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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을 위한 무선통신 장치 및방법

요약

  본 발명은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과 무선 채널을 통해 통신하기 위해 M개의 안테나들을 구비한 기지국으로 구성된 무선

통신 장치에 대한 것으로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로부터 수신된 귀환신호로부터 상기 M개의 안테

나들로부터의 부채널별로 지원 가능한 전송률을 나타내는 전송률 정보를 복원하고, 상기 전송률 정보에 따라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할당하고 상기 할당된 부채널들의 전송률들을 결정한다. 여기서 K가 M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매 시간구간마다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 중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선

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할당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을 위한 데이

터를 상기 할당된 M개의 안테나들을 통해 상기 결정된 전송률들로 상기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전송한다. 이러

한 본 발명은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이 제공하는 공간 차원의 부채널을 다중 사용자에게 각각 할당함으로써, 사용자

차원의 무선채널의 가변성 및 독립성과 공간 차원의 부채널의 가변성 및 독립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어 무

선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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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다중 안테나, 채널 할당, 부채널, 전송률 정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송신 안테나들마다 서로 독립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

  도 2는 상기 도 1의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형성되는 M개의 공간 부채널들을 등가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기지국과 다중 사용자 터미널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무선통신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다중 안테나를 구비한 기지국과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로 구성되는 무선통신 장치의 개략적인 블럭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도 4에 도시된 무선통신 장치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도 4에 도시된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도 4에 도시된 기지국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도 7의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9는 M(=3)명의 사용자들의 부채널의 정규화된 전송률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상기 도 9의 부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률의 합을 최대화하는 사용자와 부채널의 조합을 찾기 위해 가

능한 모든 조합과 그에 해당하는 전송률의 합을 나타낸 도면.

  도 11은 상기 도 9의 부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률의 합을 대략적으로 최대화하는 사용자와 부채널의 조합을

찾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중 송수신 안테나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다중 송수신 안테나를 이용

하여 다수의 공간 부채널을 형성하고 이를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무선통신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종래의 시분할(Time Division Multiplexing: TDM) 또는 코드분할(Code Division Multiplexing: CDM) 무선통신 시스템

은 주로 음성 위주의 저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속의 멀티미디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차세대 무선통

신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 고속 전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잇는 기

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최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서 다중 송수신 안테나 기술이 있다.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은 복수의 송수신 안테나를 사용하며 송수신기에서 적절할 시공간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제한된 대역폭으로 큰 전송률을 달성할 수 있다. 달성 가능한 최대의 전송률은 신

호가 전송되는 무선채널의 용량과 일치하고, 충분한 수의 전달경로가 존재하는 무선채널의 이론적인 용량은 근사적으로

송수신 안테나 수에 비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G. J. Foschini and M. J. Gans, "On limits of wireless

communications in a fading environment when using multiple antennas", Wireless Personal Communications, pp.

311-355, Marc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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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에서 최대의 전송률을 얻기 위해서는 송수신기 모두가 채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

공간 신호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G. G. Raleigh and J. M. Cioffi, "Spatio-temporal coding for wireless

communication",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pp. 357-366, March 1998) 이러한 방법은 수신기로부터 송

신기로 방대한 채널정보를 귀환해야 하고 송수신기 구조가 복잡해지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 V-BLAST로 알려진 다른 시스템은 송신기에서 채널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수신기에서만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신호처리를 수행한다.(G. J. Foschini, "Simplified processing for high spectral efficiency wireless communication

employing multi-element arrays", IEEE Journal on Selected Areas in Communications, pp. 1841-1852, Nov.

