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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채널 상태 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57) 요약

채널 상태 정보(CSI)는 전송기 유니트와 수신기 유니트 사이에서 전송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서, 분리 서브채널 세트는 전송기 유니트에 위치된 전송 안테나에 할당된다. 파일럿 심볼들이

생성되고 분리 서브채널 세트를 통해 전송된다. 전송된 파일럿 심볼들이 수신되면, 수신기 유니트는 파일럿 심볼들을 전달

하는 분리 서브채널들에 대한 CSI를 결정한다. 이러한 CSI 값들은 전송기 유니트에 보고되며, 전송기 유니트는 파일럿 심

볼들을 전달하지 않았던 분리 서브채널들에 대한 CSI 추정치들을 생성하기 위해 이러한 CSI 값들을 사용할 것이다. 역방

향 링크를 통해 CSI를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보량은 압축 기법들 및 자원 할당 기법들을 통해 보다 최소화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 입력/다중 출력 통신 시스템에서 전파 채널의 전송 특성을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생성하는 단계;

전파 채널을 통해 전송기 유니트와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사이에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전송기 유니트는 적어도 하나의 전송 안테나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수신 안테나

를 포함하며, 상기 전파 채널은 상기 전송기 유니트와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사이에 복수의 서브채널들을 포함함

-;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각각에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서브채널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전송 특성 세트를 결정하는 단계 - 상기 전송 특성 세트를 결정하는 단계

는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각각에서 수신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함 -;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각각으로부터 상기 전송기 유니트로 정보 신호를 보고하는 단계 - 상기 정보 신호는 상기 복

수의 서브채널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전송 특성 세트를 전달함 -; 및

상기 정보 신호에 기반하여 상기 전송기 유니트에서 전송 파라미터 세트를 최적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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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전송하는 단계는,

복수의 분리(disjoint)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된 서브채널 세트들을 생성하는 단계 - 상기 복수의 분리 OFDM

서브채널 세트들은 분리되고, 실질적으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된 서브채널 세트들을 포함할 수 있음 -; 및

상기 복수의 분리 OFDM 서브채널 세트들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분리 OFDM 서브채널 세트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전송 안테나가 임의의 다

른 전송 안테나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상기 복수의 분리 OFDM 서브채널 세트들 중 적어도 하나를 재사용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서브채널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전송 특성의 세트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분리 OFDM

서브채널 세트들의 그룹을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특성 세트는 평균 간섭 레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특성 세트는 잡음 레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은 복수의 직교 시퀀스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은 복수의 OFDM 심볼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OFDM 심볼들은 직교적으로 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OFDM 심볼들은 월시 코드 시퀀스들을 이용하여 직교적으로 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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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은 복수의 쉬프팅된 최대 길이 쉬프트 레지스터 시퀀스들(m-시퀀스들)을 포

함하며, 상기 복수의 쉬프팅된 m-시퀀스들 각각은 미리 결정된 주기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은 복수의 쉬프팅되고 부가된 m-시퀀스들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쉬프팅

되고 부가된 m-시퀀스들 각각은 m-시퀀스의 반복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 OFDM 서브채널 세트들의 그룹은,

주 링크(principal link)와 연관된 상기 복수의 분리 OFDM 서브채널 세트들 중 적어도 하나; 및

간섭 링크들의 세트와 연관된 상기 복수의 분리 OFDM 서브채널 세트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신호는 상기 주 링크 및 상기 간섭 링크들의 세트와 연관된 상기 전송 특성 세트를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2항에 있어서, 전송 파라미터들을 보고하는 단계는,

상기 주 링크의 전송 특성 세트를 나타내는(representative) 다항 함수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다항 함수와 연관된 계수 세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신호를 보고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서브채널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상기 전송 특성 세트

를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전송 특성 세트는 채널 주파수 응답에 따라 수행되는 역방향 고속 푸리에 변환으로부

터 획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기 유니트에서 복수의 스케쥴링 메시지들을 생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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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스케쥴링 메시지들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중 적어도 하나로 전송하는 단계 - 상기

복수의 스케쥴링 메시지들 중 적어도 하나를 수신하면,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정보 신호를

보고하는 단계를 스케쥴링함 -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다중 입력/다중 출력 통신 시스템에서 전파 채널의 전송 특성을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

전파 채널을 통해 전송기 유니트와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사이에서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 - 상기

전송기 유니트는 적어도 하나의 전송 안테나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수신 안테나

를 포함하며, 상기 전파 채널은 상기 전송기 유니트와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사이에 복수의 서브채널들을 포함함

-;

상기 수신기 유니트에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상기 복수의 서브채널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전송 특성 세트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 상기 전송 특성 세트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각각에서 수신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함 -;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각각으로부터 상기 전송기 유니트로 정보 신호를 보고하기 위한 수단 - 상기 정보 신호는 상

기 복수의 서브채널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상기 전송 특성 세트를 전달함 -; 및

상기 정보 신호에 기반하여 상기 전송기 유니트에서 전송 파라미터 세트를 최적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다중 입력/다중 출력(MIMO) 시스템에서 채널 상태 정보(CSI)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복수의 분리 서브채널 세트들을 복수의 전송 안테나들로 할당하는 단계;

전송기 유니트로부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로 복수의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된 파일럿 신호들을 전송하는 단

계 - 상기 복수의 OFDM 파일럿 신호들 각각은 상기 복수의 분리 서브채널 세트들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전송됨 -;

상기 복수의 OFDM 파일럿 신호들을 복조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분리 서브채널 세트들의 CSI를 결정하는 단계 - 상기 CSI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복조된 복수의 OFDM 파일

럿 신호들을 사용함 -;

상기 복수의 분리 서브채널 세트들의 상기 CSI를 상기 전송기 유니트로 전송하는 단계; 및

전송 심볼을 미리 조정하는(precondition)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분리 서브채널 세트들의 상기 CSI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CSI를 감소된 행렬로 압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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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감소된 행렬의 표현(presentation)을 상기 전송기 유니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감소된 행렬은 채널 응답 행렬과 상기 채널 응답 행렬의 공액 복소(complex-conjugate)를 곱한

곱셈 결과이며, 상기 채널 응답 행렬은 복수의 CSI 이득값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감소된 행렬의 표현은 고유모드(eigenmode) 행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다중 입력/다중 출력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 상태 정보(CSI)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복수의 전송 안테나들로 복수의 분리 서브채널 세트들을 할당하고,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의 분리

서브채널 세트들 중 적어도 하나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 각각을 할당하고, 전송 데이터를 미리 조정하기 위한 기지

국의 프로세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복수의 할당된 분리 서브채널 세트들을 통해 변조하

기 위한 상기 프로세서에 연결된 변조기 - 상기 복수의 할당된 분리 서브채널 세트들은 상기 복수의 전송 안테나들에 의해

전송됨 -;

상기 복수의 분리 서브채널 세트들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각각의 복조기;

및

복조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각각의 상기 복조기에 연결된 프로세서 - 상기 프로세서는

복조된 데이터로부터 CSI를 결정하고, 상기 기지국으로의 전송을 위한 CSI 메시지를 생성하고, 상기 CSI메시지는 전송 데

이터를 미리 조정하기 위하여 상기 기지국의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각각의 상기 복조기에 연결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복수의 분리 서브채

널 세트들의 서브세트에 대한 CSI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의 상기 프로세서는 복수의 직교 시퀀스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생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의 상기 프로세서는 복수의 주기적인 OFDM 심볼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생

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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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의 상기 프로세서는 복수의 쉬프팅된 최대 길이 쉬프트 레지스터 시퀀스들(m-시퀀스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분리 서브채널 세트들의 CSI를 결정하는 단계는,

통신 링크가 미리 정해진 임계치보다 작은 다수의 다중 경로 성분들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다수의 다중 경로 성분들이 상기 미리 정의된 임계치보다 작으면, 상기 통신 링크의 채널 주파수 응답 세트 상에서 역

방향 고속 푸리에 변환(IFFT) 연산을 수행하는 단계 - 상기 IFFT 연산 결과는 상기 전송기 유니트로 전송되는 채널 상태

정보임 -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멀티-안테나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안테나들 각각을 복수의 서브밴드 그룹들 중 다른 하나로 할당하는 단계 - 상기 복수의 그룹들 각각은 상기 복수의

