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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각각 대응 송신 채널을 통해 이동하는 복수의 송신 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

다. 수신기는 복수의 수신기 채널을 포함하고, 수신기 채널은 각각의 송신 채널에 대응한다. 각각의 수신기 채널은 대응 송

신 신호를 수신한다. 수신된 송신 신호는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검출된

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면, 제 1 세트의 가중치가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된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간섭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면, 제 2 세트의 가중치가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된다. 수신된 송신 신호는 수신기 가

중에 기초하여 추정된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널 처리된 송신 신호의 타임 슬롯 동안에 판정될 수 있다. 송신 신호가 다수 캐리어 신호이면,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송신 신호의 널 처리된 캐리어의 주파수 및 타임 슬롯

동안에 판정될 수 있다. 제 1 세트의 가중치는 제 1 공분산 행렬에 기초할 수 있고, 여기서 제 1 공분산 행렬은 수신된 노이

즈 및 간섭 공분산을 나타낸다. 제 2 세트의 가중치는 제 2 공분산 행렬에 기초할 수 있고, 여기서 제 2 공분산 행렬은 간섭

공분산을 나타낸다. 제 1 세트의 가중치 및 제 2 세트의 가중치는 송신 모드 선택 및 수신기 소프트 디코딩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대표도

등록특허 10-0632135

- 1 -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수신기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가중을 포함하는 적응성 다중-체인 수신기

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통신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송신원(예를 들어, 송수신 기지국)으로부터 일정 영역 또는 지역 내의 하나 이상의 수신기

(예를 들어, 가입자 유닛)로 무선 송신되는 정보-전달 변조된 캐리어 신호를 포함한다.

무선 통신의 형태는 다중 송신 안테나 및/또는 다중 수신기 안테나를 포함한다. 다중 안테나 통신 시스템은 통신 다이버시

티 및 공간 멀티플렉싱을 지원할 수 있다.

무선 채널

도 1은 송신기(110)로부터 여러 다른(다중) 송신 경로를 따라 수신기(120)로 이동하는 변조된 캐리어 신호를 도시한다.

다수 경로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주 신호와 복제본, 또는 오브젝트들의 신호 반사에 의해 초래되는 에코된 화상의 조

합을 포함할 수 있다. 수신기는 송신기에 의해 전송된 주 신호를 수신할 수 있지만, 또한 신호 경로에 위치된 오브젝트가

반사된 2차 신호를 수신하기도 한다. 반사된 신호는 수신기에서 주 신호보다 늦게 도달한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하여, 다

수 경로 신호는 심볼간 간섭 또는 수신된 신호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수신된 신호는 주 신호와 여러 반사된 신호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본래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는 반사 신호보다 짧

기 때문에, 신호는 다른 시간에 수신된다. 최초 수신된 신호와 최종 수신된 신호 사이의 시간차는 지연 확산(delay

spread)이라 불리우며, 수 마이크로 초 정도로 클 수 있다.

변조된 캐리어 신호가 이동하는 다수 경로는 통상적으로 변조된 캐리어 신호의 페이딩을 초래한다. 페이딩은 시간 선택적

인 것일 수 있고, 이는 변조된 신호의 진폭 및 위상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할 수 있다. 페이딩은 또한 주파수 선택적인 것

일 수 있고, 이는 신호 대역폭에 대한 채널의 주파수 응답이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게 할 수 있다.

공간 멀티플렉싱

공간 멀티플렉싱은 송수신기 기지국 및 가입자 유닛 양자 모두에서 안테나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전력 또는 대역폭 소비 없

이도 무선 라디오 링크에서의 비트 레이트를 향상시키는 송신 기술이다. 특정 조건 하에서, 공간 멀티플렉싱은 안테나 개

수에 있어서의 스펙트럼 효율의 선형 증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송신기(송수신기 기지국)와 수신기(가입자 유닛)에서 3

개의 안테나가 사용되면, 코드될 정보 심볼의 스트림은 3개의 독립적인 서브스트림으로 나뉘어 진다. 이들 서브스트림은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의 동일 채널을 차지한다. 예상되는 동일 채널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은 시분할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

에서의 동일 타임 슬롯,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에서의 동일 주파수 슬롯,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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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 코드 시퀀스 또는 공간 분할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에서의 동일 공간 타겟 위치를 포함한다. 이들 서브스트림은 송

신 안테나에 개별적으로 인가되어 무선 채널을 통해 송신된다. 주변에 다양한 스캐터링 오브젝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의 신호는 다수 경로 전파를 경험하게 된다.

송신으로부터 야기되는 복합 신호는 궁극적으로 랜덤한 위상과 진폭을 갖는 수신 안테나 어레이에 의해 포착된다. 수신기

어레이에서, 수신된 신호 각각의 공간 서명이 추정된다. 공간 서명에 기초하여, 신호 처리 기술은 신호를 분리하는데 적응

되어, 본래의 서브스트림을 복원한다.

도 2는 데이터 심볼들을 수신기 안테나 어레이(240)로 송신하는 3개의 송신기 안테나 어레이(210, 220, 230)를 나타낸다.

