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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수신기는 고속 데이터 통신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모두를 복조할 수 있다. 안테나(36)는 고속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을 수신 신호로서 수신한다. 간섭 제거 장치(38, 40)는 수신된 신호로부터 하나 이상의 공용/공통 채널의 기여를 제거하여,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한다. 제1 데이터 검출기는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처리함으로써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

신 전송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검출한다. 간섭 제거 장치는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로부터 상기 검출된 데이터를 제거하여,

제2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한다. 제2 데이터 검출기는 제2 간섭 제거된 신호로부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

에 다른 하나의 데이터를 검출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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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고속 데이터 통신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모두를 복조할 수 있는 수신기로서,

고속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을 수신 신호로서 수신하는 안테나와;

알려진(known) 채널 간섭 및 잡음 추정과 알려지지 않은(unknown) 채널 간섭 및 잡음 추정을 구성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

로부터 하나 이상의 공용/공통 채널의 기여를 제거하여,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하는 간섭 제거 장치와;

상기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처리함으로써 상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검출하는 제1 데

이터 검출기와;

상기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로부터 상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하나의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를 제거하여,

제2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하는 간섭 제거 장치와;

상기 제2 간섭 제거된 신호로부터 상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다른 하나의 데이터를 검출하는 제2 데이터

검출기

를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하나의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검

출된 데이터인 것인 수신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는 복수의 셀로부터의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이고, 상기 복

수의 셀로부터의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는 결합된 것이며,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로 검출된 셀 중의 하

나는 상기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인 수신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하나의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는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검

출된 데이터인 것인 수신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복수의 셀의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각각의 데이터는 각각의 셀을 위해 검출되고, 그 셀의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은 그 셀의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의 검출 전에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제거되며, 상기 수신기는 각각의 셀의

검출된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기를 더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W-CDMA FDD 전송을 수신하고 상기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은 DPCH 전송이며, 상기 고

속 데이터 통신 전송은 HSDPA 전송인 것인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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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공용/공통 채널은 PICH, CPICH, P-CCPCH, S-CCPCH 및 고속 공용 제어 채널 중 하

나 이상인 것인 수신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CDMA2000 전송을 수신하고, 상기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은 전용 채널 전송이며, 상기 고

속 데이터 통신 전송은 F-PDCH 전송인 것인 수신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공용/공통 채널은 파일럿 채널, 동기 채널, 페이징 채널, 방송 제어 채널, 순방향 공통 제

어 채널, 공통 할당 채널 및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 중 하나 이상인 것인 수신기.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무선 송수신 장치(WTRU)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 수신기.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기지국(base station)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 수신기.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제거 장치들과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검출기는 집적 회로를 사용하여 구현되는 것인 수신기.

청구항 13.

고속 데이터 통신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모두를 복조할 수 있는 수신기로서,

고속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을 수신 신호로서 수신하는 안테나 수단과;

알려진(known) 채널 간섭 및 잡음 추정과 알려지지 않은(unknown) 채널 간섭 및 잡음 추정을 구성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

로부터 하나 이상의 공용/공통 채널의 기여를 제거하여,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하는 제1 간섭 제거 수단과;

상기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처리함으로써 상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검출하는 제1 데

이터 검출기 수단과;

상기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로부터 상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하나의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를 제거하여,

제2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하는 제2 간섭 제거 수단과;

상기 제2 간섭 제거된 신호로부터 상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다른 하나의 데이터를 검출하는 제2 데이터

검출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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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하나의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검

출된 데이터인 것인 수신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는 복수의 셀로부터의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이고, 상기 복

수의 셀로부터의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는 결합된 것이며,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로 검출된 셀 중의 하

나는 상기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인 수신기.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하나의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는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검

출된 데이터인 것인 수신기.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복수의 셀의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각각의 데이터는 각각의 셀을 위해 검출되고, 그 셀의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은 그 셀의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의 검출 전에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제거되며, 상기 수신기는 각각의 셀의

검출된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는 결합기를 더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W-CDMA FDD 전송을 수신하고 상기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은 DPCH 전송이며, 상기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은 HSDPA 전송인 것인 수신기.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공용/공통 채널은 PICH, CPICH, P-CCPCH, S-CCPCH 및 고속 공용 제어 채널 중

하나 이상인 것인 수신기.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CDMA2000 전송을 수신하고, 상기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은 전용 채널 전송이며, 상기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은 F-PDCH 전송인 것인 수신기.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공용/공통 채널은 파일럿 채널, 동기 채널, 페이징 채널, 방송 제어 채널, 순방향 공통

제어 채널, 공통 할당 채널 및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 중 하나 이상인 것인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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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3항에 있어서, 무선 송수신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 수신기.