서브밴드들의 다른 서브세트를 포함하고, 제 1 그룹의 복수의 서브밴드들은 불연속적(non-contiguous)임 -; 및

상기 복수의 서브밴드 그룹들을 이용하여 동시에 상기 복수의 안테나들로부터 전송하는 단계 - 각각의 안테나로부터의 전

송은 상기 안테나에 할당된 상기 서브밴드 그룹을 통해 발생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그룹들 각각은 동일한 수의 서브밴드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그룹들 각각에 있는 서브밴드들은 상기 복수의 서브밴드들을 통해 균일하게(uniformly) 분포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29 항에 있어서,

제 1 파일럿 심볼을 직교적으로 코딩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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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파일럿 심볼은 월시 코드 시퀀스를 사용하여 직교적으로 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29 항에 있어서,

제 1 파일럿 심볼은 쉬프팅된 최대-길이 쉬프트 레지스터 시퀀스(m-시퀀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파일럿 심볼은 쉬프팅되고 추가된 m-시퀀스를 포함하며, 상기 쉬프팅되고 추가된 m-시퀀스는 m-시퀀스의 반

복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안테나 통신 시스템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기지국으로서,

복수의 전송 안테나들;

전송 데이터를 미리 조정하고, 복수의 파일럿 심볼들을 상기 복수의 전송 안테나들로 할당하고, 복수의 서브채널 서브세트

들을 상기 복수의 전송 안테나들로 할당하기 위한 제 1 프로세서 - 할당된 서브채널 서브세트들 각각은 불연속적이고 상

기 복수의 서브채널들의 다른 서브세트를 포함하는 서브채널들을 포함함 -; 및

각각의 변조기가 상기 제 1 프로세서 및 상기 복수의 전송 안테나들 중 적어도 하나와 연결되고, 할당된 복수의 파일럿 심

볼들을 각각의 할당된 복수의 서브채널 서브세트들을 통해 변조하기 위한 복수의 변조기들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전송 안테나들은 상기 할당된 복수의 파일럿 심볼들 각각을 상기 각각의 할당된 서브채널 서브세트들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심볼들은 복수의 직교 파일럿 심볼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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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심볼들은 복수의 주기적인 OFDM 심볼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40.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세서는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심볼들을 코딩하며,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심볼들은 복수의 쉬프팅된 최대-길이

쉬프트 레지스터 시퀀스들(m-시퀀스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그룹들 각각은 동일한 수의 서브밴드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

청구항 42.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그룹들 각각에 있는 서브밴드들은 상기 복수의 서브밴드들을 통해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지국.

청구항 43.

멀티-안테나 통신 시스템에 있는 장치로서,

복수의 안테나들 각각을 복수의 서브밴드 그룹들 중 다른 하나로 할당하기 위한 수단 - 상기 복수의 그룹들 각각은 상기

복수의 서브밴드들의 다른 서브세트를 포함하고, 제 1 그룹의 복수의 서브밴드들은 불연속적임 -; 및

상기 복수의 서브밴드 그룹들을 이용하여 동시에 상기 복수의 안테나들로부터 전송하기 위한 수단 - 각각의 안테나로부터

의 전송은 상기 안테나에 할당된 상기 서브밴드 그룹을 통해 발생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그룹들 각각은 동일한 수의 서브밴드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5.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그룹들 각각에 있는 서브밴드들은 상기 복수의 서브밴드들을 통해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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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제 43 항에 있어서,

제 1 파일럿 심볼을 직교적으로 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월시 코드 시퀀스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파일럿 심볼을 직교적으로 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8.

제 43 항에 있어서,

쉬프팅된 최대-길이 쉬프트 레지스터 시퀀스(m-시퀀스)에 따라 제 1 파일럿 심볼을 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9.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안테나 통신 시스템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고효율, 고성능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 상태 정보의 측정 및 보고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재 무선 통신 시스템은 페이딩과 다중경로를 경험하는 채널 상에서 동작하도록 요구된다. 그러한 통신 시스템의 하나는

하기에서 IS-95 표준으로서 참조되는 "양방향 모드 광대역 스펙트럼 확산 셀룰러 시스템을 위한 TIA/EIA/IS-95 이동국-

기지국 공유 표준"에 따르는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DMA)시스템이다. CDMA 시스템은 지상 링크 상에서 사용자 사이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지원한다. 다중 액세스 통신 시스템에서 CDMA 기술의 사용은 "위성 또는 지상 중계기를 사용하는

스펙트럼 확산 다중 액세스 통신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특허 제 4,901,307호에 개시되어 있고, "CDMA 셀룰러 전

화 시스템에서 신호 파형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특허 제 5,103,459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두 특허 모두는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수되고 여기에서 참조 문헌으로서 통합된다.

IS-95 시스템은 수신기 유니트에서 채널 파라미터를 평가하여 이 평가된 채널 파라미터를 수신된 신호를 변조하기 위해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IS-95시스템은 모든 기지국으로부터 파일럿 신호의 전송을 요구함으로써 채널 평가

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파일럿 신호는 수신기에 의해 알려지는 반복되는 PN 타입의 시퀀스이다. 파일럿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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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로컬 복제하는 수신된 파일럿 신호의 상관관계는 수신기 유니트가 채널의 복합 임펄스 응답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복조기 파라미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IS-95 파형과 시스템 파라미터에 대해서 전송기 유니트 반대방향의 수신기에

의해 측정된 채널 조건의 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필요하거나 유익하지는 않는다.

무선 통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할 때, 고효율, 고성능의 무선 통신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더 높은 성능의 무선 통신 시

스템의 한 형태는 전파 채널을 통해 다중 전송 안테나를 다중 수신 안테나에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중 입력/다중 출력

(MIMO) 시스템이다. 더 낮은 성능의 시스템 때문에, MIMO 시스템의 전파 채널은 인접한 안테나로부터의 간섭뿐만 아니

라 다중경로에 대한 악영향을 받게 된다. 다중 경로는 전송된 신호가 서로 다른 지연을 가지고 다중 전파 경로를 통하여 수

신기 유니트에 도착했을때 발생한다. 신호가 다중 전파 경로로부터 도착했을 때, 신호의 요소는 파괴적으로 결합하여, "페

이딩"이라 언급된다. 효율을 향상시키고 MIMO 시스템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파 채널의 특성에 대한 정보는

전송 전에 신호를 미리 조정(precondition)하기 위해 전송기 유니트로 반송될 수 있다.

전파 채널의 특성이 신속하게 변화할 때 신호를 미리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채널 응답은 수신기 유니트의 운동 때

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거나 수신기 유니트를 둘러싼 환경에서 변화한다. 이동 환경이 주어질 때, 바람직한 성능은 페이

딩 및 간섭 통계와 같은 채널 특성에 대한 정보가 결정되고, 채널 특성이 상당히 변화하기 이전에 전송기 유니트에 빨리 전

송될 것을 요구한다. 측정 및 보고 과정의 지연이 증가함에 따라, 채널 응답 정보의 유용성은 감소한다. 채널 특성의 신속

한 결정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고효율, 고성능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 상태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며, 다음

단계들을 포함한다: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생성하는 단계; 복수의 파일럿 신호들을 전송기 유니트와 복수의 수신기 유니

트 사이의 전파 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전송기 유니트는 적어도 하나의 전송 안테나를 포함하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들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수신기 안테나를 포함하며, 그리고 전파 채널은 전송기 유니트와 복수의 수

신기 유니트 사이의 복수의 서브채널들(sub-channels)을 포함하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에서 복수의 파일럿 신호 중 적

어도 하나를 수신하는 단계; 복수의 서브채널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전송 특성의 세트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를 포

함하며, 전송 특성 세트를 결정하는 단계는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 각각에서 수신된 복수의 파일럿 신호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며; 복수의 수신기 유니트 각각에서 전송 유니트로 정보 신호를 보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정보 신호는 복수

의 서브채널들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전송 특성의 세트를 운반하며; 그리고 정보 신호에 기초하여 전송기 유니트에서 전송

파라미터의 세트를 최적화시키는 단계.

본 발명의 한가지 성향에서, 파일럿 심볼은 복수의 분리된 OFDM 서브채널 세트에서 전송된다. 파일럿 신호가 분리된

OFDM 서브채널에서 전송될 때, 전파 채널의 특성은 파일럿 심볼을 운반하는 K 서브채널의 세트를 통해 결정될 수 있으

며, 상기 K 는 시스템의 OFDM 서브채널의 개수보다 적은 수이다. 분리된 서브채널 상에서 전송한 파일럿 심볼에 따라서,

시스템은 전파 채널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시간 도메인 파일럿 시퀀스를 전송할 수 있다. 파일럿 심볼의

생성 및 전송에 따라서, 본 발명의 성향은 전파 채널의 특성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량의 요약이다.

