스크램블링하여 출력한다. 상기 기지국에서 사용되는 일차 스크램블링 부호는 기지국 구별을 위해 사용하며,

각 기지국에 하나만 할당된다. 상기 승산기(104)에서 스크램블링 된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101)은 합산기(160)로 입력한

다. 상기 확산기(113)에서 확산되어 출력되는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111)은 승산기(114)로 입력한다. 승산기(114)는 상

기 확산된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을 기지국의 이차 스크램블링 부호로 스크램블링하여 출력한다.

도 1의 131은 하향 전용 데이터 물리 채널(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 이하 DPDCH"라 함)로서, 이는 단말기로

전송되는 데이터 채널이다. 부호기(133)는 상기 하향 전용 데이터 물리 채널을 부호화 및 레이트 매칭시켜 출력한다. 인터

리버(135)는 상기 부호기(133)에서 출력되는 하향 전용 데이터 물리 채널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다중화기(137)는 전

송 전력 제어(Transmit Power Control: 이하 "TPC"라 함)(136)과 전송 포맷 결합 지시자(Transmi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이하 TFCI"라 함)(138))와 상기 인터리버(135)에서 출력되는 하향 전용 데이터 물리 채널을 다중

화 하여 출력한다. 상기 TPC(136)는 신호 전송 전력 제어를 위해 사용되고, TFCI(138)는 여러 데이터들에 대한 채널 부호

화 방법 및 전송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다중화기(137)에서 다중화 된 DPDCH, TFCI, TPC는 다중화기(141)과 다중화기(151)로 입력한다. 상기 다중화기

(141)는 상기 다중화기(137)에서 출력되는 신호와 안테나1의 파일럿(132)을 입력받아 다중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다중화

기(151)는 상기 다중화기(137)에서 출력하는 신호와 안테나2의 다이버시티 파일럿(134)을 다중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안

테나1의 파일럿(131)과 안테나2의 다이버시티 파일럿(134)는 통상 동일한 파일럿 패턴을 가지나 다른 패턴을 가질 수도

있다.

확산기(143)는 상기 다중화기(141)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확산하여 출력한다. 승산기(144)는 상기 확산기(143)에서 출력

되는 신호를 일차 스크램블링 부호 또는 이차 스크램블링 부호로 스크램블링 하여 출력한다.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는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는 채녈들의 직교부호가 부족한 경우에 사용 될 수 있다. 승산기(145)는 상기 승산기(144)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안테나 1에 적용되는 가중치(175)를 곱하여 합산기(160)로 출력한다. 상기 합산기(160)는 상기 승산기

(104)로부터 입력되는 안테나 1의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P_CPICH)과 상기 승산기(145)에서 입력되는 전용 물리 데이터

채널(DPDCH)을 합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P_CPICH와 DPDCH가 합산된 신호는 여파기(162)에서 여파되고 RF(164)에서

무선신호로 변조되어 안테나1(180)을 통해 단말기로 송신된다.

확산기(153)는 상기 다중화기(151)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확산하여 출력한다. 승산기(154)는 상기 확산기(153)에서 출력

되는 신호를 일차 스크램블링 부호 또는 이차 스크램블링 부호로 스크램블링 하여 출력한다. 승산기(155)는 상기 승산기

(153)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안테나 2에 적용되는 가중치(173)를 곱하여 합산기(161)로 출력한다. 상기 합산기(161)는 상

기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S_CPICH)와 승산기(155)에서 출력되는 전용 물리 데이터 채널(DPDCH)을 합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S_CPICH와 DPDCH가 합산된 신호는 여파기(183)에서 여파되고 RF(185)에서 무선신호로 변조되어 안테나2(181)

을 통해 단말기로 송신된다.

가중치 생성기(Weight Generator)(171)는 단말기로부터 보고되는 순방향 채널 상태 정보를 수신단으로부터 입력받아 상

기 안테나 1과 안테나 2에 적절한 가중치(173)과 가중치(175)를 생성하여 각각 승산기(155), 승산기(145)로 출력한다. 상

기 가중치(173)과 가중치(175)는 복소벡터(Complex Vector)의 형태를 가지며, 상기 두 가중치들(173, 175) 중 하나는

고정된 값을 갖는다.

도2는 단말기가 기지국의 순방향 채널 상태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기 위한 궤환 시그널 메시지(Feedback Signal

Message)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도2를 참조하여 궤환 시그널 메시지의 포맷 구성을 설명한다.

상기 궤한 시그널 메시지는 업링크 전용 논리 제어 채널(DPCCH)을 통해 전송된다. 한 슬롯 동안 업링크 DPCCH를 통해서

전송되는 비트의 총수는 10비트이다. 구체적으로, 상기 궤환 시그널 메시지는 도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파일럿 필드

(201), TFCI 필드(202), FBI 필드(203), TPC 필드(204)로 구성되며, 상기 필드들의 합은 10비트이다. 상기 궤환 시그널

메시지의 각 필드의 길이는 각각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상기 환경이라 함은 TFCI 필드(202)의 사용여부와 FBI 필드(203) 필드의 사용여부를 말한다. 상기 환경에 따라 상기 파일

럿 필드(201)는 5비트에서 8비트까지의 파일럿 비트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TFCI 필드(202)는 기지국과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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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서로 다른 SF를 사용하는 채널들을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상기 TFCI 필드가 사용되는 경우 상향 전용

물리 채널의 TFCI 필드(202)의 길이는 2비트로 구성된다. 상기 TPC 필드(204)는 하향 채널의 전력 제어를 위해서 사용되

는 필드이며, 길이는 1비트에서 2비트로 구성된다.

상기 FBI 필드(203)는 SSDT(Site Selection Diversity: 이하 "SSDT"라 함)와 궤환 전송 다이버시티를 위한 궤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사용된다. 상기 SSDT는 소프트 핸드오버 시 수신신호가 가장 강한 셀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이다. 상기 FBI

필드(203)는 1비트 혹은 2비트로 구성되며, 상기 1비트로 FBI 필드(203)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SSDT와 궤환 전송 다이버

시티 중에 하나만이 사용될 때이며, 2비트로 FBI 필드(203)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SSDT와 궤환 전송 다이버시티 두 가지

다 사용되는 경우이다. 상기 FBI 필드(203)는 SSDT를 위한 S필드와 궤환 전송 다이버시티를 위한 D필드로 구성된다. 상

기 S필드와 D필드는 각각 1비트 할당된다. 상기 SSDT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궤환 전송 다이버시티를 위한 D필드는 2비

트가 될 수도 있다.

도 3은 상기 도 2의 FBI 필드(203)의 D 필드를 통해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전송될 채널 환경정보 세트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상기 채널상태 정보세트는 4비트로 구성된다. 즉 상기 궤환 시그널링 메시지가 하나의 슬롯으로 전송될 때 상기 채

널상태 정보는 1비트가 전송되므로 상기 채널 상태 정보 세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4개의 슬롯이 필요하다. 단말기는 상

기 채널상태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하기 위해, 상기 기지국의 안테나1(180)을 통해 전송되는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과 안

테나2(181)를 통해 전송되는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을 수신하여 기지국에서 단말기까지의 채널 환경을 추정한다.