청구항 23.

제13항에 있어서, 기지국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 수신기.

청구항 2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간섭 제거 수단과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검출기 수단은 집적 회로를 사용하여 구현되

는 것인 수신기.

청구항 25.

고속 데이터 통신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모두를 복조할 수 있고, 복수의 셀 또는 섹터로부터 상기 저속 데이터 통신 전

송을 수신하는 수신기로서,

상기 고속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을 수신 신호로서 수신하는 안테나와;

각각의 셀 또는 섹터에 대한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용 데이터를 각각 검출하는 것인, 복수의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 검출

기와;

상기 복수의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 검출기의 출력을 결합된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로서 결합하는 결합기와;

알려진(known) 채널 간섭 및 잡음 추정과 알려지지 않은(unknown) 채널 간섭 및 잡음 추정을 구성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

로부터 복수의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 검출기의 하나의 출력의 기여를 제거하는 간섭 제거 장치와;

상기 간섭 제거 장치의 출력으로부터 고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를 검출하는 고속 데이터 통신 검출기

를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저속 데이터 통신 검출기의 출력은 결합되기 전에 시간 정렬되는 것인 수신기.

청구항 27.

고속 데이터 통신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모두를 복조할 수 있고, 복수의 셀 또는 섹터로부터 상기 고속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을 수신하는 수신기로서,

상기 고속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을 수신 신호로서 수신하는 안테나와;

각각의 셀 또는 섹터에 대해,

상기 각각의 셀 또는 섹터에 대한 고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를 검출하는 고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 검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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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known) 채널 간섭 및 잡음 추정과 알려지지 않은(unknown) 채널 간섭 및 잡음 추정을 구성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

로부터 상기 고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 검출기의 출력의 기여를 제거하는 간섭 제거 장치와;

상기 간섭 제거 장치의 출력으로부터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를 검출하는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 검출기와;

상기 셀 또는 섹터에 대한 저속 데이터 통신 검출기의 복수의 출력을 결합하여 결합된 저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를 생성하

는 결합기

를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저속 데이터 통신 검출기의 출력은 결합되기 전에 시간 정렬되는 것인 수신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저속 및 고속 데이터 통신 환경에서의 신호 복조

에 관한 것이다.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의 양쪽 모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은 양쪽 매체(media)를 더욱 잘 지원하도록 개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중 하나로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W-CDMA) 통신 시스

템이 있다. 릴리즈 99(R4)와 같은 주파수 분할 방식(FDD) 모드에서, 음성 통신은 통상 전용 채널(DCH)을 이용하여 송신

된다. CDMA2000과 같은 다른 시스템에서도, 음성 통신은 통상 전용 채널을 이용하여 송신된다. 데이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신될 수 있긴 하지만, 고속 다운링크 패킷 접속(HSDPA)은 하나의 W-CDMA 방식이고 고속 패킷 채널은 하나의

CDMA2000 방식으로 고속 데이터 전송률 다운링크 전송을 지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스템의 수신기는 양쪽 채널 종류 모두를 복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수신기는 고속 데이터 통신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모두를 복조할 수 있다. 안테나는 고속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을

수신 신호로서 수신한다. 간섭 제거 장치는 수신된 신호로부터 하나 이상의 공용/공통 채널의 기여를 제거하여,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한다. 제1 데이터 검출기는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처리함으로써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

에 하나의 데이터를 검출한다. 간섭 제거 장치는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로부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하나

의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를 제거하여, 제2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한다. 제2 데이터 검출기는 제2 간섭 제거된 신호로부

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다른 하나의 데이터를 검출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특징 및 구성 요소가 특정 조합으로 바람직한 실시예에 기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특징 또는 구성 요소는 (바

람직한 실시예의 다른 특징 및 구성 요소 없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는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구성 요소가 있든 없

든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후에, 무선 송수신 장치(WTRU)는 사용자 장비, 이동국, 고정 또는 이동 가입자 유닛, 무선 호출기(pager) 또는 무선 환