1999) 이러한 방법은 송신기에서 채널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약간의 전송률 감소는 있지만 귀환 정보량의 문제와

송수신기의 복잡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단일 안테나 시분할 무선통신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주파수 채널을 복수의 시간 슬롯들로 나누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

축 상에서의 채널만을 사용한다. 반면에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은 송신기에서 채널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에 관

계없이 공간 차원에서 다수의 부채널을 형성하여 동시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부채널이란 송신기에

구비된 복수의 송신 안테나들 각각으로부터 수신기로 향하는 무선통신 경로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공간 차원에서 병렬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 단일 안테나 시스템에 비해 증가된 전송률

을 달성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단일 사용자 시

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효율을 증가시키거나 전송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무선통신 시스템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수의 사용자 터미널들 각각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의 전파 환경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기지국과 상기 각 사용자 터

미널들 사이의 무선채널들 또한 서로 독립적이다. 따라서 특정한 시간(즉 시간 슬롯)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적합한 채

널 환경을 가지는 사용자와, 페이딩 등의 영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부적합한 채널 환경을 가지는 사용자가 동시에 존

재하게 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은 다중 송신 안테나를 이용하여 다수의 공간적인 부채널을 형성하며

이와 같이 형성된 부채널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 사용자 차원의 독립적인 채널 특성과 다중

안테나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수의 부채널들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 터미널들을 지원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은, 다중 안테나를 구비하는 기

지국 및 사용자 터미널들로 구성된 무선통신 시스템을 위한 무선통신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다중 안테나를 구비한 기지국 및 사용자 터미널들로 구성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시스템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에서 무선채널 상의 복수의 부채널들을 복수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나누어 할당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과 무선 채널을 통해 통신하기 위해 M개의 안테나들을 구비

한 기지국으로 구성된 무선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로부터 수신된 귀환신호로부터, 상기 M개의 안테나들로부터의 부채널별로 지원 가능한 전

송률을 나타내는 전송률 정보를 복원하는 전송률 정보 복원부와,

  상기 전송률 정보에 따라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할당하고 상기 할당된 부채널들

의 전송률들을 결정하는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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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각각 할당받은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을 위한 데이터를 상기 할당된 M개의 안테나들을 통해 상

기 결정된 전송률들로 상기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전송하는 송신부를 포함하며,

  K가 M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는, 매 시간구간마다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 중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과 무선 채널을 통해 통신하기 위해 M개의 안테나들을 구비

한 기지국으로 구성된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기지국에 의해 무선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로부터 수신된 귀환신호로부터, 상기 M개의 안테나들로부터의 부채널별로 지원 가능한 전

송률을 나타내는 전송률 정보를 복원하는 복원 과정과,

  상기 전송률 정보에 따라 매 시간구간마다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할당하고 상기

할당된 부채널들의 전송률들을 결정하는 할당 과정과, 여기서 K가 M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매 시간구간마다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 중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할당하며,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을 위한 데이터를 상기 할당된 M개의 안테나들을 통해 상기 결정된 전송률들로 상기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전송하는 전송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

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

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후술되는 본 발명은 정해진 서비스영역을 커버하는 기지국과 상기 서비스영역 내에서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는 복수의 사

용자 터미널들로 구성되고 상기 기지국과 상기 복수의 사용자 터미널들이 다중 안테나를 구비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들을 상기 복수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시스템 용량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여

기서 기지국의 다중 송신 안테나들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 사용자 터미널들 각각은 적어도 기지국의 다중 송신

안테나들과 같거나 더 많은 수신 안테나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는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에서 잘 알려진 것이며 본

발명의 요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각 송신 안테나마다 서로 독립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블럭도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송신기(110)는 M개의 송신 안테나들(116-1 내지 116-M)을 구비하며 수신기

(120)는 N개의 수신 안테나들(126-1 내지 126-N)을 구비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부호화 및 변조된 데이터열(d1d2d3…)은 디멀티플렉서 (demultiplexer, 112)에 의해 M개의 부데

이터열들로 분리되고 송신 시공간 신호처리부(102)에서 적절한 신호처리를 거친 후 M개의 다중 송신 안테나(116)를 통해

전송된다. 수신 시공간 신호처리부(122)는 무선채널(100)을 겪은 후 N개의 다중 수신 안테나(126)에 수신된 신호를 이용

하여 송신 데이터를 복원하고 멀티플렉서 (multiplexer, 124)에서 상기 복원된 데이터들로부터 원래의 데이터열을 복원한

다. 여기서 M개 보다 많은 수의 송신 안테나가 존재하는 경우는 시공간 부호(space-time coding) 기술을 적용하여 M개

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오류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2는 상기 도 1의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에서 매 시간 슬롯마다 형성되는 M개의 부채널들을 등가적으로 나타낸 것

으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송신기(110)와 수신시(120) 사이에 송신 시공간 신호처리부(114), 다중 송신 안테나(116), 무선

채널(100), 다중 수신 안테나(126), 수신 시공간 신호처리부(122)가 결합되어 등가적으로 M개의 공간 차원의 부채널들

(10-1 내지 10-M)이 형성된다.