실시예

도 1A는 본 발명의 몇가지 실시예를 실행할 수 있는 다중 입력/다중 출력 (MIMO) 통신 시스템(100)의 다이어그램이다.

통신 시스템(100)은 스펙트럼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그리고 융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테나, 주파

수 및 일시적인 다이버시티의 결합을 제공하기 위해 동작할 수 있다. 증가된 스펙트럼 효율성은 사용가능한 시스템 대역폭

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때와 장소에서 더 많은 헤르츠당 초당 비트수(bps/Hz)를 전송하는 능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더

높은 스펙트럼 효율성을 얻기 위한 기술이 하기에서 더 상세히 설명된다. 향상된 성능은 예를 들면 주어진 링크 반송파대

잡음 간섭비(C/I)에 대한 더 낮은 비트 에러율(BER) 또는 프레임 에러율(FER)에 의해 명시될 수 있다. 그리고 향상된 융통

성은 서로 전형적으로 다른 요구를 가지는 다중 사용자를 수용하는 능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목표는 다중 반송파

변조, 시분할 다중(TDM), 다중 전송 및/또는 수신 안테나, 그리고 다른 기술들을 사용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성취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특징, 성향 및 장점이 하기에서 더 상세히 설명된다.

도 1A에 도시된 바에 따라, 통신 시스템(100)은 제 2 시스템(120)과 통신하는 제 1 시스템(110)을 포함한다. 시스템(110)

은 (1)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생성하고, (2)안테나, 주파수, 또는 일시적인 다이버시티, 또는 그들의 결합을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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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처리하며, (3)처리된 변조 심볼을 다수의 변조기(MOD)(114a부터 114t)에 처리된 변조 심볼을 제공한다. 각각의

변조기(114)는 변조 심볼을 더 처리하며 전송에 적합한 RF 변조 신호를 생성한다. 변조기(114a부터 114t)의 RF 변조 신

호는 그 후에 개별적인 안테나(116a부터 116t)로부터 통신링크(118)를 통해서 시스템(120)으로 전송된다.

도 1A에서, 시스템(120)은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개별적인 복조기(DEMOD)(124a부터 124r)에 제공하

는 다수의 수신 안테나(112a부터 112r)를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수신 안테나(122)는 예를 들면 시스

템(110)에서 사용된 동작 모드, 전송 및 수신 안테나의 다이버시티, 통신 링크의 특성 등과 같은 다른 다수의 요구에 따라

하나 또는 그이상의 전송 안테나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각각의 복조기(124)는 전송기에서 사용된 변조 방식을 보

충하는 복조 방식을 사용하여 개별적인 수신된 신호를 복조한다. 복조기(124a부터 124r)로부터 복조된 심볼은 그후에 출

력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심볼을 더 처리하는 (수신) 데이터 프로세서(126)에 제공된다. 전송기 및 수신기 유니트에서

데이터 처리는 하기에서 더 상세히 설명된다.

도 1A는 오직 시스템(110)으로부터 시스템(120)으로의 순방향 링크 전송만을 도시한다. 이러한 구성은 데이터 방송 및 다

른 단방향 데이터 전송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양방향 통신 시스템에서, 시스템(120)으로부터 시스템

(110)까지의 역방향 링크가 또한 제공되지만, 도 1A에서 단일성 위해 도시되지는 않는다.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위해 각

각의 시스템(110) 및 (120)은 데이터가 유니트로부터 전송되었는지 또는 수신되었는지에 따라 전송기 유니트 또는 수신기

유니트, 또는 동시에 두 유니트 모두로서 동작할 수 있다.

단순화를 위해, 통신 시스템(100)은 한 전송기 유니트(즉, 시스템(110)) 및 하나의 수신기 유니트(즉, 시스템(120))를 포함

하도록 도시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중 전송 안테나와 다중 수신 안테나는 각각의 전송기 및 각각의 수신기 유니트 상

에서 존재한다.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은 전송기 및 수신기 유니트의 임의의 개수를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전송기 유니트는 도 1A에 도시된 것과 같은 단일 전송 안테나 또는 다수의 전송 안테나를 포함할 수 있다. 유사하

게, 각각의 수신기 유니트도 다시 도 1A에 도시된 것과 같은 단일 수신 안테나 또는 다수의 수신 안테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신 시스템은 그중 일부는 하나의 안테나와 다중 안테나를 포함할 수 있는 다른 안테나를 포함할 수 있는 다수

의 원격 시스템(즉, CDMA시스템에서 원격 시스템과 유사한 가입자 유니트)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수신하는 다

수의 안테나를 가지는 중앙 시스템(즉, IS-95 CDMA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에 따라, 안테나는 공간에 분포된 하나 또는 그이상의 안테나 요소들의 집합을 언급한다. 안테나

요소는 물리적으로 단일 사이트에 위치되거나 다중 사이트를 통해 분포된다. 단일 사이트에 물리적으로 같이 위치된 안테

나 요소는 안테나 어레이(예를 들면, CDMA기지국과 같은)로서 동작될 수 있다. 안테나 네트워크는 안테나 어레이 또는 물

리적으로 분리된(예를 들면, 몇몇의 CDMA기지국과 같은) 요소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안테나 어레이 또는 안테나 네트워

크는 빔을 형성하고 안테나 어레이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다중 빔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CDMA

기지국은 동일한 안테나 어레이로부터 3개의 서로 다른 섹션의 커버리지 영역(또는 섹터)에 3개의 빔까지 전송할 수 있도

록 설계될 수 있다. 따라서, 3개의 빔은 3개의 안테나로부터 3가지 전송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은 용량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가입자 유니트를 지원할 수 있는 다중 사용자, 다중 액세

스 통신 방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될 수 있다. 그러한 방식은 시스템의 전체 동작 대역폭 W(예를 들면, 1.2288MHz)가

서로 다른 데이터율, 지연, 및 서비스의 질(QOS)을 요구하는 서로 다른 서비스 형태 중에서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허용한

다.

그와 같은 서로 다른 서비스 형태의 예는 음성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다. 음성 서비스는 전형적으로 낮은 데이

터율(예를 들면, 8kbps에서 32kbps), 짧은 처리 지연(예를 들면, 3msec 에서 100msec) 및 연장된 시간 주기에 대한 통신

채널의 지속되는 사용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음성 서비스에 의해 주어진 짧은 지연 요구는 전형적으로 호출 기간동안 각각

의 음성 호출에 전담되기 위한 시스템 자원의 작은 부분을 요구한다. 대조적으로, 데이터 서비스는 산발적인 시간에 전송

되는 데이터 변화량에서 "버스트" 트래픽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데이터량은 버스트대 버스트 및 사용자대 사용자로부터 상

당히 변화할 수 있다. 높은 효율을 위해,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은 요구된 바에 따라 사용가능한 자원의 부분을 음성 서비

스에 할당하고 남아있는 자원을 데이터 서비스에 할당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사용가능한 시스템 자원의 부분은 또

한 특정 데이터 서비스 또는 특정 데이터 서비스 형태에 또한 지정될 수 있다.

각각의 가입자 유니트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분포는 임의의 최소 및 최대 순간치(예를 들면, 200kbps부터

20Mbps이상까지)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변화할 수 있다. 임의의 주어진 순간에서 특정 가입자 유니트에 대해 성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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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 속도는 사용가능한 전송 전력의 양, 통신 링크의 질(즉, C/I), 코딩 방식 등과 같은 다수의 요소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각 가입자 유니트의 데이터 속도 요구는 또한 최소치(예를 들면, 음성 호출에 대해 8kbps)부터 계속해서 순간 피

크 속도(예를 들면, 버스트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20Mbps)가 지원된 최대치까지의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의 퍼센트율은 전형적으로 시간상에서 변화하는 랜덤한 변수이다. 본 발명의 특정 성향에 따라서,

두가지 서비스 형태를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은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의 양을 기

반으로 사용가능한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은 하기에서 설명된다. 자

원을 할당하기 위한 또다른 방식은 앞서 언급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8/963,386호에서 설명된다.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은 앞서 언급된 특징과 장점을 제공하며,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지는 서로 다른 서비스 형태를 지원할

수 있다. 특징은 안테나, 주파수, 또는 일시적인 다이버시티, 또는 그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성취된다. 안테나 주파수, 또한

일시적인 다이버시티는 독립적으로 성취되며 동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에 따라, 안테나 다이버시티는 하나 이상의 안테나를 통한 데이터의 전송 및/또는 수신을 언급하

고,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하나 이상의 서브밴드를 통한 데이터의 전송을 언급하며, 그리고 일시적인 다이버시티는 하나 이

상의 시간 주기에서 데이터의 전송을 언급한다. 안테나, 주파수 및 일시적인 다이버시티는 부카테고리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송 다이버시티는 통신 링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전송 안테나의 사용을 언급하

고, 수신 다이버시티는 통신 링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수신 안테나의 사용을 언급하며, 공

간 다이버시티는 신뢰성을 향상시키고/또는 통신 링크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중 전송 및 수신 안테나의 사용을 언급

한다. 또한, 전송 및 수신 다이버시티는 링크 용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통신 링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합되어 사

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안테나, 주파수 및 일시적인 다이버시티의 다양한 결합이 성취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

다.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동작 대역폭의 다양한 서브밴드를 통해 데이터의 전송을 고려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과 같

은 다중 반송파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공간 다이버시티는 서로 다른 시간상에서 데이터의 전송에 의해 성

취되며, 시분할 다중(TDM)을 사용하여 더 쉽게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의 이러한 다양한 성향은 하기에서

더 상세히 설명된다.

