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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간섭 제어를 위해, 섹터 m은 이웃 섹터들 내의 단말기들로부터 관측된 간섭을 추정하고, 간섭 추정치를 획득한
다. 섹터 m은 간섭 추정치에 기초하여 무선(OTA) 다른-섹터 간섭(OSI) 보고 및/또는 섹터 간(IS) OSI 보고를
발생한다. 섹터 m은 상기 OTA OSI 보고를 이웃 섹터들 내의 단말기들에 브로드캐스트(broadcast)한다. 상기
단말기들은 OTA OSI 보고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을 조정할 수 있다. 섹터 m은 IS OSI 보고를 이웃 섹터들로 송
신하며, 이웃 섹터들로부터 IS OSI 보고를 수신하여 수신된 IS OSI 보고들에 기초하여 섹터 m 내의 단말기들에
대한 데이터 전송들을 조정한다. 섹터 m은 단말기들의 섹터 m에 대한 허가(admission)를 제어하고, 입장된 단
말기들을 할당 해제하고, 섹터 m 내의 단말기들을 이웃 섹터들로의 간섭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스케줄링하며,
및/또는 이웃 섹터들에 적은 간섭을 발생하는 섹터 m 내의 단말기들에 트래픽 채널들을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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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기지국에 의해 구현되는, 간섭 제어를 위한 방법으로서,
다른 기지국들에 의해 서빙되는(served) 단말들로부터의 전송들로 인해 상기 기지국에서 관찰되는 간섭의 추
정치를 나타내는 측정된 간섭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측정된 간섭에 기반하여 간섭 보고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다른 기지국들에 의해 서빙되는 단말들로 상기 간섭 보고를 브로드캐스트(broadcast)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간섭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보고는 상기 측정된 간섭이 간섭 임계치보다 크거나 작은지 여부를 표시하는, 간
섭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보고는 복수의 간섭 임계치들과 관련하여 상기 측정된 간섭을 전달하는, 간섭 제
어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간섭은 측정된 IoT(interference-over-thermal)인, 간섭 제어 방법.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간섭 보고들을 상기 기지국에 의해 서빙되는 단말들로
브로드캐스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간섭 제어 방법.
청구항 22
일 단말에 의해 구현되는, 간섭 제어를 위한 방법으로서,
이웃 기지국에 의해 브로드캐스트되는 간섭 보고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간섭 보고에 기반하여 상기 일 단말의 송신 전력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간섭 제어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복수의 이웃 기지국들로부터 복수의 간섭 보고들을 수신하는 단계; 및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을 식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은 상기 복수의 이웃 기지국들 중에서 최대 채널 이득 비(largest channel gain
ratio)를 갖고,
상기 일 단말의 송신 전력은 상기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으로부터의 상기 간섭 보고에만 기반하여 조절되는,
간섭 제어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복수의 이웃 기지국들로부터 복수의 간섭 보고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일 단말의 송신 전력은 다른-섹터 간섭 세트에 포함된 상기 이웃 기지국들로부터의 간섭 보고들에만 기
반하여 조절되고,
상기 다른-섹터 간섭 세트는 이웃 기지국들의 그룹이며, 상기 그룹의 각각의 멤버는 정의된 기준을 충족시키
는, 간섭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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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을 조절하는 단계는, 상기 다른-섹터 간섭 세트에 있는 임의의 이웃 기지국
이 높거나 과도한 간섭을 관찰하면, 상기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간섭 제어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을 조절하는 단계는:
상기 다른-섹터 간섭 세트에 있는 각각의 이웃 기지국에 대한 송신 전력 조절을 결정하는 단계; 및
전체 송신 전력 조절을 획득하기 위해 상기 다른-섹터 간섭 세트에 있는 모든 이웃 기지국들에 대한 송신 전
력 조절들을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간섭 제어 방법.
청구항 27
간섭 제어를 위해 구성된 기지국으로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와 전자 통신하고,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가능한 명령들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
기 명령들은,
다른 기지국들에 의해 서빙되는 단말들로부터의 전송들로 인해 상기 기지국에서 관찰되는 간섭의 추
정치를 나타내는 측정된 간섭을 획득하고,
상기 측정된 간섭에 기반하여 간섭 보고를 생성하며,
상기 다른 기지국들에 의해 서빙되는 단말들로 상기 간섭 보고를 브로드캐스트하도록 실행가능한, 기
지국.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보고는 상기 측정된 간섭이 간섭 임계치보다 크거나 작은지 여부를 표시하는, 기
지국.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보고는 복수의 간섭 임계치들과 관련하여 상기 측정된 간섭을 전달하는, 기지국.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간섭은 측정된 IoT인, 기지국.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또한 다른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간섭 보고들을 상기 기지국에 의해 서빙
되는 단말들로 브로드캐스트하도록 실행가능한, 기지국.
청구항 32
간섭 제어를 위해 구성된 단말로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와 전자 통신하고,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가능한 명령들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
기 명령들은,
이웃 기지국에 의해 브로드캐스트되는 간섭 보고를 수신하고,
상기 간섭 보고에 기반하여 상기 단말의 송신 전력을 조절하도록 실행가능한, 단말.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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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령들은 또한 복수의 이웃 기지국들로부터 복수의 간섭 보고들을 수신하고,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을
식별하도록 실행가능하며,
상기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은 상기 복수의 이웃 기지국들 중에서 최대 채널 이득 비를 갖고,
상기 단말의 송신 전력은 상기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으로부터의 간섭 보고에만 기반하여 조절되는, 단말.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또한 복수의 이웃 기지국들로부터 복수의 간섭 보고들을 수신하도록 실행가능하고,
상기 단말의 송신 전력은 다른-섹터 간섭 세트에 포함된 상기 이웃 기지국들로부터의 간섭 보고들에만 기반하
여 조절되고,
상기 다른-섹터 간섭 세트는 이웃 기지국들의 그룹이며, 상기 그룹의 각각의 멤버는 정의된 기준을 충족시키
는, 단말.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을 조절하는 것은, 상기 다른-섹터 간섭 세트에 있는 임의의 이웃 기지국이
높거나 과도한 간섭을 관찰하면, 상기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단말.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전력을 조절하는 것은:
상기 다른-섹터 간섭 세트에 있는 각각의 이웃 기지국에 대한 송신 전력 조절을 결정하고; 그리고
전체 송신 전력 조절을 획득하기 위해 상기 다른-섹터 간섭 세트에 있는 모든 이웃 기지국들에 대한 송신 전
력 조절들을 결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말.
청구항 37
간섭 제어를 위해 구성된 기지국으로서,
다른 기지국들에 의해 서빙되는 단말들로부터의 전송들로 인해 상기 기지국에서 관찰되는 간섭의 추정치를 나
타내는 측정된 간섭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
상기 측정된 간섭에 기반하여 간섭 보고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다른 기지국들에 의해 서빙되는 단말들로 상기 간섭 보고를 브로드캐스트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기
지국.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보고는 상기 측정된 간섭이 간섭 임계치보다 크거나 작은지 여부를 표시하는, 기
지국.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보고는 복수의 간섭 임계치들과 관련하여 상기 측정된 간섭을 전달하는, 기지국.
청구항 40
간섭 제어를 위해 구성된 단말로서,
이웃 기지국에 의해 브로드캐스트되는 간섭 보고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간섭 보고에 기반하여 상기 단말의 송신 전력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단말.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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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이웃 기지국들로부터 복수의 간섭 보고들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 및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은 상기 복수의 이웃 기지국들 중에서 최대 채널 이득 비를 가지며,
상기 단말의 송신 전력은 상기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으로부터의 간섭 보고에만 기반하여 조절되는, 단말.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복수의 이웃 기지국들로부터 복수의 간섭 보고들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단말의 송신 전력은 다른-섹터 간섭 세트에 포함된 상기 이웃 기지국들로부터의 간섭 보고들에만 기반하
여 조절되고,
상기 다른-섹터 간섭 세트는 이웃 기지국들의 그룹이며, 상기 그룹의 각각의 멤버는 정의된 기준을 충족시키
는, 단말.
청구항 43
기지국으로 하여금 다른 기지국들에 의해 서빙되는 단말들로부터의 전송들로 인해 상기 기지국에서 관찰되는
간섭의 추정치를 나타내는 측정된 간섭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한 코드;
상기 기지국으로 하여금 상기 측정된 간섭에 기반하여 간섭 보고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한 코드; 및
상기 기지국으로 하여금 상기 다른 기지국들에 의해 서빙되는 단말들로 상기 간섭 보고를 브로드캐스트하도록
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프로세서-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보고는 상기 측정된 간섭이 간섭 임계치보다 크거나 작은지 여부를 표시하는, 프
로세서-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보고는 복수의 간섭 임계치들과 관련하여 상기 측정된 간섭을 전달하는, 프로세
서-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46
일 단말로 하여금 이웃 기지국에 의해 브로드캐스트되는 간섭 보고를 수신하도록 하기 위한 코드; 및
상기 일 단말로 하여금 상기 간섭 보고에 기반하여 상기 일 단말의 송신 전력을 조절하도록 하기 위한 코드를
포함하는, 프로세서-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일 단말로 하여금 복수의 이웃 기지국들로부터 복수의 간섭 보고들을 수신하도록 하기 위한 코드; 및
상기 일 단말로 하여금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을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코드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은 상기 복수의 이웃 기지국들 중에서 최대 채널 이득 비를 가지며,
상기 일 단말의 송신 전력은 상기 가장 강한 이웃 기지국으로부터의 간섭 보고에만 기반하여 조절되는, 프로
세서-판독가능 저장 매체.
청구항 48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일 단말로 하여금 복수의 이웃 기지국들로부터 복수의 간섭 보고들을 수신하도록 하기 위한 코드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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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상기 일 단말의 송신 전력은 다른-섹터 간섭 세트에 포함된 상기 이웃 기지국들로부터의 간섭 보고들에만 기
반하여 조절되고,
상기 다른-섹터 간섭 세트는 이웃 기지국들의 그룹이며, 상기 그룹의 각각의 멤버는 정의된 기준을 충족시키
는, 프로세서-판독가능 저장 매체.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0001]

- 관련된 출원의 참조 -

[0002]

본 출원은 2005년 3월 15일에 제출된 미국 임시 출원 번호 60/662,176의 우선권을 청구하며,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통합된다.

