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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미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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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9960701569

심사관 : 천대녕

전체 청구항 수 : 총 28 항

(54) 공유-채널 통신 시스템의 다중 사용자를 분리하는 방법 및장치

(57) 요약

공유-채널 통신 시스템에서, 특정 원격 단말기와 각각 연관된 2개 이상의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통신

장치, 예를 들면 기지국은 동일한 채널을 점유하고 제1 및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의하여 각각 송신되는 제1 및 제2 업

링크 신호의 송신 사이에 오프셋(예를 들면, 시간 및/또는 주파수 오프셋)을 발생시킨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오프셋은 상기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가 동일한 채널 내에 있도록 비교적 충분히 작지만, 상기 오프셋 따라 상기 통신 장

치가 상기 제1 업링크 신호가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되는 것을 식별하도록 비교적 충분히 크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시스템에서, 2개 이상 소스(sources)의, 한 채널을 동시에 점유하는 업링크 송신(uplink transmissions)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통신 장치가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 하여금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의하여 송신되는 제1 업링크 신호를 제2 원

격 사용자 단말기에 의하여 송신되는 제2 업링크 신호에 대한 오프셋(offset)만큼 조절하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 장치가 상기 오프셋에 따라 상기 제1 업링크 신호를 상기 제2 업링크 신호와 구별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는 동일한 채널을 점유하는 업링크 송신의 구별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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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 장치는 상기 오프셋을 발생시키도록 코드화된 메시지(coded message)를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 송신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업링크 송신의 구별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타이밍 신호(timing signal)의 상기 코드화된 메시지를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업링크 송신의 구별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적응성 어레이(adaptive array)를 포함하는 업링크 송신의 구별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가 상기 제1 업링크 신호 및 상기 제2 업링크 신호를 포함하는 복합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

상기 통신 장치가 상기 오프셋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 복합 신호의 비상관관계(uncorrelation)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 장치가 상기 비상관관계에 따라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되는 상기 제1 업링크 신호를 구별하도록

상기 복합 신호로부터 요구 신호(desired signal)를 추출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업링크 송신의 구별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가 상기 제1 업링크 신호 및 상기 제2 업링크 신호를 포함하는 복합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

상기 통신 장치가 상기 복합 신호의 상기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 각각의 상대적 송신 시간을 적어도 하나의 기준 시간

(reference time)과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 장치가 상기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 각각의 상기 상대적 송신 시간을 상기 기준 시간과 비교하는 상기 단계에

따라 상기 복합 신호로부터 요구 신호를 추출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업링크 송신의 구별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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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프셋은 상기 제1 업링크 신호와 상기 제2 업링크 신호 사이의 시간 지연(temporal delay)을 나타내는 업링크 송신

의 구별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프셋은 상기 제1 업링크 신호와 상기 제2 업링크 신호 사이의 주파수 오프셋(frequency offset)을 나타내는 업링

크 송신의 구별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상기 통신 장치에 의하여 송신되는 제1 다운링크 신호 및 제2 다운링크 신호 중 하나의 신호를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 및 상기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각각 조절함으로써 상기 오프셋을 발생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

는 업링크 송신의 구별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가 시분할 다중 접속 프로토콜(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protocol)에 따라 작동되고, 상기 제1 업링크

신호 및 제2 업링크 신호는 채널을 나타내는 타임 슬롯(time slot)에서 부분적으로 오버랩(overlap)되는 업링크 송신의 구

별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 각각이 특정 반송파 주파수 채널에 대하여 허용가능한 주파수 편차(deviation) 내에 있도록,

상기 제1 업링크 신호 및 상기 제2 업링크 신호는 통신용 특정 반송파 주파수 채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오버랩되는 업링

크 송신의 구별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가 상기 조절에 따라 상기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되어 있는 상기 제2 업링크 신호를 식별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업링크 송신의 구별 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지연은 적어도 하나의 부호에 해당하는 업링크 송신 분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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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는 적어도 1/2 이진법 숫자에 해당하는 업링크 송신 분리 장치.

청구항 15.

송신 채널을 동시에 점유하는 2개 이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업링크 송신을 구별하는 장치에 있어서,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 하여금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의하여 송신되는 제1 업링크 신호를 제2 원격 사용자 단

말기에 의하여 송신되는 제2 업링크 신호에 대한 오프셋(offset)만큼 조절하도록 하는 제1 수단, 및

상기 오프셋에 따라 상기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를 구별하는 제2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는 상기 송신 채널을 점유하는 업링크 송신 구별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수단은 상기 조절이 이루어지도록 코드화된 메시지를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송신되도록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업링크 송신 구별 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수단은 적응성 안테나 어레이를 포함하는 업링크 송신 구별 장치.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수단은 상기 제1 업링크 신호 및 상기 제2 업링크 신호를 포함하는 복합 신호를 처리하는 수단,

상기 복합 신호에서 상기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 각각의 상대적 송신 시간을 적어도 하나의 기준 시간(reference time)과

비교하는 수단, 및

상기 복합 신호의 상기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 각각의 상기 상대적 송신 시간을 상기 기준 시간과 비교하는 상기 단계에

따라 상기 복합 신호로부터 요구 신호를 추출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업링크 송신 구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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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오프셋은 상기 제1 업링크 신호와 상기 제2 업링크 신호 사이의 시간 지연을 나타내는 업링크 송신 구별 장치.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오프셋은 상기 제1 업링크 신호와 상기 제2 업링크 신호 사이의 주파수 오프셋을 나타내는 업링크 송신 구별 장치.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수단은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 및 상기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각각 연관되는 제1 다운링크 신호 및 제

2 다운링크 신호 중 하나의 신호를 조절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업링크 신호 상기 제2 업링크 신호는 상기 제1 및 제2 다운링크 신호 사이의 상대적 오프셋으로 작용하는 양만큼

오프셋되는 업링크 송신 구별 장치.