상기 도 3의 FSM(Feedback Signalling Message) 비트들은 상향 전용 제어 물리 채널의 FBI 필드 중에 궤환 전송 다이버

시티를 위해 할당된 D필드를 통하여 한 비트씩 전송된다. 상기 상기 채널 환경정보 세트의 길이는 전력에 대한 가중치 정

보인 NPo (301)와 위상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내는 NPH (303)의 길이들의 합이다. 상기 NPo는 1비트이고, 상기 NPH는 3비

트이다. 상기 NPo와 상기 NPH의 전송순서는 NPo가 먼저 전송되고 NPH가 나중에 전송된다. 도 3을 참조하면, 전송순서는

MSB(Most Significant Bit)부터 LSB(Least Significant Bit)의 순서이다.

[표 1]

FSMPo Power_ant1 Power_ant2

0 0.2 0.8

1 0.8 0.2

[표 2]

FSMPH Phase difference between antennas(degrees)

000 180

001 -135

011 -90

010 -45

110 0

111 45

101 90

상기 <표 1>과 <표 2>는 상기 도 1의 기지국 송신장치에 적용되는 FBI의 D 필드를 통해 전송되는 채널상태 정보세트의

이진표현이다. 상기 <표 1>은 채널상태 정보세트의 MSB를 나타낸 표이다. <표 1>에서 FSMPO=0은 두 안테나들에 대해

추정된 채널 전력 비가 근사적으로 0.2:0.8임을 의미하며, FSMPO=1은 두 안테나들에 대해 추정된 채널 전력 비가 근사적

으로 0.8:0.2임을 의미한다. <표 2>는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안테나 중 하나의 안테나를 선택하여 기준으로 삼은

후, 상기 기준이 되는 안테나에서 송신한 신호와 다른 안테나에서 송신한 신호의 위상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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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채널 상태 정보세트는 단말기가 기지국 안테나 1(180)과 2(181)로부터 전송된 하향 채널 신호를 수신하여 하향 채널

의 환경을 추정하고 추정된 채널 환경과 가장 유사한 값을 상기 <표1> 및 <표 2>로부터 찾아 표현되는 인덱스이다.

상기 <표 1> 및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궤환 모드, 폐루프 다이버시티를 위한 종래 기술은 각각의 안테나에 적용하는

가중치의 값들을 사전에 약속한 값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안테나 중에서 기준이 되는 안테나를 안테나 1이라 하고, 다른 안테나를 안테나 2

라 하며,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전송되는 송신 신호 전력의 크기를 1이라 가정한다.

단말기는 기지국의 안테나 1과 안테나 2를 통해 송신된 일차 및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을 수신하여 상기 각 공통 파일럿 채

널의 위상차와 전력을 추정한다. 상기 추정결과 상기 일차 및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들의 위상차가 30도이고, 일차 공통 파

일럿 채널의 신호 전력이 0.7이고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의 전력이 0.3이라면, 상기 단말기는 상기 <표 1>에서 상기 측정

된 일차 및 이차 파일럿 채널의 전력 값들의 근사치인 안테나 1의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에 대해 전력이 0.8이고 안테

나 2의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 신호에 대해 전력이 0.2인 전력 인덱스 1(FSMPO=1)을 찾고, <표 2>에서 상기 위상차 30도

에 가까운 45도에 대한 위상 인덱스 111을 찾는다. 상기 찾아진 전력 인덱스와 위상 인덱스는 채널상태 정보세트로 구성

된다. 단말기는 상기 채널상태 정보세트를 MSB로부터 1비트씩 궤환 시그널 메시지의 FSM 필드의 D에 삽입하여 4슬롯에

걸쳐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도 4는 일반적인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에 의해 기지국의 복수개의 안테나들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들을 벡터로 좌표상에 나

타내고, 상기 채널상태 정보세트의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낸 가중치 벡터들을 좌표상에 타나낸 것이다. 하기 도 4의

설명에 있어서 기지국의 각 안테나의 송신 신호 전력 제어가 수행되고, 기지국이 2개의 안테나를 가진 경우를 가정한다.

상기 도 4의 벡터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은 상기 <표 2>의 채널 상태 정보 세트 '000', '001', '011',

'010', '110', '111', '101', '100'이 가르키는 벡터로서, 단말기는 단말기의 안테나를 통해 수신한 기지국 안테나 1과 안테나

2의 신호의 위상차에 대하여 가장 근접한 값을 가지는 벡터에 대한 인덱스를 채널 상태 정보세트로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상기 도 4의 벡터 421,422,423,424,425,426,427,428은 상기 <표 1>의 각 안테나별 송신 신호 전력 제어 채널 상태 정보

세트가 가르키는 각 안테나의 신호 전력이 0.2일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표 1>의 채널 상태 정보세트에 의해 각 안

테나의 신호 전력은 0.8과 0.2로 제어된다.

상기 도 4의 벡터(411)은 t = T 의 시점에서 단말기의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기지국의 안테나 1의 송신 신호이며, 벡터

(416)는 t = T 의 시점에서 단말기의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기지국의 안테나 2의 송신 신호이다. 상기 단말기에서 수신된

기지국의 송신 신호 벡터(411)와 (426)에서 수신한 단말기에서 수신 신호의 크기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지국의 송신

신호 벡터(411)와 (426)의 차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

상기 단말기에서 수신된 안테나 1의 송신 신호와 안테나 2의 송신 신호의 차이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기지국과 단말기는

하기의 과정을 거쳐 각 안테나에 적용되는 가중치 벡터를 계산한다. 기지국이 안테나 1을 기준 안테나로 설정해서 사용한

다고 가정하면, 단말기는 기지국 안테나 1의 송신 신호 벡터(411)을 기준으로 안테나 2의 송신 신호 벡터(412)와의 위상

차를 계산한다. 상기 도 4에서 안테나 1의 송신 신호 벡터(411)와 안테나 2의 송신 신호 벡터(412)와의 위상차가 40도이

므로,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채널 상태 정보세트는 40도에 가장 근접한 45도를 표시하는 벡터의 인덱스인 '111'

을 전송한다.

상기 전송된 채널 상태 정보세트는 기지국에서 t = T+1의 시점에서 사용되는 각 안테나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할 경우 사

용된다. 상기 전송된 채널 상태 정보세트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지국은 안테나 1에 대한 가중치는

동일한 값으로 유지하고, 안테나 2에 대한 가중치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에 대하여 위상이 45도 줄어든 가중치를

적용한다. 즉 종래 기술에서는 단말기의 수신신호를 최대로 하기 위한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안테나에 대한 가중치의 설정

에 있어서, 기준 안테나에 대한 가중치는 고정하고, 기준 안테나가 아닌 안테나에 대한 가중치만 재설정하여 사용한다.

이를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기지국이 전송하려는 신호를 s[n]이라 한다. 상기 s[n]은 확산된 신호로서, 기지국의 안테나 수에 따른 가중치 벡터 W를

통과한 후 L개의 신호열이 된다. 상기 L은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전송 안테나의 수이며, 기지국의 안테나에 적용되는 가중

치 벡터 W는 L×1 벡터가 된다. 따라서 다중 전송 안테나의 출력신호 x[n]은 하기 <수학식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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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상기 다중 전송 안테나의 출력신호중 i번째 안테나의 출력신호를 하기 <수학식 2>라고 하면 , i번째 안테나에서 출력된 신

호의 이산 시간 다중 경로 채널에 대한 채널 출력식은 하기 <수학식 3>과 같다.