본 발명의 성향에 따라, 안테나 다이버시티는 전송기 유니트에서 다수의(NT) 전송 안테나 또는 수신기 유니트에서 다수의

(NR) 수신기 안테나, 또는 전송기 및 수신기 모두에서 다중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성취된다. 지상 통신 시스템(예를 들면,

셀룰러 시스템, 방송 시스템, MMDS시스템 등)에서, 전송기 유니트로부터 RF 변조된 신호는 다수의 전송 경로를 통해서

수신기 유니트에 도달할 수 있다. 전송 경로의 특징은 전형적으로 다수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시간을 통해 변화한다. 만

약 하나 이상의 전송 또는 수신 안테나가 사용되고, 만약 전송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의 전송 경로가 독립적이라면(즉,

서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한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이며, 그후에 안테나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송된 신

호를 정확하게 수신하는 가능성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전송 및 수신 안테나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이버시티가 증가

하고 성능이 향상한다.

안테나 다이버시티는 요구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 링크의 특성을 기반으로 동적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면, 더 높은

정도의 안테나 다이버시티가 몇가지 통신 형태(예를 들면, 신호), 몇가지 서비스 형태(예를 들면, 음성), 몇가지 통신링크

특성(예를 들면, 낮은 C/I), 또는 몇가지 다른 조건이나 고려 대상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에 따라, 안테나 다이버시티는 전송 다이버시티와 수신 다이버시티를 포함한다. 전송 다이버시티

에 대하여, 데이터는 전송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다. 전형적으로, 추가의 처리가 전송 안테나로부터 성취된 원하는 다이버

시티로 전송된 데이터에서 수행된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전송 안테나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는 시간 내에 지연되거나 재

주문될 수 있으며, 또는 사용 가능한 전송 안테나를 통해 코딩되고 인터리빙될 수 있다. 또한, 주파수 및 일시적인 다이버

시티는 서로 다른 전송 안테나에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수신 다이버시티에 대해, 변조된 신호는 다중 수신 안테나 상에

서 수신되며 다이버시티는 서로 다른 전송 경로를 통해 신호를 단지 수신함으로써 성취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형상에 따라,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다중 반송파 변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새로운 장점

을 갖는 그러한 한가지 방식이 OFDM이다. OFDM 변조를 가지고, 전체 전송 채널은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수개(L)의 평행 서브채널로 본질적으로 분배된다. 전체 전송 채널은 전체 동작 대역폭 W를 점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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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각의 서브채널은 W/L의 대역폭을 가지며 서로 다른 중심주파수에 집중되는 서브밴드를 점유한다. 각각의 서브채널

은 전체 동작 대역폭의 부분이 되는 대역폭을 갖는다. 각각의 서브채널은 또한 특정한(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처리, 코딩,

및 변조 방식을 가지고 결합될 수 있는 독립적인 데이터 전송 채널로 하기에 설명될 바와 같이 고려될 수 있다.

데이터는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제공하기 위해 둘 또는 그이상의 서브밴드의 이의의 정의된 세트를 통해 분할되고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가입자 유니트에 대한 전송은 타임 슬롯 1에서 서브채널 1, 타임슬롯 2에서 서브채널 5, 타임슬

롯 3에서 서브채널 2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또다른 예로서 특정 가입자 유니트에 대한 유니트는 타임 슬롯 1에서 서브

채널 1 및 2(예를 들면, 서브채널 양쪽에 전송되는 동등한 데이터를 가지는), 타임슬롯 2에서 서브채널 4 및 6, 타임 슬롯

3에서 오직 서브채널 2등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시간상에서 서로 다른 서브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은 주파수 선택 페이

딩 및 채널 왜곡을 경험하는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OFDM 변조의 또다른 장점이 하기에 설명된다.

또한, 본발명의 또다른 형상에 따라서, 일시적인 다이버시티는 서로 다른 시간에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성취되며, 시분

할 다중(TDM)을 사용하여 더 쉽게 수행될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에 대하여 (그리고 아마도 음성 서비스에 대하여), 데이

터 전송은 통신 링크 내의 시간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한 면역성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는 타임슬롯 상에서 발생한

다. 일시적인 다이버시티는 또한 인터리빙의 사용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가입자 유니트에 대한 전송은 1부터 x까지의 타임 슬롯을 통해 또는 1부터 x까지의 타임슬롯(예를 들면

타임 슬롯 1,5,8등)으로부터 가능한 타임슬롯의 서브세트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타임 슬롯에서 전송된 데이터량은

변화하거나 고정될 수 있다. 다중 타임 슬롯을 통한 전송은 예를 들면 충격성 잡음 및 간섭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의 수신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안테나, 주파수, 및 일시적인 다이버시티의 결합은 본 시스템이 강한 성능을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안테나, 주파수 및/또는

일시적인 다이버시티는 적어도 몇가지 전송된 데이터의 정확한 수신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그후에 다른 전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에러를 정정하기 위해 (예를 들면, 디코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다. 안테나, 주파수, 그리고 일시적인 다이

버시티의 결합은 또한 통신 시스템이 서로 다른 데이터율, 처리 지연 및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서비스

를 동시에 수용하도록 허용한다.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은 안테나, 주파수 또는 일시적인 다이버시티 또는 그들의 결합을 사용한 각각의 통신모드를 가지고

다수의 서로 다른 통신 모드에서 설계되고 동작될 수 있다. 통신모드는 예를 들면 다이버시티 통신모드 및 MIMO 통신 모

드를 포함한다. 다이버시티와 MIMO 통신 모드의 다양한 결합은 또한 통신 시스템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 또한, 다른 통신

모드가 실행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는 전송 및/또는 수신 다이버시티, 주파수, 또는 일시적인 다이버시티, 또는 그들의 결합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통신 링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의 한 실행에서, 전송기 유니트는 수신

기 유니트에 공지된 가능한 구성의 유한 세트로부터 변조 및 코딩 방식(즉. 구성)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각각의 오버헤드

및 공통 채널은 모든 수신기 유니트에 공지된 특정 구성을 가지고 결합될 수 있다. 특정 사용자(예를 들면, 음성 호출 또는

데이터 전송)에 대해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를 사용할 때, 모드 및/또는 구성은 선험적(예를 들면, 이전 설정으로부터)인 것

으로 공지되거나, 수신기 유니트에 의해(예를 들면 공통 채널을 통해) 결정된다.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에서 데이터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서브채널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테나로부터 그리고 하나 또

는 그이상의 시간 주기에서 전송된다. 할당된 서브채널은 동일한 안테나에 결합되거나, 서로 다른 안테나를 가진 서브채널

이 될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로 참조되는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의 공통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는

모든 사용가능한 전송 안테나로부터 목적 수신 유니트로 전송된다. 순수한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는 데이터 속도 요구들이

낮거나 또는 C/I가 낮은 경우, 또는 둘 다 낮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MIMO 통신 모드는 통신링크의 양 단부에서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통신 링크

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MIMO 통신모드는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결합하여 주파수 및/또는 일시적인 다이버

시티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공간 통신 모드로서 참조될 수 있는 MIMO 통신 모드는 하기에서 설명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 모드를 사용한다.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는 일반적으로 특히 높은 C/I레벨에서 MIMO 통신 모드보다 더 낮은 공간 효율성을 갖는다. 그러나

C/I값을 적당히 하기 위해 낮추면,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는 비슷한 효율성을 성취하며, 실행하기에 더 쉬워질 수 있다. 일