각각의 송신기 안테나 어레이 및 각각의 수신기 안테나 어레이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안테나를 포함한다. 수신기 안테나 어

레이(240)에 접속된 수신기는 수신 신호를 분리한다.

통신 다이버시티

안테나 다이버시티는 다중 안테나-기반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어 다수 경로 페이딩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안테

나 다이버시티는 송신기 및/또는 수신기에 2개 이상의 안테나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각각의 송신 및 수신

안테나 쌍은 송신 채널을 포함한다. 송신 채널은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페이드 인(fade in) 한다. 따라서, 다수 경

로 간섭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하나의 송신 채널이 페이딩할 때, 동시에 다른 송신 채널이 페이딩으로 곤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독립적인 송신 채널에 의해 제공되는 리던던시에 의해, 수신기는 종종 페이딩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

킬 수 있다.

다수 경로 채널 수신기는 일반적으로 공간 멀티플렉싱, 수신기 다이버시티 또는 간섭 소거와 연관된다. 각각의 채널 수신

기는 일반적으로 수신된 정보 신호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중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수신된 정보 신호는 추정되는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의 정확성을 제한하는 노이즈 및 간섭을 포함한다. 간섭은 일반적으로

공통 주파수 대역에서 송신하는 다른 송신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간섭을 주는 송신기는 동일한 통신 시스템에 속할 수 있

고, 셀룰러 주파수 재사용에 기인하여 간섭을 주거나, 또는 이러한 송신기는 인접 영역에 위치되는 다른 통신 시스템에 속

할 수 있다.

공통 수신기에서 다중 정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수신기가 간섭 또는 노

이즈에 의해 지배되는 정보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도록 적응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 및 시스템은 기

존 다중 채널 가중된 수신기들로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다중 채널 수신기에서 다중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포함한다. 수신기는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

느 하나에 의해 지배되는 정보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기존 다중 채널

가중된 수신기로 용이하게 구현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는 수신기에서 복수의 송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송신 신호는 각각 대응 송신 채

널을 통해 이동한다. 수신기는 각각의 송신 채널에 대응하는 복수의 수신기 채널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각각의 수신기 채

널이 대응 송신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방법은 또한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제 1 세트의 가중치가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된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간섭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제 2 세트의 가중치가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된다. 수신된 송신 신호는 선택된 수신기 가중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수신된 송신 신호들 사이의 공

간 상관 레벨을 판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

를 검출하는 것은 널 처리된(nulled) 송신 신호의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 동안에 판정될 수 있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

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다수 캐리어 송신 신호의 널 처리된 캐리어의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 동안에 판정될 수 있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

출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

하는 것은 간섭 모니터링 인식에 의해 판정되는 것으로서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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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실시예는 제 1 실시예와 유사하다. 제 2 실시예는 수신된 노이즈 및 간섭 공분산을 나타내는 제 1 공분산 행렬을 생성

하는 것과, 간섭 공분산을 나타내는 제 2 공분산 행렬을 생성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제 1 세트의 가중치는 제 1 공분산 행

렬에 기초할 수 있고, 제 2 세트의 가중치는 제 2 공분산 행렬에 기초할 수 있다.

제 1 공분산 행렬은 적어도 하나의 송신 타임 슬롯에 대하여 수신된 널 처리된 단일 캐리어 신호의 외적 평균을 구하여 계

산될 수 있다.

제 2 공분산 행렬은 적어도 하나의 송신 타임 슬롯에 대하여 수신된 단일 캐리어 신호의 널 톤의 외적을 윈도우 및 평균 처

리하여 계산될 수 있다.

제 1 공분산 행렬은 적어도 하나의 송신 타임 슬롯의 널 캐리어에서 수신된 다수 캐리어 신호의 외적 평균을 구하여 계산

될 수 있다.

제 2 공분산 행렬은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의 수신된 다수 캐리어 신호의 인접하는 널 톤의 외적을 윈도우 및 평균 처리

하여 계산될 수 있다.

선택된 세트의 가중치는 수신된 송신 신호의 소프트 디코딩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송신 모드 선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를 검출하는 것은 제 1 공분산 행렬의 대각 요소의 제

곱 평균값 대 제 1 공분산 행렬의 대각외 요소의 제곱 평균값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는 하나의 정보 신호만이 송신되는 경우 MRC(maximum ratio combination)와 일치되게 계산되는 제 1 세트의

가중치를 포함한다. 제 1 세트의 가중치는 하나 이상의 정보 신호가 송신되는 경우 MMSE(minimum mean squred

estimate)와 일치되게 계산된다.

다른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정보 신호가 송신되는 경우 MMSE(minimum mean squred estimate)와 일치되게 계산되는

제 2 세트의 가중치를 포함한다.