수학식 2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3>에서 yi[n]는 다중경로 채널에 대한 출력식으로, 단말기가 기지국의 i번째 안테나로부터 수신한 신호이

다. 그리고 은 i번째 채널의 계수이고, M은 단말기의 핑거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단말기 안테

나에서 수신된 신호는 하기 <수학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4

상기 <수학식 4>에서 n[n]은 채널잡음이다. 기지국이 전송하는 신호 s[n]을 확산시킬 때 사용된 확산 수열의 자기 상관

함수가 임펄스 열에 가까우면 하기 <수학식 5>와 같은 역확산된 신호식을 구할 수 있다. 하기 <수학식 5>는 수신 신호 y

[n]의 레이크 수신기(Rake receiver)의 m번째 상관기 출력이다.

수학식 5

상기 <수학식 5>에서 b[p]는 데이터 심볼이고, 는 역확산(despreading)후의 잡음이고, WL은 가중치 벡터이며,

M은 레이크 수신기의 핑거 수이다. 상기 <수학식 5>를 행렬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하기 <수학식 6>과 <수학식 7>을 정의

한다.

수학식 6

수학식 7

상기 <수학식 6>과 <수학식 7>을 사용하여 단말기에서 역확산된 신호를 하기 <수학식 8>과 같이 정의한다.

수학식 8

상기 <수학식 8>에서 H는 채널 추정 행렬로서 크기가 M×L 이며, M은 단말기의 레이크 수신기의 상관기 수이고, L은 기

지국 안테나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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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8>에서 데이터 심볼 b[p]앞에 붙은 계수 Hw의 값에 의해 단말기에서의 수신신호 r[p]의 SNR이 영향을 받

는다. 상기 b[p]의 계수 Hw에서 채널 추정 행렬 H는 채널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변수이므로, 기지국에서 제어할 수 없다.

그리고 상기 가중치 벡터 w는 단말기의 기지국 궤환 정보에 의해 기지국이 제어할 수 있는 값이므로, w의 최적화를 통해

단말기의 수신신호의 SNR을 높일 수 있다.

하기 <수학식 9>는 상기 참조문헌에 의한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결정하는 식이다.

수학식 9

상기 <수학식 9>에서 와 는 w와 H 의 컬레 전치행렬 ( Conjugate Transpose ) 형태이며, 는 모든 신호

의 전송 안테나의 총 전력이다. 상기 <수학식 9>를 통하여 가중치를 구하면, 가중치 벡터 w는 L×1의 복소수 행렬이므로,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가중치 벡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벡터를 표현하는 2L개의 실수를 전송해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폐루프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는 단말기가 추정한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과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의 전력

차이와 위상차이가 상기 <표 1> 과 <표 2>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궤환 시그널 메시지에 의해서 기

지국의 각 안테나에 적용되는 가중치와 단말기의 수신 신호 전력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실제 가중치 사이에는 오차가 발생

하며, 상기 오차로 인해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일정 기간 내에서 이전 단계에서 구해진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단계에서의 최적

의 가중치 벡터를 적응적으로 구하고 구해진 가중치 벡터를 이용하여 기지국 안테나 각각의 가중치를 할당하는 장치 및 방

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단말기가 기지국의 복수개의 안테나들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구

할 때 이후에 기지국의 복수개의 안테나들로부터 수신되는 임의의 신호들의 벡터 합들 각각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등벡터가 기록되어 있는 기호일람표를 사용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단말기가 적응적으로 구해진 차등 가중치 벡터를 기지국으로 전송함에 있어서, 기호일람표에 따른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적응적으로 구해진 가중치 벡터를 일정 기간 간격으로 초기화시킨 후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재

계산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적어도 2개의 안테나들을 통해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위한 궤환신호의 생성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에 있는 상기 안테나들로부터 수신신호 벡터들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신호 벡터들의 합을 최대화하도록 각

안테나로부터 각 수신신호 벡터들에 대한 차등신호 벡터들을 구하는 과정과, 상기 각 수신신호 벡터와 이에 대응하는 차등

신호 벡터들을 합한 소망의 수신벡터들의 합이 상기 이동단말에서 상기 수신신호 벡터들의 합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상기

차등신호 벡터들을 나타내는 궤환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적어도 2개의 안테나를 통해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이동통신시스

템에서 단말기의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위한 가중치 생성 장치에 있어서, 채널 역확산된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과 이

차 공통 파일럿 채널을 입력받아 하향 채널의 채널 상태를 추정하는 채널 추정부와, 소정의 인덱스들에 대한 차등 가중치

들을 가지는 기호일람표와 이전의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가지고 있고, 일정 기간 내에서 상기 추정된 채널 상태 정보와 정

규화 가중치 벡터와 상기 기호일람표의 차등 가중치 벡터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구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한 후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와 소정의 값에 의해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여 상기

이전의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갱신하고, 상기 일정 기간 간격으로 고정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여 상기 정규화 가중치 벡터

를 초기화시키는 가중치 계산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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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적어도 2개의 안테나를 통해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수행하는 이동통신시

스템에서 기호일람표와 이전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가지는 단말기의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위한 가중치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채널 역확산된 일차 공통 파일럿 채널과 이차 공통 파일럿 채널을 입력받아 하향 채널의 채널 상태를 추정

하는 과정과, 일정 기간 내에서 상기 추정된 채널 상태 정보와 정규화 가중치 벡터와 기호일람표의 차등 가중치 벡터를 이

용하여 수신 신호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찾아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차등 가중

치 벡터와 소정의 값에 의해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여 상기 이전의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갱신하는 과정과, 상기 일

정 기간 간격으로 고정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여 상기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초기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

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 내려진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또는 칩설계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은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일정 주기 간격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구체적으로, 기지국은 단말로

부터 수신되는 하향 채널 상태를 보고받아 복수개의 안테나들 각각에 대한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다음 시점에

서 단말로부터 새로운 하향 채널에 대한 상태가 보고되면, 기지국은 상기 새로운 하향 채널 상태에 따라 상기 이전의 가중

치 벡터를 갱신한 가중치 벡터를 상기 각 안테나들에 적용한다..

도 5는 본 발명에서 각 안테나에 적용되는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찾는 과정과 상기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찾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차등 벡터의 물리적 의미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최적의 차등 벡터는 단말기에 의해 구해져 기지국으로 보고

되고, 기지국은 단말기로부터 상기 차등벡터를 수신받아 복수개의 안테나들 각각에 대한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여 적용한

다.

상기 도 5에서 벡터(503)는 t=T의 시점에서 기지국 안테나 1(180)로부터 송신된 신호에 대해 단말기가 수신한 신호를 벡

터로 나타낸 것이고, 벡터(501)는 t=T 시점에서 기지국 안테나 2(181)에서 송신한 신호에 대해 단말기가 수신한 신호를

벡터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벡터(505)는 t=T의 시점에서 단말기가 수신한 벡터(503)과 (501)의 합으로서, 안테나1

(180)과 2(181)로부터 송신된 신호의 합이다.