[0003]

- 기술 분야 -

[0004]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에 관한 것이며, 특히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간섭 제어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5]

무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은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들을 통해 다수의 단말기들과 동시에 통신할 수 있다.
순방향 링크(또는 다운링크)는 기지국들로부터 단말기들로의 통신 링크를 지칭하고, 역방향 링크(또는
업링크)는 단말기들로부터 기지국들로의 통신 링크를 지칭한다.

다수의 단말기들은 동시에 역방향 링크를 통

해 단말기를 전송하고 및/또는 순방향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이는 종종 시간, 주파수, 및/

또는 코드 영역에서 서로 직교하는 각각의 링크에 전송들을 멀티플렉싱함으로써 달성된다.
[0006]

역방향 링크에서, 서로 다른 기지국들과 통신하는 단말기들로부터의 전송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직교하지 않는
다.

따라서, 각각의 단말기는 이웃하는 기지국들과 통신하는 다른 단말기들에 간섭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상기 다른 단말기들로부터 간섭을 수신할 수 있다.

각각의 단말기의 성능은 다른 기지국들과 통신하는 다른

단말기들로부터의 간섭에 의해 저하된다.
[0007]

따라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간섭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발명의 내용
[0008]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웃하는 섹터들로부터 각각의 섹터에 의해 관측된 간섭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들이 본
명세서에 설명된다.

용어 "섹터"는 기지국 또는 기지국의 커버리지 영역을 지칭할 수 있다.

하는 섹터들 내의 단말기들로부터 관측된 간섭을 추정하여 간섭 추정치를 획득한다.

섹터 m은 이웃

사용자-기반의 간섭 제

어를 위해, 섹터 m은 간섭 추정치에 기초하여 무선(OTA)의 다른 섹터 간섭(OSI) 보고를 발생하며, 상기 OTA
OSI 보고를 이웃하는 섹터들 내의 단말기들에 브로드캐스트한다.

상기 단말기들은 필요한 경우에 섹터 m에

의해 관측된 간섭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섹터 m으로부터의 OTA OSI 보고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을 자동으로 조
정한다.

OTA OSI 보고는 섹터 m에 의해 관측된 다수의 가능한 간섭 레벨들 중 하나를 표시할 수 있다.

이웃

섹터들 내의 단말기들은 섹터 m에 의해 관측된 간섭 레벨에 따라 그 송신 전력을 서로 다른 양만큼 및/또는
서로 다른 레이트로 조정할 수 있다.
[0009]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어를 위해, 섹터 m은 간섭 추정치에 기초하여 섹터간(IS) OSI 보고를 발생하며, IS
OSI 보고를 이웃 섹터들에 보고한다.

IS OSI 보고는 OTA OSI 보고와 동일할 수 있고, 더 포괄적일 수 있다.

섹터 m은 또한 이웃 섹터들로부터 IS OSI 보고들을 수신하고, 수신된 IS OSI 보고들에 기초하여 섹터 m 내의
단말기들에 대한 데이터 전송들을 조정한다.

섹터 m은 (1) 새로운 단말기들의 섹터 m에 대한 허가를 제어하

고, (2) 이미 허가된 단말기들을 할당 해제하고, (3) 이웃 섹터들로의 간섭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섹터 m 내
의 단말기들을 스케줄링하고, 및/또는 (4) 이웃 섹터들에 더 적은 간섭을 발생하는 섹터 m 내의 단말기들에
트래픽 채널들을 할당함으로써 데이터 전송을 조정할 수 있다.
[0010]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들 및 실시예들은 하기에 상세히 설명된다.

-7-

등록특허 10-1157332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1]

용어 "예시적인"은 본 명세서에서 "일 예, 경우, 또는 설명으로서 제공되는"을 의미하도록 사용된다.

본 명

세서에 "예시적인" 것으로 설명된 임의의 실시예 또는 설계는 다른 실시예들 또는 설계들에서 유리하거나 바
람직한 것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
[0012]

도 1은 다수의 기지국들(110) 및 다수의 단말기들(120)을 구비한 무선 통신 시스템(100)을 도시한다.

기지국

은 일반적으로 단말기들과 통신하는 고정국이며, 액세스 포인트, 노드 B, 또는 임의의 다른 기술용어로 불릴
수 있다.

각각의 기지국(110)은 특정 지리적인 영역(102a, 102b, 102c)을 위한 통신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용어 "셀"은 그 용어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기지국 및/또는 그 커버리지 영역을 지칭할 수 있다.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기지국 커버리지 영역은 다수의 더 작은 영역들, 예를 들면, 3개의 더 작은 영역들
104a, 104b, 104c로 분할될 수 있다.
서비스된다.
다.

각각의 더 작은 영역은 개별 기지국 트랜시버 서브 시스템(BTS)에 의해

용어 "섹터"는 그 용어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BTS 및/또는 그 커버리지 영역을 지칭할 수 있

섹터화된 셀을 위해, 상기 셀의 모든 섹터들에 대한 BTS들은 일반적으로 상기 셀을 위한 기지국 내에서

공동 사용된다.

시스템 제어기(130)는 기지국들(110)과 연결하여 상기 기지국들에 대한 조정 및 제어를 제공

한다.
[0013]

단말기는 고정되거나 이동할 수 있고, 이동국, 무선 디바이스, 사용자 장비 또는 몇몇 다른 용어로 불릴 수
있다. 각각의 단말기는 임의의 주어진 순간에 0, 1, 또는 다수의 기지국들과 통신할 수 있다.

[0014]

본 명세서에 설명된 간섭 제어 기술들은 섹터화된 셀들을 가지는 시스템 및 섹터화되지 않은 셀들을 가지는
시스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기의 설명에서, 용어 "섹터"는 (1) 섹터화된 셀들을 가지는 시스템에 대한

종래의 BTS 및/또는 그 커버리지 영역 및 (2) 섹터화되지 않은 셀들을 가지는 시스템에 대한 종래의 기지국
및/또는 그 커버리지 영역을 지칭한다.

용어 "단말기" 및 "사용자"는 서로 교환하여 사용되고, 용어 "섹터"

및 "기지국"도 서로 교환하여 사용된다.

서비스중인 기지국/섹터는 단말기가 통신하는 기지국/섹터이다.

이

웃 기지국/섹터는 단말기가 통신하지 않는 기지국/섹터이다.
[0015]

간섭 제어 기술들은 다양한 다중 액세스 통신 시스템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기술들은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시스템,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FDMA) 시스템, 시간 분할 다중 접속(TDMA)
시스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FDMA) 시스템, 인터리빙된 FDMA(IFDMA) 시스템, 로컬화된 FDMA(LFDMA),
공간 분할 다중 접속(SDMA) 시스템, 의사-직교 다중 접속 시스템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OFDM, IFDMA,

LFDMA는 협대역 FDMA 또는 고전적인 FDMA라 불린다. OFDMA 시스템은 직교 주파수 분할 멀티플렉싱(OFDM)을 사
용한다.
분할한다.

OFDM, IFDMA, LFDMA는 전체 시스템 대역폭을 다수의(K개의) 직교 주파수 서브대역들로 효율적으로
상기 서브 대역들은 또한 톤들, 서브 캐리어들, 빈들 등으로 불린다.

와 함께 변조될 수 있는 개별 서브 캐리어와 연관된다.
해 주파수 영역에서 변조 심볼들을 전송한다.
해 시간 영역에서 변조 심볼들을 전송한다.

각각의 서브 대역은 데이터

OFDM은 K개 서브대역들 전부 또는 그 서브세트를 통

IFDMA는 K개 서브 대역들에 균일하게 분포된 서브 대역들을 통
LFDMA는 시간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접한 서브 대역들을 통해

변조 심볼들을 전송한다.
[0016]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각각의 섹터는 섹터 내의 단말기들로부터 "요구되는" 전송을 수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 내의 단말기들로부터 "간섭하는" 전송을 수신할 수 있다.

각각의 섹터에서 관측된 전체 간섭은

(1) 동일한 섹터 내의 단말기들로부터의 섹터내 간섭 및 (2) 다른 섹터들 내의 단말기들로부터의 섹터간 간섭
으로 구성된다.

다른 섹터 간섭(OSI)이라고도 불리는 섹터간 간섭은 각각의 섹터 내의 전송들은 다른 섹터들

내의 전송들과 직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초래된다.

섹터간 간섭 및 섹터내 간섭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하기에 설명되는 것과 같이 완화될 수있다.
[0017]

섹터간 간섭은 사용자-기반의 간섭 제어 및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어와 같은 다양한 메카니즘들을 사용하여
제어될 수 있다.