청구항 22.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시분할 다중 프로토콜에 따라 작동되고, 상기 제1 업링크 신호 및 제2 업링크 신호는 상기 채널을 나타내

는 타임 슬롯에서 부분적으로 오버랩되는 업링크 송신 구별 장치.

청구항 23.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 각각이 반송파 주파수 채널에 대하여 허용가능한 주파수 편차 내에 있도록, 상기 제1 업링크

신호 및 상기 제2 업링크 신호는 통신용 반송파 주파수 채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오버랩되는 업링크 송신 구별 장치.

청구항 24.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수단은 상기 오프셋에 따라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된 상기 제1 업링크 신호를 식별하는 수단을 추

가로 포함하는 업링크 송신 구별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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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간 지연은 적어도 하나의 부호에 해당하는 업링크 송신 분리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는 적어도 1/2 이진법 숫자에 해당하는 업링크 송신 분리 장치.

청구항 27.

공간 송신 채널(spatial transmission channels)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공간 송신 채널을 사용하는 2개 이상

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업링크 송신을 구별하는 방법으로서,

기지국(base station)이 제1 및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제1 업링크 송신 및 제2 업링크 송신 사이의 오프셋을 각각 발

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이 상기 오프셋에 따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상기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업링크 송신 구별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오프셋은 수신되는 제1 다운링크 신호를 상기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의하여 수신되는 제2 다운링크 신호 송신에

대해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오프셋만큼 송신하는 기지국에 의하여 발생되는 업링크 송신 구별 방법.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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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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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동일한 채널을 점유하는 다중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되는 신

호를 분리 및/또는 구별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공유-채널 통신 시스템의 다중 사용자를 분리하는 방법 및 장치"로 표제를 붙인, 2000년 9월 29일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09/677,462의 연속이다.

배경기술

통신 시스템의 캐퍼시티(capacity)를 증가시키는데 한가지 발전은 자원 공유(resource sharing) 또는 다중 접속(multiple

access)의 영역에서 있었다. 다중 접속 기술의 예들은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주파

수 분할 다중 접속(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및 시분할 다중 접속(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TDMA 시스템에서, 각 원격 사용자 단말기(remote user terminals)는 다른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공유하는 주파수 패널로, 그러나 그 자신의[즉, 중첩되지 않은(non-overlapping)] 타임 슬롯(time slot)으로 허

브(hub) 통신 장치[예를 들면, 기지국(base station)]와 통신한다. 상기와 같이, TDMA 시스템에서, 다중 원격 사용자 단

말기는 동일한 주파수 채널(channel) 내에서, 그러나 중첩되지 않은 타임 슬롯 내에서 허브 통신 장치와 통신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채널"은 주파수, 타임, 코드 채널과 같은, 통용 통신 채널의 어느 하나 또는 조합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네트워크는 동일한 채널을 재사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를 서비스하는 지

역에 걸쳐서 분배되는 다수의 허브(hub) 통신 장치를 포함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음성 및/또는 데이터 셀방식의 통신 네트

워크에서, 동일한 채널은 간섭의 가능성이 예를 들면, 동일한 채널(들)을 점유하는 허브의 지리적인 분리 또는 지리적인 방

해 때문에 제한된다면 하나의 허브 통신 장치보다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널 재사용과 무선 통신 네트워크

에서 설비될 수 있는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캐퍼시티(capacity) 사이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있다.

안테나가 때때로 무선 시스템의 경시된 구성요소 중 하나 이었을지라도, (적응성) 안테나 어레이(arrays) 및 "스마트 안테

나(smart antennas)"의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의 발달은 지리적인 커패시티에서 상당한 개선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신

호-대-노이즈 비율(SNR; signal-to-noise ratio), 간섭(interference) 감소, 지향성(directionality), 공간 다양성(spatial

diversity), 출력 효율(power efficiency), 및 안전성(security)에서도 상당한 개선을 실현했다. 따라서, 안테나 어레이의

이용이 무선 통신 시스템, 텔레비젼 방송, 페이징 시스템(paging system), 의료 적용(medical application) 등을 포함하지

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다수의 다양한 무선 적용에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안테나 어레이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processors)에 접속되거나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다수의 안테나를 포

함한다. 적응성 안테나 어레이, 또는 단순히, 적응성 어레이는 하나 이상의 요구 신호[예를 들면, 이동 전화 또는 다른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같은, 요구 소스(source)로부터]와 하나 이상의 불필요한 신호[예를 들면, 동일한 주파수를 공유하는 다

른 허브의 사용자로부터 간섭, 채널에 중첩되는 다른 무선 주파수(RF) 방사로부터 간섭, 존슨 노이즈(Johnson noise), 다

경로(multipath), 다른 간섭 소스, 등]를 구별하기 위하여 어레이의 각 안테나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주기적으로 분석한

다. 적응성 어레이 시스템은 때때로 공간적으로 별개의 소스(spatially distinct source)(예를 들면, 다른 위치에서 2개의

이동형 사용자 유닛)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한 시스템은 때때로 "공간 처리(spatial processing)" 또는 "공간 분할

다중 접속(SDMA)"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적응성 어레이 시스템은 단일 안테나 소자 시스템에 비하여 비교적 상당한 성능

의 개선을 제공한다.