제 3 실시예는 복수의 송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다중 채널 수신기를 포함한다. 송신 신호는 각각 대응 송신 채널을 통해

이동한다. 수신기 채널은 각각의 송신 채널과 대응한다. 본 수신기는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

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제 1 세트의 가중

치가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된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간섭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제 2 세트의 가중치가 수신기 가중

으로서 선택된다. 선택된 수신기 가중에 기초하여, 수신된 송신 신호가 추정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 및 장점 등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적으로 설명하는 이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

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시스템 송신기로부터 시스템 수신기로의 다수 경로를 포함하는 종래의 무선 시스템,

도 2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송신기 안테나 및 공간적으로 분리된 수신기 안테나를 포함하는 종래의 무선 시스템,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포함하는 다중 체인 수신기,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

도 6은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서브-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포함되는 단계 또는 동작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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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설명을 위한 도면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중 채널 수신기에서 다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으

로 구현된다. 수신기는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지배되는 정보 신호를 선택적으로 수신하도록 적응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기존의 다중 채널 가중된 수신기들로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이제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의 기술은 여러 다른 타입의 통신 시스템에

구현될 수 있다. 특히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과 관련된다. 기지국은 무선 채널을 통해 다운링크 신호를 다수 가입자들에

게 송신한다. 또한, 가입자들은 무선 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 업링크 신호를 송신한다. 따라서, 다운링크 통신에 대하여는

기지국이 송신기이고 가입자가 수신기이고, 업링크 통신에 대하여는 기지국이 수신기이고 가입자가 송신기이다. 가입자는

휴대형 또는 고정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휴대 전화, 카 폰, 및 고정 위치에서의 무선 모뎀 등의 정적 수신기를 포

함한다.

기지국에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기술 및/또는 공간 멀티플렉싱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안테나가 제공된다. 또한, 각

각의 가입자에게는 또 다른 공간 멀티플렉싱 및/또는 안테나 다이버시트를 허용하는 다수의 안테나가 구비된다. SIMO

(single input multiple output) 또는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구성 모두가 가능하다. 이들 구성 중 어느 하

나에서, 통신 기술은 단일-캐리어 또는 다수-캐리어 통신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이 지점-대-다지점

(point-to-multipoint) 시스템을 적용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선 통신하는 적어도 2개의 디바이

스들을 구비하는 임의의 무선 통신 시스템을 적용한다. 따라서, 편의상, 이하의 설명은 본 발명이 단일 송신기-수신기 쌍

에 적용되는 것에 촛점을 맞추지만, 임의 개수의 이러한 쌍에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지점-대-다지점 적용은 다양한 타입의 다중 액세스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FDMA(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및 SDMA(spatial division multiple access)를 포함하며, 이

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송신은 TDD(time division duplex)일 수 있다. 즉, 다운링크 송신이 업링크 송신과 동일 채널(동일 송신 주파수)을 차지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간에 발생한다. 대안적으로, 송신은 FDD(frequency division duplex)일 수 있다. 즉, 다운링크 송신이

업링크 송신과는 다른 주파수에서 일 수 있다. FDD는 다운링크 송신과 업링크 송신이 동시에 발생하게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무선 채널의 변경은 업링크 및 다운링크 신호가 변동하는 레벨의 감쇄, 다수-경로 페이딩 및 기타 부정적 효

과들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소망하는 송신기 이외의 송신기로부터의 간섭이 소망하는 신호의 동일 송신 주파수 대역에

존재할 수 있다. 송신 중 경험하게 되는 신호 손상, 및 간섭에 기인하는 신호 손상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수용량, 스펙트럼 효율, 처리율 및 신호 품질 파라미터, 가령, SINR(signal-to-interference and noise ratio) 및

SNR(signal-to-noise ratio) 등의 채널 통신 파라미터에 잠재적 변화가 존재한다.

정보는 다양한 송신 모드 중 하나를 사용하여 무선 채널을 통해 송신된다. 본원의 목적으로는, 송신 모드가 특정 변조 타입

및 레이트, 특정 코드 타입 및 레이트로 정의되고, 안테나 다이버시티 또는 공간 멀티플렉싱을 사용하는 등의 기타 제어된

측면의 송신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송신 모드를 사용하면, 무선 채널을 통한 통신을 위한 데이터가 코드화되고, 변조되어

송신된다. 통상적인 코딩 모드의 예로는 컨볼루션 및 블럭 코드가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Hamming Codes, Cyclic Codes

및 Reed-Solomon Codes 등이 있다. 통상적인 변조 모드의 예로는 BPSK, QPSK 및 기타 m-ary PSK 등의 순환형 콘스

틸레이션, 4QAM, 16QAM, 및 기타 m-ary QAM 등의 스퀘어 콘스틸레이션이 있다. 이외의 널리 사용되는 변조 기술로는

GMSK 및 m-ary FSK를 포함한다. 통신 시스템에서 이들 다양한 송신 모드의 구현 및 사용은 공지된 것이다.

도 3은 다중 체인 수신기(300)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수신기(300)의 다중 수신기 체인은 본 발명이 공

간 멀티플렉싱 수신에 적응될 수 있게 하고, 다이버시티 또는 간섭 상쇄를 수신할 수 있게 한다. 각각의 수신기 체인은 하

나 이상의 통신 채널과 대응한다. 정보-전달 신호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송신 채널을 통해 이동한다. 이하 설명되듯이, 채

널 행렬 H는 송신 채널의 수학적 표현을 제공한다.

