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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어도 제 1 신호 및 제 2 신호의 동시 전송을 위한 장치및 그에 사용하기 위한 모듈

요약

  본 발명은 적어도 제 1 신호 및 제 2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신호의 각각은 데이터 시퀀스

및 트레이닝 시퀀스를 포함한다. 상기 장치는 제 1 신호의 트레이닝 시퀀스 및 제 2 신호의 데이터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여

스펙트럼 효율과 데이터 처리량을 개선하도록 배열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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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적어도 제 1 신호 및 제 2 신호의 동시 전송을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기 신호의 각각은 데이터 시퀀스 및

트레이닝 시퀀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모듈 및 상기 장치에 의한 송신용 동시 신호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류의 장치는 2001년 9월 27-28일에 뉴톤 매사츄세츠에서의 WLAN에 관한 제 3차 IEEE 워

크삽으로부터 알려져 있다. 이 워크삽은 4개의 안테나를 갖는 MIMO 시스템에 대한 트레이닝 기간을 제안했는데, 이 트레

이닝 기간 동안, 오직 하나의 안테나만이 단지 트레이닝 시퀀스의 송신을 위해 한번에 활성화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우수한 스펙트럼 효율과 향상된 데이터 처리량을 갖는 서두에서 언급한 종류의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장치는 제 1 신호의 트레이닝 시퀀스 및 제 2 신호의 데이터 시퀀스를 동시 전송하도록 배

열된다. 본 발명은 트레이닝 기간 동안 데이터 시퀀스의 송신을 지속함으로써 보다 나은 스펙트럼 효율 및 향상된 데이터

처리량이 달성되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제 1 신호의 트레이닝 시퀀스와 상기 제 2 신호의 데이터 시퀀스 간의

상관을 최소화하도록 배열된다. 이러한 실시예는 상기 제 1 신호의 트레이닝 시퀀스와 제 2 신호의 데이터 시퀀스의 동시

전송이 단지 상기 제 1 신호의 트레이닝 시퀀스 및 상기 제 2 신호의 데이터 시퀀스의 상관이 낮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상

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기 장치는 만약 데이터 시퀀스와 트레이닝 시퀀스가 상관된다면, 상기 제 1 신호의 트레이

닝 시퀀스와 상기 제 2 신호의 데이터 시퀀스 간의 상관을 최소화하도록 배열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장치는 이용가능한 트레이닝 시퀀스의 그룹으로부터 상기 트레이닝 시퀀스를 선택함으로

써 상기 상관을 최소화하도록 배열되며, 상기 선택된 트레이닝 시퀀스는 상기 데이터 시퀀스와의 최소한의 상관을 가지도

록 배열된다. 비록 이용가능한 많은 트레이닝 시퀀스가 존재하지만, 일부의 트레이닝 시퀀스는 데이터 시퀀스와의 상관이

다른 것에 비해 더 낮다. 이러한 송신용 최적의 트레이닝 시퀀스를 선택함으로써 트레이닝 시퀀스와 데이터 시퀀스 간의

상관이 최소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장치는 상기 데이터 시퀀스를 인터리빙함으로써 상기 상관을 최소화하도록 배열된다.

이 실시예에서, 데이터 시퀀스와 트레이닝 시퀀스 간의 상관은 인터리빙(interleaving)을 사용하여 데이터 시퀀스를 스크

램블링함으로써 최소화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장치는 제 1 변조로 상기 트레이닝 시퀀스를 변조하여 상기 상관을 최소화하고 제 2 변조

를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시퀀스를 변조하도록 배열된다. 적당한 변조는 가령, BPSK, QPSK, x-PSK 및 x-

QAM(x=4,8,16,32)이거나 FSK 및 ASK와 같은 아날로그 변조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모든 측면은 다음의 도면의 설명에 의해 명확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트레이닝 시퀀스 및 데이터 시퀀스의 타이밍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트레이닝 시퀀스 및 데이터 시퀀스의 타이밍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송신기를 도시한다.

  도 4는 상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 실시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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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상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실시예이다.

실시예

  도 1은 신호(14,16,18,20)를 포함하는 트레이닝 기간의 타이밍도이다. 각각의 신호는 트레이닝 시퀀스(10) 및 데이터 시

퀀스(12)를 포함한다. 트레이닝 시퀀스(10)는 중첩하지 않도록 배열된다. 또한 데이터 시퀀스(12)는 트레이닝 기간의 전

혹은 후에만 송신된다.

  도 2는 신호(20,22,24,26)를 포함하는 트레이닝 기간의 본 발명에 따른 타이밍도이다. 도 1과 대비하여 도시된 것은, 트

레이닝 시퀀스(10)의 송신 동안 송신중에 있는 데이터 시퀀스(12)이다. 가령, 신호(20)가 트레이닝 시퀀스를 송신한다면,

신호(22,24,26)는 동시에 데이터 시퀀스를 송신할 수 있다. 도 2의 실시예는 따라서 개선된 스펙트럼 효율과 데이터 처리

량의 이점을 제공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3에서, 입력 데이터 스트림(32)은 데이터 스트림(32)의

세그먼트화 및 트레이닝 시퀀스의 추가를 위한 소자(30)에게로 전달된다. 최종적인 시퀀스(34)는 도 2의 체계에 따라 송신

될 수 있는 n개의 병렬 송신 체인(39)으로의 분배를 위한 분배 소자(36)에게로 전달된다. 가령, OEDM(직교 주파수 분할

멀티플렉싱) 시스템의 경우, 송신 체인(39)은 파일럿 심볼을 수신단에서 트랙킹 목적을 위한 데이터 스트림 내로 삽입하기

위한 파일럿 삽입부(38)와, OFDM 서브 캐리어에 가드 기간(guard period)을 부가하기 위한 윈도잉(40)과, RF부(41)와,

안테나(43)를 포함한다. 신호(20,22,24,26) 중의 하나로부터의 데이터 시퀀스(12)와 다른 신호(20,22,24,26) 중의 하나로

부터의 트레이닝 시퀀스(10)가 상관된다면, 소자(30)는 상관이 최소화되도록 배열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소자