사용자-기반의 간섭 제어를 위해, 단말기들에는 이웃 섹터들에 의해 관측된 섹터간 간섭이

통지되며, 이에 따라 그들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여 섹터간 간섭이 허용가능한 레벨 내에서 유지되게 한다.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어를 위해, 각각의 섹터에는 이웃 섹터들에 의해 관측된 섹터간 간섭이 통지되며, 단
말기들에 대한 데이터 전송들을 조정하여 섹터간 간섭이 허용가능한 레벨들 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시스템

은 사용자-기반의 간섭 제어만 또는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어만 또는 두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각각

의 간섭 제어 메카니즘은 하기에 설명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들로 구현될 수 있다.
[0018]

도 2는 섹터간 간섭 제어를 위해 하나의 섹터 m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200)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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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들 내의 단말기들로부터 관측된 간섭을 추정하며, 간섭 추정치를 획득한다(블럭 210).
[0019]

사용자-기반의 간섭 제어를 위해, 섹터 m은 간섭 추정치에 기초하여 무선(OTA) OSI 보고를 발생한다(블럭
212).

OTA OSI 보고는 섹터 m에 의해 관측된 섹터간 간섭량을 전달하며, 하기에 설명된 것과 같이 다양한 형

식들로 주어질 수 있다.
214).

섹터 m은 이웃하는 섹터들 내의 단말기들에 OTA OSI 보고를 브로드캐스트한다(블럭

상기 단말기들은 필요한 경우에 섹터 m으로부터의 OTA OSI 보고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들을 조정하며,

섹터 m에 의해 관측된 섹터간 간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0020]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어를 위해, 섹터 m은 간섭 추정치에 기초하여 섹터간(IS) OSI 보고를 발생한다(블럭
222).

IS OSI 보고 및 OTA OSI 보고는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포맷들을 가질 수 있는 2개의 간섭 보고들이다.

예를 들어, IS OSI 보고는 OTA OSI 보고와 동일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섹터 m은 이웃 섹터들 내의 단말기

들에 단일 OTA OSI 보고를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고, 더 포괄적인 IS OSI 보고를 이웃 섹터들로 전송할 수 있
다.

섹터 m은 IS OSI 보고를 이웃 섹터들로 주기적으로 또는 섹터 m이 초과 간섭을 관측하는 경우에만 전송

할 수 있다(블럭 224).

섹터 m은 또한 이웃 섹터들로부터 IS OSI 보고들을 수신할 수 있다(블럭 226).

IS

OSI 보고들이 섹터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레이트는 OTA OSI 보고들이 단말기들에 브로드캐스트되는 레이트와
동일하거나 서로 다를 수 있다.

섹터 m은 이웃 섹터들로부터 수신된 IS OSI 보고들에 기초하여 섹터 m 내의

단말기들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조정한다(블럭 228).
[0021]

도 2의 블럭들은 하기에 상세히 설명된다.

섹터 m은 다양한 방식들로 섹터간 간섭을 추정할 수 있다.

직교 멀티플렉싱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위해, 하나

의 단말기는 각각의 심볼 주기 내에 각각의 서브 대역을 통해 데이터 또는 파일럿을 전송할 수 있다.
은 송신기 및 수신기 모두에 의해 선험적인 것으로 공지된 심볼들의 전송이다.

파일럿

데이터 심볼은 데이터를 위한

변조 심볼이고, 파일럿 심볼은 파일럿을 위한 변조 심볼이며, 변조 심볼은 예를 들면, M-PSK, M-QAM 등등에
대한 신호 배열에서 하나의 포인트에 대한 복소 값이다.
[0022]

섹터 m은 하기와 같이 단말기 u로부터 수신된 파일럿에 기초하여 주어진 심볼 주기 n에서 주어진 서브 대역 k
을 통한 간섭을 추정할 수 있다:

[0023]

[0024]

상기

는 심볼 주기 n 내에 서브 대역 k을 통해 단말기 u에 전송된 파일럿 심볼이고,

[0025]

는 섹터 m과 단말기 u 사이의 채널 이득의 추정치이고,

[0026]

는 단말기 u로부터 섹터 m에 의해 획득된 수신된 심볼이며,

[0027]

는 섹터 m에 의해 관측된 간섭의 추정치이다.

[0028]

식(1)에서의 양들은 스칼라들이다.

[0029]

섹터 m은 하기와 같이 단말기 u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간섭을 추정할 수 있다:

[0030]

[0031]

상기

치이다.

는 심볼 주기 n 내에 서브 대역 k를 통해 단말기 u에 의해 전송된 데이터 심볼의 추정

섹터 m은 (1) 검출된 심볼들을 획득하기 위해 채널 추정치

와 함께 수신된 심불들

Rm,u(k,n)에 데이터 검출을 수행하고, (2) 검출된 심볼들에 기초하여 경판정(hard-decision)들을 유도하며,

(3) 경판정들을 데이터 심볼 추정치들로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심볼 추정치들
있다.

을 유도할 수

선택적으로, 섹터 m은 (1) 수신된 심볼들에 데이터 검출을 수행하고, (2) 디코딩된 데이터를 획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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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검출된 심볼들을 디코딩하고, (3) 데이터 심볼 추정치들을 획득하기 위해 디코딩된 데이터를 다시 인코
딩하고 심볼 맵핑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심볼 추정치들을 유도할 수 있다.
[0032]

섹터 m은 채널 응답 추정치들 및 간섭 추정치들 모두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의 채널 및 간섭 추정을 수행할 수
있다.

[0033]

식(1) 또는 식(2)로부터 획득된 간섭 추정치 Im(k,n)는 섹터간 간섭 및 섹터내 간섭 모두를 포함한다.

섹터

내 간섭은 하기에 설명되는 것과 같이 전력 제어를 통해 허용가능한 레벨 내에서 유지될 수 있고, 섹터간 간
섭과 비교하여 무시할만하다.
[0034]

섹터 m은 주파수, 공간, 및/또는 시간 영역들에서 간섭 추정치들을 평균할 수 있다.
수의 수신 안테나들을 통해 간섭 추정치들을 평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섹터 m은 다

섹터 m은 하기의 평균화 식들 중 임의의 하나

를 사용하여 모든 서브 대역들에 대한 간섭 추정치들을 평균할 수 있다:

[0035]

[0036]

[0037]
[0038]

상기 Im(n)은 심볼 주기 n 내에서 섹터 m에 대한 평균 간섭 전력이고, Pmon은 각각의 서브대역에 대한 공칭 수
신 전력을 표시한다.

Im(k,n) 및 Im(n)은 식(3) 내지 식(5)에서 선형 유니트들 내에 존재한다.

식(3) 산술

평균을 위한 것이고, 식(4)은 기하학 평균을 위한 것이며, 식(5)은 SNR-기반의 평균을 위한 것이다.
균을 사용하여 몇몇 큰 간섭 추정치들은 평균 간섭 전력을 왜곡(skew)할 수 있다.

산술 평

기하학적 평균 및 SNR-기

반의 평균은 몇몇 서브 대역들에 대한 큰 간섭 추정치들을 억제할 수 있다.
[0039]

섹터 m은 간섭 추정치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심볼 주기들을 통해 평균 간섭 전력을 필터링할 수 있
다.

필터링은 유한 임펄스 응답(FIR) 필터, 무한 임펄스 응답(IIR) 필터, 또는 몇몇 다른 타입의 필터를 사

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섹터 m은 하나 또는 다수의 심볼 주기들이 걸릴 수 있는 각각의 측정 주기 동안 측

정된 간섭 Imeas,m을 획득한다.
[0040]

섹터 m은 측정된 간섭에 기초하여 OTA OSI 보고를 발생한다.
포함된 미리 결정된 다수의 비트들로 양자화된다.

일 실시예에서, 측정된 간섭은 OTA OSI 보고에

또다른 실시예에서, OTA OSI 보고는 측정된 간섭이 간섭

임계치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표시하는 단일 비트를 포함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OTA OSI 보고는 다수의 간

섭 임계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간섭을 전달하는 다수의 비트들을 포함한다.

명확함을 위해, 하기의 설명은

OTA OSI 보고가 2개의 간섭 임계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간섭을 전달하는 일 실시예를 위한 것이다.
[0041]

일 실시예에서, OTA OSI 보고는 OSI 비트 1 및 OSI 비트 2라 불리는 2개의 이진 OSI 비트들을 포함한다.

상

기 OSI 비트들은 다음과 같이 세팅될 수 있다:

[0042]
[0043]

상기 Inom_th는 공칭 간섭 임계치이고, Ihigh_th는 높은 간섭 임계치이고, Ihigh_th>Inom_th 이다.
된 간섭이 공칭 간섭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또는 미만인지를 표시한다.
섭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또는 미만인지를 표시한다.

OSI 비트 1은 측정

OSI 비트 2는 측정된 간섭이 높은 간

상기 실시예를 위해, 섹터 m은 측정된 간섭이 Inom_th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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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경우에 낮은 간섭을 경험하고, 측정된 간섭이 Inom_th 와 Ihigh_th 사이인 경우에 높은 간섭을 경험하고, 측
정된 간섭이 Ihigh_th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초과 간섭을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OSI 비트 2는 섹터에

의해 관측된 초과 간섭을 표시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0044]

또다른 실시예에서, OTA OSI 보고는 3가지 레벨들을 가지는 단일 OSI 값을 포함한다.