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장치를 포함하지만, 이것들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 언급되는, 기지국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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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B(node-B), 사이트 제어기(site controller), 액세스 포인트 또는 무선 환경에 있는 다른 종류의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

함하지만, 이것들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하 실시예는 W-CDMA 및 CDMA2000에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지만, 다중

전송 데이터 속도를 갖는 다른 무선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 1은 주파수 분할 방식(FDD) W-CDMA 또는 CDMA2000 전용 채널 통신과 같은 저속 데이터 통신 및 FDD HSDPA 또

는 CDMA2000 고속 패킷 통신과 같은 고속 데이터 통신의 양쪽 모두를 다루는 시스템의 개략도를 예시한다. 송신기에서,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20) 및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22)은 모두 기저대역(baseband)과 같은, 결합기(24)에 의해 결합된

다. Tx 무선 인터페이스(26)는 전파 채널(propagation channel)(28)을 통해 채널을 송신한다. 수신기(Rx) 무선 인터페이

스(30)는 채널을 수신하고, 통상 저속 데이터 통신 수신기(Rx)(32)와 고속 데이터 통신 수신기(Rx)(34)로 분리하여 각각의

데이터 스트림을 복조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상당한 간섭과 잡음은 문제를 일으키고, 저속 데이터 통신 수신기 및 고속 데이터 통신 수신기의 성능

을 악화시킨다.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 특성으로 인하여, 예시에서의 이러한 전송은 고 전력 레벨로 전송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고 전력 레벨 전송은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에 대하여 심각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부가적으로, FDD와 CDMA2000 전용 채널들 모두는 기지국들 사이에서의 소프트 핸드오버 또는 기지국 섹터들 사이에서

의 소프터 핸드오버를 사용한다. 고속 데이터 통신 속도 패킷 전송은 소프트/소프터 핸드오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셀에 접한 WTRU는 소프트 핸드오버의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을 행할 것 같지만, WTRU는 오직 하나의 기지국으로부터

의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만을 의도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수신에 대하여, 다른 저속 데이터 통

신으로부터의 내부 셀 간섭(intra-cell interference)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소프트 핸드오버 전송을 포함하는 다른 셀의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으로부터 심각한 셀간 간섭(inter-cell interference)도 존재한다. 그 결과, 시스템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 고속 데이터 통신 채널의 수는 물론 고속 데이터 통신 채널 용량도 악화시킬 수 있다.

도 2는 WTRU, 또는 FDD 또는 CDMA2000 전용 채널과 같은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및 HSDPA 또는 CDMA2000 고속

패킷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앙쪽 모두를 다루는 기지국에서 잠재적으로 사용되는 간략화된 수신기이다.

안테나(36) 또는 안테나 배열은 양쪽 전송 모두를 수신한다. 간섭 제거기는 고속 데이터 통신 수신기 동작 전에 간섭 및 잡

음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도 3에 예시된 바와 같은 간섭 제거기(38)는 수신 샘플 을 획득하여, 간섭 및 잡음 구성을 사용해서, 예컨대 감산기

(subtractor)(50)로 샘플 로부터 이들 간섭 및 잡음 성분들을 제거한다. 이미 알려진 저속 데이터 통신 채널(46)의 기여

에 대한 추정이 수신 벡터 에 구성된다. 이러한 채널은 저속 데이터 통신 전용 채널 및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기지국

으로부터의 다른 채널, (소프트 핸드오버 기간 동안과 같은) 다른 기지국으로부터의 저속 데이터 통신 및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 및 다른 알려진 채널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미지의 채널 및 잡음의 기여도 추정 및 제거될 수 있다(48). 도 2를 참

조하면, 이러한 간섭 제거된 신호는 고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심볼을 재생하도록 고속 데이터 통신 수신기(42)에 의해 처

리된다.

간섭 제거기는 저속 데이터 통신 수신기 동작 전에 간섭 및 잡음을 제거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도 4에 예시된 바와 같은

간섭 제거기(40)는 수신 샘플 을 획득하여, 간섭 및 잡음 구성을 사용해서, 예컨대 감산기(58)로 샘플 로부터 이들

간섭 및 잡음 성분들을 제거한다. 이미 알려진 저속 데이터 통신 채널(54)의 기여에 대한 추정이 수신 벡터 에 구성된

다. 이러한 채널은 고속 데이터 통신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들)의 기지국(들)으로부터의 다른 채널(52), (소프트 핸드오