본 실시예는 복수의 수신기 안테나(R1, R2 ... RN)를 포함한다. 각각의 수신기 안테나(R1, R2 ... RN)는 개별 수신기 체인

과 대응한다. 각각의 수신기 체인은 또한 주파수 다운 변환 블럭(310, 312, 314)을 포함한다. 주파수 다운 변환 블럭(310,

312, 314)는 수신된 정보-전달 신호를 정보-전달 신호의 복조 및 디코딩을 위해 기저 대역 주파수로 주파수 다운 변환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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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체인 수신기(300)는 소망하는 신호(SDESIRED) 및 간섭 신호(SINTERFERENCE)와 노이즈를 수신한다. 소망하는 신호는

정보 데이터를 포함한다. 노이즈는 일반적으로 송신기 및 수신기의 열 노이즈(thermal noise), 주변 노이즈, 및 송신기 및

수신기의 비선형 효과에 기인하는 왜곡을 포함한다. 간섭 신호는 일반적으로 무선 송신 시스템의 다른 송신기에 의해 생성

된다. 노이즈 및 간섭 신호 모두는 다중 체인 수신기(300)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각각의 수신기 체인은 복조 및 공간 처리 블럭(330)에 접속된다. 복조 및 공간 처리 블럭(330)은 기저 대역 신호를 복조하

고 송신된 심볼의 추정치를 생성한다.

수신된 정보 신호는 k개의 공간 분리 스트림을 포함하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송신기는 k개의

스트림 각각에 인코딩 모드를 적용하여 송신될 데이터를 인코드한다. 송신 이전에, 데이터는 사전-코드화되고 인터리브될

수 있다. 데이터의 송신 레이트 또는 처리율은 k개의 스트림 각각에 사용되는 변조, 코딩 레이트 및 송신 방법(다이버시티

또는 공간 멀티플렉싱)에 의존하여 변화한다.

복조 및 공간 처리 블럭(330)은 수신 처리를 수행하여 k개의 인코드된 스트림을 복원한다. 복원된 k개의 스트림은 데이터

복원을 위해 신호 검출, 디인터리브, 디코드 및 디멀티플렉스 처리된다. 안테나 다이버시티 처리의 경우, k는 1이고 따라서

복원된 단일 스트림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복조 및 공간 처리 블럭(330)은 수신된 정보 신호에 기초하여 송신된 심볼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중치 세트를 일반

적으로 포함한다. 이는 예를 들어 MMSE(minimum mean square error) 수신기를 포함할 수 있다. MMSE 수신기는 추정

된 신호와 송신된 신호 사이의 제곱 평균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가중치 세트 W를 수신된 정보 신호에 적용한다.

X가 RN 수신 안테나에서 수신된 벡터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자. 수학적으로 X는 아래의 식

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H는 요소 H[r, t]를 갖는 채널 행렬을 나타내고, 이는 송신 안테나(t)로부터 수신 안테

나(r)까지의 채널 응답이며, N은 노이즈 벡터를 나타내고, I는 간섭 벡터를 나타낸다. MMSE 수신기는 가중치를 적용

함으로써 소망하는 신호를 추정하며,

여기서, 가중치 W는 에러 분산 를 최소화하도록 선택된다. MMSE 가중치는 채널 행렬과 노이즈-플러

스-간섭 벡터 V = N + I의 공분산 행렬(Rv)의 함수이다. 가중치는 아래의 식

과 같으며, 여기서, *는 행렬의 hermitian-conjugate이고, Rv는 Var[V]로 정의된다.

MMSE 신호 추정의 정확도는 노이즈-플러스-간섭 공분산 행렬 Rv = E[VV*](여기서, E[.]는 예상 연산자임)의 추정 정

확도에 상당히 의존한다. 노이즈-플러스 간섭 벡터 V는 정보 신호가 제로가 되는(널 처리되는) 타임 슬롯 동안에, 또는 다

수 캐리어 정보 신호의 선택된 캐리어가 제로가 되는(널 처리되는) 타임 슬롯 및 주파수 동안에 측정될 수 있다. 노이즈-지

배되는 환경에서는, V가 랜덤 가우시안 벡터로서 모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널 슬롯에 대해 평균화하는 것에 의해 Rv

를 매우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간섭-지배되는 환경에서는, 간섭이 시간과 주파수에 따라 변경될 것이기 때문

에 보다 작은 평균 윈도우가 통상적으로 요구된다. 적절한 상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섭자(interferer)의 로컬 공간 구조

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수-안테나 MMSE 수신기를 사용하여 송신된 데이터의 정확한 추정을 얻기 위해서

는, 먼저 송신 환경이 노이즈 지배되되는지 또는 간섭 지배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출하고, MMSE 가중에 적절한 공분산 행

렬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수신된 정보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수신된 정보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의 검출은 수신된 노이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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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데이터에서 공간 상관 레벨을 (널 처리된 정보 신호 동안에) 고려함으로써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큰 정도의 상관은 크