상기 벡터(511)와 벡터(513)는 안테나1(180)의 송신 신호와 안테나2(181)의 송신 신호에 적용되는 각각의 가중치 벡터를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차등 벡터를 나타낸다. 상기 차등 벡터(511)와 차등 벡터 (513)은 t=T 시점에서 단말기가 수신한 안

테나1(180)의 송신 벡터(503)과 안테나2(181)의 송신 벡터(501)의 차를 최소로 하게 한다. 상기 단말기가 차등 벡터를 구

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기지국은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T+1 시점에서의 신호들의 크기를 최대로 하는 상기 차등벡

터를 이용함으로써 최적의 가중치 벡터들을 복수개의 안테나 각각에 적용한다.

본 발명에서는 가중치 벡터 w에 대한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함에 있어서, 차등 가중치 벡터(difference weight vector,

또는 "차등 벡터"라 함)의 기호일람표 D를 사용한다.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의 기호 일람표 D는 차등 가중치 벡터 d*들과

상기 차등 벡터들 각각을 나타내는 인덱스로 구성되는 기호 일람표로서,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가중치 벡터에 대

한 정보는 차등 가중치 벡터 d*의 인덱스 값이다.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 d*를 사용하여 단말기에서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구하는 과정은 하기 < M1 >, < M2 >, < M3 >, < M4 >와 같다.

M1. 최적의 차등 벡터 계산

수학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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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의 인덱스를 기지국으로 전송

M3. M1에서 구해진 최적의 차등 벡터로 정규화 가중치 벡터의 재설정

수학식 11

M4. M3에서 계산된 를 로 치환한 후, M1으로 복귀.

기지국에서 사용되는 안테나의 수가 2개인 경우, 종래 기술에서는 기지국에서 사용되는 안테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하나의 안테나의 가중치를 재설정하였지만, 본 발명에서는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안테나에 각각의 가중치를

재설한다. 상기 기지국의 안테나 각각의 가중치를 재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차등 가중치 벡터는 기호 일람표 D에 수록되어

있다. 상기 기호일람표는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안테나들에 적용하는 차등 가중치들을 벡터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단말기는 상기 기호 일람표 D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차등 가중치 벡터들을 대하여 상기 <수학식 10>에 대입하여 최대값을

갖는 차등 가중치 벡터를 구하고, 상기 구해진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FBI 필드의 D 부분에 실어 UL_DPCCH를 통

하여 한 비트씩 4슬롯에 걸쳐 기지국으로 전송된다.

상기 기호 일람표 D의 설정에 있어서, 기호 일람표 D의 크기가 크다면 기지국 안테나들의 가중치 벡터의 설정을 위한 계산

에서 보다 정밀한 최적의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지만,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채널 상태 정보세트의 길이가 길어지며, 상기

< M1 >의 <수학식 10>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호 일람표 D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차등 가중치 벡터들에 대하여 연산을 해

야 하므로 연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호 일람표 D를 설정함에 있어서 크기가 크지 않고, 기지국 안테나

들의 가중치 벡터의 설정에서 최적의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기호 일람표 D를 설정해야 한다.

기지국 안테나들에 중에 k번째 안테나에 대한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라고 할 때, 벡터는 L차원 복소 벡터 공간에

존재하고, 상기 L은 기지국의 안테나 수이다. 상기 벡터를 상기 <수학식 10>과 <수학식 11>을 통하여 찾아냄에 있어

서, 기호 일람표 D에 수록되어 있는 차등 가중치 벡터들을 사용한다. 따라서 기호 일람표 D에 수록되어 있는 차등 가중치

벡터들의 어떠한 선형적 결합도 L차원 복소 벡터 공간을 형성해야 하며, 상기 조건은 기호 일람표 D의 차등 가중치 벡터들

을 사용하여 최적의 정규화 벡터를 찾아낼 경우, 상기 찾아난 정규화 벡터가 L차원 복소 벡터 공간에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Necessary Condition)이다. 상기 필요조건을 <조건 1>이라 칭한다.

상기 <조건 1>을 만족하는 기호 일람표 D에 있어서, 기지국 안테나들에 적용되는 정규화 가중치 벡터의 초기값 이

기호 일람표 D안에 속한 값이라면, 상기 과 기호 일람표 D에 수록되어 있는 차등 가중치 벡터들을 <수학식 10>과 <수

학식 11>에 적용하여 생성되는 정규화 가중치 벡터 는 기호 일람표 D안의 차등 가중치 벡터들의 선형

적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상기 선형적 결합은 <수학식 12>로 표시된다.

수학식 12

상기 <수학식 12>에서 은 기호 일람표 D의 차등 가중치 벡터들의 음이 아닌 가중치이다. 상기 음이 아닌 가중치를

갖는 차등 가중치 벡터들의 선형적 결합을 코닉 결합(Conic Combination)이라고 한다. 상기 코닉 결합을 <수학식 11>에

적용하면 정규화 가중치 벡터 은 기호 일람표 D에 수록되어 있는 차등 가중치 벡터 로부터 형성된 Convex Cone

안의 벡터가 된다. 즉, 상기 기호 일람표안의 길이 L인 차등 가중치 벡터들의 코닉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Convex Cone은

L 차원 복소 공간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상기 조건이 기호 일람표 D를 생성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며, 상기 필요 조건을 <

조건 2>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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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조건 2>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도 6을 참조한다. 도 6은 최소한의 요소를 가지고 L=2

인 이차원 복소 공간에 위치하는 Convex Cone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Convex Cone의 모든 영역은 상기 도 6의 벡터

601, 602, 603의 선형적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상기 도 6의 설명에서 L=2인 이차원 복소 공간에 위치하는 Convex Cone의 모든 영역이 상기 도 6의 벡터 601, 602, 603

의 선형적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를 확장시키면, L이 2보다 큰 L차원 복소 공간도 L차원 Convex Cone을 형성할

수 있는 벡터들을 찾아내어, 상기 찾아낸 벡터들로 L차원 Convex Cone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 L이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안테나의 수임을 생각해보면 L차원 복소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Convex Cone을 형성하는 적절한 차등 가중치

벡터들을 찾아내고,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들로 기호 일람표 D를 구성하여, 상기 <수학식 10>과 <수학식 11>에 적용하면,

기지국의 전송 안테나 수 L개에 적용될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계산할 수 있다.

기호 일람표 D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전송해야 하는 궤환 시그널 메시지의 크기가 커지고,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최소한의 요소를 가지고 L차원 복소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기

호 일람표 D를 구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요소를 가지고 L차원 복소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 일람표 D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 하기 <수학식 12>는 상기 <조건 2>를 만족시키는 L차원 복소 평면을 표시할 수 있는 차등 가중치

벡터의 기호 일람표 D중에 최대 크기를 가지는 기호일람표를 구하는 식이다. 상기 최대 크기를 갖는 기호 일람표를 Dall 이

라 한다.

수학식 13

상기 <수학식 13>에 L=1을 적용하면, 일차원 복소 공간을 표시할 수 있는 기호 일람표 Dall은 4개의 벡터로 구성된다. 상

기 도 6의 최소한의 요소인 3개의 벡터를 가지고 일차원 복소 공간을 표시할 수 있는 기호 일람표 D와 비교하면 하나의 벡

터가 더 필요하다. Dall을 사용하여 L차원 복소 공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4L개의 차등 벡터가 필요하며, 상기 4L개의 차

등 벡터들에 대한 정보를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2L개의 전송비트가 필요하다. 상기 Dall이 상기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지만 Dall의 크기가 너무 커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채널 상태 정보세트의 길이도 길고,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본 발명의 활용예에서는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는

새로운 기호 일람표인 D4를 사용한다. 하기 <수학식 14>은 D4를 구하는 식이다.