OSI 값은 하기와 같이

세팅될 수 있다:

[0045]
[0046]

3-레벨 OSI 값은 3개의 단일 포인트들을 가지는 신호 배열을 사용하여 전송될 수 있다.
jπ/2

jo

OSI 값은 1+j0 또는 e 의 심볼로 전송될 수 있고, '1'의 OSI 값은 0+j1 또는 e

예를 들어, '0'의

의 심볼로 전송될 수 있고,

jπ

'2'의 OSI 값은 -1+j0 또는 e 의 심볼로 전송될 수 있다.
[0047]

선택적으로, 섹터 m은 섹터 m에 의해 관측된 전체 간섭 전력 대 열잡음 전력의 비율인 측정된 간섭-대-온도
(IOT; interference-over-thermal)를 획득할 수 있다.

전체 간섭 전력은 전술된 것과 같이 계산된다.

음 전력은 송신기를 턴 오프하고 수신기에서 잡음을 측정함으로써 추정될 수 있다.
작 포인트가 선택될 수 있다.
허용한다.

열잡

시스템에 대하여 특정 동

높은 동작 포인트는 단말기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전력 레벨들로 전송하도록

그러나, 높은 동작 포인트는 링크 버짓(budget)에 악영향을 미치고,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주어진 최대 송신 전력 및 주어진 데이터 레이트에 대하여, 허용가능한 최대 경로 손실은 IOT를 증가시킴에
따라 감소한다.

매우 높은 동작 포인트는 시스템이 간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송신 전력이 증가가 수신된 SNR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과 같다.
스템 불안정성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추가로, 매우 높은 동작 포인트는 시

임의의 경우에, 섹터 m은 하기와 같이 3-레벨 OSI 값을 세팅할 수 있

다:

[0048]
[0049]

상기 IOTnom_th는 공칭 IOT 임계치이고, IOThigh_th는 높은 IOT 임계치이다.

[0050]

OSI 비트들/값은 히스테리시스(hysteresis)를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고, 따라서 초과 간섭의 표시는 너무 자
주 변화(toggle)할 수 없다.

예를 들어, OSI 비트 2는 측정된 간섭이 제 1 시간 간격 TW1 (예를 들면, 50ms)

동안 높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로 세팅될 수 있고, 측정된 간섭이 제 2 시간 간격 TW2 동안 높은
임계치 미만인 경우에만 '0'으로 리셋될 수 있다.

또다른 예로서, OSI 비트 2는 측정된 간섭이 제 1의 높은

임계치 Ihigh_th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로 세팅될 수 있고, 측정된 간섭이 제 2의 높은 임계치 Ihigh_th2 미만인
경우에만 '0'으로 리셋될 수 있으며, 상기 Ihigh_th1>Ihigh_th2 이다.
[0051]

섹터 m은 사용자-기반의 간섭 제어를 위해 2개의 OSI 비트들 또는 3-레벨 OSI 값을 포함할 수 있는 OTA OSI
보고를 브로드캐스트한다.

섹터 m은 다양한 방식들로 OTA OSI 보고를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다.

서, 섹터 m은 각각의 측정된 주기 내에 OTA OSI 보고를 브로드캐스트한다.

일 실시예에

또다른 실시예에서, 섹터 m은 각

각의 측정 주기 내에 OSI 비트 1를 브로드캐스트하고, 상기 비트가 '1'로 세팅되는 경우에만 OSI 비트 2를 브
로드캐스트한다.

섹터 m은 더 양호한 OSI 평균을 위해 다른 섹터들로부터의 OSI 보고들을 섹터 m 내의 단말

기들로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다.
[0052]

섹터 m은 또한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어를 위해 IS OSI 보고를 이웃 섹터들에 전송한다.

IS OSI 보고는 2

개의 OSI 비트들, 3-레벨 OSI 값, 미리 결정된 개수의 비트들로 양자화된 측정된 간섭, 또는 몇몇 다른 정보
를 포함할 수 있다.

섹터 m은 각각의 측정 주기 내에, 초과 간섭이 관측되는 경우 또는 몇몇 다른 기준이 만

족되는 경우에만 IS OSI 보고를 전송할 수 있다.

또다른 섹터 q는 상기 섹터 q 내의 단말기들이 섹터 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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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OSI 비트를 수신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섹터 m에 IS OSI 보고를 전송하도록 요청한다.

각각

의 섹터는 이웃 섹터들에서 섹터간 간섭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 섹터 내의 단말기들로부터의 데이터 전송들을
제어하기 위해 이웃 섹터들로부터의 IS OSI 보고들을 사용한다.
[0053]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어는 다양한 방식들로 달성될 수 있다.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어의 몇몇 실시예들

이 하기에 설명된다.
[0054]

일 실시예에서, 섹터 m은 이웃 섹터로부터 수신된 IS OSI 보고에 기초하여 섹터 내의 단말기들을 스케줄링한
다.

예를 들어, 만약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웃 섹터들이 초과 간섭을 관측하면, 섹터 m은 섹터 m 내의 불리

한 단말기들에 의해 사용된 송신 전력들을 감소시켜 상기 단말기들이 다른 섹터들에 적은 간섭을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

불리한 단말기는 서비스중인 섹터에 대하여 작은 채널 이득(또는 큰 경로 손실)을 가지며, 서비

스중인 섹터에서 주어진 신호-대-잡음-및-간섭비(SNR)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전력 레벨로 전송해야 한다.

불

리한 단말기는 일반적으로 이웃 섹터에 인접하여 위치되며, 높은 송신 전력 레벨은 상기 이웃 섹터에 높은 섹
터간 간섭을 발생한다.
[0055]

섹터 m은 채널 이득, 파일럿 강도, 캐리어-대-간섭비(C/N), 채널 이득 비 등과 같은 다양한 품질 메트릭들에
기초하여 불리한 단말기들을 식별할 수 있다.
다른 전송들에 기초하여 추정될 수 있다.

상기 품질 메트릭들은 단말기들에 의해 전송된 파일럿 및/또는

예를 들어, 단말기에 대하여 추정된 채널 이득은 채널 이득 임계치

에 대하여 비교될 수 있고, 단말기는 채널 이득이 채널 이득 임계치 미만인 경우에 불리한 단말기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섹터 m은 (1) 단말기들에 적용가능한 높은 송신 전력 제한치를 낮추거나, (2) 단말기들에

적용가능한 낮은 송신 전력 제한치를 낮추거나, (3) 불리한 단말기들에 더 낮은 SNR들 및 더 낮은 송신 전력
을 요구하는 더 낮은 데이터 레이트들을 할당하거나, (4) 데이터 전송을 위해 불리한 단말기들을 스케줄링하
지 않거나, (5) 몇몇 다른 방법 또는 방법들이 조합을 사용하여 불리한 단말기에 의해 사용된 송신 전력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0056]

또다른 실시예에서, 섹터 m은 이웃 섹터들에 의해 관측된 섹터간 간섭을 완화시키기 위해 허가 제어를 사용한
다.

예를 들어, 만약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웃 섹터들이 초과 간섭을 관측하면, 섹터 m은 (1) 역방향 링크

를 통해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새로운 단말기들로의 액세스를 거절하거나, (2) 불리한 단말기들로의 액세스를
거절하거나, (3) 이미 액세스가 허가된 불리한 단말기들을 할당 해제하거나, (4) 불리한 단말기들을 할당 해
제하거나, (5) 임의의 다른 허가 제어 방법들을 사용하여 섹터 내의 활성 단말기들의 개수를 감소시킬 수 있
다.

단말기들을 할당 해제하는 레이트는 이웃 섹터들로부터의 IS OSI 보고들(예를 들면, 관측된 간섭

레벨들), 초과 간섭을 관측하는 이웃 섹터들의 개수 및/또는 다른 인자들의 함수로 형성된다.

섹터 m은 이웃

섹터들로부터의 IS OSI 보고들에 기초하여 섹터의 로딩을 조절할 수 있다.
[0057]

또다른 실시예에서, 섹터 m은 이웃 섹터들에 의해 관측된 섹터간 간섭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섹터 내의
단말기들에 트래픽 채널들을 할당한다.
있는 트래픽 채널들의 세트가 할당된다.

예를 들어, 각각의 섹터에는 섹터 내의 단말기들에 차례로 할당할 수
이웃 섹터들은 각각의 섹터에 할당된 트래픽 채널들의 세트와 직교

하는 공통의 트래픽 채널 세트를 공유한다.

만약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웃 섹터들이 초과 간섭을 관측하면,

섹터 m은 공통 세트 내의 트래픽 채널들을 섹터 m내의 불리한 단말기들에 할당할 수 있다.

상기 불리한 단말

기들은 공통 세트내의 트래픽 채널들이 이웃 섹터들에 할당된 트래픽 채널들과 직교하기 때문에 이웃 섹터들
에 어떤 간섭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다른 예에서, 각각의 섹터는 높은 레벨의 간섭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단

말기들로 할당할 수 있는 트래픽 채널들의 세트를 할당받을 수 있다.

만약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웃 섹터들

이 초과 간섭을 관측하면, 섹터 m은 이웃 섹터들 내의 강한 단말기들에 할당된 트래픽 채널들을 섹터 m내의
불리한 단말기들에 할당할 수 있다.
[0058]

명확함을 위해, 전술된 대부분은 하나의 섹터 m을 위한 것이다.

시스템 내의 각각의 섹터는 섹터 m에 대하여

전술된 것과 같은 간섭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0059]

사용자 기반의 간섭 제어는 다양한 방식들로 달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 기반의 간섭 제어는 단

말기들이 이웃 섹터들로부터 수신된 OTA OSI 보고들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들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된다.
[0060]

도 3은 간섭 제어를 위해 하나의 단말기 u에 의해 수행된 프로세스(300)를 도시한다.
로부터 OTA OSI 보고를 수신한다(블럭 312).