도 1(a)는 종래 기술에 따른, 안테나 어레이 시스템의 단순화된 방사 패턴(radiation pattern)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1(a)에 도시된 시스템에서, 안테나 어레이(10)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원격 사용자 단말기[예를 들면, 이동식 음성

(voice) 및/또는 통신 장치, 무선 성능을 갖는 PDA, 등]와 같은, 요구 소스(12)로부터 (업링크) 신호를 수신하고, 및/또는

(다운링크) 신호를 송신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안테나 어레이(10)용 송신 및/또는 수신 지향 게인(gain) 패턴(2차원으로

만 도시됨)을 나타내는, 빔형 패턴(8)은 비교적 최소 게인의 영역 또는 "널(null)" 영역(2) 및 비교적 최소 게인의 다른 영역

또는 널(4)뿐만 아니라 향상된 게인의 영역(6)을 포함한다.

널 영역(2, 4)은 적응성 안테나 어레이 및 "스마트 안테나" 처리의 장점 중 하나를 나타낸다. 특히, 상기 널(2, 4) 각각은 안

테나 어레이(10)의 빔형 패턴에 대하여 비교적 최소 게인의 영역 또는 방향을 나타낸다. 상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상기 안

테나 어레이(10)는 간섭 소스의 방향으로 널을 지향한다. 이 때문에, 상기 널(2)은 간섭 소스(14)를 향하게 되지만, 상기 널

(4)은 간섭 소스(16)를 향하게 된다. 간섭 소스(14, 16) 각각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안테나 어레이(10) 또는 다른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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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예를 들면, 안테나 어레이를 포함할 수 있고 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기지국)와 통신하는, 이동하는 차, 다른 이동

식 또는 고정식 원격 사용자 단말기를 나타낼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널 발생은 간섭 완화(interference mitigation)로서 판

단될 수 있고, 각 "널 영역"은 간섭 완화 영역으로 불려질 수 있다.

요구 소스의 방향에서 게인을 향상하지만, 하나 이상의 간섭 소스의 방향에서 게인을 감소(및 이상적으로 제로로 감소시

킴)시킴으로써, 상기 안테나 어레이(10)는 신호를 "지향적으로" 수신하고 송신할 수 있고, 상기와 같이, 시스템 캐퍼시티를

증가시킬 수 있고, 요구 소스(들) 등에 간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1(b)는 도 1(a)에 도시된 안테나 어레이(10)용 빔형 패턴의 도표이다. 도 1(b)에서, 상기 안테나 어레이(10)의 송신(다

운링크) 및 수신(업링크) 게인의 레벨은 수직축에 도시되고 (공간)방향은 수평축에 도시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널 영역

(2)에 대응하는 간섭 소스(14), 또는 널 영역(4)에 대응하는 간섭 소스(16)를 향하는 것 보다, 증대된 게인 영역에 대응하

는 요구 소스(12)의 방향에서 비교적 더 높은 게인이 있다.

널은 증대된 영역(6)보다 일반적으로 더 작을 지라도, 종종 게인의 상당한 레벨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성 안테나

어레이의 설명에 사용되는 용어 "널"은 반드시 제로 전자기 에너지의 영역을 의미하지 않고, 종종 제로 전자기 에너지의 영

역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적응성 어레이를 사용하는 통신 장치는 제로 게인을 갖는 널을

간섭 소스를 향하게 한다. 또한, 널의 게인 값이 제로에 가까운면 가까울수록, 더 강한 또는 "심층의(deep)" "널"로 된다. 따

라서, 안테나 어레이 또는 적응성 어레이 시스템이 발생할 수 있는 "널링(nulling)의 양"은 널의 수 및 상기 널의 세기

(intensity) 중 하나 또는 양자로 규정될 수 있어, 널링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된 널의 수가 더 크게 되고 및/또는 하

나 이상의 널이 더 강하게/심층으로 된다.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상기 널(4)이 더 작은 게인(및 더 큰 널

링 세기)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기 널(2)은 상기 널(4)보다 강하지 않다.

통신 시스템 또는 다중 접속 기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지국 또는 그 일부와 같은, "허브" 통신 장치는 일반적으로 (1)일정

한 채널에 수신되는 모든 신호로부터 요구 신호를 충분히 재생시킬 수 있고, (2)각 요구 신호의 소스의 식별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개 이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가 동일한 재사용 채널로 그 대응하는 허브와 통신하고 있을 때, 허브로서

각각 작용하는 다수의 기지국을 포함하는 셀방식의 통신 시스템에서, 각 셀방식 기지국은 특정 "요구" 원격 사용자 단말기

와 연관되는 각 신호 또는 신호 세트에 대하여 (1) 및 (2) 단계를 실시할 수 있지만, 간섭 소스와 연관되는 신호(들)를 버린

다.