반적으로, MIMO통신 모드의 사용은 특히 높은 C/I값에 대해 적당하게 사용될 때, 더 큰 스펙트럼 효율성을 제공한다. 따라

서 MIMO 통신 모드는 데이터 속도 요구가 높을 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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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스템은 다이버시티 및 MIMO 통신 모드 모두를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통신 모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증가된 융통성에 대해 서브채널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MIMO 통신 모드는 전형적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각각의 통신 모드는 서브채널의 서브세트를 통해서, 모든 서브채널을 통해서, 또는 임

의의 다른 기반(basis)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각각의 서브채널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MIMO 통신 모드의 사용은 특

정 사용자(예를 들면 데이터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동시에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의 사용은 서로 다른 서브채널 상에서 또

다른 특정 사용자(예를 들면 음성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는 또한 예를 들면 더 높은 경로 손실

을 경험한 서브채널 상에서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은 또한 다수의 처리 모드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될 수 있다. 전송기 유니트가 통신링크의 조건(즉, "

상태")을 가리키는 정보를 가지고 제공될 때, 성능을 더 향상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송기 유니트에서 추가적인

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전체 채널 상태 정보(CSI) 또는 부분 CSI는 전송기 유니트에 사용가능할 수 있다. 전체 CSI는 각각

의 서브밴드에 대한 모든 전송기 및 수신기 안테나쌍 사이에서 전파 경로(즉, 진폭 및 위상)의 충분한 특성을 포함한다. 전

체 CSI는 또한 서브밴드 당 C/I를 포함한다. 전체 CSI는 전송기 안테나로부터 수신기 안테나까지 하기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전송 경로의 조건을 설명하는 복소 이득값의 행렬 세트에서 구현될 수 있다. 부분 CSI는 예를 들면, 서브밴드의 C/I를

포함할 수 있다. 전체 CSI 또는 부분 CSI와 함께, 전송기 유니트는 수신기 유니트에 대한 전송 이전에 데이터를 미리 조정

한다.

전송기 유니트는 특정 수신기 유니트와 동일한 방식으로(예를 들면, 미리-조정하는 것은 그 수신기 유니트에 할당된 각각

의 서브밴드에 대해 수행된다) 전송기 안테나에 존재하는 신호를 미리 조정할 수 있다. 채널이 시간으로부터 뚜렷하게 변

화하지 않는 한 채널은 수신기에 의해 측정되고, 이후에 전송기에 반송되며, 전송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의도된

수신기 유니트는 전송을 복조할 수 있다. 이러한 실행에서, MIMO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 CSI는 전송된 신호를 미리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CSI와 결합된 수신기 유니트에 의해서 오직 복조될 수 있다.

부분 CSI 또는 비 CSI 처리 모드에서, 전송기 유니트는 공통 변조 및 코딩 방식을 (예를 들면 각각의 데이터 채널 전송에

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후에 모든 수신기기 유니트에 의해 (이론적으로) 복조될 수 있다. 부분 CSI 처리 모드의 실행에서,

단일 수신기 유니트는 유니트의 C/I를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안테나에 사용된 변조는 따라서 단일 수신기 유니트를 위해

(예를 들면, 신뢰할만한 전송을 위해) 선택될 수 있다. 다른 수신기 유니트는 전송을 복조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수신기 유니트가 적당한 C/I를 가진다면 전송을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공통(예를 들면, 방송) 채널은 모든 사용

자에 도달하기 위해 비 CSI 처리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IMO 통신 모드가 4개의 전송 안테나로부터 1개의 특정 서브밴드에 전송된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적용된다고

추측하자. 채널 데이터 스트림은 하나의 데이터 서브스트림이 각각의 전송 안테나에 대한 4개의 데이터 서브스트림으로

디멀티플렉싱된다. 그후에 각각의 데이터 서브스트림은 상기 서브밴드와 상기 전송 안테나에 대한 CSI를 기반으로 선택된

특정 변조 방식(예를 들면 M-PSK, M-QAM, 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변조된다. 따라서 4개의 변조 서브스트림은 변

조 심볼의 스트림을 포함하는 각각의 변조 서브스트림을 가지는 4개의 데이터 서브스트림을 위해 생성된다. 4개의 변조

서브스트림은 그후에 미리 조정된 변조 심볼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등식(1)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고유벡터 행렬을 사용

하여 미리 조정된다. 미리 조정된 변조 심볼의 4개의 스트림은 개별적으로 4개의 전송 안테나의 4번의 결합에 제공된다.

각각의 결합 장치는 결합된 전송 안테나에 대한 변조 심볼 벡터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다른 서브밴드에 대한 변조 심볼

을 가지고 수신된 미리 조정된 변조 심볼을 결합한다.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 CSI는 전형적으로 평행 데이터 스트림이 각각의 할당된 서브채널에 대하여 각각의 채널 고유

모드상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MIMO 통신 모드에서 사용된다. 전체 CSI를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처리는 오직 사

용가능한 고유모드의 서브세트 상에서의 전송이 각각의 할당된 서브채널(예를 들면, 빔 조종을 실행하기 위한)에서 수용되

는 곳에서 수행될 수 있다. 전체 CSI 처리(예를 들면, 전송기 및 수신기 유니트에서 증가된 복잡성, 수신기 유니트로부터

전송기 유니트로의 CSI의 전송에 대한 증가된 오버헤드 등등)에 연관된 가격 때문에, 전체 CSI 처리는 MIMO통신 모드에

서 성능과 효율의 추가 증가가 정당화되는 확실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전체 CSI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 전송 경로(또는 부분적인 CSI) 상에서 덜 설명적인 정보가 사용가능할 수 있으며 전송

이전에 데이터를 미리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서브채널의 C/I가 사용가능할 수 있다. 그후에

C/I정보는 중요한 서브채널에서 요구된 성능을 제공하고 시스템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송 안테나로부터 전송

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97533

- 15 -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전체 CSI 기반 처리 모드는 전체 CSI를 사용하는 모드를 언급하며, 부분 CSI 기반 처리

모드는 부분 CSI를 사용하는 처리 모드를 언급한다. 전체 CSI 기반 처리 모드는 예를 들면 MIMO 통신 모드에서 전체 CSI

기반 처리를 사용하는 전체 CSI MIMO 모드를 포함한다. 부분 CSI 기반 처리 모드는 예를 들면 MIMO 통신 모드에서 부분

CSI 기반 처리를 사용하는 부분 CSI MIMO 모드를 포함한다.

전체 CSI 또는 부분 CSI 처리가 사용가능한 채널 상태 정보(예를 들면, 고유모드 또는 C/I)를 사용하여 전송기 유니트가 데

이터를 미리 조정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수신기 유니트로부터 피드백 정보가 요구되며, 역방향 링크 용량

의 부분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가격은 전체 CSI 및 부분 CSI 기반 처리 모드에 연관된다. 가격은 사용하기 위한 처리 모드

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부분 CSI 기반 처리모드는 더 적은 오버헤드를 요구하며 몇가지 경우에 더 효율적일 수 있

다. 비 CSI 기반 처리 모드는 오버헤드를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몇몇의 다른 환경하에서는 전체 CSI기반 처리모드 또는 부

분 CSI기반 처리 모드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의 적어도 몇가지 형상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전송기 유니트에서

NT개의 전송 안테나 중 하나로부터 전송의 특정 예를 도시한다. 도 2에서, 수평축은 시간이고 수직축은 주파수이다. 이러

한 예에서 전송 채널은 16개의 서브채널을 포함하고, 16개 서브채널 모두를 커버하는 각각의 OFDM 심볼을 가지는

OFDM 심볼 시퀀스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하나의 OFDM 심볼이 도 2의 상단에서 지정되며 16개의 서브밴드 모두를

포함한다). TDM 구조는 또한 예를 들면 한 변조 심볼의 길이의 기간을 가지는 각각의 타임슬롯을 가지는 타임슬롯으로

(즉, 각각의 변조 심볼은 TDM간격으로서 사용되는)으로 분할되는 데이터 전송에서 도시된다.

사용가능한 서브채널은 신호, 음성, 트래픽 데이터 등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예에서, 타임 슬롯 1

에서의 변조 심볼은 수신기 유니트의 동기화를 돕고 채널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파일럿 데이터에 대

응된다. 시간과 주파수상에 파일럿 데이터를 분포시키기 위한 다른 기술이 또한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

다. 또한, 만약 모든 서브채널이 사용된다면 (예를 들면, 대략 1/W의 칩주기를 가지는 PN코드), 파일럿 간격 중에 특정 변

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파일럿 변조 심볼의 전송은 전형적으로 보통 통신 링크에서의 변화를 정확히 추

적하기에 충분히 빠르도록 선택되는 특정 프레임 속도로 발생한다.