단말기 u는 이웃 섹터

이웃 섹터가 초과 간섭을 관측하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OSI

비트 2가 '1'로 세팅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블럭 314).

만약 그 대답이 '예'이면, 단말기 u는 그 송신 전

력을 더 큰 다운 단계 크기 및/또는 더 빠른 레이트로 감소시킬 것이다(블럭 316).

- 12 -

그렇지 않으면, 이웃 섹

등록특허 10-1157332
터가 높은 간섭을 관측하는지의 여부, 예를 들면, OSI 비트가 '1'로 세팅되는지의 여부 및 OSI 비트 2가 '0'
으로 세팅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블럭 318).

만약 그 대답이 '예'이면, 단말기 u는 공칭 다운 단계 크기

및/또는 공칭 레이트로 송신 전력을 감소시킨다(블럭 320).

그렇지 않으면, 단말기 u는 공칭 업 단계 크기

및/또는 공칭 레이트로 송신 전력을 증가시킨다(블럭 322).
[0061]

도 3은 OTA OSI 보고가 3가지 가능한 레벨들 - 로우, 하이, 초과로 이웃 섹터들에 의해 관측된 섹터간 간섭을
전달하는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프로세스(300)는 임의의 개수의 간섭 레벨들을 전달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말기 u에 대한 송신 전력은 (1) 측정된 간섭이 주어진 임계치 이상일 때 이웃 섹터에 의해 관
측된 간섭량에 비례하는 다운 단계(예를 들면, 높은 간섭에 대하여 더 큰 다운 단계) 만큼 감소되고, 및/또는
(2) 측정된 간섭이 주어지 임계치 미만일 때 이웃 섹터에 의해 관측된 간섭량과 반비례하는 업 단계(예를 들
면, 낮은 간섭에 대하여 더 큰 업 단계) 만큼 증가될 수 있다.

단계 크기 및/또는 조정 레이트는 예를 들면,

단말기에 대한 현재 송신 전력 레벨, 서비스 중인 섹터에 대한 채널 이득과 관련된 이웃 섹터에 대한 채널 이
득, 이전의 OTA OSI 보고들 등과 같은 다른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0062]

단말기 u는 하나 또는 다수의 이웃 섹터들로부터 OTA OSI 보고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을 조정할 수 있다.
말기 u는 섹터로부터 수신된 파일럿에 기초하여 각각의 섹터에 대한 채널 이득을 추정할 수 있다.

단

단말기 u

는 하기와 같은 각각의 이웃 섹터에 대한 채널 이득 비를 유도할 수 있다:

[0063]
[0064]

상기 gns,i(n)은 단말기 u와 이웃 섹터 i 사이의 채널 이득이고,

[0065]

상기 gss(n)은 단말기 u와 서비스중인 섹터 사이의 채널 이득이며,

[0066]

상기 ri(n)은 이웃 섹터 i에 대한 채널 이득비이다.

[0067]

일 실시예에서, 단말기 u는 최대 채널 이득 비를 가지는 가장 강한 이웃 섹터를 식별한다.
가장 강한 이웃 섹터로부터의 OTA OSI 보고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을 조정한다.

단말기 u는 상기

또다른 실시예에서, 단말기 u

는 OSI 세트 내의 모든 섹터들로부터 OTA OSI 보고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을 조정한다.

상기 OSI 세트는 (1)

T≥1인 T개의 가장 강한 이웃 섹터들, (2) 채널 이득 비 임계치를 초과하는 채널 이득 비들을 갖는 이웃 섹터
들, (3) 채널 이득 임계치를 초과하는 채널 이득들을 갖는 이웃 섹터들, (4) 서비스중인 섹터에 의해 브로드
캐스트된 이웃 리스트 내에 포함된 이웃 섹터들, 또는 (5) 이웃 섹터들의 몇몇 다른 그룹을 포함할 수 있다.
단말기 u는 OSI 세트 내의 다수의 이웃 섹터들로부터 OTA OSI 보고들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식들로 송신 전력
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 u는 OSI 세트 내의 임의의 이웃 섹터가 높은 또는 초과하는 간섭을

관측하는 경우에 송신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다른 예로서, 단말기 u는 OSI 세트 내의 각각의 이웃 섹터

에 대한 송신 전력 조정치를 결정하고, 전체 송신 전력 조정치를 획득하기 위해 OSI 세트 내의 모든 이웃 섹
터들에 대한 조정치들을 결합할 수 있다.
[0068]

일반적으로, 간섭 제어를 위한 송신 전력 조정치는 다양한 전력 제어 방식들과 함께 수행될 수 있다.
을 위해, 특정 전력 제어 방식이 하기에 설명된다.

명확함

상기 전력 제어 방식을 위해, 단말기 u에 할당된 트래픽

채널에 대한 송신 전력은 하기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0069]
[0070]

상기 Pdch(n)은 업데이트 간격 n 동안 트래픽 채널에 대한 송신 전력이고,

[0071]

Pref(n)는 업데이트 간격 n 동안 기준 전력 레벨이고,

[0072]

△P(n)은 업데이트 간격 n 동안 송신 전력 델타이다.

[0073]

송신 전력 레벨들 Pdch(n) 및 Pref(n) 및 송신 전력 델타 △P(n)는 데시벨(dB) 단위로 주어진다.

[0074]

기준전력 레벨 Pref(n)은 제어 채널을 통해 단말기 u에 의해 전송되는 것으로 시그널링되는 지정된 전송 또는
몇몇 다른 전송을 위해 타겟 SNR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송신 전력량이다.

간섭 전력 레벨 및 타겟 SNR은 예를

들어, 1%의 패킷 에러 레이트(PER)와 같은 지정된 전송을 위해 요구되는 성능 레벨을 달성하도록 조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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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약 트래픽 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및 지정된 전송이 유사한 잡음 및 간섭 특성들을 관측하면, 데

이터 전송에 대해 수신된 SNR, SNRdch(n)은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0075]
[0076]

송신 전력 델타 △P(n)는 결정론적 방식, 확률론적 방식, 또는 이웃 섹터들로부터의 OTA OSI 보고들에 기초한
몇몇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

송신 전력은 (1) 결정론적 조정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간섭 레벨들에

대한 서로 다른 양들 또는 (2) 확률론적 조정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간섭 레벨들에 대한 서로 다른 레이트들
로 조정될 수 있다.

예시적인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송신전력 조정 방식이 하기에 서술된다.

명확함을

위해, 하기의 설명은 하나의 이웃 섹터로부터 수신된 OSI 비트에 대한 송신 전력 조정을 위한 것이다.

상기

OSI 비트는 OSI 비트 1 또는 2가 될 수 있다.
[0077]

도 4는 결정론적 방식으로 단말기 u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먼저, 단말기 u는

이웃 섹터로부터의 OTA OSI 보고를 처리하고(블럭 412), OSI 비트가 '1' 인지 '0'인지를 결정한다(블럭 414).
만약 OSI 비트가 관측된 간섭이 간섭 임계치를 초과하는 '1'이면, 단말기 u는 송신 전력에서의 감소량 또는
다운 단계 크기 △Pdn(n)을 결정한다(블럭 422).

△Pdn(n)은 이전의 업데이트 간격 동안의 송신 전력 델타 △

P(n-1) 및 이웃 섹터를 위한 채널 이득비 rns(n)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델타를 △Pdn(n) 만큼 감소시킨다(블럭 424).

이와 반대로, 만약 OSI 비트가 '0'이면, 단말기 u는 송신 전력

에서의 증가량 또는 업 단계 크기 △Pup(n)을 결정한다(블럭 432).
결정될 수 있다.

단말기 u는 그후에 송신 전력

△Pup(n)은 △P(n-1) 및 rns(n)에 기초하여

단말기 u는 그후에 송신 전력 델타를 △Pup(n) 만큼 증가시킨다(블럭 434).

블럭 424 및

434에서의 송신 전력 조정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0078]
[0079]

블럭 424, 434 이후에, 단말기는 송신 전력 델타 △P(n)을 허용가능한 송신 전력 델타들의 범위 내에 있도록
제한한다(블럭 442):

[0080]
[0081]

상기 △Pmin은 트래픽 채널에 대하여 허용될 수 있는 최소 송신 전력 델타이고, △Pmax는 트래픽 채널에 대하여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송신 전력 델타이다.

[0082]

섹터 내의 모든 단말들에 대하여 송신 전력 델타들을 식(13)에 도시된 것과 같은 송신 전력 델타들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섹터내 간섭이 허용가능한 레벨들 내 유지되도록 한다.

최소 송신 전력 델타 △Pmin는 각각의

단말기가 상기 단말기가 속하는 서비스 품질(QoS) 클래스를 위한 요구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
해 제어 루프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서로 다른 QoS 클래스들에 대한 △Pmin는 서로 다른 레이트들 및/또는

서로 다른 단계 크기들에서 조정될 수 있다.
[0083]

단말기 u는 송신 전력 델타 △P(n) 및 기준 전력 레벨 Pref(n)에 기초하여 식(10)에 도시된 것과 같이 트래픽
채널에 대한 송신 전력 Pdch(n)을 계산한다(블럭 444).