  도 3은 기지국과 다중 사용자 터미널을 포함하는 셀룰러 구조의 무선통신 시스템을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정해진 서비스영역(200)을 커버하는 기지국(base station, 210)과 상기 서비스영역(200) 내에서 상기 기지국(210)과 통

신하는 다수의 사용자 터미널들(user terminals, 22-1 내지 22-K)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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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다중 안테나를 구비한 기지국과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로 구성되는 무선통신 장치의 개략적인 블럭도로서, 도시

한 바와 같이 Nt개의 송신 안테나들을 구비하는 기지국(210)과, 각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Nr(k)개의 수신 안테나들을

각각 구비하는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22-1 내지 22-K)로 구성된다. 상기 기지국(210)과 상기 사용자 터미널들(22-1 내

지 22-K) 사이에는 M개의 부채널들이 형성되며, 여기서 M은 Nt 및 Nr(k)보다 작거나 같다.(Nt≥M, Nr(k)≥M).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도 4에 도시된 무선통신 장치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여기에 나타낸 단계들은 매 시간 슬롯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300 및 310 단계는 각 사용자 터미널(22-1 내지 22-K)

에서 수행되는 것이며 320 및 330 단계는 기지국(210)에서 수행된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300 단계에서 제 k 사용자 터미널(22-k)은 기지국(210)으로부터의 하향링크 파일롯 신호를 이용

하여 상기 기지국(210)과의 사이의 무선채널 특성을 추정하고 상기 채널추정 결과를 Nr(k)*Nt의 행렬 HD[k] 형태로 구하

며, 상기 기지국(210)으로부터의 하향링크 제어 신호로부터 부채널 할당정보를 복원한다. 상기 부채널 할당정보는 A=[a1,

a2, ... aM]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am은 제 m 부채널에 할당된 사용자 터미널의 인덱스이다. 그리고 나면 상기 채널추정 결

과와 상기 부채널 할당정보에 따라 데이터 채널로 전송된 제 k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제 k 사용자

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am=k인 부채널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말한다. 이때, 상기 제 k 사용자 터미널(22-k)은 제 k 사용

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선택적으로 수신하거나, 모든 데이터를 수신한 후 제 k 사용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선택적

으로 취할 수 있다.

  310 단계에서 상기 제 k 사용자 터미널(22-k)은 채널추정 결과(HD[k])를 바탕으로 부채널들을 통해 전송 가능한 최대의

전송률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고 제 k 상향링크 귀환 채널을 통해 기지국(400)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최대 전송률 정

보는 R[k]=[r1[k], r2[k], ... rM[k]]로 표현되며 여기서 rm[k]는 제 k 사용자의 제 m 부채널을 통해 전송 가능한 전송률

에 대해 귀환되는 정보이다. 상기의 최대 전송률 정보(R[k])는 한 시간 슬롯(T) 만큼 딜레이되어 다음 시간 슬롯의 데이터

검출을 위해 사용된다.

  320 단계에서 상기 기지국(210)은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411 내지 41K)로부터 수신한 귀환 신호들로부터 사용자별로

부채널을 통해 전송 가능한 최대의 전송률 정보(R[k])를 복원하고, 상기 복원된 최대 전송률 정보를 이용하여 어떤 부채널

을 어떤 사용자에게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부채널 할당정보(A) 및 전송률 할당정보(RA=[r1[a1], r1[a2], ... rM[a

M]])를 생성한다. 330 단계에서 상기 기지국(210)은 상기 부채널 할당정보(A)를 가지고 하향링크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공간 다중화를 통해 형성된 M개의 부채널을 통해 상기 부채널 할당정보(A)에 따라 결정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데이터 신호를 상기 전송률 할당정보(RA)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이후 상기 기지국(210)은 상기와 같이 생성된 데이