수학식 14

상기 <수학식 14>에서 은 크로넥커 (Kronecker ) 곱을 나타내며, 은 L차 항등 행렬을 의미한다. 상기 <수학식

14>에서 구해진 D4 는 4L개의 열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이 된다. 상기 <수학식 13>에 L=1을 적용하면 1차원 복소 공간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D4 의 벡터의 개수는 4개가 되어, Dall과 동일하나, L=2를 적용하면 Dall은 2차원 복소 공간을 나타내는

데

16개의 벡터가 필요하지만, D4는 8개의 벡터가 있으면 된다. 상기 복소 공간의 차원이 증가할 경우, 다시 말하면 기지국의

안테나의 수가 증가할수록 Dall에서 L차원 복소 공간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벡터의 수보다 D4 에서 L차원 복소 공간을 형성

하는데 필요한 벡터의 수가 줄어든다. 상기 D4를 구성하는 차등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는 이므로, Dall의 인덱스

2L보다, L이 커질수록 줄어든다

.하기 <표 3>은 본 발명의 활용예에 따른 기호 일람표 D4의 일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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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표 3>은 기지국의 안테나 수를 2개로 하였을 경우 D4이다. 하기 <표 3>의 d1,i와 d2,i는 기지국의 안테나 1과 2에

적용되는 i번째 차등 가중치 벡터이다. 하기 <표 3>을 상기 < M1 >의 < 수학식 10>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최적의 차등 벡

터를 찾아낼 수 있고, 상기 최적의 차등 벡터를 <수학식 11 > 에 적용하면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구할 수 있다.

[표 3]

인덱스 차등

가중치 벡터
0 1 2 3 4 5 6 7

d1,i 1 0 -1 0 j 0 -j 0

d2,i 0 1 0 -1 0 j 0 -j

상기 <표 3>의 차등 가중치 벡터를 <수학식 10>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 곱해져 적용되는데 상기 의 역할은 차등 벡

터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상기 는 통상적으로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해질 수 있으며,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채널환경에 의존하는 값이다. 상기 채널환경이라 함은 단말기의 이동속도를 일예로 들 수 있으며, 단말기의 이동속도가

10Km이하의 저속의 경우 본 발명 활용예의 모의실험에서 찾아낸 적절한 의 수치는 0.3 이었다. 상기 의 값이 너무 작

으면 현재 가중치 벡터에 비해서 현재 시간 이후에 적용될 가중치 벡터의 값의 차이가 큰 경우, 가중치 벡터를 갱신하는 처

리시간동안에 현재 시간 이후에 적용될 최적의 가중치 벡터값에 근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의 값이 크다면 현재

가중치 벡터에 비해서 현재 시간 이후에 적용될 가중치 벡터의 값의 차이가 작은 경우, 적절한 가중치 벡터를 찾아내기 어

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기 의 값은 기지국과 단말기의 현재의 채널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값을 설정해 주어야 하고.

설정된 의 값은 기지국 하향채널을 통하여 단말기에게 전송될 수 있다.

상기 < M2 >에서 단말기로부터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수신 받은 기지국이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설정하는 과정은

하기 < B1 >, < B2 >, < B3 >와 같다.

B1. 수신된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에 부합하는 차등 가중치 벡터를 상기 <수학식 11>에

적용하여 정규화 벡터 을 계산

B2. B1에서 구해진 와 현재의 가중치 벡터 를 사용하여 기지국 각각의 안테나에 대한 다음 가중치 벡터 계산.

수학식 15

B3. B2에서 계산된 를 로 설정한 후, B1부터 반복.

상기 < B2 >의 <수학식 15>에서 는 각 안테나의 신호 송신 전력이다. 상기에서 설명된 기지국이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계

산하는 과정에서 기지국은 반드시 정규화 벡터의 초기치값을 단말기와 동일한 값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는 정규화 가중치벡터가 계산되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단말기가 계산한 정규화 가중치벡터와,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정규화

가중치 벡터의 값이 서로 달라지므로, 기지국에서 계산해서 전송하는 가중치 백터는 실제 채널 환경에 부합하는 최적의 가

중치 벡터가 아닐 수도 있다. 또한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가중치 백터의 인덱스의 전송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

다면 성능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에 설명된 것과 같은 초기치 설정 오류 및 전송 오류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중치 백터의 전송

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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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발명의 가중치 벡터의 전송방법을 도시한 그림이다. 상기 도 7의 701은 가중치 벡터의 절대치 전송이다. 상기 가

중치 벡터의 절대치 전송은 3GPP 표준안에 정해져 있는 차등벡터의 값들에 대한 인덱스 전송으로, 주기적으로 기지국과

단말기의 가중치 벡터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적응 전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산 오류와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 전

송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스템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절대치 전송에서 단말기가 표준안에 정

해져 있는 차등벡터의 인덱스를 전송할 경우, 단말기에서 측정한 하향전송채널의 채널환경과 가장 근접한 값을 가지는 차

등벡터의 인덱스를 전송한다.

상기 도 7의 703은 가중치 벡터의 편차 신호를 전송하는 적응 전송이다. 상기 도 7의 703 과정에서 전송되는 가중치 벡터

의 인덱스는 차등 벡터의 인덱스이다.

상기 도 7의 가중치 벡터의 절대치 전송의 주기 T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값이고, 통상적으로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

해지며, 단말기의 이동속도에 의존하는 값이다. 가중치 벡터의 절대치 전송 주기 T동안 전송되는 가중치 벡터의 적응 전송

의 횟수 N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값이고, 통상적으로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해지며, 단말기의 이동속도에 의존하는

값이다.

본 발명의 가중치 벡터 구하는 방법은 하기의 설명에 의하여 보다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수식의 간략

화를 고려하여 기지국의 안테나가 2개인 경우를 예로 들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본 발명의 주된 내용을 구체화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본 발명의 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하기 <수학식 16>은 안테나 1과 2에 적용하는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행렬로 표시한 식이고, 하기 <수학식 17>은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차등 벡터를 행렬로 표시한 식이다.

수학식 16

수학식 17

상기 <수학식16>에서 은 안테나 1에 적용되는 정규화 가중치 벡터이고, 은 안테나 2에 적용되는 정규화 가

중치 벡터이며, 상기 과 은 복소값을 갖는다. 상기 <수학식 17>의 차등 벡터는 상기 <표 3>의 차등 벡터중

의 하나이며, <수학식 10>에 적용되어 최적의 차등 벡터를 구하는데 사용되며, 복소수값을 갖는다.

상기 <수학식 16>과 <수학식 17>을 사용하여 하기 <수학식 18>을 정의한다.

수학식 18

여기서 ε은 정규화된 추정 가중치 벡터이다.

단말기가 기지국의 안테나 1과 2로부터 수신한 송신신호를 사용하여 , 추정한 채널 추정 행렬을 하기 <수학식 19> 로 정

의한다.

