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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송신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를

이용하여 상향링크 채널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추정된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결정된 주파수 대역을 구성

하는 각 서브 캐리어의 빔 계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빔 계수를 송신 정보 데이터에 해당하는 서브 캐리어에 곱하여 형

성된 빔을 이용해 신호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를 이용하여 상향링크 채널을 추정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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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정된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결정된 주파수 대역을 구성하는 각 서브 캐리어의 빔 계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빔 계수를 송신 정보 데이터에 해당하는 서브 캐리어에 곱하여 상기 미리 결정된 주파수 대역별로 형성된 빔을 이용

해 신호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상기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주파수 대역은 다수의 서브 캐리어들의 집합인 타일(tile) 또는 빈(bin)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신호 송

신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는 하나의 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송 정보 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4.

하나의 셀은 적어도 두개의 섹터로 구분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빔(beam)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체 주파수 대역을 미리 설정된 개수인 N개의 주파수 대역들로 구분하는 과정과,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를 이용하여 상향링크 채널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추정된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제1 섹터에서 사용되는 N개의 주파수 대역별 각 서브 캐리어의 빔 계수를 결

정하고, 상기 빔 계수를 송신 정보 데이터에 해당하는 서브 캐리어에 곱하여 상기 제1 섹터에서 N개의 빔들을 형성하는 과

정과,

제2 섹터에서는 상기 N개의 빔들을 주파수 영역에서 미리 설정된 주파수 대역만큼 쉬프트하여 빔들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

함하는 상기 빔 운용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주파수 대역은 다수의 서브 캐리어들의 집합인 타일(tile) 또는 빈(bin)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빔 운용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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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섹터에서 형성된 빔들 중 특정 빔을 통해 하나의 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송 정보를 송신하며, 상기 제2 섹

터에서는 상기 특정 빔과는 다른 주파수 대역을 가지는 빔을 통해 상기 방송 정보를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빔 운용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신호 수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호 송신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스마트(smart) 안테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송신기 혹은 수신기 상의 안테나 개수를 다수개 사용하여, 상기 송수신기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상기 스마트 안테나는 기지국 셀 내에서 각 이동국으로 독립된 빔(beam)을 제공한다. 즉, 상기

기지국은 신호를 송신하고자 하는 이동국 방향으로는 이득이 최대가 되도록 빔을 형성하고, 다른 이동국 방향으로는 이득

이 최소가 되도록 빔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상기 이동국은 잡음이 감소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스마트 안테나를 이용하여 신호 수신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다이버시티(diversity)

방법이며, 두 번째가 빔포밍(beamforming) 방법이다. 상기 다이버시티는 신호 송신시 공간 또는 시간 차이를 두어 다중

경로 페이딩(fading)을 극복하는 방법이며, 상기 빔포밍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 안테나의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이동국에 방향성 빔패턴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한편,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은 기지국의 신호, 예컨대 방송 메시지(broadcasting message)를 아무런 문제없

이 수신하여야 정상적인 신호 송수신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셀 경계에 위치하는 이동국을 위해 기지국이 강력한 변조 및

코딩 방식(MCS: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레벨을 사용한다 해도 상기 이동국은 하향링크 방송 메시지를 수신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위해 창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인접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간섭 신호를 최소화 하는 신호 송신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인접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간섭 신호를 최소화 하기 위한 셀 운용 계획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방법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를 이용하여 상향링크 채널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추정된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결정된 주파수 대역을 구성하는 각 서브 캐리어의 빔 계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빔 계수를 송신 정보 데

이터에 해당하는 서브 캐리어에 곱하여 상기 미리 결정된 주파수 대역별로 형성된 빔을 이용해 신호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방법은; 하나의 셀은 적어도 두개의 섹터로 구분되는 무선 통신 시

스템에서, 빔(beam)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체 주파수 대역을 미리 설정된 개수인 N개의 주파수 대역들로 구분하는

과정과,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를 이용하여 상향링크 채널을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추정된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제1 섹터에서 사용되는 N개의 주파수 대역별 각 서브 캐리어의 빔 계수를 결정하고, 상기 빔 계수를 송신 정보