단말기 u는 하기와 같이 송신 전력 Pdch(n)이 최대 전

력 레벨 Pmax 내에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블럭 446);

[0084]
[0085]

단말기 u는 트래픽 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송신 전력 Pdch(n)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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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6]

일 실시예에서, △Pdn(n) 및 △Pup(n)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0087]
[0088]

상기 △Pdn,min 및 △Pup,min은 각각△Pdn(n) 및 △Pup(n)에 대한 최소 값이고,

[0089]

kdn 및 kup는 각각 △Pdn(n) 및 △Pup(n)에 대한 스케일링 인자이며,

[0090]

fdn() 및 fup()는 각각 △Pdn(n) 및 △Pup(n)에 대한 함수들이다.

[0091]

함수 fdn()는 △Pdn(n)이 △P(n-1) 및 rns(n)와 비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만약 이웃 섹터가 높거나 초

과하는 간섭을 관측하면, (1) 이웃 섹터들에 대하여 더 큰 채널 이득은 더 큰 △Pdn(n)을 발생하고, (2) △
함수 fup()는 △Pup(n)이 △P(n-1) 및 rns(n)와 반비례하는

P(n-1)의 더 큰 값은 더 큰 △Pdn(n)을 발생한다.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만약 이웃 섹터가 낮은 간섭을 관측하면, (1) 이웃 섹터들에 대하여 더 큰 채널 이

득은 더 작은 △Pup(n)을 발생하고, (2) △P(n-1)의 더 큰 값은 더 작은 △Pup(n)을 발생한다.
[0092]

도 4는 하나의 이웃 섹터로부터 하나의 OSI 비트에 대한 처리를 도시한다.
측할 때 △Pdn(n)을 위해 더 큰 값이 사용될 수 있다.
더 작은 값이 사용될 수 있다.

이웃 섹터가 초과하는 간섭을 관

이웃 섹터가 높은 간섭을 관측할 때 △Pup(n)을 위해

예를 들어, 각각 높은 간섭 및 초과하는 간섭에 대한 서로 다른 스케일링 인

자들 kdn1 및 kdn2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다운 단계 크기들이 획득될 수 있다.
[0093]

도 5는 확률론적 방식으로 단말기 u의 송신 전력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500)를 도시한다.

먼저, 단말기

u는 이웃 섹터로부터의 OTA OSI 보고를 처리하고(블럭 512), OSI 비트가 '1' 인지 '0'인지를 결정한다(블럭
514).

만약 OSI 비트가 '1'이면, 단말기 u는 예를 들면, △P(n-1) 및 rns(n)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을 감소할

확률 Prdn(n)을 결정한다(블럭 522).

단말기 u는 0.0 및 1.0 사이에서 값 x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상기x는

0.0과 1.0 사이에 균일하게 분포된 랜덤한 변수이다.

만약 x가 Prdn(n) 미만이거나 동일하면, 블럭(526)에서

결정된 것과 같이, 단말기는 그 송신 전력 델타를 △Pdn(n) 만큼 감소시킨다(블럭 524).

이와 반대로, x가

Prdn(n)보다 크면, 단말기는 송신 전력 델타를 현재 레벨로 유지한다(블럭 530).
[0094]

만약 OSI 비트가 '0'이면(블럭 514), 단말기 u는 예를 들면, △P(n-1) 및 rns(n)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을 증가
시키기 위한 확률 Prup(n)을 결정한다(블럭 532).
선택한다.

단말기 u는 0.0 및 1.0 사이에서 값 x을 랜덤하게

만약 x가 Prup(n) 미만이거나 동일하면, 블럭(536)에서 결정된 것과 같이 단말기 u는 송신 전력 델

타를 △Pup 만큼 증가시킨다(블럭 538).
현재 전력 레벨(530)로 유지한다.

이와 반대로, x가 Prup(n) 보다 크면, 단말기 u는 송신 전력 델타를

블럭 528, 530 및 538에서의 송신 전력 조정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0095]
[0096]

△Pdn 및 △Pup는 동일한 값(예를 들면, 0.25dB, 0.5dB, 1.0dB 등)이거나 서로 다른 값들일 수 있다.

[0097]

블럭들 528, 530 및 538 이후에, 단말기 u는 식(13)에 도시된 것과 같이 송신 전력 델타를 제한한다(블럭
542).

단말기 u는 송신 전력 델타 △P(n) 및 기준 전력 레벨 Pref(n)에 기초하여 식(10)에 도시된 것과 같이

트래픽 채널에 대한 송신 전력 Pdch(n)을 계산하고(블럭 544), 식(14)에 도시된 것과 같이 송신 전력 Pdch(n)이
최대 전력 레벨 Pmax 내에 있도록 제한한다.

단말기 u는 트래픽 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송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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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h(n)을 사용한다.
[0098]

일 실시예에서, 확률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0099]
[0100]

상기 Prdn,min 및 Prup,min은 각각 Prdn(n) 및 Prup(n)에 대한 최소 값이고,

[0101]

f'dn() 및 f'up()는 각각 Prdn(n) 및 Prup(n)에 대한 함수들이다.

[0102]

함수 f'dn()는 Prdn(n)이 △P(n-1) 및 rns(n)와 비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만약 이웃 섹터가 높거나 초

과하는 간섭을 관측하면, (1) 이웃 섹터들에 대하여 더 큰 채널 이득은 더 큰 Prdn(n)을 발생하고, (2) △P(n1)의 더 큰 값은 더 큰 Prdn(n)을 발생한다.
발생한다.

더 큰 Prdn(n)은 송신 전력을 감소시킬 더 높은 확률을

함수 f'up()는 Prup(n)이 △P(n-1) 및 rns(n)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만약 이웃 섹

터가 낮은 간섭을 관측하면, (1) 이웃 섹터들에 대하여 더 큰 채널 이득은 더 작은 Prup(n)을 발생하고, (2)
△P(n-1)의 더 큰 값은 더 작은 △Prup(n)을 발생한다.

더 작은 Prup(n)은 송신전력을 증가할수록 더 낮은 확

률을 발생한다.
[0103]

도 5는 하나의 이웃 섹터로부터 하나의 OSI 비트에 대한 처리를 도시한다.

이웃 섹터가 높은 간섭을 관측할 때 Prup(n)을 위해 더

측할 때 Prdn(n)을 위해 더 큰 값이 사용될 수 있다.
작은 값이 사용될 수 있다.

이웃 섹터가 초과하는 간섭을 관

예를 들어, 각각 높은 간섭 및 초과하는 간섭에 대한 서로 다른 스케일링 인자들

kdn1 및 kdn2을 사용함으로써, 전력 조정의 서로 다른 다운 확률들 및 서로 다른 레이트들이 획득될 수 있다.
[0104]

일반적으로, △Pdn(n) 및 △Pup(n) 단계 크기들 및 Prdn(n) 및 Prup(n) 확률들을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함수들이
사용될 수 있다.

함수는 현재 송신 전력, 현재 송신 전력 델타, 현재 OTA OSI 보고, 이전 OTA OSI 보고들,

채널 이득들 등과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정의될 수 있다.

각각의 함수는 송신 전력 조정의 수

렴 레이트 및 시스템 내의 단말기들에 대한 송신 전력 델타의 분포와 같은 다양한 전력 제어 특성들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계 크기들 및 확률들은 룩업 테이블들 또는 몇몇 다른 수단들에 기초하여 결정

될 수 있다.
[0105]

전술된 송신 전력 조정 및/또는 허가 제어는 QoS 클래스, 사용자 우선순위 클래스 등에 기초하여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긴급 서비스 및 경찰 단말기를 사용하는 단말기는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고, 보통

우선순위사용자보다 더 빠른 레이트 및/또는 더 큰 단계 크기로 송신 전력을 조정할 수 있다.

또다른

예로서, 음성 트래픽을 전송하는 단말기는 더 느린 레이트 및/또는 더 작은 단계 크기들로 송신 전력을 조정
할 수 있다.
[0106]

단말기 u는 이웃 섹터들로부터 수신된 이전의 OTA OSI 보고들에 기초하여 송신전력이 조정되는 방식을 변화시
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 u는 이웃 섹터가 초과하는 간섭을 보고하는 경우에 특정 다운 단계 크기 만

큼 및/또는 특정 레이트로 송신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웃 섹터가 계속해서 초과 간섭을 보고하는 경우
에 더 큰 다운 단계 크기 만큼 및/또는 더 빠른 레이트로 송신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선택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단말기 u는 이웃 섹터가 초과 간섭을 보고하는 경우 또는 이웃 섹터가 초과하는 간섭을 계속해서
보고하는 경우에 식(13) 내의 △Pmin을 무시할 수 있다.
[0107]

섹터간 간섭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력 제어의 다양한 실시예들이 전술되었다.

간섭 및 전력 제어는 다른 방식

들로 수행될 수 있고, 본 발명의 사상 내에 있다.
[0108]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섹터는 전술된 것과 같이 이웃 섹터들 내의 단말기들에 OTA OSI 보고를 브로드캐스트
한다.

OTA OSI 보고는 이웃 섹터들 내에서 요구되는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송신 전력으로 브로드

캐스트할 수 있다.

각각의 단말기는 상기 OTA OSI 보고를 이웃 섹터들로부터 수신하여 충분히 낮은 오검출

레이트 및 충분히 낮은 오류 경고 확률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상기 OTA OSI 보고를 처리한다.
전송된 OSI 비트 또는 값 검출의 실패를 지칭한다.

오검출은

오류 경고는 수신된 OSI 비트 또는 값을 에러로 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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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만약 OSI 비트가 BPSK를 사용하여 전송되면, 단말기는 수신된 OSI 비트를 (1) 검

출된 OSI 비트가 제 1 임계치 미만인 경우, OSI 비트<-Bth에 '0'으로, (2) 검출된 OSI 비트가 제 2 임계치 이
상인 경우, OSI 비트>+Bth에 '1'로, (3) 그밖의 경우, +Bth≥OSI 비트≥-Bth에 널(null) 비트로 선언할 수
있다.