공간 처리 시스템에서, 상기 허브 통신 장치는 "공간 채널(spatial channels)"을 설비한 기지국의 일부 일 수 있고, 2개 이

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는 종종 동일한 주파수 및 상기 허브 장치와 송신 및/또는 수신을 위한 타임 슬롯을 공유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는 동시에 "요구" 소스일 수 있고, 동일한 채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직 허브

통신 장치에 의하여 비교적 구별할 수 없다. 공간 처리-가능한 허브 통신 장치가 임의의 경우에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송

신을 구별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경우에(예를 들면, 2개의 소스가 동일한 공간 또는 시공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2개 이

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부터의 송신은 부적절하게 구별될 수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동일한 채널을 동시에 점유하는 2개 이상의 무선 통신 장치(예를 들면,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부터의

신호를 분리 및/또는 구별하는 방법 및 장치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공유-채널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특정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각각 연관되는, 2개 이상의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통신 장치, 예를 들면, 기지국은 동일한 채널을 동시에 점유하고 제1 및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각각 송신되

는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의 송신 사이에 오프셋(예를 들면, 타임 및/또는 주파수 오프셋)을 발생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오프셋은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가 동일한 채널 내에 남아 있도록 비교적 충분히 작지만, 상기 오프셋

에 따라, 상기 제1 업링크 신호가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되는 것을 상기 통신 장치가 식별할 수 있도록 비교

적 충분히 크다.

실시예

본 발명은 공유-채널 통신 시스템에서 2개 이상의 소스로부터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동일한 반송파 주파수(carrier frequency) 및 동일한 타임 슬롯(time slot)을 공유하는 2개 이상의 소스로부터 업링크 신

호의 상대적 도착 시간은 기지국과 같은 허브 통신 장치가 요구 소스와 연관되는 신호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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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부터 복합 업링크 신호를 처리할 때, 비요구(undesired) 신호(들)가 서로 연관이 없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효

(invalid)"로 되도록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동일한 채널을 공유하는 2개 이상의 소스로부터 업링크 신호의 상대적 반송파

주파수는 허브 통신 장치가 특정 반송파 주파수로 "요구" 신호를 추출하도록 2개 이상의 소스로부터 복합 업링크 신호를

처리할 때, 다른 반송파 주파수를 갖는 비요구 신호(들)가 서로 연관이 없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되도록 된다.

본 발명은 다중 원격 사용자 단말기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채널을 공유할 수 있고, 상기 각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신호가 통신 장치(예를 들면, 적응성 어레이 기지국)의 다중 수신 안테나에서 측정되는 그 공간 특성에 의하여 비교적 독특

하게 될 수 있는, 공간 채널 시스템에서 특히 유용하다. 상기한 시스템에서, 본 발명은 2개 이상의 소스를 구분하기 위하여

안테나 어레이 통신 장치(예를 들면, 기지국)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물론 TDMA, CDMA,

및/또는 FDMA 통신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한 기지국이 하나의 또는 다중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처리할 수 있고, 일

반적으로 상기 기지국은 네트워크[예를 들면,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PSTN), 인터넷, 및/또는 다른 음성 및/또는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점에서, "기지국(base station)"은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다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임의의 한 타입

의 무선 통신 시스템 또는 장치에 한정되지 않지만, 다중 송신 장치가 주파수, 코드, 및/또는 타임 채널을 공유하는 여러 가

지 무선 응용의 사용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적응성 어레이를 포함하는 기지국을 참조하여 설명될지라

도, 하나 이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가 안테나 어레이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가 하나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의하여 적어도 일부분, 더 구체화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동일한 채널을 동시에 점유하는 원격 사용자 단말기를 분리하는 장치 및 공간 채널을

사용하는 적응성 어레이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일 실시예에서, 기지국의 일부 일 수 있는 시스템(20)은

다수의 안테나 소자를 차례로 포함하는 안테나 어레이(22)를 포함한다. 상기 안테나 어레이(22)는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다운링크 신호를 송신하고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업링크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물론, 상기 시스템(20)은

수개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통신할 수 있고, 상기와 같이, 원격 사용자 단말기 또는 다른 신호 소스와 연관된 다수의 신

호 각각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스템(20)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수개의 기지국 각각에서 사용될 수 있고, 각 기

지국은 주어진 지리적인 영역 내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 유닛과 통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세트의 채널을 사용한다. 상기한

원격 사용자 단말기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일 수 있고, 상기 시스템(20)과 음성 및/또는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안테나 어레이(22)의 각 안테나 소자는 출력 증폭기(PA; power amplifier) 및 저-노이즈

증폭기(LAN; low-noise amplifier)(24)에 접속된다. 각 안테나 소자의 상기 PA/LAN(24)은 수신된(업링크) 및/또는 송신

된(다운링크) 신호를 증폭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PA/LAN(24)은 하향 변환기(down-converter)(26) 및 상향 변환기

(up-converter)(28)에 접속된다. 상기 하향 변환기(26)는 반송파 주파수로 상기 안테나 어레이(22)에 의하여 수신되는 "

원시(raw)" 신호를 기본대역 프로세서[또한 모뎀 보드(modem board)로 나타냄](30)로 제공되는 수신(Rx) 기본대역

(baseband) 주파수로 변환한다. 상기 상향 변환기(28)는 반대로, 기본대역 프로세서(30)에 의하여 제공되는 송신(Tx) 기

본대역 신호를 송신될(예를 들면,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 PA/LAN(24)에 제공되는, 반송파 주파수 송신 신호로 변환한다.