게 간섭하는 신호의 수신(간섭 환경)을 나타내는 한편, 상대적으로 작은 정도의 상관은 보다 높은 레벨의 노이즈 왜곡을 갖

는 정보 신호의 수신(간섭 환경)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수신된 정보 신호가 노이즈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제 1 세트의 가중치를 수신기 가증으로서 선택

하고, 수신된 정보 신호가 간섭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제 2 세트의 가중치를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신된 정보 신호는 선택된 수신기 가중에 기초하여 추정될 수 있다. 제 1 세트의 가중치는 제 1 공분산 행렬에 기초할 수

있고, 제 2 세트의 가중치는 제 2 공분산 행렬에 기초할 수 있다. 제 1 공분산 행렬은 수신된 노이즈 공분산을 나타낼 수 있

고, 제 2 공분산 매트릭스는 간섭 공분산을 나타낼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는 일반적으로 상술된 복조 및 공간 처리 블럭(330)에 포함되고, 수신된 정

보 신호의 노이즈 및 간섭의 레벨에 기초하여 수신기 가중치를 설정한다. 이하 설명하는 바와 같이, 수신된 정보 신호의 노

이즈 및 간섭 레벨은 정보 신호가 제로가 되는(널 처리되는) 동안, 또는 다수 캐리어 정보 신호의 선택된 캐리어가 제로가

되는(널 처리되는) 동안 결정될 수 있다.

공분산 추정 블럭(410)은 널 처리된 데이터 또는 정보 신호를 수신한다. 공분산 추정 블럭(410)은 각각의 수신기 체인의

수신된 신호 사이의 상관 표현을 제공하는 공분산 행렬 Rv를 생성한다.

비율 계산 블럭(420)은 공분산 추정 블럭(410)으로부터 공분산 행렬 Rv를 수신하고, 그 대각 요소 대 대각외 요소의 비율

을 계산한다. 이러한 비율은 수신기 안테나(R1, R2 ... RN) 사이의 상관 레벨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고레벨의 상관

은 간섭에 의해 지배되는 환경을 나타내는 한편, 저레벨의 상관은 노이즈에 의해 지배되는 환경을 나타낸다.

수신기 가중치 선택 블럭(430)은 비율 계산 블럭(420)에 의해 생성된 비율에 기초하여 수신기 가중치를 선택한다.

수신기 가중치 설정 블럭(440)은 수신기 가중치 선택 블럭(430)의 선택된 수신기 가중치에 기초하여 수신기 가중을 설정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는 다수 캐리어 송신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될 것이다. 그러

나, 본 발명이 단일 캐리어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공분산 추정기(510)는 타임 슬롯 n에 널 처리된 다수 캐리어 신호 톤을 수신한다. 다수 캐리어 신호의 캐리어 k에서의 신

호 톤은 v(k, n)으로 표시된다. 톤 공분산 추정기(510)는 타임 슬롯 n에서의 K개 널 톤에 대하여 노이즈-플러스-간섭 공분

산 행렬 Rv(K, n)을 계산한다. 공분산 행렬 Rv(K, n)은 v(k, n)과 그 자체와의 외적으로서 계산되며,

이다. 외적은 2개 벡터간의 곱으로서 정의된다. 주위 노이즈 및 간섭 환경이 다수(예를 들어, N개) 타임 슬롯에 대하여 일

정하다면, Rv(K, N)이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에 대하여 평균화되도록 수신기에서 미리 결정된 것일 수 있다.

비율 계산 블럭(520)은 Rv(K, N) 행렬을 수신하고, 일반적으로 대각 항목에서의 평균 파워 대 대각외 항목에서의 평균 파

워의 비율을 생성한다. 환경이 노이즈 지배되는 것이면, Rv(K, N)은 수신 안테나 당 노이즈-플러스-간섭 파워를 나타내는

대각 요소를 갖는 대체로 대각 행렬이다. 본 경우 대각 항목 대 대각외 항목의 비율은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비율이 소정

임계치를 초과하면, 환경은 노이즈 지배되는 것이라 판정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간섭 신호가 수신 안테나를 가로

질러 상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은 간섭 지배되는 환경에서는 작을 것이다. 이 경우, 환경은 간섭 지배되는 것이라

판정될 수 있다.

제 2 공분산 행렬은 간섭 지배되는 신호에 대해 계산될 수 있다. 제 2 공분산은 간섭의 로컬 공간 구조를 포착한다. 각각의

널 톤 k(및 타임 슬롯 n)에 대하여, 제 2 공분산 행렬은 L개의 인접 널 톤에 대해 v(.)의 외적을 윈도우 및 평균 처리함으로

써 계산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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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 <= K이고, w(.)는 길이 L의 윈도우이다. Hamming, 지수(exponential) 또는 사각(rectangylar) 윈도우 등 임의

의 윈도우 타입이 선택될 수 있다. 윈도우 길이 L은 간섭자 채널의 코히어런스 대역폭의 함수이다. 이는 고정된 값으로 사

전에 미리 설정될 수 있거나, 또는 수신기에서 추정되고 시간에 따른 간섭자 특성 변화에 적응하도록 업데이트될 수 있다.