단말기는 일반적으로 검출을 위해 사용된 임계치들을 조정함으로써 오검출 레이트를 오류 경고 확률과

트레이드 오프할 수 있다.
[0109]

또다른 실시예에서, 각각의 섹터는 이웃 섹터들에 의해 발생된 OTA OSI 보고들을 그 섹터 내의 단말기들로 브
로드캐스트한다.

따라서 각각의 섹터는 이웃 섹터들에 대하여 대리자(proxy)로서 동작한다.

상기 실시예는

각각의 단말기가 서비스중인 섹터로부터 상기 OTA OSI 보고들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이웃 섹터들에
의해 발생된 OTA OSI 보고를 각각의 단말기가 신뢰성있게 수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섹터 커버리지 크기들이 동일하지 않은 비대칭 네트워크 개발에 적합하다.

상기 실시예는

더 작은 섹터들은 일반적으로 더

낮은 전력 레벨들로 전송하고, 상기 더 작은 섹터들에 의해 브로드캐스트된 OTA OSI 보고들은 이웃 섹터들 내
의 단말기들에 의해 신뢰성있게 수신될 수 없다.

더 작은 섹터들은 이웃 섹터들에 의해 브로드캐스트된 그들

의 OTA OSI 보고들로부터 유리할 것이다.
[0110]

일반적으로, 주어진 섹터 m은 임의의 개수의 다른 섹터들 및 이들 중 몇몇에 의해 발생된 OTA OSI 보고들을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섹터 m은 섹터 m을 위한 이웃 리스트 내의 섹터들에 의해 발생된

OTA OSI 보고를 브로드캐스트한다.
수 있다.

이웃 리스트는 몇몇 다른 방식들로 또는 네트워크 운영자에 의해 형성될

또다른 실시예에서, 섹터 m은 섹터 m내의 단말기들의 활성 세트들에 포함된 모든 섹터들에 의해 발

생된 OTA OSI 보고들을 브로드캐스트한다.
활성 세트를 유지할 수 있다.

각각의 단말기는 상기 단말기가 통신하는 모든 섹터들을 포함하는

섹터들은 단말기들이 하나의 섹터로부터 다른 섹터로 핸드오프하기 때문에 활

성 세트로부터 부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에에서, 섹터 m은 섹터 m 내의 단말기들의 후보 세트

들에 포함된 모든 섹터들에 의해 발생된 OTA OSI 보고들을 브로드캐스트한다.
가 통신하는 모든 섹터들을 포함하는 후보 세트를 유지할 수 있다.

각각의 단말기는 상기 단말기

섹터들은 예를 들면, 채널 이득 및/또는

몇몇 다른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후보 세트로부터 부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섹터 m은

섹터 m 내의 단말기들의 OSI 세트들 내에 포함된 모든 섹터들에 의해 발생된 OTA OSI 보고들을 브로드캐스트
한다.
[0111]

각각의 단말기에 대한 OSI 세트는 전술된 것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전술된 것과 같이, 시스템은 사용자-기반의 간섭 제어 또는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어만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기반의 간섭 제어는 각각의 섹터 및 각각의 단말기가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하기 간단
할 수 있다.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어는 간섭 제어가 조정된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개선된 성능을 제

공할 수 있다.

시스템은 또한 사용자-기반 및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

은 또한 사용자-기반의 간섭 제어를 항상 사용하고, 초과 간섭이 관측되는 경우에만 네트워크-기반의 간섭 제
어를 수반할 수 있다.
[0112]

시스템은 서로 다른 동작 조건들에 대하여 각각의 간섭 제어 타입을 수반할 수 있다.

도 6은 시스템 내의 단말기(120x)에 대한 송신 전력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전력 제어 메카니즘
(600)을 도시한다.
을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120x)는 서비스중인 섹터(110x)와 통신하고, 이웃 섹터들(110a 내지 110l)에 간섭
전력 제어 메카니즘(600)은 (1) 단말기(120x)와 서비스 중인 섹터(110x) 사이에서 동작

하는 기준 루프(610) 및 (2) 단말기(120x)와 이웃 섹터들(110a 내지 110l) 사이에서 동작하는 제 2 루프(62
0)를 포함한다.

기준 루프(610) 및 제 2 루프(620)는 동시에 동작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레이트로 업데이트

될 수 있고, 기준 루프(610)는 제 2 루프(620) 보다 빠른 루프이다.

간단함을 위해, 도 6은 단말기(120x)에

상주하는 루프들(610 및 620)의 일부분만을 도시한다.
[0113]

기준 루프(610)는 서비스중인 섹터(110x)에서 측정된 것과 같이 지정된 전송을 위해 수신된 SNR이 타겟 SNR
에 가능하면 인접하도록 기준 전력 레벨 Pref(n)을 조정한다.

기준 루프(610)를 위해, 서비스중인 섹터(110

x)는 지정된 전송을 위해 수신된 SNR을 추정하고, 수신된 SNR을 타겟 SNR과 비교하며, 비교 결과들에 기초하
여 송신 전력 제어(TPC) 명령들을 발생한다.

각각의 TPC 명령은 (1) 기준 전력 레벨의 증가를 지시하기 위한

UP 명령 또는 (2) 기준 전력 레벨의 감소를 지시하기 위한 DOWN 명령이 될 수 있다.

서비스중인 섹터(110x)

는 순방향 링크(구름 형태 670)를 통해 단말기(120x)에 TPC 명령들을 전송한다.
[0114]

단말기(120x)에서, TPC 명령 프로세서(642)는 서비스중인 섹터(110x)에 의해 전송된 TPC 명령을 검출하여 TPC
결정들을 제공한다.

각각의 TPC 결정은 수신된 TPC 명령이 UP 명령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UP 결정이 될 수 있

고, 수신된 TPC 명령이 DOWN 명령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DOWN 결정이 될 수 있다.
(644)는 TPC 결정들에 기초하여 기준 전력 레벨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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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력 조정 유니트

유니트(644)는 각각의 UP 결정에 대하여 P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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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을 업 단계만큼 증가시키고, 각각의 DOWN 결정에 대하여 Pref(n)을 다운 단계만큼 감소시킨다.
데이터 프로세서(660)는 기준 전력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된 전송을 스케일링한다.

송신(TX)

단말기(120x)는 서비

스중인 섹터(110x)로 지정된 전송을 전송한다.
[0115]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변화하는 역방향 링크(구름 형태 640)에서의 경로 손실, 페이
딩, 다중 경로 영향들로 인해, 지정된 전송에 대하여 수신된 SNR은 계속해서 변동한다.

기준 루프(610)는 역

방향 링크 채널 환경들에서 변경들이 존재할 때 지정된 전송에 대하여 수신된 SNR을 타겟 SNR로 또는 그에 인
접하여 유지하는 것을 시도한다.
[0116]

제 2 루프(620)는 가능하면 높은 전력 레벨이 트래픽 채널을 위해 사용되면서 섹터간 간섭을 허용가능한 레벨
들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120x)에 할당된 트래픽 채널에 대한 송신 전력 Pdch(n)을 조정한다.

제 2

루프(620)에 대하여, 각각의 이웃 섹터(110)는 역방향 링크를 통해 전송들을 수신하고, 다른 섹터들 내의 단
말기들로부터 이웃 섹터에 의해 관측된 섹터간 간섭을 추정하며, 간섭 추정치에 기초하여 OTA OSI 보고를 발
생하고, 상기 OTA OSI 보고를 다른 섹터들 내의 단말기들로 브로드캐스트한다.
[0117]

단말기(120x)에서,

OSI

보고 프로세서(652)는 이웃 섹터들에 의해 브로드캐스트된 OTA OSI 보고들을

수신하고, 검출된 OSI 보고들을 송신 전력 델타 조정 유니트(656)로 제공한다.

채널 추정기(654)는 서비스중

인 이웃 섹터들로부터 파일럿들을 수신하고, 각각의 섹터에 대한 채널 이득을 추정하여 모든 섹터들에 대한
추정된 채널 이득들을 유니트(656)에 제공한다.

유니트(656)는 이웃 섹터들에 대한 채널 이득 비율을 결정하

고, 전술된 것과 같이 상기 검출된 OSI 보고들 및 채널 이득 비율들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 델타 △P(n)을 조
정한다.

유니트(656)는 도 3 내지 5에 도시된 프로세스들(300, 400, 500)을 실행한다.

송신 전력 계산 유니

트(658)는 유니트(644)로부터의 기준 전송 레벨 Pref(n), 유니트(656)로부터의 송신 전력 델타 △P(n), 및 가
능하면 다른 인자들에 기초하여 전송 레벨 Pdch(n)을 계산한다.

TX 데이터 프로세서(660)는 서비스중인 섹터

(110x)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송신 전력 Pdch(n)을 사용한다.
[0118]

도 6은 간섭 제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전력 제어 메카니즘을 도시한다.

간섭 제어는 전술된 것

과 다른 방식들로 및/또는 다른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0119]

도 7은 단말기(120x), 서비스중인 기지국(110x) 및 이웃 기지국(110y)의 일 실시예의 블럭 다이어그램을 도시
한다. 명확함을 위해, 하기의 설명은 도 6에 도시된 전력 제어 메카니즘(600)의 사용을 가정한다.