버 기간 동안과 같은) 다른 기지국으로부터의 저속 데이터 통신 및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 및 다른 알려진 채널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미지의 채널 및 잡음의 기여도 추정 및 제거될 수 있다(56). 도 2를 참조하면, 이러한 간섭 제거된 신호는 고

속 데이터 통신 데이터/심볼을 재생하도록 저속 데이터 통신 수신기(44)에 의해 처리된다.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의 잠재적인 고 전력 레벨로 인하여,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으로부터 추정되는 데이터는 저속 데이

터 통신 수신기에 대하여 고속 데이터 통신 간섭 구성에 사용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으로부터

추정되는 데이터는 고속 데이터 통신 수신기에 대하여 저속 데이터 통신 간섭 구성에 사용될 수 있다.

도 5는 저속 및 고속 데이터 통신 수신기의 다른 실시예에 대한 개략도이다. 이와 같은 수신기는 WTRU에서 사용되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기지국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저속 및 고속 데이터 통신 전송은 안테나(36) 또는 안테나 배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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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되어 수신 벡터 이 생성된다. 공통/공용 채널 간섭 제거기(58)는 공통/공용 채널로부터 원하는 저속/고속 데이터 통

신에 유입된 간섭을 제거한다. 일부 실시예에서는, 공통/공용 채널 간섭 제거기(58)는 수신기 성능의 일부 잠재적 악화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간섭 제거된 벡터 는 고속 및 트래픽 채널 데이터 검출 장치(68)에 의하여 처리되어, 고속 데

이터용 및 트래픽 채널 데이터용 데이터를 생성한다.

도 6은 FDD W-CDMA 수신기를 위한 공통/공용 채널 간섭 제거기의 실시예의 예시이다. 도 6에 예시된 바와 같은, 페이

징 지시 채널(paging indicator channel: PICH) 검출기(70), 공통 파일럿 채널(CPICH) 검출기(72), 1차 공통 제어 물리

채널(P-CCPCH) 검출기(74), 2차 공통 제어 물리 채널(S-CCPCH) 검출기(76) 및 고속 공용 제어 채널 검출기(78)는 각각

의 채널을 위한 데이터를 검출한다. 각각의 검출된 채널의 데이터/심볼을 위해, 각각의 간섭 구성 장치(IC)(80, 82, 84, 86,

88)는 수신 벡터에서 검출된 채널의 기여를 생성한다. 모든 수신 채널로부터의 기여는 감산기(90)에 의해 수신 벡터 로

부터 감산되어, 간섭 제거된 벡터 를 생성한다.

공통/공용 채널 간섭 제거기가 감산 간섭 제거기로서 예시되어 있지만, 다른 간섭 제거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FDD-W-

CDMA 공통/공용 채널 간섭 제거기는 제거되는 채널의 특정 집합과 함께 예시되며, 적은 채널이 사용될 수 있거나 부가적

인 채널이 삭제될 수 있다. 소프트/소프터 핸드오버에 있는 수신기 또는 셀 주변에 있는 수신기를 위해, 이러한 채널은 다

른 셀/섹터로부터의 채널을 포함할 수 있다.

도 6의 실시예는 CDMA2000 수신기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다운링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거된 채널들은 파일럿 채

널, 동기 채널, 페이징 채널, 방송 제어 채널, 순방향 공통 제어 채널, 공통 할당 채널 및 순방향 전용 제어 채널을 잠재적으

로 포함하지만, 이러한 채널들 중 일부는 제거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CDMA2000 채널들이 제거될 수 있다.

도 7은 W-CDMA FDD용 고속 및 트래픽 채널 데이터 검출 장치에 대한 고속 채널 제거의 개략도이다. HSDPA 데이터 검

출기(92)는 수신 벡터 또는 간섭 제거된 벡터 를 수신하고, HSDPA 데이터/심볼을 생성한다. HSDPA 데이터/심

볼은 IC(94)에 의해 처리되어 수신 벡터에 대하여 HSDPA 채널의 기여를 생성한다. HSDPA 기여는 벡터로부터 감산기

(96)에 의하여 감산되고, HSDPA 제거된 벡터를 생성한다. 전용 물리 채널(DPCH) 데이터 검출기(98)는 HSDPA 간섭 제

거된 벡터로부터 DPCH 데이터/심볼을 검출한다.