파일럿 전송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타임 슬롯은 그후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

브채널 1과 2는 수신기 유니트에 제어 및 방송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서브채널 상의 데이터는 일반

적으로 모든 수신기 유니트에 의해 수신되도록 연장된다. 그러나, 제어 채널의 몇가지 메시지는 사용자 지정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인코딩될 수 있다.

음성 데이터와 트래픽 데이터는 남아 있는 서브채널에 전송될 수 있다. 도 2에서 도시된 예에서, 타임 슬롯 2부터 9까지의

서브채널 3은 음성 호출 1을 위해 사용되며, 타임슬롯 2부터 9까지의 서브채널 4는 음성 호출 2를 위해 사용되며, 그리고

타임슬롯 5부터 9까지의 서브채널 5는 음성 호출 3을 위해 사용되며, 그리고 타임슬롯 7부터 9까지의 서브채널 6은 음성

호출 5를 위해 사용된다.

남아있는 사용가능한 서브채널과 타임슬롯은 트래픽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2에서 도시된 예에서, 데이

터 1 전송은 타임슬롯 2에서 서브채널 5부터 16까지와 타임슬롯 7에서 서브채널 7부터 16까지를 사용하고, 데이터 2 전

송은 타임슬롯 3 및 4에서 서브채널 5부터 16까지와 타임슬롯 5에서 서브채널 6부터 16까지를 사용하고, 데이터 3 전송

은 타임슬롯 6에서 서브채널 6부터 16까지를 사용하고, 데이터 4 전송은 타임 슬롯 8에서 서브채널 7에서 16까지를 사용

하고, 데이터 5 전송은 타임슬롯 9에서 서브채널 7에서 11까지를 사용하며 그리고 데이터 6 전송은 타임슬롯 9에서 서브

채널 12에서16까지를 사용한다. 데이터 1부터 6까지의 전송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수신기에서 트래픽 데이터의 전송을

표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은 트래픽 데이터의 전송을 융통성 있게 지원한다.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데이터 전송(예

를 들면, 데이터 2)이 다중 서브채널 및/또는 다중 타임슬롯 상에서 발생할 수 있고, 다중 데이터 전송(예를 들면 데이터 5

및 6)은 한 타임슬롯에서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예를 들면, 데이터 1)은 또한 인접하지 않은 타임슬롯 상에서 발생

할 수 있다. 시스템은 또한 한 서브채널 상에서 다중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

는 트래픽 데이터를 가지고 다중화될 수 있으며, 단일 서브채널에서 전송된다.

데이터 전송의 다중화는 OFDM 심볼로부터 심볼로 잠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더우기, 통신 모드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로 (예를 들면, 한 음성 또는 데이터 전송으로부터 다른 전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성 사용자는 다이버시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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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사용자는 MIMO 통신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서브채널 레벨로 연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사용자는 남아있는 서브채널에서 충분한 C/I 및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를 가지는 서브채널 내에서

MIMO 통신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안테나, 주파수, 및 일시적인 다이버시티는 개별적으로 다중 안테나로부터, 서로 다른 서브밴드의 다중 서브채널에서 그리

고 다중 타임슬롯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전송(예를 들면, 음성 호출 1)에 대한 안

테나 다이버시티는 둘 또는 그이상의 안테나를 통해서 특정 서브채널(예를 들면 서브채널 1) 상에 (음성) 데이터를 전송함

에 따라 성취될 수 있다. 특정 전송(예를 들면, 음성 호출 1)에 대한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서로 다른 서브밴드(예를 들면,

서브채널 1 및 2)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브채널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안테나와 주파수 다이

버시티의 결합은 둘 또는 그이상의 안테나로부터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브채널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함에 따라 획득될 수

있다. 일시적인 다이버시티는 다중 타임 슬롯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에 도시된 바

와 같이, 타임슬롯 7에서의 데이터 1 전송은 타임 슬롯 2에서의 데이터 1 전송의 일부분(예를 들면 새롭거나 반복되는)이

다.

동일한 또는 서로 다른 데이터는 원하는 다이버시티를 획득하기 위해 다중 안테나 및/또는 다중 서브밴드로부터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는 다음에서 전송될 수 있다:(1)한 안테나로부터 한 서브채널, (2)다중 안테나로부터 한 서브채널

(예를 들면, 서브채널 1), (3)모든 NT개 안테나로부터 한 서브채널, (4)한 안테나로부터 서브채널 한 세트(서브채널 1 및

2), (5)다중 안테나로부터 서브채널 한 세트, (6)모든 NT개 안테나로부터 서브채널 한세트, 또는 (7)안테나 한 세트(예를

들면, 한 타임 슬롯에서 안테나 1로부터 서브채널 1 및 2, 또다른 타임 슬롯에서 안테나 2로부터 서브채널 1 및 2 등). 따

라서, 서브채널과 안테나의 임의의 결합이 안테나 및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최대 융통성을 제공하고 높은 성능과 효율을 성취할 수 있는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 따라서, 각각의 전송 안테나에 대한

각각의 타임슬롯에서의 각각의 서브채널은 파일럿, 신호, 방송, 음성, 트래픽 데이터 등, 또는 그들의 조합(예를 들면 다중

화된 음성 및 트래픽 데이터)와 같은 임의의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독립적인 전송 유니트(즉, 변

조 심볼)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설계에서, 음성 호출은 시간상에서 서로 다른 서브채널에 동적으로 할당될 수 있

다.

융통성, 성능, 및 효율은 하기에 서술된 바와 같이 변조 심벌 사이에 독립성을 고려함으로써 더 성취된다. 예를 들면, 각각

의 변조 심볼은 특정 시간, 주파수, 및 공간에서 자원의 가장 잘 사용하는 변조 방식(예를 들면, M-PSK, M-QAM, 및 다른

방식)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다수의 제약이 전송기 및 수신기 유니트의 설계와 실행을 단순화하기 위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성 호출은 호출 기

간 동안 또는 서브채널 변환이 수행되는 시간까지, 특정 서브채널에 할당될 수 있다. 또한, 신호 및/또는 방송 데이터는 몇

몇의 고정된 서브채널(예를 들면, 도 2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제어 데이터에 대한 서브채널 1 및 방송 데이터에 대한 서

브채널 2)에 지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수신기 유니트는 서브채널이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복조하는 이전 값을 알게 된

다.

또한, 각각의 데이터 전송 채널 또는 서브채널은 전송기간 동안 또는, 새로운 변조 방식이 할당되는 시간까지 특정 변조 방

식(예를 들면, M-PSK, M-QAM)으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에서 서브채널 3상의 음성 호출 1은 QPSK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서브채널 4상의 음성 호출 2는 16-QAM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임 슬롯 2에서 데이터 1 전송은 8-PSK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임슬롯 3부터 5까지에서 데이터 2 전송은 16-QAM등등을 사용할 수 있다.

TDM의 사용은 음성 데이터 및 트래픽 데이터의 전송에서 더 큰 융통성을 허용하며, 자원의 다양한 할당이 예상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각각의 타임슬롯에 대해 1개의 서브채널 또는 동등하게 4번째 타임슬롯마다 4개의 타임슬롯, 또

는 몇가지 다른 할당이 할당될 수 있다. TDM은 향상된 효율성을 위해 데이터가 지정된 타임 슬롯(들)에서 집합되고 전송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음성 활성이 전송기에서 실행된다면, 그후에 어느 음성도 전송되지 않는 간격에서 전송기는 서브채널 효율이 최대화

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를 서브채널에 할당할 수 있다. 휴지 음성 주기 동안 어떤 데이터도 전송하기 위해 사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전송기는 네트워크의 또다른 셀에서 동일한 서브채널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된 간섭

레벨을 감소하여, 서브채널에서 전송된 전력을 감소시키거나(또는 끌 수)있다. 동일한 특징이 또한 오버헤드, 제어장치, 데

이터, 및 다른 채널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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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시간 주기를 통한 사용가능한 자원의 작은 부분의 할당은 전형적으로 더 낮은 지연이 되며, 음성과 같은 지연에

민감한 서비스에 더 적합할 수 있다. TDM을 사용한 전송은 추가 지연이 가능한 가격에서 더 높은 효율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은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고 높은 효율과 성능을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MIMO 시스템에서 채널 상태 정보를 측정 및 보고

분산 채널 효과에 연관된 다중 전송 안테나 및 다중 수신 안테나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복잡성이 주어질 때, 바람직한 변조

기술은 효과적으로 채널을 비간섭 협대역 채널 또는 서브채널의 세트로 분해하는 OFDM이다. 적절한 OFDM 신호 설계에

서 한 서브채널에서 전송된 신호는 채널 응답이 서브채널 대역폭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일정한 "플랫 페이딩"을 보여준다.