(30)는 트레이닝 시퀀스 및 데이터 시퀀스에 대한 상이한 변조를 선택함으로써 상관을 최소화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적당

한 변조는 가령 BPSK, QPSK, DQPSK, x-PSK, x-QAM(x=4,8,16,32)이거나 혹은 FSK 혹은 ASK와 같은 아날로그 변조

일 수 있다. 그러나, BPSK 변조를 사용하여 트레이닝 시퀀스를 항상 변조하는 것이 이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

한 종류의 변조는 합리적인 짧은 트레이닝 시퀀스에 대해 우수한 신호대 잡음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서, 소자

(30)는 상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시퀀스를 인터리빙(스크램블링)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다음에, 소자(30)는 설계에

의해 데이터 시퀀스와의 상관이 낮은 적당한 트레이닝 시퀀스를 선택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도 4는 데이터 시퀀스(12)와 트레이닝 시퀀스(10) 간의 상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소자(46)는 소정의

인터리빙 깊이를 사용하여 데이터 시퀀스를 인터리빙하도록 배열될 수 있거나, 소자(46)는 상이한 변조를 사용하여 데이

터 시퀀스를 변조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트레이닝 시퀀스와 데이터 시퀀스 간의 이러한 상관은 소자(48)에서 계산된다.

비교기(50)는 계산된 상관값과 소정의 임계값을 비교한다. 만약 계산된 상관이 허용가능한 수준이라면, 트레이닝 시퀀스

는 데이터 시퀀스에 부가되어 송신될 것이다. 그러나, 상관의 수준이 허용불가능한 것이라면, 소자(46)는 상이한 변조를

사용하여 데이터 시퀀스를 변조하거나 혹은 상이한 인터리빙 깊이를 사용하여 그 데이터 시퀀스를 인터리빙할 것이다. 도

4의 실시예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최적의 변조 혹은 최적의 인터리빙 깊이를 단 한번 결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송신을 위해 최적의 설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상관을 최소화하는 것을 반

복할 수 있다. 또한, 상관이 동시에 최소화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데이터 시퀀스를 사용하여 상관을 단계적으로 최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데이터 시퀀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도 5에서, 최적의 트레이닝 시퀀스를 선택함으로써 상관을 최소화하는 실시예가 도시된다. 트레이닝 시퀀스는 가령, 수

개의 적당한 트레이닝 시퀀스(50)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선택된다. 선택된 트레이닝 시퀀스 및 데이터 시퀀스는

소자(52)에서 상관된다. 비교기(55)는 상관이 수준이 허용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상관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것이라면, 선택된 트레이닝 시퀀스는 송신에 사용된다. 한편 만약 상관의 수준이 허용불가능하다면, 이 실시예는

다른 트레이닝 시퀀스를 선택하도록 배열된다. 도 5의 실시예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가능하다. 가령, 최적의 트레이닝 시

퀀스를 단 한번만 결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송신을 위해 이 트레이닝 시퀀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정한 간격으로

상관을 최소화하는 것을 반복할 수가 있다. 상관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상관이 최소화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데이터 시퀀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련의 데이터 시퀀스도 사용할 수가 있다.

  전술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제한하기보다는 예시하는 것으로, 당업자는 첨부된 청구범위의 영역 내에서 다양한 수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단어 "포함"은 청구범위에 열거된 것 이외의 다른 소자 혹은 단계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수"의 소자의 단어는 그 소자의 복수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상이한 종속 청구항에서 소정

의 수단들이 반복되는 사실은 그러한 수단들의 조합이 이점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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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적어도 제 1 신호 및 제 2 신호의 동시 전송을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신호들의 각각은 데이터 시퀀스 및 트레이닝 시퀀스를 포함하며,

  상기 장치는 상기 제 1 신호의 트레이닝 시퀀스 및 상기 제 2 신호의 데이터 시퀀스를 동시에 전송하도록 배열되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제 1 신호의 상기 트레이닝 시퀀스와 상기 제 2 신호의 상기 데이터 시퀀스 간의 상관을 최소화하도록

배열되는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상관을 반복적으로 최소화하도록 배열되는 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이용가능한 트레이닝 시퀀스의 그룹으로부터 상기 트레이닝 시퀀스를 선택함으로써 상기 상관을 최소화하

도록 배열되며, 상기 선택된 트레이닝 시퀀스는 상기 데이터 시퀀스와의 최소의 상관을 가지도록 배열되는 장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데이터 시퀀스를 인터리빙함으로써 상기 상관을 최소화하도록 배열되는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제 1 변조를 사용하여 상기 트레이닝 시퀀스를 변조함으로써 상기 상관을 최소화하고, 제 2 변조를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시퀀스를 변조하도록 배열되는 장치.

청구항 7.

  제 2 항 내지 제 6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장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듈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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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모듈은 제 1 신호의 트레이닝 시퀀스와 제 2 신호의 데이터 시퀀스 간의 상관을 최소화하도록 배열되는 모듈.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장치에 의해 송신되는 동시성 신호에 있어서,

  상기 동시성 신호는 적어도 제 1 신호 및 제 2 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신호 및 제 2 신호는 데이터 시퀀스 및 트레이

닝 시퀀스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신호의 트레이닝 시퀀스 및 상기 제 2 신호의 데이터 시퀀스는 동시에 송신되도록 배열되

는

  동시성 신호.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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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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