터 신호와 하향링크 제어 신호 및 하향링크 파일롯 신호를 멀티플렉싱하여 제 1 내지 제 K 사용자 터미널들(411 내지

41K)로 전송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도 4에 도시된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 중 제 k 사용자 터미널(22-k)의 상세 구

성을 나타낸 블럭도로서, 다른 사용자 터미널들의 구성도 이와 동일하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 k 사용자 터미널(22-k)은

Nr(k)개의 다중 안테나(400), 채널특성 추정부(410), 부채널 할당정보 복원부(420), 데이터 복원부(430), 전송률 정보 생

성부(440), 딜레이 발생부(450) 및 채널 멀티플렉싱부(460)로 구성된다.

  상기 다중 안테나(400)는 기지국(210)으로부터 하향링크 파일롯 신호, 하향링크 제어 신호 및 데이터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채널특성 추정부(410)는 상기 하향링크 파일롯 신호로부터 상기 기지국(210)과 제 k 사용자 터미널(22-k) 사이의 하

향링크 채널특성(HD[k])을 추정하여 상기 부채널 할당정보 복원부(420), 상기 데이터 복원부(430) 및 상기 전송률 정보

생성부(440)로 전달한다.

  상기 부채널 할당정보 복원부(420)는 상기 채널특성(HD[k])을 이용하여 상기 하향링크 제어 신호로부터 부채널 할당정

보(A)를 복원하여 상기 데이터 복원부(430)로 전달하고, 상기 데이터 복원부(430)는 상기 채널특성(HD[k])과 상기 부채

널 할당정보(A) 및 이전 시간 슬롯에서 결정된 부채널의 전송률 할당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로부터 제 k 사용

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검출한다. 기지국(210)에 구비된 송신 안테나들의 개수가 M인 경우,(Nt=M) 제 k 사용자의 수신

데이터 신호 y[k]는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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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상기 P=diag(p1, p2, ... pM)이고, d=[d1, d2, ... dM]이고, z=[z1, z2, ... zNr(k)]이다. 여기서 pm은 제 m 안테나의 송신전

력 양의 제곱근을 나타내며, dm 은 제 m 부채널, 즉 제 m 송신 안테나를 통해 송신하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zn은 제 n 수신

안테나의 잡음성분을 나타낸다.

  일 예로서, 상기 데이터 복원부(430)가 최소평균제곱오차(minimum mean square error: MMSE) 검출기로 구성되는 경

우, am=k 일때 제 k 사용자는 제 m 부채널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 dm을 다음 <수학식 2>와 같이 검출할 수 있다.

  

수학식 2

  

  여기서 Wm은 W의 제 m 행, Q(.)는 슬라이싱(slicing) 연산, 위첨자 H는 행렬의 허미션(hermitian), σ2는 잡음의 분산, PR

은 수신신호의 전력, I는 Nr[k] 차원의 항등 행렬을 나타낸다. 상기 <수학식 2>와 같이 데이터를 검출할 경우 M개의 부채

널들을 통해 전송 가능한 최대의 전송률은 채널특성(HD[k])으로부터 다음 <수학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수학식 3

  

  여기서 SINRm[k]는 제 k 사용자의 제 m 부채널의 신호대 간섭 및 잡음 비(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

SINR)를 나타낸다.

  상기 전송률 정보 생성부(440)는 상기 <수학식 3>과 같이 계산한 M개의 부채널들의 용량들 Cm[k] (m=1, 2, ... M)를 가

지고 상향링크 귀환 신호를 생성한다. 그러면 상기 채널 멀티플렉싱부(460)는 상기와 같이 생성된 제 k 귀환 신호와 제 k

상향링크 파일롯 신호를 멀티플렉싱하여 상향링크를 통해 상기 기지국(210)으로 전송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도 4에 도시된 기지국(210)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로서, 도시된 바와 같

이 Nt개의 다중 안테나(500), 채널특성 추정부(510), 전송률 정보 복원부(520),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부(540), 사용자 데이터 저장부(550), 공간 다중화 데이터 생성부(560) 및 채널 멀티플렉싱부(570)

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다중 안테나(500)는 송수신 겸용 안테나로서 언급된다.