도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날로그 대 디지털 변환(ADC; analog-to-digital conversion) 회로가 아날로그 Rx 기본대역 신

호를 디지털 Rx 기본대역 신호로 그리고 디지털 Tx 기본대역 신호를 아날로그 Tx 기본대역 신호를 각각 변환하기 위하

여, 하향 변환기(26)와 기본대역 프로세서(30) 사이 및 유사하게 상향 변환기(28)와 기본대역 프로세서(30) 사이에 각각

접속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기본대역 프로세서(30)는 수신된(업링크) 그리고 송신된(다운링크) 신호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드

웨어[예를 들면, 회로(circuitry)] 및/또는 소프트웨어[예를 들면, 데이터 저장 매체/장치의 기계-실행가능한 코드/인스트

럭션(instructions)]를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기본대역 프로세서(30)는 수신된 신호를

여과하기 위하여[예를 들면, 상기 시스템(20)과 통신하는 2개 이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업링크 신호 사이의 간섭을 줄

이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협대역 필터(narrow-band filter)(36)를 포함한다. 상기 협대역 필터(36)로부터의 필터링된

신호는 차례로, 공간 프로세서(38)에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공간 프로세서(spatial processor)(38)는 공간 또는 시공의(spatio-temporal) 처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범용 및/또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이, 하나 이상의 다운링크 신호의 시공의 특성(들)

에 따라, 상기 공간 프로세서(38)는 공간적으로 선택식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일 실시예에서, 2개 이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는 동일한 반송파 주파수를 동시에 점유할 수 있지

만 그들의 고유 공간 또는 시공의 특성(들)에 따른 상기 시스템(20)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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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공간 프로세서(38)의 그와(또는 다른 기지국 또는 다른 수신기) 통신하는 2개 이상의 원

격 사용자 단말기를 구별하는 능력은 상기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송신 사이에 오프셋(예를 들면, 타임 및/또는 주파수 오프

셋)을 발생하는 상기 시스템(20)에 의하여 더욱 증대된다.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오프셋은 적어도 2개의 원격 사용자 단

말기 중 하나에 의하여 각각 송신되는 (업링크) 신호가 일정한 시간에서, 동일한 채널을 점유-즉, 일정한 채널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게- 하지만, 상기 공간 프로세서(38)는 상기 업링크 신호가 2개 이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를 구별할 수 있도

록 서로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오프셋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또한 상기 공간 프로세서(38)는 이 공간 프로세서(38)로부터 "추출된" 신호(들)를 수신하는, 복

조기(demodulator) 및 에러 제어 유닛(40)에 접속되고, 상기 추출된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유닛(40)은 에러 교정을 실시

하고, 패킷 오버헤드(packet overhead)를 제공하고, 및/또는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32)에 디지털 데이터의 형식으로 업

링크 정보를 출력하기 전에 다른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상기 시스템(20)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또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32)는 상기 시스템(20)과 외

부 네트워크(34) 사이에 정보의 전송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면, 원격 사용자 단말기는 휴대형 전화, 2개의 호출기

(pager), 또는 사용자가 원격지에서 배선 전화 사용자와 통신하는 다른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interface) 프로세서(32)는 원격 사용자 단말기(들)와 상기 네트워크(34) 사이에 신호 발송을 용이하게 하는 처

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기 네트워트(34)는 이 예에서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PSTN), 인터넷, 및/또는 다른 음성 및/또

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유사하게, 상기 원격 사용자 단말기는 웹-브라우저(Web-browser)와 함께, 컴퓨팅

장치(computing device)(예를 들면, 휴대용 디지털 어시스턴트(assistant), 랩톱(laptop)/노트북 컴퓨터, 컴퓨팅 휴대형

전화 핸드세트(handset)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기 네트워크(34)는 인터넷을 나타낼 수 있고 상기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프로세서는 원격 사용자 단말기[상기 시스템(20)을 통하여]와 하나 이상의 서버(servers) 또는 상기 인터넷에 접

속되는 다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음성 및/또는 데이터[예들 들면, 비디

오, 오디오, 그래픽, 텍스트(text) 등]는 상기 시스템(20)[및 상기 시스템(20)과 통신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과 외부 네트워크(34) 사이로 전송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유-채널 통신 시스템의 사용자를 분리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용어 "공유 채널

(spatial channel)"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채널을 점유하는 신호(예를 들면, 2개 이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업링크

송신 또는 2개 이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 다운링크 송신)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TDMA 채널에서, 이론적으로 특정 원

격 사용자 단말기의 신호가 기지국에 의하여 수신되는 정확한 시간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원격 사용자 단말기가 기지국

에 도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범위-즉, 허용가능한 채널 허용오차, 및 이 경우에, 타임 채널 허용오차(tmie

channel tolerance)-가 있다. 시스템에 허용가능한 채널 허용오차를 제공하는 한가지 이유는 예를 들면, 상기 기지국에 대

한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변화하는 거리 때문에, 신호가 기지국에서 수신될 수 있는 변화하는 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다. 일 실시예와 함께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2개 이상의 신호가 허용가능한 채널 허용오차 내에 여전히 있지만, 서로

구별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동일한 채널을 점유하는 2개 이상의 신호를 오프셋하기 위하여 허용가능한 시간, 주파수, 코드

또는 시스템의 다른 채널 허용오차를 이용한다.