채널 상태 정보 또는 CSI는 각각의 서브채널에 대한 모든 전송 및 수신 안테나 쌍 사이에서 전파 경로(즉, 진폭 및 위상)의

충분한 특성을 포함한다. CSI는 또한 C/I 정보로서 공지된 각각의 서브채널 내의 간섭 및 잡음의 상대적인 레벨의 정보를

포함한다. CSI는 하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송 안테나로부터 수신 안테나로의 전송 경로의 조건을 설명하는 복소 이득값

의 행렬의 세트에서 구현된다. CSI와 함께, 전송기 유니트는 수신기 유니트에 전송되기 이전의 데이터를 미리 조정한다.

CSI 처리는 하기에서 간단하게 설명된다. CSI가 전송기 유니트에서 사용가능할 때, 간단한 접근은 다중 입력/다중 출력 채

널을 독립적인 채널 세트로 분리하는 것이다. 주어진 채널은 전송기에서 함수를 전송하며, 왼쪽의 고유 벡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고유 벡터로 사용된 변조 알파벳은 고유 벡터에 의해 주어진 모드

의 사용가능한 C/I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H가 특정 시간에 NT 전송 안테나 요소 및 NR 수신 안테나 요소에 대한 채널응답

을 제공하는 NR x NT 행렬이라면, 그리고 x가 채널에 대한 입력 NT 벡터라면, 그후에 수신된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n 은 간섭을 더한 잡음을 표시하는 NR 벡터이다. 켤레 전치(conjugate-transpose)를 가진 채널 행렬의 곱에 의해 형성되

는 에르미트(Hermitian) 행렬의 고유벡터 분리는 다음과 이 표현될 수 있다:

심볼 * 은 켤레 전치를 언급하며, E는 고유벡터 행렬이며, Ё은 고유 벡터의 대각선 행렬, 즉 NR x NT 크기 모두이다. 전송

기는 고유 벡터 행렬E를 사용하여 NT 세트를 변조심볼 b로 변환한다. NT 전송 안테나로부터 전송된 변조 심볼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모든 안테나에 대하여, 미리-조정하는 것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 행렬 곱셈 연산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상기 b1, b2, ... 및 bNT 는 개별적으로 전송 안테나 1, 2,...NT 에서 특정 서브채널에 대한 변조 심볼이며 상기 각각의 변조

심볼을 하기에서 설명되는 것과 같이 예를 들면 M-PSK, M-QAM 등을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으며,

E = 전송 안테나로부터 수신 안테나까지의 전송 손실에 관련된 고유벡터 행렬이며,

x1, x2, ...xNT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 미리 조정된 변조 심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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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는 에르미트이기 때문에 고유벡터 행렬은 하나이다. 따라서 만약 b의 요소가 동등한 전력을 갖는다면, x의 성분 또한

동등한 전력을 갖는다. 수신된 신호는 그후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수신기는 오른쪽의 고유 벡터에 의한 다중화에 따라서 채널-필터간 매칭 동작을 수행한다. 채널-필터간 매칭 동작의 결과

는 벡터 z 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상기 새로운 잡음 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 공분산을 갖는다:

즉 잡음 성분은 고유값에 의해 주어진 변수에 독립적이다. z의 i번째 성분의 C/I는 Ё의 i번째 대각선 성분인 이다.

따라서 전송기 유니트는 고유 벡터에 의해 주어진 C/I를 기반으로 하는 각각의 고유 벡터에 대한 변조 알파벳(즉, 신호 시

퀀스)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채널 조건이 시간 사이의 간격에서 뚜렷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CSI는 수신기에서 측정되

고 전송기에서 전송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보고되고 사용되며, 그후에 통신 시스템의 성능은 공지된 C/I를 가지는 독립적

인 AWGN 채널들의 세트의 성능과 동등할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이 도 1B에서 설명된다. 단계 141에서, 전송기 유니트 (140)은 데이터를 다중 데이터 서브채널로 변환한다.

모드 및 서브채널의 SNR에 따라, 서로다른 QAM 위치가 사용된다. 각각의 서브채널에 대한 데이터는 서브채널에 대한 고

유모드 행렬에 의해 미리 조정된다. 단계 142에서, 특정 안테나에 대해 미리 조정된 데이터는 시간 도메인 신호를 생성하

기 위해 역방향 고속 푸리에 변환(IFFT) 연산을 경험한다. 단계 143에서, 순환 익스텐션(cyclic extension) 또는 순환 프

리픽스(cyclic prefix)는 전파 채널에서 시간 분산이 존재하는 OFDM 서브채널 중에서 직교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 도메

인 신호에 추가된다. 한 연장된 심볼 값은 각각의 OFDM 서브채널에 대해 생성되며, 이후에 OFDM 심볼로서 언급될 것이

다. 단계 144에서, OFDM심볼은 다중 전송 안테나로부터 전송된다.

수신기 유니트(145)에서 다중 안테나는 단계 146에서 신호를 수신한다. 단계 147에서, 수신된 신호는 수신된 신호를 전달

하기 위해 이산 푸리에 변환 연산을 경험한다. 단계 148에서, 모든 수신기 안테나를 통한 각각의 서브채널로부터의 데이터

가 처리된다. 이러한 처리 단계에서, 채널 특성에 관한 정보는 데이터로부터 추출되며 더 압축된 포맷으로 변환된다. 한 압

축 기술은 채널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결합(공액) 채널 응답 및 고유 모드 행렬을 사용

한다. 단계 149에서, 압축된 채널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는 수신기 유니트(145)로부터 전송기 유니트(140)로 전송

되어 그후에 추가 전송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CSI의 유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송 파형은 초기 프리엠블에 대한 공지된 파일럿 심볼로 구성된다. 서로 다른 전송 안

테나에 대한 파일럿 파형은 도 1C에서 Nt = 4인 경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OFDM 서브채널의 분리 세트를 구성한다.

OFDM변조를 가지고, 전파 채널은 L개의 평행 서브채널로 분할된다. CSI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공지된 심볼을 전체적

으로 구성하는 초기 프리엠블이 전송된다. 서로 다른 송수신 안테나 패턴의 서로 다른 채널응답을 효율적으로 구별하기 위

해, 파일럿 신호는 서브채널의 분리 서브세트에 할당된다. 도 1C는 분리 서브채널 서브세트로 구성된 예시적인 OFDM 파

일럿 구조의 다이어그램이다. 서브채널 {0, 1, 2, ..., 2n-1}로 구성된 서브채널 세트는 4개의 분리 서브채널 서브세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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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8, ..., 2n-4}, B = {1, 5, 9, ..., 2n-3}, C = {2, 6, 10, ..., 2n-2} 및 D = {3, 7, 11, ..., 2n-1}로 분리된다. 서브채널

서브세트 A (150)는 전송 안테나 Tx1(151)상에서 전송되고, 서브채널 서브세트B(152)는 전송 안테나 Tx2(153)상에서

전송되고, 서브채널 서브세트 C(154)는 전송 안테나 Tx3(155)상에서 전송되고, 그리고 서브채널 서브세트 D(156)는 전

송 안테나 Tx4(157)상에서 전송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전송 안테나는 모든 서브채널이 전송 안테나 사이에서 분리되

기 위해 채널을 통해 모든 Nth서브채널 상에서 전송한다. 공지된 파일럿 심볼은 서브채널 서브세트 내의 보든 서브채널 상에서

전송될 수 있다. 특정 전송 안테나에서 사용된 서브채널 사이에서 최소 간격은 채널 파라미터의 함수이다. 만약 채널 응답

이 큰 확산 지연을 갖는다면, 가까운 간격이 필요할 것이다. 안테나의 개수가 요구된 간격이 단일 OFDM 심볼을 가지는 모

든 사용자에 대하여 성취될 수 없도록 충분히 크다면, 그후에 연속적인 OFDM 심볼의 개수가 하나 또는 그이상의 다중 파

일럿 심볼에서 서브채널의 분리 서브세트에 할당된 각각의 안테나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

전송기 유니트에서 각각의 전송 안테나에 대하여, 수신기 유니트는 분리 서브채널 상의 파일럿 심볼을 수신하며 분리 서브

채널의 채널 특성에 대해 결정한다. 이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수신기 유니트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수신 안테나를 가질 수