또한, Rv(k)(L, n)의 정확도는 간섭의 공간 구조가 정적인 것으로 판정되는 N개의 타임 슬롯에 대하여 평균화함으로써 향

상될 수 있으며,

여기서, u(.)은 길이 N인 임의의 윈도우이다.

다른 실시예는 모든 톤에 대하여 Rv(k)(L, N)을 계산하는데 요구되는 윈도우 및 평균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필터를

포함한다. 데이터가 이들 톤 동안에 송신되기 때문에, 모든 톤에 대하여 v(k, n)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 때 필터를 사

용하는 것이 특히 유리하다. 이 경우, 필터링 동작은 또한 널 톤들간 보간을 위해 사용되어 다수 캐리어 신호에서의 모든

톤에 대하여 Rv(k)(L, N)의 추정을 초래할 수 있다. 필터링은 v(k, n)의 외적의 요소들에 대하여 수행된다.

제 1 수신기 가중치 선택 블럭(530) 또는 제 2 수신기 가중치 선택 블럭(535)는 비율 계산 블럭(520)에 의해 계산된 비율

에 의존하여 수신기 가중치 선택을 생성한다.

수신된 신호가 간섭 제한되는 것으로 판정되면, 본 발명의 실시예는 MMSE 수신기 가중을 아래의 식과 같이 선택한다.

여기서, H는 이미 설명된 채널 행렬이고, Rv는 노이즈-플러스-간섭 공분산 행렬 Rv = Rv(k)(L, N)이다. 채널이 주파수 선

택적이면, 채널 행렬 H는 인덱스 k, 및 H = H(k)에 의존하는 것이다.

수신된 신호가 노이즈 제한되는 것으로 판정되면, 본 발명의 실시예는 MMSE 수신기 가중을 아래의 식과 같이 선택된다.

여기서, Rv는 노이즈-플러스-간섭 공분산 행렬 Rv = Rv(K, N)이고, diag(Rv)는 대각 요소들이 Rv의 것인 대각 행렬이다.

대각 요소는 수신 안테나 당 노이즈 파워를 나타낸다. 다시, H는 H가 주파수 선택적이면 인덱스 k에 의존하는 것이다.

다중 체인 수신기에 의해 수신되는 단일 정보 신호(다이버시티) 및 노이즈 제한되는 것으로 판정되는 신호에 대해, 바람직

한 실시예에서 수신기 가중은 아래의 식과 같이 선택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선택된 분산 및 수신기 가중치의 선택[MMSE(minimum mean square error) 또는 MRC

(maximum ratio combination)]은 수신기에서의 SINR(signal-to-interference-plus-noise-ratio)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다. SINR은 채널 행렬 H와 노이즈-플러스-간섭 행렬 Rv의 함수이다. 예를 들어, P 정보 신호가 송신되면, MMSE 수신기

에 대한 신호 당 SINR은 아래의 식과 같이 대각 요소의 역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I는 PxP 식별 행렬이다. MRC 수신기가 선택되면, SINR이 아래의 식과 같이 역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σ2은 Rv의 대각 요소를 평균 처리하여 얻어지는 평균 노이즈 파워이다. 따라서, SINR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서는, 주위 환경이 간섭 제한되는지 또는 노이즈 제한되는지 여부를 검출하고, SINR을 계산하기에 적합한 Rv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특허 10-0632135

- 8 -



SINR 정보는 수신된 신호의 소프트-디코딩을 보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소프트 디코더는 송신된 각 비트에

대하여 1인지 0인지 확률을 나타내는 메트릭을 수신한다. 이러한 메트릭에는 그 비트에 대응하는 SINR이 더 곱하여질 수

있다. SINR은 디코더에 추가적인 신뢰성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가중치가 보다 높은 SINR로 비트에 제공되고, 보다

적은 가중치가 보다 낮은 SINR로 비트에 제공된다. 메트릭과 SINR의 곱이 비터비(Viterbi) 디코더 등의 소프트 디코더에

입력된다. SINR 가중은 개선된 디코더 성능을 가져온다.

SINR 정보는 시스템 및 링크 적응에서의 통계 모음, 에러-검출 등의 기타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링크 적응

은 수신기가 수신된 SINR에 기초하여 적절한 송신 모드(코딩, QAM 변조, 공간 멀티플렉싱 또는 다이버시티)를 송신기에

시그널링 할 수 있게 한다. 링크는 송신 채널 또는 간섭 환경이 변화하는 시간에 대하여 적응될 수 있다. 채널 및 간섭 특성

에 기초하여 링크를 적절히 적응시키는 것은(SINR에 의해 반영되는 등) 시스템 용량에서 중요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변조

주파수 분할 멀티플렉싱 시스템은 가용 주파수 대역을 다수 데이터 캐리어로 분할하는 것을 포함한다. OFDM 시스템은 가

용 주파수 스펙트럼을 통해 송신된 데이터를 분할하는 다수 캐리어(또는 톤)을 포함한다. OFDM 시스템에서, 각각의 톤은

인접 톤들에 대하여 직교인(독립적인 또는 무관한) 것으로 고려된다. OFDM 시스템은 데이터의 버스트(bursts of data)를

사용하고, 각 버스트는 지연 분산에 의해 초래되는 ISI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연 분산보다 훨씬 큰 시간 간격을 갖는

다. 데이터는 버스트로 송신되고, 각각의 버스트는 데이터 심볼이 후속되는 사이클릭 프리픽스(cyclic prefix), 및/또는 사

이클릭 서픽스(cyclic suffix)가 후속되는 데이터 심볼을 포함한다.