블록(50)에서, 기지국(BS)는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된 제1 업링크 신호와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된 제2

업링크 신호 사이에서 오프셋을 발생시키게 하는 다운링크 신호를 송신하다. 예를 들면, 제1 및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통신 장치[예를 들면, 셀방식의 전화, 무선 통신 성능을 갖는 랩톱(laptop) 컴퓨터, 무선 통신 성능을

갖는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포함할 수 있다. 설명된 실시예에서, 제1 및 제2 원

격 사용자 단말기는 동일한 주파수 또는 거의 동일한 주파수로 작동하며 또한 송신/수신을 위하여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

한 타임 슬롯을 공유한다. 이와 같이, 상기 제1 및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 및 제1 및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신

호가 주파수에서 그리고 시간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오브랩(overlap)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기지국은 공간 처리를 할

수 있고, 제1 및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 각각은 특정 공간 채널을 점유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

간 처리 시스템의 일 예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여기에서 참고로 여기에 통합되는, "공간 분할 다중 접속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표제를 붙힌 미국 특허 번호 5,515,378호에 설명되어 있다.

블록(52)에서,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는 제1 업링크 신호가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의하여 BS로 송신되는 제2 업링크

신호에 대하여 오프셋되도록 상기 BS에 제1 업링크 신호를 송신한다. 일 실시예에서,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는 이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 중 하나가, 일정한 채널(예를 들면, 일정한 주파수 또는 타임 슬롯)의 허용오차로 부분적으로 오버랩되고

동시에 남아 있을지라도, 서로 지연되도록 시간에서 서로에 대하여 오프셋된다. 일 실시예에서,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 각

각이, 버스트(burst)가 길이에서 다수의 비트(bits)를 연결할 수 있는(예를 들면, 일 실시예에서 100개 이상의 비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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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버스터(burst)를 나타내고, 상기 제1 업링크 신호는 제2 업링크 신호에 대하여 1/2 비트 타임 오프셋으로 상기 BS에

의하여 수신될 수 있다. 본 발명이 사용되는 일정한 시스템에서 채널(들)의 허용오차에 따라, 상기 오프셋은 1/2 비트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을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제1 업링크 신호가 상기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 송신되는 제2 업링크 신호보다 약간 다른 반송

파 주파수로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의하여 상기 BS로 송신되도록, 상기 오프셋은 주파수 시프트(freqyency

shift)를 나타낸다.

블록(54)에서, 상기 BS는 서로에 대하여 오프셋되는, 제1 및 제2 업링크 신호를 수신한다.

블록(56)에서, 상기 오프셋에 따라, 상기 BS는 상기 제1 업링크 신호와 제2 업링크 신호를 구별하고 상기 제1 업링크 신호

가 상기 제1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되는 것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또한 상기 오프셋에 따라, 상기 BS

는 상기 제2 업링크 신호가 상기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되는 것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상기 BS는 송신 및 수신을

위한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한[상기 제1 및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의하여 상기 BS로 송신되는 제1 데이터 스트림

(streams)과 제2 데이터 스트림 사이에서 1/2 비트 타입 오프셋과 같이, 오프셋의 정도 및 타입에 따라] 주파수 채널 및

타임 슬롯을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신호의 소스를 식별한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된 방법은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채널 및 타임 슬롯으로 작동하는 다수 종류의 무선 통신 시스템으

로 실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공간 채널을 지원하는 퍼스널 핸디폰 시스템(PHS; Personal

Handyphone System)의 실시로 구체화된다.

현재의 PHS 시스템에서, 순수한 반송파 주파수는 부호의 흐름[부호 타임(symbol time)으로 불리는, 각 스패닝

(spanning) 5.2 마이크로초(microsecond)]을 포함하는 신호로 변조되는 90도(quadrature) 위상이고, 복합 공간

(complex space)의 4개의 4분원(quadrants) 중 하나에 위치되도록 변조되는 상기 신호의 위상은 2개의 비트로 표시된

다. 따라서, 데이터율(data rate)은 394 kbps이다. 상기 신호는 버스트 길이의 각 단부에서 또한 "가드 타임(guard time)"

인, 120개 부호의 625 마이크로초 버스트로서 발생한다. 이 625 마이크로초 버스트는 상당히 큰 20 밀리세컨드 프레임

(millisecond frame)에서 식별 시간(discreet time)에서만 발생한다.

버스트의 120개 부호 중에서, 72개 부호는 상기 버스트의 144-비트 데이터 페이로드(data payload)를 실질적으로 전송하

지만, 다른 부호들은 다른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나머지 비-페이로드 48개 부호 중에서, 일부는 상기 버스트의 단부를

버퍼링하는 "가드(guard)" 및 "램프(ramp)", 복조를 돕는 비트의 여러 가지 고정 패턴, 및 상기 데이터 페이로드로부터 계

산되고, 이 데이터 페이로드에 부가되는 16-비트 체크합(checksum)으로서 작용한다.