수학식 19

상기 <수학식 19>에서 M은 기지국 송신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기의 핑거의 수이고, L은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송신 안테나

의 수이다. 본 발명에서는 단말기의 핑거의 수를 1로 하고,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의 수를 2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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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18> 과 <수학식 19>를 상기 <수학식 10>에 적용하면 하기의 <수학식 20>이 된다.

수학식 20

상기 <수학식 20>에서 와 는 와 의 켤레 전치행렬이다. 상기 <수학식 20>의 분자부분을 계산하면 하기 <수

학식 21>과 같다.

수학식 21

상기 <수학식 20>의 분모부분을 계산하면 하기 <수학식 22>와 같다.

수학식 22

상기 <수학식 21>과 <수학식 22>는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가 2개이고, 기지국의 송신 신호를 수신한 단말기의 핑거가 1개

일 경우 <수학식 10>의 상세한 풀이이며, 상기 <수학식 21>과 <수학식 22>에 의해서 단말기는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들에

적용할 최적의 차등 벡터를 찾는다. 상기 최적의 차등 벡터는 기호 일람표 D에 있는 것으로서,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전송

하는 채널 상태 정보세트는 최적의 차등 벡터의 인덱스이다. 기지국의 안테나가 2개일 경우, 송신되는 최적의 차등 벡터의

인덱스는 3비트이다.

도 8은 본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8의 설명에서 기지국

에서 사용하는 송신 안테나의 수는 2개로 가정한다. 상기 안테나의 수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이며, 본 발명의 내

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상기 도 8의 801은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초기값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상기 가중치 벡터의 계산을 위해 설정되

어야 하는 초기값은 가중치 초기값 과 , 그리고 이다. 상기 가중치 초기값 과 은 기호 일람표

D에 있는 값중의 하나이다. 상기 기호 일람표 D에 있는 값중의 하나로 가중치 초기값을 설정하는 이유는 상기 기호일람표

D의 설명에 있어서,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다. 상기 초기값중 의 값은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들과

단말기의 안테나 사이의 신호 전송 채널 환경에 따라 설정되는 값이며, 상기 신호 전송 채널 환경이라 함은 일 예로 단말기

의 속도를 들 수 있다.

상기 도 8의 802는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들과 단말기의 안테나 사이의 신호 전송 채널 환경을 분석해서, 본 발명의 가중치

계산에 사용되는 채널 추정 행렬 H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상기 802에서 단말기는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1과 2의 신호를

각각 분석하여,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1과 단말기의 안테나,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2와 단말기의 안테나 사이의 채널 추정

행열 H를 설정한다. 상기 채널 추정 행열 H는 기지국에서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기 핑거의 수를 행으로 하고, 기지

국에서 신호 송신 시에 사용하는 안테나의 수를 열로 하는 행렬이다. 도 8의 설명에서는 단말기 핑거의 수를 1로 하고, 기

지국에서 사용하는 송신안테나의 수를 2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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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8의 803은 상기 801과 802에서 설정된 값을 사용하여, 최적의 가중치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최적의 차등 벡터

를 구하는 과정이다. 상기 최적의 가중치라 하면 단말기가 수신하는 기지국의 송신 신호가 최대가 되도록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1과 2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말한다. 상기 최적의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기호 일람표 D에 있는 모든 차등 벡터

에 대해서 도 8의 803에 있는 수식을 계산하여, 최대값을 갖는 차등 벡터 를 찾아낸다.

상기 도 8의 804는 상기 803에서 찾아낸 차등 벡터 를 사용하여 기지국의 각 안테나에 사용하는 정규화 가중치를 계산

한다.상기 정규화 가중치는 송신 신호 전력 P가 곱해져서, 기지국의 안테나에서 사용하는 가중치가 된다. 상기 차등 벡터

와 801에서 설정한 를 사용하여, 도 8의 804에 있는 수식을 계산하여, 최적의 정규화 가중치를 구한다.

상기 도 8의 805는 상기 804에서 구한 을 기지국 송신 안테나 1의 정규화가중치로 설정하고, 을 기지국 송

신 안테나 2의 정규화 가중치로 설정한 후, 상기 가중치를 사용하여 801,802, 803, 804과정을 반복하여 정규화 가중치

과 을 정규화 가중치 과 로 갱신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상기 l은 1부터 하나씩 증가

하는 양수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기의 동작의 흐름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상기 도 9에서 기지국의 안테나는

2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상기 도 9의 901은 기지국의 동작으로서 기지국의 안테나 1,2에 대한 가중치 벡터의 초기

치 e1[0],e2[0] 를 설정하고, α값을 설정한다. 상기 α는 상기 <수학식 11>에 적용되어, 정규화 가중치 벡터의 계산에 사용

되는 계수이다. 상기 도 9의 921은 단말기가 기지국 안테나 1,2에 대한 가중치의 초기치를 e1[0],e2[0]를 설정하고, α값

을 설정한다. 상기 기호 일람표 D에 관한 본 발명의 설명부분에서 설명한 바대로 초기치 e1[0],e2[0]는 기호 일람표 D의

값 중 하나를 사용하여 초기치 e1[0],e2[0]이후에 계산되는 가중치 값들이 기호일람표 D에 있는 차등 벡터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α는 상기 <수학식 10>과 <수학식 11>에 적용되어, 편차 벡터와 정규화 가중치 벡터의 계산에 사용되는

계수이다.

상기 도 9의 901과 921에서 설정되는 값들은 기지국과 단말기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대한 가중치가 계산되면서 기지국과 단말기에서 계산된 값이 서로 오차가 생기므로, 시스템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도 9의 911과 912는 기지국 안테나 1과 2를 통해서 전송되는 단말기로의 하향채널이다. 상기 하향채널에는 기지국내의

단말기들 각각에 대한 전용채널들과 기지국내에 있는 단말기들 전체에게 전송되는 공통채널이 들어있다.

상기 도9의 922는 기지국에서 전송한 하향채널을 수신한 단말기가 하향채널중에서 P_CPICH 와 S_CPICH를 사용하여 기

지국에서 단말기까지의 채널을 추정한 후, 채널추정행렬 H를 설정한다. 상기 P_CPICH는 기지국의 안테나 1을 통해서 전

송되며, S_CPICH는 기지국의 안테나 2를 통해서 전송된다. 상기 각각 다른 안테나를 통해서 전송되는 P_CPICH와 S_

CPICH는 단말기가 각각의 안테나들에게서 단말기로의 하향 채널 환경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도 9의 923에서 단말기는 922에서 계산된 채널 추정 행렬 H와 <수학식 10>을 이용하여 계산된 편차 벡터 d10,d20의 인

덱스를 상기 도9의 913 UL_DPCCH를 통해서 전송한다. 상기 편차 벡터 d10,d20의 인덱스는, 상기 UL_DPCCH중 궤환정

보의 전송을 위한 FBI 필드중에 폐루프 전송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위해 할당된 D 필드를 통해서 전송된다.