도 6은 OFDM 서브-캐리어 신호(610, 620, 630, 640, 650, 660)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각각의 서브-캐리어

(610, 620, 630, 640, 650, 660)은 별도의 심볼에 의해 변조된다.

6MHz를 차지하는 예시적인 OFDM 신호는 1024개의 개별 캐리어(또는 톤)로 이루어지고, 이들 각각은 버스트마다 단일

QAM 심볼을 전달한다. 사이클릭 프리픽스 또는 사이클릭 서픽스는 다수 경로 신호에 의해 초래된 이전 버스트로부터의

과도 전류(transient)를 흡수하도록 사용된다. 또한, 사이클릭 프리픽스 또는 사이클릭 서픽스는 심볼 스트림이 주기적으

로 보이도록 한다. 또한, 심볼들(예를 들어 100개)이 사이클릭 프리픽스 또는 사이클릭 서픽스에 대해 송신된다. 각각의 심

볼 주기에 대하여, 버스트 당 1024개의 고유한 QAM 심볼들만에 의해, 총 1124개의 심볼들이 송신된다. 일반적으로, 사이

클릭 프리픽스가 끝날 때까지, 다수 경로 신호 조합에 의해 생성되는 궁극적인 파형은 이전 버스트로부터의 임의 샘플들의

함수가 아니다. 따라서, ISI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이클릭 프리픽스는 다수 경로 신호의 지연 분산보다 커야 한다.

공분산 행렬의 생성

도 6의 OFDM 서브-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예를 들어 널 처리된 서브-캐리어(640)인 적어도 하나의 서브-캐

리어를 포함할 수 있다. 노이즈 및 간섭의 교정은 널 처리된 서브-캐리어(640)의 주파수 및 타임 슬롯에서 이루어질 수 있

다. 제로 처리된 서브-캐리어의 교정된 타임 및 주파수 슬롯에서 서브-캐리어가 송신되지 않는다면, 수신된 신호는 주로

노이즈 및 간섭을 포함한다.

다수 캐리어 시스템의 서브-케리어를 제로 처리함으로써 신호 에러를 교정하는 것은 단일 캐리어 시스템의 단일 캐리어를

제로 처리함으로써 얻어지는 신호 에러 추정 또는 교정에 비하여 상당히 우수하다. 단일 캐리어 시스템의 캐리어 제로 처

리는 제로 처리된 캐리어에 의해 타임 슬롯이 차지되는 동안 모든 신호 에너지를 제거한다. 결과적으로, 수신기 체인 내의

소자들은 제로 처리된 캐리어 동안 왜곡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로 처리된 단일 캐리어 동안의 노이즈 추정(왜곡을 포

함함)은 제로 처리되지 않은 캐리어를 수신할 때 부정확한 노이즈 추정이 된다. 그러나, 다수 캐리어 신호 내에서 제로 처

리된 서브-캐리어를 사용하여 신호 에러를 추정하는 것은 제로 처리된 톤의 송신 동안 대다수의 서브-캐리아가 풀 파워이

기 때문에 신호 에러의 훨씬 정확한 추정을 제공한다. 따라서, 수신기 체인 내에서의 소자들은 소자를 통과하는 신호 에너

지에 기인하는 왜곡을 포함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포함되는 단계 또는 동작의 순서도이다. 본 실시예는 수신기에서 복수의 송신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송신 신호는 각각 대응 송신 채널을 통해 이동한다. 수신기는 복수의 수신기 채널을 포함하고, 수신기 채

널은 각각의 송신 채널에 대응한다.

제 1 동작(710)은 각각의 수신기 채널이 대응 송신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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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동작(720)은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

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수신된 송신 신호간 공간 상관 레

벨을 판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검출은 널 처리된 송신 신호의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 동안, 또는 다수 캐리어 송

신 신호의 널 처리된 캐리어의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 동안 판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검출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거나, 또는 간섭 모니터링 인식에 의해 판정되는 것으로서 반복될 수 있다.

제 3 동작(730)은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에 의해 지배되는 것인 경우 제 1 세트의 가중치를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하

는 것을 포함한다. 제 1 세트의 가중치는 제 1 공분산 행렬에 기초할 수 있고, 여기서 제 1 공분산 행렬은 수신된 노이즈 및

간섭 공분산을 나타낸다.

제 1 공분산 행렬은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에서의 널 캐리어에 수신된 다수 캐리어 신호의 외적을 평균하여 계산될 수

있다.

제 1 세트의 가중치는 하나의 정보 신호만이 송신되는 경우 MRC(maximum ratio combination)과 일치되게 계산될 수 있

다. 제 1 세트의 가중치는 하나 이상의 정보가 송신되는 경우 MMSE(minimum mean squared estimate) 가중과 일치되게

계산될 수 있다.