상기 버스트가 송신(예를 들면,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BS로)되기 전에, 상기 데이터 페이로드 및 체크합을 구성하는

160-비트 부분은 각 BS에 고유 패턴에 따라 스크램블된다(scrambled). 기직국(BS)에 의하여 상기 버스트의 수신시, 160

비트 부분은 적절한 키(key)로 해독되고, 상기 체크합은 상기 데이터 페이로드에 부가된 것과 비교되고 재계산된다. 상기

BS에 의하여 재계산된 체크합이 상기 데이터 페이로드에 부가된 체크합과 매치(match)되면, 상기 버스트는 "양호(good)"

로 간주된다. 이에 반하여, 비-매칭(non-matching) 체크합은 그 의도된 목적지가 다른 BS인, "불량(bad)" 버스트를 나타

낼 것이다. 이와 같이, BS은 체크합이 매치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적당한 패턴(특정 BS의 키에 의하여 지시되

는)을 갖는 상기 버스트를 해독할려고 함으로써, 다른 기지국을 위한 버스트를 버릴 수 있다.

상기 PHS 시스템이 공간 채널을 사용하여 실행된다면, 또한 BS에 의하여 수신되고 상기 제1 및 제2 원격 사용자 단말기

로부터 BS로 (의도적으로) 송신되는 제1 및 제2 버스트는, 양 버스트에 대한 체크합이 매치될 것이기 때문에, 각각, 구별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2개의 버스트는 상기 BS가 상기 버스트의 도착 시간을 다르게(즉, 서로

시간의 오프셋이 있는) 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기 BS에 의하여 구별된다. 예를 들면, 일 실시예에서, 상기 오프셋은 존속기

간 동안 적어도 1/2비트와 같다.

업링크 신호가 서로 대하여 오프셋을 발생시키게 함으로서, 그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의하여 송신되는 버스트를 다른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의하여 송신되는 하나 이상의 버스트와 구별하기 위하여, 상기 BS는 그 버스트가 지연된 원격 사용자 단

말기에 적합한 동일한 지연 오프셋과 매칭되는 체크합 및 해독(unscrambling)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체크합 비교 작동이

성공하면(즉, 매치 또는 "양호" 버스트가 발견되면), 관심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 또는 그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버스트는

다른 버스트(들)와 식별되고 분리된다. 이에 반하여, 체크합 작동이 실패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체크합 작동이

성공할 때까지, 특정 사용자에 각각 대응하는, 다른 시간 지연 오프셋과 체크합 비교 및 해독을 반복하는데, 이 경우 관심

의 요구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되는 버스트가 식별된다. 이와 같이, 임의 수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신호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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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상기 BS가 특정 업링크 신호(및/도는 다른 업링크 신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계 오프셋에 따라 그 대응하

는 원격 사용자 단말기 및 각 업링크 신호를 식별하도록, 상기 BS에 의하여 서로에 대하여 지연되는 그들의 업링크 송신을

가질 수 있다.

공간 채널을 지원하는 PHS 시스템에서 구체화되는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BS는 관심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된 것

과 일치하는 도착 시간에 수신된 버스트에서, 비트의 고정 패턴- 즉, 재계산된 체크합-의 존재를 체크한다. 또한, 상기 BS

는 상기 버스트와 연관된 소스, 또한 각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된 알려진 지연 오프셋 각각에서 특정 패턴을 발견하도

록 시도함으로써 버스트 식별자(BID; birst identifier)로 불리는, 소스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BS는 하나 또는

다수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를 각각 그들의 송신을 각각 지연시키도록 하고, 상기 BS는 하나 또는 수개의 원격 사용자 단말

기의 송신 각각에 할당되는 상대적 지연 오프셋의 기록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 실시예에서 가정된다.

본 발명은 다중 원격 단말기가 동일한 채널을 공유하고 BS와 같은, 허브 통신 장치가 일반적으로 그 각 신호가 복합되는

다중 안테나를 구비하고 있는 공간 처리 시스템에 제한되지 않을 지라도, 이 공간 처리 시스템에 특히 유용하다. 이와 같

이, 본 발명은 각 신호에 대한 BID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주파수 및 타임 채널로 복합 신호를 "분리하고" 식별하는 방

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다중 안테나(즉, 안테나 어레이)를 설비한 BS는 결과로서 발생되는 합성 신호가 다른

(비요구) 수신 신호(들)가 없는, 요구 단말기 사용자의 송신 신호와 가장 유사함을 갖는 방식으로 안테나로부터 상기 신호

를 복합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요구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되는 신호를 식별하기 위하여 안테나 어레이의 복합 신호의 "비

상관관계(uncorrelating)"는 상수 모듈러스 알고리즘(CMA; Constant Modulus Algorithm) 시스템에서 실행된다. 알려진

CMA 방법론에서, 상수 모듈러스의 신호에 수신 신호의 최소한-스퀘어 피트(least-squares fit)가 생성된다. 상기 PHS 시

스템에서, 예를 들면, 위상-변조 버스트는 버스트 신호를 부호 대 부호의 진폭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300kHz 와이드 채