상기 도 9의 902는 기지국의 동작으로서 단말기가 UL_DPCCH로 전송한 벡터 d10,d20의 인덱스값을 <수학식 11>에 적

용하여 가중치의 초기치 e1[0],e2[0] 를 e1[1],e2[1] 로 갱신한다. 상기 도9의 903은 갱신한 정규화 가중치 e1[1],e2

[1] 값을 <수학식12>에 적용하여 계산한 가중치를 하향 전용 채널에 적용하여, 다른 하향 채널들과 같이 안테나 1,2를 통

하여 단말기로 전송한다. 도9의 914와 915는 기지국의 안테나 1,2를 통해서 단말기로 전송되는 하향채널로서 가중치가

적용된 하향 전용 채널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도 9의 925는 단말기의 동작으로서 가중치의 갱신과정을 반복한다. 상기 925에서 단말기는 914와 915를 통해서 전

송된 P_CPICH와 S_CPICH를 사용하여 922,923,924의 동작을 반복한다.

도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단말기 수신단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도1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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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0의 1001은 단말기의 안테나로서 기지국에서 전송된 하향채널을 수신한다. 승산기(1002)는 기지국에서 하향채

널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크램블링 부호로 수신한 하향채널신호를 역스크램블 하여 이전의 원래 신호를 복원한다.

상기 승상기(1003, 1005, 1007)는 상기 승산기(1002)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채널 부호를 곱하여 채널 역확산된 신호를 출

력한다. 상기 도10에는 공통채널에 대한 승산기는 도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상기 승산기(1003)는 기지국에서 P_

CPICH에 할당된 OVSF부호와 동일한 OVSF부호를 사용해서 승산기(1002)에서 출력된 하향채널신호와 승산하여 P_

CPICH을 복원한다. 상기 승산기(1005)는 기지국에서 S_CPICH에 할당된 OVSF부호와 동일한 OVSF부호를 사용해서 승

산기(1002)에서 출력된 하향채널신호와 승산하여 S_CPICH을 복원한다. 상기 승산기(1007)는 기지국에서 DPCH에 할당

된 OVSF부호와 동일한 OVSF부호를 사용해서 1002에서 출력된 하향채널신호와 승산하여 DPCH을 복원한다.

상기 승산기(1003)의 출력신호 P_CPICH는 채널 추정기(1004)로 입력되고, 상기 승산기(1005)의 출력신호 S_CPICH는

채널 추정기(1006)로 입력된다. 상기 승산기(1003)의 출력신호 P_CPICH는 기지국의 안테나 1(180)을 통해서 전송된 채

널로서, 안테나 1(180)에서 가입자장치로의 하향 채널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기 승산기(1005)의 출력신호 S_

CPICH는 기지국의 안테나 2(181)를 통해서 전송된 채널로서, 안테나 2(181)에서 가입자장치로의 하향 채널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기 채널 추정기(1004)는 상기 승산기(1003)에서 출력되는 P_CPICH로부터 차등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

기 위한 채널 추정 행렬을 구한다. 상기 채널 추정기(1006)는 상기 승산기(1005)에서 출력되는 S_CPICH로부터 차등가중

치 벡터를 계산하기 위한 채널 추정 행렬을 구한다. 가중치 계산기(1021)는 상기 채널 추정기(1004)와 (1005)에서 입력된

채널 추정 행렬 H와 기지국과 동일하게 갱신되는 정규화 가중치 벡터 e1[k],e2[k] 를 사용하여 차등 가중치 벡터를 계산

한 후, 상기 차등 가중치 벡터의 인덱스를 전송한다.

상기 궤환 정보(1023)는 차등 웨이터 벡터의 인덱스로서 상향 DPCCH의 FBI 필드 중에서 궤환 모드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위한 D 필드를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되고, 기지국은 상기 궤환 정보를 사용하여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갱신한 후, 각 안테

나의 신호 전력과 정규화 가중치 벡터를 승산하여 최적의 가중치 벡터를 생성하여 각 안테나에 적용한다.

상기 승산기(1007)의 출력 DPCH는 승산기(1009)와 채널 추정기(1008)로 입력된다. 상기 채널 추정기(1008)는 입력된

DPCH를 사용하여 채널을 추정하고, 그 결과의 켤레값을 승산기(1009)로 입력한다. 상기 도 10의 승산기(1009)는 승산기

(1007)의 DPCH와 채널 추정기(1008)에서 추정된 DPCH의 켤레값을 입력으로 받아 승산하여 원신호를 복원한다. 상기

승산기(1009)의 출력은 직/병렬 변환기에 입력되어 DPCH중에 데이터 채널인 DPDCH만이 직/병렬 변환기(1010)에서 출

력되어, 역인터리버(1011)로 입력된다. 상기 직/병렬변환기 1010에서 DPCH에서 DPCCH를 구성하는 TFCI, TPC등의 물

리 계층 제어 명령어들과 Pilot 비트들은 제어 기능과 채널 추정 기능을 위하여 추출된 후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상기 역인터리버(1011)에서는 입력된 DPDCH를 원래의 순서로 구성하는 과정을 수행한 후 복호기(1012)로 입력시킨다.

상기 도 10의 복호기(1012)는 채널 복호과정을 수행하여 기지국에서 채널 부호 과정을 거치기 전의 원래의 사용자 데이터

를 출력한다.

도 11은 상기 도 10의 가중치 계산기(1021)의 내부 구조도의 하나의 활용예이다. 상기 도 11의 1100은 도 10의 가중치 계

산기(1021)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11의 채널 추정 정보(1111)는 상기 도 10의 채널 추정기(1004), 채널 추정기

(1006)로부터 도 11의 가중치 계산기(1100)로 전송되는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1(180), 2(181)와 단말기의 안테나 사이의

신호 전송 채널 환경에 대한 정보이다. 상기 도 11의 가중치 계산기(1100)로 입력된 채널 추정 정보(1111)는 채널 추정 정

보 저장기(1101)에 저장되어 적응 가중치 선택기(1102)와 고정 가중치 선택기(1103)에서 사용된다.

상기 고정 가중치 선택기(1103)은 채널 추정 정보 저장기로부터 채널 추정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채널 정보를 사용하여

단말기에서 수신하는 기지국의 송신신호가 최대가 되는 고정 가중치를 선택한다. 상기 고정 가중치는 고정 가중치 저장기

(1104)에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고정 가중치는 8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인덱스 0,1,2,3,4,5,6,7을 가지고 있고, 상기

인덱스가 가르키는 내용은 상기 <표 2>와 같다. 상기 고정 가중치 선택기(1103)에서 선택된 고정 가중치는 인덱스 추출기

(1105)로 입력되어, 상기 고정 가중치 저장기(1104)에서 인덱스 추출기(1105)로 입력되는 고정 가중치와 비교되어, 상기

고정 가중치 선택기(1103)에서 선택된 고정 가중치가 가르키는 인덱스만 추출되어 기지국으로 전송된다. 상기 고정 가중

치의 인덱스는 주기 T마다 기지국과 가중치 저장기(1223)로 전송되며, 상기 주기 T는 기지국과 단말기의 하향 신호 전송

채널 환경에 의존한다. 상기와 같이 동작하는 고정 가중치 선택기(1103)와 고정 가중치 저장기(1105) 및 인덱스 추출기

(1105)는, 적응 가중치 선택기(1102)에 대응되는 고정 가중치 계산부(참조번호를 부여하지 않음)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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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기 T마다 고정 가중치의 인덱스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이유는 상기 도 7의 설명과 같다. 상기 가중치 저장기

(1123)로 전송된 고정 가중치의 인덱스는 가중치 저장기(1123)에서 저장하는 가중치의 값을 재설정하는데 사용된다. 상

기 재설정되는 가중치 값은 기지국과 단말기가 동일하다.