도 8은 W-CDMA FDD용 고속 및 트래픽 채널 데이터 검출 장치에 대한 전용 채널 제거의 개략도이다. DPCH 데이터 검출

기(100)는 수신 벡터 또는 간섭 제거된 벡터 를 수신하고, DPCH 데이터/심볼을 생성한다. DPCH 데이터/심볼은

IC(102)에 의해 처리되어 수신 벡터에 대하여 DPCH 채널의 기여를 생성한다. DPCH 기여는 벡터로부터 감산기(104)에

의하여 감산되고, DPCH 제거된 벡터를 생성한다. HSDPA 데이터 검출기(106)는 HSDPA 간섭 제거된 벡터로부터

HSDPA 데이터/심볼을 검출한다.

도 9는 소프트/소프터 핸드오버에서 W-CDMA FDD 데이터 검출기를 위한 고속 채널 제거의 개략도이다. 도 9의 데이터

검출기는 셀 1(셀 섹터 1)로부터 HSDPA 전송과 셀 1 및 셀 2(또는 셀 섹터 1 및 셀 섹터 2)로부터 DPCH 전송을 수신하고

있다. 도 9에서, 각각의 셀과 관련된 수신 벡터는 개별적으로 도시된다. 다른 셀 또는 다른 섹터로부터 수신된 신호의 타이

밍은 칩(chip) 또는 심볼 레벨에서 정렬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상에서 이러한 분리는 수신된 샘플들의 별도의 집합으로서

도시되지만, 일부 실행에서는, 하나의 수신 벡터가 (예컨대 소프터 핸드오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수신 벡터 또는 간섭 제거된 벡터 은 셀 1(섹터 1)과 관련되고, 수신 벡터 또는 간섭 제거된 벡터 는 셀

2(섹터 2)와 관련된다. HSDPA 셀 1 데이터 검출기(108)는 셀 1 HSDPA 전송으로부터 HSDPA 데이터/심볼을 검출한다.

IC(110)는 셀 2 HSDPA 데이터/심볼의 기여를 셀 1 벡터에 생성한다. HSDPA 셀 1 기여는 감산기(112)에 의해 셀 1 수신

벡터로부터 감산되어, 셀 1 HSDPA 제거된 벡터를 생성한다. HSDPA 셀 2 데이터 검출기(116)는 셀 2 HSDPA 전송으로

부터 HSDPA 데이터/심볼을 검출한다. IC(118)는 셀 2 HSDPA 데이터/심볼의 기여를 셀 2 벡터에 생성한다. HSDPA 셀

2 기여는 감산기(120)에 의해 셀 1 수신 벡터로부터 감산되어, 셀 2 HSDPA 제거된 벡터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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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DPA 전송이 고속의 데이터 전송률로 행해지기 때문에, HSDPA 전송은 통상 높은 전송 전력 레벨을 갖는다. 그 결과,

HSDPA 전송은 DPCH 수신에 대하여 심각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셀의 HSDPA 전송을 검출하고 제거하

는 부가적인 복잡성 때문에, 다른 셀(셀 2)로부터의 HSDPA 전송의 제거는 특정 실행에서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DPCH 셀 1 데이터 검출기(114)는 소프트 셀 1 DPCH 심볼을 생성하도록 신호가 제거된 셀 1 HSDPA로부터 데이터를 검

출한다. DPCH 셀 2 데이터 검출기(122)는 소프트 셀 2 DPCH 심볼을 생성하도록 신호가 제거된 셀 2 HSDPA로부터 데

이터를 검출한다. 시간 정렬 및 결합기(124)에서, 시간은 셀 1과 셀 2의 소프트 심볼을 정렬하고, 이들을 결합하여 결합된

DPCH 심볼/데이터를 생성한다.

도 10은 소프트/소프터 핸드오버를 위한 W-CDMA FDD 데이터 검출기를 위한 전용 채널 제거의 개략도이다. 셀 2의 수신

벡터 또는 간섭 제거된 벡터 를 이용하여, DPCH 셀 2 검출기(128)는 셀 2로부터 송신된 DPCH용 소프트 심볼을

생성한다. 셀 1의 수신 벡터 또는 간섭 제거된 벡터 를 이용하여, DPCH 셀 1 검출기(130)는 셀 1로부터 송신된

DPCH용 소프트 심볼을 생성한다. 시간 정렬 및 결합기(138)에서 시간은 셀 1과 셀 2의 소프트 심볼을 정렬하고, 이들을

결합하여 DPCH 심볼/데이터를 생성한다.