널에 맞는 송신 전에 여과된다. 만약 상기 버스트가 "온 보드(on baud)"로 샘플되면, 상기 샘플은 진폭이 동일할 것이다. 이

에 반하여, 만약 상기 버스트가 본 발명이 일 실시예에 따른 타임 지연 오프셋에 의하여 발생되는 추출된 "오프 보드(off

baud)"(즉, 각 부호의 시간-센터에 있지 않는)라면, 그 크기는 샘플 대 샘플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서, 요구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업링크 신호(예를 들면, 버스트)에 대한 복합 신호 "온 보드"를 샘플링함으로써, 상기 BS는

다른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업링크 신호를 "오프 보드"로 샘플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상기 요구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

관되는 업링크 신호만이 상수 모듈러스 일 것이며, 따라서 구별되고 식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함

께, 상기 CMA 법은 상기 요구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업링크 신호를 최적으로 수렴시키고 다른 신호(예를 들면, 요구 원격

사용자와 동일한 채널을 공유하는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업링크 신호)를 버릴 것이다.

물론 본 발명은 상기 요구 신호에 대한 수렴/상호관계에 따라 비요구 신호를 "비상관관계"로 하는 다른 알고리즘과 함께 이

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수신된, 샘플된 신호가 복합 공간에서 구성되고 "이상적인" 배치와 비

교되는 "결정 지향(decision directed)" 알고리즘과 함께 사용되어, "온 보드" 샘플된 신호만이 이상적인 배치와 서로 연관

이 있으며, 따라서 다른 신호(들)는 버려질 수 있다.

본 발명은 BS 또는 다른 통신 장치가 원격 사용자 단말기를 다른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업링크 송신의 것에 비하여 그 업

링크 송신을 용이하게 오프셋되도록 다수의 실시예에서 여러가지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된다. 예를 들면, 듀

플렉스 시스템에서, BS 명시성(explicity)이 그 사용자 유닛의 송신과 다른 사용자 유닛의 송신 사이에 상대적 오프셋을 발

생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업링크 송신 타이밍을 조절하도록 지시하는 특정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다운링크 메시지를 송

신한다. 상기 PHS 시스템으로 실행되는 바와 같이, 원격 사용자 단말기가 BS로부터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다운링크 송신

의 타이밍에 따라 그 타이밍을 간단히 조절하는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BS는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 하여금 그 원격 사용자

단말기의 업링크 송신(의 소스)을 식별하도록 상기 BS에 의하여 사용될 요구 오프셋에 따라 송신 타이밍을 조절하도록 하

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원격 사용자 단말기에 그 다운링크 송신을 의도적으로 지연 또는 선행시킴으로써 상기 오프셋을 발

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동일한 주파수 채널을 공유하는 다중 원격 사용자에 (다운링크) 신호가 상기

BS에 의하여 송신되는, 공간 채널을 지원하는 PHS BS의 경우에, 상기 BS는 상기 신호를 복합하고 복합 신호를 송신하기

전에 다른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 지향하는 다른 다운링크 신호(들)에 대하여 각각 다운링크 신호(특정 원격 사용자 단말기

로 지향되는)를 독립적으로 지연시킨다.

본 발명은 동일한 채널을 공유하는 다중 사용자의 신호를 분리하도록 단일 기지국을 돕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

식된다. 예를 들면, 셀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본 발명의 네트워크-전체의 현상에서, 각 기지국은 그 원격

사용자 단말기가 여분의 오프셋을 갖는 그 채널 내에 송신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한 원격 사용자 단말기가 하나

이상의 주변 기지국에 대하여 간섭으로 작용할 때, 하나 이상의 주변 기지국은 상기 오프셋(들)에 따라 불필요한 신호를 식

별하고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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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원격 사용자 단말기가 동일한 물리 채널을 비교적 신속하게 점유하는 기지국으로 더 뒤

에 지향될 수 있도록, 기지국은 다른 별개의 채널을 점유하는 원격 사용자 단말기로 하여금 다른 타이밍으로 송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의 PHS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기지국으로 지향되는 것은 원격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타

이밍 변화에 응답하는 비교적 느린 타임-상수를 완화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된 공간 채널은 거의 즉시 확고하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은 다중 원격 사용자 단말기 사이에 상대적 타임 오프셋을 일으키는 상기 설명된 방법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사실, 본 발명은 시간 보다, 주파수, 다중 원격 사용자와 연관된 신호를 구별하기 위하여 상기 다중 원격 사

용자 단말기와 연관된 신호 사이의 오프셋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면에 도시되고 상기에서 설명된 각 구성요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 조합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 인

식될 것이다. 본 발명은 업링크 신호 송신 사이에 오프셋을 발생시키는 소프트웨어 모듈(module), 및 그 사이에서 발생되

는 상대적 오프셋에 따라 업링크 신호를 구분시키는 다른 소프트웨어 모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일 실시예에서, 소프트웨

어에서 배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상기한 소프트웨어 모듈은 범용 도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DSP) 또는 다른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회로와 같은 실행 회로로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수의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변경 및 수정이 다음의 청구범위로 가장 잘 이해되는 본 발명

의 사상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동일한 채널을 점유하는 다중 원격 사용자 단말기와 연관되는 신

호를 분리 및/또는 구별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안테나 어레이 시스템의 단순화된 빔형 패턴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동일한 채널을 동시에 점유하는 사용자를 분리하는 장치 및 공간 채널을 사용하는 적

응성 어레이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공유-채널 통신 시스템의 사용자를 분리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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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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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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