  상기 다중 안테나(500)는 상기 기지국(210)의 서비스영역 내에서 통신중인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22-1 내지 22-K)로

부터 상향링크 파일롯 신호들과, 귀환 신호들을 수신한다. 상기 채널특성 추정부(510)는 각 사용자 터미널들로부터 상기

다중 안테나(500)로 수신된 제 1 내지 제 K 상향링크 파일롯 신호들로부터 각 사용자 터미널과 기지국 사이의 상향링크

채널특성들(HU[k])을 추정하여 상기 전송률 정보 복원부(520)로 전달하고, 상기 전송률 정보 복원부(520)는 상기 채널추

정 결과를 가지고 상기 제 1 내지 제 K 귀환 신호들로부터 각 사용자의 부채널에 대한 전송률 정보(R[k])를 복원하여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로 전달한다.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는 각 사용자들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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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정보(R[k]) 및 무선자원 분배의 공평성, 사용자들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부채널 할당정보(A)와 할당된 부채널의

최대 전송률 정보(RA)를 생성하여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부(540)로 전달하고, 상기 부채널 할당정보(A)를 하향링크

제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채널 멀티플렉싱부(570)로 전달한다.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부(540)는 상기 부채널 할당정보(A) 및 상기 할당된 부채널의 최대 전송률 정보(RA)에 따라

상기 사용자 데이터 저장부(550)로부터의 데이터를 각 부채널의 전송률에 맞도록 변조 및 부호화하여 상기 공간 다중화

데이터 생성부(560)로 전달한다. 상기 공간 다중화 데이터 생성부(560)는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부(540)로부터 입력

되는 데이터를 공간 다중화하여 데이터 신호(d)를 생성하고 이를 상기 채널 멀티플렉싱부(570)로 전달한다. 상기 채널 멀

티플렉싱부(570)는 부채널 할당에 대한 상기 하향링크 제어 신호와 상기 데이터 신호 및 하향링크 파일롯 신호를 멀티플

렉싱하여 상기 다중 안테나(500)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영역 내의 제 1 내지 제 K 사용자 터미널들(22-1 내지 22-K)로 전

송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무선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210)의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는 통

신중인 전체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22-1 내지 22-K) 중에서 매 시간 슬롯마다 상기 기지국(210)에 구비된 송신 안테나

들의 개수 M에 따라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을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상기 선택된 사용자 터미널들의 부채널별 지원 가능한 최대 전송률을 나타내는 전송률 정보에 따라 시스템 처리율이 최적

화되도록 M개의 부채널들을 할당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도 7의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로

서, 여기에서는 라운드 로빈 방식에 따라 선택된 M명의 사용자들에게 전송률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M개의 부채널들을 할

당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부채널들이 할당되면 각 부채널의 전송률은 해당 사용자의 부채널 할당정보로부터 자동으

로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도시한 단계들은 매 시간 슬롯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700 단계에서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는 상기 사용자 데이터 저장부(550)에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사용자들의 수를 확인하고, 상기 사용자 수가 이전 시간 슬롯에 비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 점검하여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변화가 있으면 710 단계에서 상기 사용자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덱스들을 부여한다. 여기서 상기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사용자들의 수를 K라 하면 상기 사용자들에게는 1, 2, ... K의 인덱스들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어떤 시간

슬롯에서 사용자들의 수가 K에서 L만큼 증가하였다면, 원래 K개의 사용자 인덱스들은 그대로 두고 상기 추가된 L명의 사

용자들에 대하여 K+1, K+2, ... K+L을 부여한다. 만일 사용자들의 수가 K에서 L만큼 감소하였다면 나머지 사용자들에

대하여 순서대로 1, 2, ... K-L을 부여한다. 이는 기존의 사용자들을 중복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720 단계에서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는 상기 K명의 사용자들 중 할당 가능한 부채널 수 M에 해당

하는 M명의 사용자들을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선택한다. 가령, K=10, M=4인 경우 매 시간 슬롯마다 선택되는 사용자들

은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등과 같다. 여기서 {}안의 숫자는 선택된 사용자의 인덱스를 나