[0120]

역방향 링크를 통해, 단말기(120x)에서, TX 데이터 프로세서(710)는 역방향 링크(RL) 트래픽 데이터 및 제어
데이터를 인코딩, 인터리빙 및 심볼 맵핑하여 데이터 심볼을 제공한다.

변조기(Mod;712)는 데이터 심볼들 및

파일럿 심볼들을 적절한 서브 대역들 및 심볼 주기들로 맵핑하고, 적용가능하면 OFDM 변조를 수행하여 복소값
의 칩들의 시퀀스를 제공한다.

송신기 유니트(TMTR;714)는 칩들의 시퀀스를 처리(예를 들면, 아날로그 변환,

증폭, 필터링 및 주파수 상향 변환)하여, 안테나(716)를 통해 전송되는 역방향 링크 신호를 발생한다.
[0121]

서비스중인 기지국(110x)에서, 다수의 안테나들(752xa 내지 752xt)은 단말기(120x) 및 다른 단말기들로부터
역방향 링크 신호들을 수신한다.
공한다.

각각의 안테나(752x)는 개별 수신기 유니트(RCVR;754x)에 수신된 신호를 제

각각의 수신기 유니트(754x)는 수신된 신호를 처리(예를 들면, 필터링, 증폭, 주파수 하향변환 및

디지털화)하고, 적용가능하면 OFDM 변조를 수행하여 수신된 심볼을 제공한다.

RX 공간 프로세서(758)는 모든

수신기 유니트들로부터 수신된 심볼들에 수신기 공간 처리를 수행하여 전송된 데이터 심볼들의 추정치인 데이
터 심볼 추정치들을 제공한다.

RX 데이터 프로세서(760x)는 데이터 심볼 추정치들을 디맵핑, 디인터리빙, 디

코딩하여 기지국(110x)에 의해 현재 서비스되는 단말기(120x) 및 다른 단말기들에 디코딩된 데이터를 제공한
다.
[0122]

순방향 링크 전송을 위한 프로세싱은 역방향 링크에 대하여 전술된 것과 유사하게 수행될 수 있다.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들에서의 전송들을 위한 프로세싱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의해 규정된다.
[0123]

간섭 및 전력 제어를 위해, 서비스중인 기지국(110x)에서, RX 공간 프로세서(758x)는 단말기(120x)에 대하여
수신된 SNR을 추정하고, 기지국(110x)에 의해 관측된 섹터간 간섭을 추정하며, 단말기(110x)에 대한 SNR 추정
치 및 간섭 추정치(예를 들면, 측정된 간섭 Imeas,m)를 제어기(770x)에 제공한다.

제어기(770x)는 단말기에 대

한 SNR 추정치 및 타겟 SNR에 기초하여 단말기(120x)에 대한 TPC 명령을 발생한다.
정치에 기초하여 OTA OSI 보고 및/또는 IS OSI 보고를 발생할 수 있다.
(774x)를 통해 이웃 섹터들로부터 IS OSI 보고들을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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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770x)는 간섭 추

제어기(770x)는 통신(Comm) 유니트

TPC 명령들, 기지국(110x)에 대한 OTA OSI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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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및 가능하면 다른 섹터들에 대한 OTA OSI 보고들은 TX 데이터 프로세서(782x) 및 TX 공간 프로세서(784
x)에 의해 처리되고, 송신기 유니트들(754xa 내지 754xt)에 의해 처리되며, 안테나들(752xa 내지 752xt)에 의
해 전송된다.

기지국(110x)으로부터의 IS OSI 보고는 통신 유니트(774x)를 통해 이웃 섹터들로 전송될 수 있

다.
[0124]

이웃 기지국(110y)에서, 다수의 안테나들(752ya 내지 752yt)은 단말기(120x)
링크 신호들을 수신한다.
제공한다.

및 다른 단말기들로부터 역방향

각각의 안테나(752y)는 수신된 신호를 개별 수신기 유니트(RCVR; 754ya-754yt)에

각각의 수신기 유니트(754y)는 그 수신된 신호를 조절(예를 들면, 필터링, 증폭, 주파수 하향 변

환 및 디지털화)하고, 적용가능한 경우에 OFDM 복조를 적용하여 수신된 심볼들을 제공한다.

RX 공간 프로세

서(758y)는 기지국(110y)에 의해 관측된 섹터간 간섭을 추정하고, 간섭 추정치를 제어기(770y)에 제공한다.
RX 데이터 프로세서(760y)는 데이터 심볼 추정치들을 디맵핑, 디인터리빙 및 디코딩하여 현재 기지국(110y)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는 단말기(120x) 및 다른 단말기들에 대한 디코딩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간섭 추정치에 기초하여 OTA OSI 보고 및/또는 IS OSI 보고를 생성할 수 있다.
스템 내의 단말기들에 브로드캐스트된다.
있다.

제어기(770y)는

OTA OSI 보고는 처리되어 시

IS OSI 보고는 통신 유니트(774y)를 통해 이웃 섹터들에 전송될 수

기지국(110y)에 대한 OTA OSI 보고 및 가능하면 다른 섹터들에 대한 OTA OSI 보고들은 TX 데이터 프로

세서(782y) 및 TX 공간 프로세서(784y)에 의해 처리된다.
[0125]

단말기(120x)에서, 안테나(716)는 서비스중인 기지국 및 이웃 기지국들로부터 순방향 링크 신호들을 수신하여
수신된 신호를 수신기 유니트(714)에 제공한다.

수신된 신호는 수신기 유니트(714)에 의해 처리되고 디지털

화되며, 복조기(Demod;742) 및 RX 데이터 프로세서(744)에 의해 추가로 처리된다.

프로세서(744)는 단말기

(120x)에 대하여 서비스중인 기지국(110x)에 의해 전송된 TPC 명령 및 이웃 기지국들에 의해 브로드캐스트된
OTA OSI 보고들을 제공한다.

복조기(742) 내의 채널 추정기는 각각의 기지국에 대한 채널 이득을 추정한다.

제어기(720)는 수신된 TPC 명령들을 검출하고, TPC 결정들에 기초하여 기준 전력 레벨을 업데이트한다.

제어

기(720)는 또한 이웃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된 OTA OSI 보고들 및 서비스중인 기지국 및 이웃 기지국들에 대한
채널 이득들에 기초하여 트래픽 채널에 대한 송신 전력을 조정한다.
트래픽 채널에 대한 송신 전력을 제공한다.

제어기(720)는 단말기(120x)에 할당된

프로세서(710) 및/또는 변조기(712)는 제어기(720)에 의해 제공

된 송신 전력에 기초하여 데이터 심볼들을 스케일링한다.
[0126]

제어기들(720, 770x, 770y)은 각각 단말기(120x) 및 기지국(110x 및 110y)에서 다양한 처리 유니트들의 동작
을 지시한다.

상기 제어기들은 또한 간섭 및 전력 제어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제어

기(720)는 도 6에 도시된 유니트들(642 내지 658) 중 일부 또는 전부 및/또는 도 3 내지 5에 도시된 프로세스
들(300, 400, 500)을 실행할 수 있다.
부 또는 일부를 실행할 수 있다.

각각의 기지국(110)에 대한 제어기(770)는 도 2의 프로세스(200)의 전

메모리 유니트들(722, 772x 및 772y)은 각각 제어기들(720, 770x, 770y)에

대한 데이터 및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한다.

스케줄러(780x)는 기지국(110x)과의 통신을 위해 단말기들을 스

케줄링하고, 이웃 기지국들로부터의 IS OSI 보고들에 기초하여 스케줄링된 단말기들에 트래픽 채널들을 할당
한다.
[0127]

본 명세서에 개시된 간섭 제어 기술들은 다양한 수단들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에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기술들은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 기지국에서 간섭 제어

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처리 유니트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용 집적 회로들(ASICs), 디지털
신호 처리기들(DSPs), 디지털 신호 처리 디바이스들(DSPDs),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디바이스들(PLDs), 현장
프로그램 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들(FPGAs), 프로세서들, 제어기들, 마이크로제어기들, 마이크로프로세서들, 전
자 디바이스들, 본 명세서에 개시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른 전자 유니트들 또는 이들의 조합 내에
서 구현될 수 있다.

단말기에서 간섭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처리 유니트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ASICs, DSPs, 프로세서들, 전자 디바이스들 등 내에서 구현될 수 있다.
[0128]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해, 간섭 제어 기술들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모듈들(예를 들면, 절차
들, 기능들 등등)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코드들은 메모리 유니트(예를 들면, 도 7의 메모

리 유니트(도 7의 722, 772x 또는 772y))내에 저장되고 프로세서(예를 들면, 제어기(720, 770x 또는 770y))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0129]

메모리 유니트는 프로세서 내부 또는 외부에 구현될 수 있다.

개시된 실시예의 전술된 설명은 당업자가 본 발명을 구현하고 이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다.

이들 실시예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며, 여기서 한정된 포괄적인 원리는 본

발명의 사용 없이도 다른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설명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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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기에 개시된 원리 및 신규한 특징에 나타낸 가장 넓은 범위에 따른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130]

도 1은 기지국들 및 단말기들을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다.

[0131]

도 2는 간섭 제어를 위해 하나의 섹터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0132]

도 3은 간섭 제어를 위해 하나의 단말기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0133]

도 4는 결정론적 방식으로 송신 전력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0134]

도 5는 확률론적 방식으로 송신 전력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0135]

도 6은 간섭 제어에 적합한 전력 제어 메카니즘을 도시한다.

[0136]

도 7은 하나의 단말기와 2개의 기지국들의 블럭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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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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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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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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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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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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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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