IC(132)는 셀 1 벡터에 셀 1 DPCH 심볼의 기여를 생성한다. 셀 1 DPCH 기여는 감산기(134)에 의해 셀 1의 수신 벡터로

부터 감산되어, 셀 1 DPCH 제거된 벡터를 생성한다. HSDPA 데이터 검출기(136)는 간섭 제거된 벡터로부터 셀 1

HSDPA 심볼/데이터를 검출한다. 대안적인 구성으로, 셀 1 DPCH 데이터 대신에 시간 정렬 및 결합기(138) (DPCH 데이

터)에 의해 생성된 심볼은 간섭 제거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간섭 제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 심볼의 부가적

인 정확도를 위해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셀 1과 셀 2 DPCH/HSDPA 수신 사이의 시간 차이를 극복하는데 시

간 조정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전체 복잡성에는 부가적이다. 상기 간섭 제거기가 감산 간섭 제거기로서 기술되어 있지

만, 다른 종류의 간섭 제거기가 사용될 수 있다.

도 5 내지 도 10이 W-CDMA FDD와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지만, 이러한 간섭 제거기들은 저속 및 고속 데이터 통신 채널

을 갖는 다른 무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예시를 위해서, 이러한 도면들은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F-PDCH)은

HSDPA와 유사하고 CDMA2O00 전용 채널은 FDD DPCH와 유사한 CDMA2000에 적용할 수 있다.

도 2 내지 도 10은 집적 회로, 다중 집적 회로, 로직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logical programmable gate array:

LPGA), 다중 LPGA, 개별 부품 또는 집적 회로(들), LPGA(들) 및 개별 부품(들)의 조합에 구현할 수 있다.

다른 기술이 이용될 수 있긴 하지만, 개별 신호에 사용될 수 있고 이전의 실시예의 간섭 제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은 본원 명세서에 참고로 통합되어 있는, 2005년 6월 8일자로 출원된 "Creation of Matrices for Signal

Separation"라는 명칭의 미국 가출원에서와 같은 증분형 성분 분석(incremental component analysis: ICA)을 이용한다.

이 기술에서는, 주 성분 분석이 수행되고, 분리 행렬은 신호를 분리하도록 통계 처리를 이용하여 구성되고, 신호 분석은 관

심 신호를 결정하도록 수행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다중 입력 다중 출력(MIMO), 단일 입력 다중 출력(SIMO) 및 다중 입력

단일 출력(MISO)과 같은, 다중 안테나 소자들과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간섭 제거 장치는 수신된 신호로부터 하나 이상의 공용/공통 채널의 기여를 제거

하여,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한다. 제1 데이터 검출기는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를 처리함으로써 고속 또는 저속 데이

터 통신 전송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검출한다. 간섭 제거 장치는 제1 간섭 제거된 신호로부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하나의 전송의 검출된 데이터를 제거하여, 제2 간섭 제거된 신호를 생성한다. 제2 데이터 검출기는 제2 간섭 제

거된 신호로부터 고속 또는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중에 다른 하나의 데이터를 검출하는 것이 가능한 수신기는 고속 데이

터 통신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 모두를 복조할 수 있다. 안테나는 고속 및 저속 데이터 통신 전송을 수신 신호로서 수신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저속 데이터 통신 및 고속 데이터 통신의 양쪽 모두를 다루는 시스템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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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저속 및 고속 데이터 통신 결합 수신기의 개략도.

도 3은 결합 수신기에 사용하기 위한 저속 데이터 통신 간섭/잡음 제거기의 개략도.

도 4는 결합 수신기에 사용하기 위한 고속 데이터 통신 간섭/잡음 제거기의 개략도.

도 5는 결합 저속 및 고속 데이터 통신 수신기의 개략도.

도 6은 공통/공용 채널 간섭 제거기의 개략도.

도 7은 HSDPA 간섭 제거를 갖춘 결합 복조기의 개략도.

도 8은 DPCH 간섭 제거를 갖춘 결합 복조기의 개략도.

도 9는 소프트/소프터(soft/softer) 핸드오버 기간 동안 HSDPA 간섭 제거를 갖춘 결합 복조기의 개략도.

도 10은 소프트/소프터 핸드오버 기간 동안 DPCH 간섭 제거를 갖춘 결합 복조기의 개략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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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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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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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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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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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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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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