타낸다. 사용자 수 K가 부채널 수 M보다 작은 경우는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같은 사용자를 반복해서 선택할 수 있다. 가

령, K=3, M=4인 경우 매 시간 슬롯마다 선택되는 사용자들은 {1, 2, 3, 1}, {2, 3, 1, 1} 등과 같다. 또한 보다 일반적으로

가중치가 부여된 특정 사용자들을 보다 자주 선택할 수도 있다. 가령, K=10, M=4이고, 제 1 내지 제 3 사용자들이 나머지

사용자들보다 2배의 가중치를 가진다면, 매 시간 슬롯마다 선택되는 사용자들은 {1, 1, 2, 2}, {3, 3, 4, 5}, {6, 7, 8, 9},

{10, 1, 1, 2} 등과 같다.

  상기와 같이 M명의 사용자들이 선택되면 730 단계에서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는 상기 선택된 각

사용자마다 하나씩의 부채널을 중복되지 않도록 할당한다. 이 때, 상기 선택된 각 사용자의 부채널별로 가능한 최대의 전

송률에 따라 전체 전송률을 최대화하도록 부채널들을 할당한다.

  상기 730 단계의 구체적인 일 실시예로서,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는 선택된 사용자들과 할당 가능

한 부채널들의 가능한 모든 조합들 중 최대 전송률들의 합을 최대화하는 조합에 따라 부채널들과 전송률들을 할당한다.

즉, M명의 사용자들에게 M개의 부채널을 할당하는 경우 할당 가능한 모든 조합들의 개수는 M!(=M*(M-1)* ... *2*1) 가

지이다. 그러면 상기 가능한 모든 조합들에 대해 각 사용자들의 부채널별 전송률의 합을 계산하여 가장 큰 합을 가지는 조

합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부채널들을 할당할 수 있다.

  도 9는 M=3이고 전송률 정보로부터 도출된 정규화된 전송률(전송률 rm[k]를 rm[k]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으로 나눈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1 내지 4의 정수인 경우, 선택된 사용자의 부채널별 최대 전송률의 정규화된 값들을 일례

로 들어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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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사용자(k=1)의 제 1 내지 제 3 부채널들(m=1,2,3)의 정규화된 최대 전송률들은 각각 3,1,3이고,

제 2 사용자(k=2)의 제 1 내지 제 3 부채널들(m=1,2,3)의 정규화된 최대 전송률들은 각각 2,2,1이고, 제 3 사용자(k=3)의

제 1 내지 제 3 부채널들(m=1,2,3)의 정규화된 최대 전송률들은 각각 1,4,2이다. 일 예로서, 상기 제 1 사용자의 제 1 부채

널은 제 2 사용자의 제 3 부채널에 비해 3배의 최대 전송률을 지원 가능하다.

  도 10은 상기 도 9의 부채널별 최대 전송률 정보를 이용하여 총 3!(=6)가지의 사용자와 부채널간의 가능한 모든 조합들

에 대해 전송률 합계의 계산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0의 조합 (e)은 제 1 사용자에게 제 3 부채널을,

제 2 사용자에게 제 1 부채널을, 제 3 사용자에게 제 2 부채널을 할당하는 경우 정규화된 전송률의 합계가 9로 최대가 된

다. 따라서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는 이와 같이 상기 사용자들에게 부채널들 및 전송률들을 할당하

고, 그에 따른 할당정보를 생성한다.

  앞서 설명한 상기 730 단계의 실시예는 사용자들와 부채널들의 가능한 모든 조합들에 대하여 최대 전송률들의 합을 최대

화하는 조합을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할당 가능한 부채널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계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상기 730 단계의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는 선택

된 사용자들의 부채널별 전송률들 중에서 최대의 전송률을 가지는 하나씩의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하나씩의 부채널을 할당

하는 동작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모든 부채널들이 할당될 때까지 반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선택된 사용자들의 전체 M2개의 정규화된 전송률들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해당 부채널을 할당한다. 여기서 가장 큰 전송률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임의로 그 중 하나의 사용자에 대해 해당 부채널을

할당한다. (2) 이미 할당된 사용자와 부채널에 해당하는 전송률을 제외한 나머지 (M-1)2개의 정규화된 전송률들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해당 부채널에 할당한다. (3) 상기 (2)의 과정을 M명의 사용자들에게 M개의 부채널을 하나씩

할당할 때까지 반복한다.