데이터에 해당하는 서브 캐리어에 곱하여 상기 제1 섹터에서 N개의 빔들을 형성하는 과정과, 제2 섹터에서는 상기 N개의

빔들을 주파수 영역에서 미리 설정된 주파수 대역만큼 쉬프트하여 빔들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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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동작을 이해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하며 그 이외의 배경 기술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한다.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캐리어(subcarrier) 단위로 빔(beam)을 형성하여 하

향링크 신호를 이동국으로 송신한다. 또한, 본 발명은 신호 대 간섭비(Carrier to Interference ratio, 이하 'C/I'라 칭하기

로 한다)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빔 셀 운용 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서, 상기 서브 캐리어 단위는 일 례로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6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타일(tile) 또는 빈(bin) 단위가 될 수 있다.

상기 타일 및 빈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캐리어로 구성된 자원 할당 단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기 하향링크 신호는

각 셀에서 동일하게 방송되는 방송 정보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타일 또는 빈으로 구성된 단위를 '클러스터드(clustered) 단위'라 칭하기로 하며, 상

기 클러스터드 단위로 빔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클러스터드 빔포밍(clustered beamforming)'이라 칭하기로 한다. 물론,

상기 클러스터드 단위는 상기 타일 또는 빈 단위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캐리어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클러스터드 빔포밍을 수행하는 기지국 송신기 구조를 도시한 도면

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기지국의 채널 추정기(102)는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이용하여 상향링크 채널을

추정하고, 채널 추정 정보를 빔 계수 생성기(104)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상향링크 채널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추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빔 계수 생성기(104)는 인접한

기지국으로는 간섭 신호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최적의 빔 계수를 결정하고, 결정된 빔 계수를 생성하여 계수 곱셈기들

(106-1~106-H)로 출력한다. 상기 빔 계수는 빔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본 발명에서 상기 빔 계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종래의 방식과는 상이하다. 즉, 종래에는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빔 계수를 결정하였지만, 본 발명에서는 미리 결정

된 주파수 대역, 즉 클러스터드 단위에서 빔 계수를 결정한다.

상기 계수 곱셈기들(106-1~106-H)은 상기 생성된 빔 계수들을 입력하여 정보 데이터와 상기 빔 계수들을 곱하여 이동국

으로 송신할 신호를 출력한다. 그러면, 도 2a 내지 도 2c를 참조하여 각 클러스터들에 빔 계수가 곱해져 클러스터드 빔포

밍 된 신호가 송신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2a 내지 2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클러스터드 빔포밍 신호가 송신되는 경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a는 클러스터드 빔포밍에 의한 방위각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2b는 주파수 축에서 클러스터드 빔포밍을 나타낸 도면

이고, 도 2c는 클러스터드 빔포밍을 수행하는 것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c를 참조하면, 기지국은 상향링크 채널을 추정한 후, 추정된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각 서브 캐리어별 빔 계수를

생성한다. 상기 도 2c에서 W(t,i,j)는 시간 t에서 i번째 클러스터드에서 j번째 서브 캐리어에 곱해지는 빔 계수, 즉 가중치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S(t,k)는 시간 t에서 각 서브 캐리어별 정보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y(t,i,j)는 상기 정보 데

이터와 상기 빔 계수가 곱해진 송신 신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 y(t,i,j)는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t,i,j) = S(t,k) x W(t,i,j)

한편, 도 2c에서 클러스터드 #1 내지 클러스터드 #N 각각을 구성하는 서브 캐리어 개수는 시스템 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하며, 바람직하게는 상기 타일 또는 빈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기지국이 클러스터드 단위로 빔을 형성하여 신호를 송신하면, 특정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

는 특정 이동국은 인접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간섭 신호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방안은 이동국의 C/I를

최대로 향상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상기 특정 이동국의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오는 신호 세기가 커지면, 인접 기지

국으로부터 오는 신호 세기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하기 수학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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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2에서, SsBS는 클러스터드 빔포밍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동국이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의 세

기를 의미하며, SsBSc는 클러스터드 빔포밍 적용된 경우, 상기 이동국이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의 세기를 의

미한다. 그리고, IsBS는 클러스터드 빔포밍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간섭을 의미하며, IsBSc

는 클러스터드 빔포밍이 적용된 경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간섭을 의미한다. 그리고, InBSm는 클러스터드 빔포

밍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인접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간섭을 의미하며, InBScm은 클러스터드 빔포밍이 적용된 경우, 인

접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간섭을 의미한다.