제 4 동작(740)은 수신된 송신 신호가 간섭에 의해 지배되는 것인 경우 제 2 세트의 가중치를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2 세트의 가중치는 제 2 공분산 행렬에 기초할 수 있고, 여기서 제 2 공분산 행렬은 간섭 공분산을 나타

낸다.

제 2 공분산 행렬은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의 수신된 캐리어 신호의 인접 널 톤의 외적을 윈도우 및 평균 처리하여 계산

될 수 있다.

제 2 세트의 가중치는 하나 이상의 정보 신호가 송신되는 경우 MMSE(minimum mean squared estimate) 가중과 일치되

게 계산될 수 있다.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또는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제 1 공분산 행렬의 대각 요소

의 제곱 평균값 대 제 1 공분산 행렬의 대각외 요소의 제곱 평균값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제 5 동작(750)은 수신된 송신 신호를 선택된 수신기 가중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이 설명되고 도시되었으나, 본 발명은 설명되고 도시된 특정 형태나 구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

다. 본 발명은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의 송신 채널에 대응하는 복수의 수신기 채널을 포함하는 수신기에서 대응 송신 채널을 통해 각각 이동하는 복수의 송

신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수신기 채널이 대응 송신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제 1 세트의 가중치를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간섭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제 2 세트의 가중치를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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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수신기 가중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를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들

사이의 공간 상관 레벨(a level of spatial correlation)을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는 널 처리된(nulled) 송신

신호의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 동안에 판정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신호는 다수 캐리어 신호이고,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송신 신호의 널 처리된 캐리어의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 동안에 판정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수신된 노이즈 및 간섭 공분산을 나타내는 제 1 공분산 행렬을 생성하는 단계, 및 간섭 공분산을 나타내는 제 2 공분산 행

렬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세트의 가중치는 상기 제 1 공분산 행렬에 기초하고, 상기 제 2 세트의 가중치는 상기 제 2 공분산 행렬에 기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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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는 간섭 모니터링 인식

(interference monitoring knowledge)에 의해 판정되는 것으로서 반복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세트의 가중치 값은 간섭 레벨과 노이즈 레벨의 비율에 의존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세트의 가중치 값은 간섭 레벨과 노이즈 레벨의 비율에 의존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세트의 가중치는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의 소프트 디코딩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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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세트의 가중치는 송신 모드 선택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청구항 13.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공분산 행렬의 대각 요소(diagonal elements)의 제곱 평균값 대 상기 제 1 공분산 행렬의 대각외 요소

(offdiagonal elements)의 제곱 평균값의 비율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공분산 행렬은 적어도 하나의 송신 타임 슬롯의 널 캐리어에서 수신된 다수 캐리어 신호의 외적(outer product)

을 평균하여 계산되는

방법.

청구항 15.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공분산 행렬은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의 수신된 다수 캐리어 신호의 인접하는 널 톤의 외적을 윈도우 처리하

고 평균하여 계산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세트의 가중치는 하나의 정보 신호만이 송신되는 경우 MRC(maximum ratio combination)와 일치되게 계산되

는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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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세트의 가중치는 하나 이상의 정보 신호가 송신되는 경우 MMSE(minimum mean squred estimate)와 일치되

게 계산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세트의 가중치는 적어도 하나의 정보 신호가 송신되는 경우 MMSE(minimum mean squred estimate)와 일치

되게 계산되는

방법.

청구항 19.

대응 송신 채널을 통해 각각 이동하는 복수의 송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다중 채널 수신기 ― 수신기 채널은 각각의 송신

채널에 대응함 ― 로서,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수단과,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제 1 세트의 가중치를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하는 수단과,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간섭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제 2 세트의 가중치를 수신기 가중으로서 선택하는 수단과,

상기 선택된 수신기 가중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를 추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다중 채널 수신기.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들 사

이의 공간 상관 레벨(a level of spatial correlation)을 판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중 채널 수신기.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널 처리된(nulled) 송신 신

호의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 동안에 판정되는

다중 채널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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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신호는 다수 캐리어 신호이고,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상기 송신 신호의 널 처리된 캐리어의 적어도 하나의 타임 슬롯 동안에 판정되는

다중 채널 수신기.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수신된 노이즈 및 간섭 공분산을 나타내는 제 1 공분산 행렬을 생성하는 수단, 및 간섭 공분산을 나타내는 제 2 공분산 행

렬을 생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다중 채널 수신기.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세트의 가중치는 상기 제 1 공분산 행렬에 기초하고, 상기 제 2 세트의 가중치는 상기 제 2 공분산 행렬에 기초

하는

다중 채널 수신기.

청구항 25.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다중 채널 수신기.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송신 신호가 노이즈 및 간섭 중 어느 것에 의해 지배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것은 간섭 모니터링 인식

(interference monitoring knowledge)에 의해 판정되는 것으로서 반복되는

다중 채널 수신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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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등록특허 10-0632135

- 16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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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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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등록특허 10-0632135

- 19 -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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