  도 11은 상기 도 9의 부채널별 최대 전송률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730 단계의 다른 실시예를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도시된 (a)에서 9개의 전송률들 중 가장 큰 값인 4가 선택되고 그에 따라 제 3 사용자에 제 2 부채널이 할당된다. (b)에서

상기 제 3 사용자와 제 2 부채널에 해당하는 전송률들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전송률들 중 가장 큰 값인 3이 선택되는데

여기에서는 제 1 및 제 2 부채널들이 모두 가능하므로, 임의로 선택된 제 1 부채널이 제 1 사용자에게 할당한다. (c)에서

상기 제 1 사용자와 제 1 부채널에 해당하는 전송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전송률 1에 따라 제 2 사용자에 제 3 부채

널이 할당된다. 최종적으로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 사용자에게는 제 1 부채널이 할당되고 제 2 사용자에게는 제 3 부

채널이 할당되며 제 3 사용자에게는 제 2 부채널이 할당된다.

  상기 도 11의 방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얻어진 정규화된 전송률 합계는 8로서 도 10의 결과인 9보다는 작지만 도 10의 방

법에 비해 계산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530)에서 데이터 전송률, 사용자간

무선자원 분배의 공평성(라운드 로빈 방식의 사용), 사용자들의 우선순위(가중치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에게 효

과적으로 부채널을 할당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서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사용자를 선택하고 선택된 사용

자마다 하나의 부채널을 할당하는 동작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다른 사용자 선택 방법을 적용하여 부채널을 할당하거나

사용자 선택과 부채널 할당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다중 송수신 안테나를 구비하는 무선통신 시

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

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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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다중 송수신 안테나 시스템이 제공하는 공간 차원의 부채널을 다중 사용자에게 할당함으로써 사용자 차원의 채널

의 가변성 및 독립성과 공간 차원의 부채널의 가변성 및 독립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무선통신 시스템의 전송률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둘째, 한정된 무선자원으로 보다 높은 속도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부채널들을 사용자들에게

할당함에 있어서 전송률뿐만 아니라 사용자간 무선자원 분배의 공평성, 사용자들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함으로써 각 사용

자에 제공되는 무선통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과 무선 채널을 통해 통신하기 위해 M개의 안테나들을 구비한 기지국으로 구성된 무선통신 장치

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로부터 수신된 귀환신호로부터, 상기 M개의 안테나들로부터의 부채널별로 지원 가능한 전

송률을 나타내는 전송률 정보를 복원하는 전송률 정보 복원부와,

  상기 전송률 정보에 따라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할당하고 상기 할당된 부채널들

의 전송률들을 결정하는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와,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각각 할당받은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을 위한 데이터를 상기 할당된 M개의 안테나들을 통해 상

기 결정된 전송률들로 상기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전송하는 송신부를 포함하며,

  K가 M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는, 매 시간구간마다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 중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는,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의 전송률 정보에 따라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 중 최대의 전송률을 지원하는

사용자 터미널에게 해당하는 부채널을 할당하며,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하나씩 할당하게 될 때까지 이미 할당된 사용자 터미널

과 부채널에 해당하는 전송률들을 제외하면서, 나머지 전송률들 중 최대의 전송률을 지원하는 사용자 터미널에게 해당하

는 부채널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채널 및 전송률 할당정보 생성부는,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의 전송률 정보에 따라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과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의 할당

가능한 모든 조합들에 대하여 전송률의 합을 계산하며,

  상기 계산된 전송률의 합이 최대가 되는 조합의 해당하는 사용자 터미널에게 해당하는 부채널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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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는,

  상기 결정된 전송률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을 위한 데이터를 변조 및 부호화하는 부채널 및 전송

률 할당부와,

  상기 할당된 부채널들에 따라 상기 변조 및 부호화된 데이터를 공간 다중화하여 송신할 데이터 신호들을 생성하는 공간

다중화 데이터 생성부와,

  상기 데이터 신호들을 다른 채널의 신호들과 멀티플렉싱하여 각각 상기 M개의 안테나들을 통해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