즉, 상기 수학식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클러스터드 빔포밍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C/I와 클러스터드 빔포밍을 적용한

경우의 C/I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새로운 빔 셀 운용 방안을 제안한다.

도 3a 및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빔 셀 운용 방안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a를 참조하면, 하나의 셀은 3개의 섹터(sector)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체 주파수 대역은 미리 결정

된 개수의 주파수 대역들로 분할되며, 각 주파수 대역들은 클러스터드 단위가 된다. 따라서, N개의 클러스터드 단위로 전

체 주파수 대역이 분할되었다면, 각 섹터에서는 상기 N개의 클러스터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된다. 각 섹터의 클러스터

드 빔들은 도 3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운용한다. 즉, 섹터 1의 클러스터드 빔을 형성하고, 섹터 2는 상기 섹터 1의 클러스터

드 빔에 비해서 특정 클러스터드 단위만큼 쉬프트(shift)시켜 빔을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섹터 3은 상기 섹터 2의 클러스

터드 빔에 비해서 특정 클러스터드 단위만큼 쉬프트 시켜 빔을 형성한다. 상기와 같은 방안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드 빔을

배치하여 운용하면 도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상기 빔은 이격되어 있는 서브 캐리어들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

다. 한편, 도 3b에서는 클러스터드 빔이 1 클러스터드 단위로 쉬프트 되는 것으로 나타내었지만, 특정 정보가 서로 다른 주

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클러스터드 빔을 통해 송신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상기 특정 정보라 함은, 모든 섹터들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방송 정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각 섹터별로 서로 다른 클러스터드 빔을 통해 상기 방송 정보를 송신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섹터 1에서는 1번 클러스터드 대역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섹터 2에서는 4번 클러스터드 대역에서 신호를 송신하

고, 섹터 3에서는 2번 클러스터드 대역에서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빔을 운용하게 되면, 이동국의 수신 C/I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하기 수

학식 3과 같다.

상기 수학식 3에서, 는 클러스터드 빔포밍과 빔 셀 운용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 세기를 의미하며, 는 클러스터드 빔포밍과 빔 셀 운용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간섭을 의미하며, 는 클러스터드 빔포밍과 빔 셀 운용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 인접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간섭

을 의미한다.

상기 수학식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신호 세기는 빔 셀 운용 방안의 적용 여부와는 관계없

이 인 반면에, 인접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간섭은 이 된다. 따라서, 이동국은 인

접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간섭이 줄어듬에 따라 수신 C/I 값은 높아지게 된다. 이는 상기 이동국이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클러스터드 빔이 도달하지 않는 음역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

변조 및 코딩 방식(MCS: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레벨을 사용하는 다른 클러스터드 빔에서 동일한 정보가 전송

되기 때문에 상기 음영 지역을 제거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이 클러스터드 빔포밍을 이용해 신호를 송신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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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502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이용하여 상향링크 채널을 추정하

고 504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04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클러스터드를 구성하는 각 서브 캐리어별 빔 계수를 결정하고

506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06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결정된 빔 계수와 각 서브 캐리어별 정보 데이터를 곱하고

508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508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곱해진 신호를 이동국으로 송신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 새로운 클러스터드 빔포밍 방안 및 빔 셀 운용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인

접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는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상기와 같은 셀 planning을 통해서 이동국

이 수신할 수 있는 음영 지역을 최소화하고, 셀 경계에 위치한 이동국의 신호 대 간섭비(C/I)를 향상시킴으로써 시스템 전

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점이 존재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클러스터드 빔포밍을 수행하는 기지국 송신기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a 내지 2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클러스터드 빔포밍 신호가 송신되는 경우를 도시한 도면

도 3a 및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빔 셀 운용 방안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빔 셀 운용 방안의 일 례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이 클러스터드 빔포밍을 이용해 신호를 송신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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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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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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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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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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