상기 도 11의 적응 가중치 선택기(1102)는 가중치 계산기(1121), 가중치 저장기(1123), 기호일람표 D(1125), 인덱스 추

출기(1127)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가중치 계산기(1121)은 채널 추정 정보 저장기(1101)와 가중치 저장기(1123), 기호

일람표 D(1125)로부터 각각 채널 추정 정보, 가중치, 차등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상기 <수학식 10>을 계산하여, 최대값을

갖는 차등 벡터와 상기 차등 벡터를 사용하여 <수학식 11>을 계산하여 최적의 정규화 가중치를 계산한다.

상기 가중치 저장기(1123)은 본 발명에서 제안한 가중치 계산을 위해서, 상기 가중치 계산기(1121)에서 계산된 정규화 가

중치를 저장하고, 상기 정규화 가중치가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1(180)과 2(181)에 사용된 후에는 상기 정규화 가중치를

가중치 계산기(1121)로 전송하여, 가중치 계산기(1121)가 최대값을 갖는 차등 벡터와 상기 차등 벡터를 이용한 최적의 정

규화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가중치 저장기(1123)는 주기 T마다 인덱스 추출기(1105)의 출력인 고정 가중

치 인덱스의 값을 입력 받아, 고정 가중치의 인덱스가 가르키는 값으로 가중치 저장기(1123)에서 저장하는 가중치의 값을

재설정한다. 상기 재설정하는 이유는 상기 도 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인 가중치의 적응 전송과 인덱스 전송을 위

해서 이다. 상기 재설정된 가중치는 기지국과 단말기가 같은 값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같은 값으로 설정되지 않을 시에는

적응 가중치를 계산하는데 계산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상기 도 11의 기호일람표 D(1125)는 상기 <표 3>에서 도시되어 있는 기호일람표 D에 저장되어 있는 차등 벡터들을 저장

해놓은 장치이다. 도 11에서 상기 기호 일람표 D는 8개의 차등 벡터로 구성되었다. 상기 기호일람표 D(1125)는 가중치 계

산기(1121)로 차등 벡터를 전송하여, 가중치 계산기(1121)가 최대값을 갖는 차등 벡터와 최적의 정규화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인덱스 추출기(1127)로 차등 벡터를 전송하여, 상기 가중치 계산기(1121)에서 계산된 차등 벡터의 인

덱스가 얼마인지 추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기 도 11의 인덱스 추출기(1127)에서 새로 추출된 인덱스는 주기 T 동안 N회 만큼 기지국으로 전송되며, 상기 N은 기

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하향 신호 전송 채널 환경에 의존하는 값이다. 상기 N에 대한 설명은 도 7의 설명과 같다.

상기 도 11의 스위치(1106)와 (1107)은 주기 T마다 인덱스 추출기(1105)로 입력되어, 스위치(1106)는 인덱스 추출기

(1105)에서 출력된 고정 가중치 인덱스를 기지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스위치(1107)는 인덱스 추출기(1105)에서

출력된 고정 가중치 인덱스를 가중치 저장기(1123)로 전송하여, 가중치 저장기(1123)에서 저장하고 있는 가중치를 재설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도 11의 궤환정보(1113)는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정보로서, 차등 벡터의 인덱스 혹은 고정 가중치의 인덱

스를 전송한다. 상기 고정 가중치의 인덱스는 주기 T마다 기지국으로 전송되며, 상기 차등 벡터의 인덱스는 주기 T동안 N

회 전송된다. 즉, 차등벡터의 인덱스가 N회 전송된 후 상기 고정 가중치의 인덱스로 초기화된다. 상기 T와 N은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하향 신호 전송 채널 환경에 의해 설정되는 값이다.

도 12는 상기 도 11 단말기의 가중치 계산기(1100)에서 계산되어 기지국으로 전송된 궤환 정보를 사용하여 기지국의 각

송신 안테나에 사용할 가중치를 계산하는 기지국의 가중치 계산기의 내부구조도의 하나의 활용예이다. 본 발명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해 상기 도 12는 기지국의 송신 신호 안테나가 2개일 경우 가중치를 계산함을 가정하였다.

상기 도 12의 궤환 정보(1211)는 단말기의 UL_DPCCH의 FBI필드를 통해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정보로서, 고정 가중치

의 인덱스 혹은 차등 벡터의 인덱스이다. 상기 전송된 궤환 정보(1211)는 스위치(1201)로 입력된다. 상기 스위치(1201)는

주기 T마다 고정 가중치 선택기1203으로 연결되어 단말기에서 전송된 고정 가중치의 인덱스를 고정 가중치 선택기 1203

으로 입력시킨다. 상기 주기 T이외에는 적응 가중치 생성기 1202의 가중치 생성기 1221로 단말기에서 전송한 궤환정보

를 입력시킨다.

상기 도 12의 고정 가중치 선택기 1203은 스위치 1201에서 주기 T마다 입력되는 고정 가중치 인덱스를 참조하여, 고정

가중치 저장기 1204에 저장되어 있는 고정가중치를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1과 2의 가중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

T마다 적응 가중치 생성기 1202의 가중치 저장기 1223으로 전송하여, 상기 가중치 저장기 1223에서 저장하고 있는 가중

치를 재설정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동작하는 고정 가중치 선택기 1203과 고정 가중치 저장기 1204는, 적응

가중치 생성기에 대응하는 고정 가중치 생성부(참조번호를 부여하지 않음)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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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2의 적응 가중치 생성기 1202는 스위치 1201로부터 단말기에서 전송되어 오는 궤환 정보 1211을 입력으로 하

여 가중치 생성기 1221에서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1,2에 적용할 가중치를 생성시킨다. 상기 가중치 생성기 1221은 가중

치 저장기 1223에서 저장되어 있는 가중치와 궤환정보 1211이 가르키는 기호 일람표 D 1225내의 차등 벡터를 사용하여,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1,2에 사용할 가중치를 생성한다. 상기 가중치 생성기 1221에서 생성된 가중치는 스위치 1205로

입력된다.

상기 스위치 1205는 주기 T마다 고정 가중치 선택기 1203에서 선택된 고정 가중치 값을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들에 적용

할 가중치 값으로 출력시키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가중치 생성기 1221에서 출력되는 적응 가중치를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들에 적용할 가중치 값으로 출력시킨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채널 상태에 따라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에 사용되는 모든 안테나 각각에 가변되는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전의 가중치를 이용해 현재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적응형 가중치 계산을 수행하므로써 단말기는 기지국에서

송신한 실제 신호에 가까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송신 안테나 다이버시티 제어 장치를 가지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일반적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향링크 전용물리채널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일반적인 이동통신시스템의 전용물리채널의 프레임에서 피드백 정보 필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일반적인 이동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에서 궤한 시그널링 메시지의 파라미터들을 벡터로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궤한 시그널링 메시지의 파라미터들을 벡터로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3차원 공간에서의 궤한 시그널링 메시지의 파라미터들을 벡터로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가중치 전송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최적의 가중치 벡터 계산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과 단말과의 동작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의 하향 채널 수신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11은 상기 도10의 가중치 계산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 가중치 생성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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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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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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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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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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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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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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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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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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