널들로 전송하는 채널 멀티플렉싱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서 수신한 상향링크 파일롯 신호들로부터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 해당하는 상향

링크 채널 특성들을 추정하여 상기 전송률 정보를 복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상기 전송률 정보 복원부로 제공하는 채널

특성 추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 각각은,

  상기 M개의 안테나들을 통해 상기 기지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M개 이상의 안테나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 각각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할당된 부채널을 통해 하향링크 파일롯 신호와 제어 신호와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M개 이상의

안테나들과,

  상기 하향링크 파일롯 신호로부터 상기 기지국에 해당하는 하향링크 채널 특성을 추정하는 채널특성 추정부와,

  상기 추정된 하향링크 채널 특성을 이용하여 상기 제어 신호로부터 부채널 할당 정보를 복원하는 부채널 할당정보 복원

부와,

  상기 추정된 하향링크 채널 특성과 상기 부채널 할당정보 복원부에서 결정된 부채널 할당 정보 및 이전의 부채널 할당 정

보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이터 복원부와,

  상기 추정된 하향링크 채널 특성으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할당 가능한 M개의 부채널들 각각을 통해 지원 가능한

최대 전송률들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전송률들을 나타내는 전송률 정보를 생성하는 전송률 정보 생성부와,

  상기 전송률 정보를 포함하는 귀환신호를 다른 채널의 신호들과 멀티플렉싱하여 상기 M개 이상의 안테나들을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채널 멀티플렉싱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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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과 무선 채널을 통해 통신하기 위해 M개의 안테나들을 구비한 기지국으로 구성된 무선통신 장치

에서 상기 기지국에 의해 무선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로부터 수신된 귀환신호로부터, 상기 M개의 안테나들로부터의 부채널별로 지원 가능한 전

송률을 나타내는 전송률 정보를 복원하는 복원 과정과,

  상기 전송률 정보에 따라 매 시간구간마다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할당하고 상기

할당된 부채널들의 전송률들을 결정하는 할당 과정과, 여기서 K가 M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매 시간구간마다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 중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할당하며,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을 위한 데이터를 상기 할당된 M개의 안테나들을 통해 상기 결정된 전송률들로 상기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각각 전송하는 전송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 과정은,

  매 시간구간마다 통신 가능한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인덱스들을 부여하는 단계와,

  상기 부여된 인덱스들의 순서대로 M명씩의 사용자 터미널들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적인 인덱스를 부여하는 단계는,

  매 시간구간마다 통신 가능한 사용자 터미널들의 수가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 결과 사용자 터미널들이 추

가되었으면 상기 추가된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이미 부여된 인덱스들에 연속되는 추가적인 인덱스들을 부여하며, 상기 확

인 결과 사용자 터미널들이 감소되었으면 상기 감소된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부여되어 있던 인덱스들을 제거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 과정은,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의 전송률 정보에 따라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 중 최대의 전송률을 지원하는

사용자 터미널에게 해당하는 부채널을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을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게 하나씩 할당하게 될 때까지 이미 할당된 사용자 터미널

과 부채널에 해당하는 전송률들을 제외하면서, 나머지 전송률들 중 최대의 전송률을 지원하는 사용자 터미널에게 해당하

는 부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 과정은,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의 전송률 정보에 따라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과 상기 M개의 부채널들의 할당

가능한 모든 조합들에 대하여 전송률의 합을 계산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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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산된 전송률의 합이 최대가 되는 조합의 해당하는 사용자 터미널에게 해당하는 부채널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과정은,

  상기 결정된 전송률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M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을 위한 데이터를 변조 및 부호화하는 단계와,

  상기 할당된 부채널들에 따라 상기 변조 및 부호화된 데이터를 공간 다중화하여 송신할 데이터 신호들을 생성하는 단계

와,

  상기 데이터 신호들을 다른 채널의 신호들과 멀티플렉싱하여 각각 상기 M개의 안테나들을 통해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

널들로 전송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률 정보를 복원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서 수신한 상향링크

파일롯 신호들로부터 상기 K개의 사용자 터미널들에 해당하는 상향링크 채널 특성들을 추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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