있다. x = {xi, i =1, ..., K}는 단일 전송 안테나에 대한 K개의 파일럿 서브채널 상에서 전송된 파일럿 심볼값이라 가정하

자. 수신기 유니트는 yij = hijxi + nij인 값을 수신할 것이며, 상기 hij는 j번째 수신 안테나에서 수신된 i번째 파일럿 서브채

널에 대한 복소 채널 응답이고, nij는 잡음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수신기 유니트는 단일 전송 안테나의 K개의 서브채

널의 채널 응답의 잡음 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잡음 평가는 채널 분산 및 잡음 레벨 상의 선험적 정보를 사용하여

더 복잡한 평가에 대한 간단한 보간(interpolation)과 같은 다수의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한 전파 채널의 모든 서브채널에 대

한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평가는 연속적인 OFDM 심볼을 통해 파일럿 심볼을 전송하고 그 후에 각각의 연속적인 OFDM

심볼 평가를 평균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평가는 파일럿 심볼을 방송하는 각각의 전송기 안테나에 대한 각각의 수신 안테나에서 생성된다. 완전한 전파 채널에 대한

CSI는 채널 응답 행렬{Hi, i = 1, 2, ..., 2n}에 의해 표현될 수 있으며, 상기 행렬 Hi는 i번째 서브채널과 연관되고 각각의

행렬 Hi의 요소는 {hijk, j = 1,...,Nr, k = 1,...,Nt}로 Nt개의 전송 안테나 및 Nr개의 수신 안테나의 각각에 대한 복소 채널

응답 값이다.

분리 서브채널 서브세트의 사용은 예를 들면 전송기 유니트로부터 하나 또는 그이상의 수신기 유니트로의 전파 채널과 같

은 상기 다중 링크가 가깝게 접근하여 위치되는 시스템에서 더 적용될 수 있다. 기지국이 섹터에 따라 신호를 전송하는 시

스템에서, 섹터의 전송 영역은 또다른 섹터의 전송 영역과 중복할 수 있다. 이상적인 기지국에서, 각각의 섹터의 전송 안테

나는 다른 섹터의 전송 안테나에 할당된 방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에서 신호를 전송한다. 공교롭게도, 중복 영역

은 대부분 섹터화된 기지국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본발명의 실시예를 사용하여, 기지국의 모든 전송 안테나는 기지국 섹터

사이에서 간섭을 피하기 위해 서브채널의 분리 서브세트에 할당된다. 유사하게, 인접 기지국은 또한 상당한 간섭의 원인이

되며, 서브채널의 분리 서브세트는 기지국 가운데 할당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널 응답의 계산은 응답이 주 링크에 대해 계산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분리 서브채널 서브세트에 할당되는

모든 링크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 링크로부터 감소된 CSI량은 전송기 유니트에서 보고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인접 링크의 평균 전체 간섭 레벨에 대한 정보는 주 링크의 데이터 지지율을 결정하기 위해 전송되고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몇가지 간섭 링크가 평균 전체 간섭 레벨을 지배한다면, 그후에 간섭 링크의 간섭 정보는 각각의 분리 서브채널 서브

세트에서 더 효율적인 서브채널의 그룹화를 결정하기 위해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보고될 수 있다.

전송기 유니트에 운반될 수 있는 다른 CSI 정보는 주 링크에 할당되지 않은 서브채널에서 전체 측정된 전력이다. 인접 링

크에 할당된 서브채널의 전체 측정된 전력은 전체 잡음 간섭 전력의 평가를 가져온다. 만약 몇가지 OFDM 심볼이 파일럿

심볼로서 사용된다면, 그후에 채널 응답에서 측정된 수단 및 실제 수신된 신호 값은 주어진 채널에서 전체 잡음의 직접적

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기지국의 네트워크에 대한 서브채널의 할당은 "주파수 재사용"의 패턴을 따르며, 상기 동일한 서브채널은 링

크가 간격에 의해 충분히 분리될 때에만 사용된다. 만약 다수의 링크가 서로간에 간섭한다면, OFDM 서브채널의 개수는

모든 파일럿 OFDM 심볼을 위해 서브채널의 할당을 참작하는데 부적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전송 안테나는 모든 P번

째 파일럿 심볼에 대한 서브채널에 할당될 수 있으며, 상기 P는 (1)보다 큰 상수 값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OFDM 방식은 동일한 서브채널 또는 분리 서브채널 중 하나를 사용하는 전송 안테나 사이

에서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OFDM 심볼 값을 생성하기 위해 설계된다. 월시(Walsh) 코딩과 같은 직교 코드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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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신호를 파일럿 신호를 나타내는 Q 직교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월시 코드가 사용되는 경우에, 파일

럿 신호의 개수의 제곱개가 될 것이다. 직교 코드의 사용은 이전에 논의된 인접 링크로부터 간섭을 줄이기 위한 분리 서브

채널 서브세트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략 1MHz의 시스템 대역폭을 가진 4*4 MIMO 시스템에서, 256 OFDM

서브채널이 사용된다고 가정하자. 만약 다중경로가 10㎲에 제한된다면, 파일럿 심볼을 운반하는 분리 서브채널은 대략

50kHz 떨어지거나 더 가깝게 위치될 것이다. 12개의 서브채널의 간격이 48kHz 넓이이기 때문에 각각의 서브채널은 대략

4kHz넓이이다. 만약 OFDM 서브채널이 12개 서브채널 각각의 12개 세트로 분할된다면, 16개는 쓰이지 않는다. 2개의 연

속 OFDM심볼은 파일럿 신호로서 사용되고 이러한 2개의 심볼에서 직교 코딩이 사용된다. 따라서, 24개의 서로 다른 직교

파일럿이 할당된다. 이러한 24개의 직교 파일럿은 서로 다른 전송 안테나에 할당되며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결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다수의 주기적인 OFDM 심볼은 파일럿 데이터로서 사용될 수 있다. OFDM 심볼의 개수는

서로 다른 전송 안테나의 다수로부터 간섭 레벨의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히 커야 한다. 이러한 평

균 간섭 레벨은 모든 사용자에게 거의 동등한 성능을 허용하기 위한 적응 블랭킹 방식과 같은 다양한 사이트로부터의 동시

전송에서 시스템 넓이의 제약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본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MIMO 전파 채널의 CSI는 파일럿 신호로서 OFDM 심볼을 사용하지 않는 MIMO 시스템에

대해 결정하고 전송될 수 있다. 대신에, 최대 길이 쉬프트 레지스터 시퀀스(m-시퀀스)는 전파 채널을 알리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m-시퀀스는 시퀀스의 전체 주기를 통하여 임의의 비제로(non-zero) 원형 쉬프트 시퀀스를 가지는 상호 관계가

-1값을 산출하는 특성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자기 상관 특성을 가지며, 상기 시퀀스 값은 +/-1이다. 따라서, 제로 쉬프트

에서의 상호관계는 R이며, 상기 R은 시퀀스의 길이이다. 다중 경로가 존재하는 상호 관계와 같은 바람직한 특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 채널의 지연 확산과 동등한 시퀀스의 일부분은 반복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만약 채널 다중 경로가 임의의 시간 τm에 제한되고 파일럿 시퀀스의 길이가 적어도 Rτm이라면, 동일한 m-시퀀

스의 서로 다른 R 쉬프트는 오직 최소 상호 간섭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R 쉬프트는 최대 간섭의 원인이 되는

기지국과 다른 기지국의 서로 다른 전송 안테나에 할당된다.

떨어져서 분리된 MIMO 시스템에서 링크는 서로 다른 m-시퀀스에 할당된다. 서로 다른 m-시퀀스의 상호 상관 특성은 단

일 시퀀스와 단일 시퀀스의 쉬프트의 최소 상관 특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서로 다른 m-시퀀스는 거의 임의의 시퀀스처럼

움직이며 의 평균 상관 레벨을 제공하며, 상기 R은 시퀀스 길이이다. 이러한 평균 상관 레벨은 일반적으로 링크 사이의

구분 때문에 MIMO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시퀀스가 R = 2m-1 길이의 단지 쉬프팅된 단일 코드 워드의 변형이고, 상기 m은 양의 상수값이기 때문에 피드백의 쉬프

트 레지스터는 모든 가능한 m-시퀀스를 생성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2진 m-시퀀스의 제한된 개수가 존재한다. 상당한 간

섭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에서 동일한 m-시퀀스의 재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더 긴 m-시퀀스의 필터링된 변형이 사용될

수 있다. m-시퀀스의 필터링된 변형은 이진수보다 더 길지는 않지만, 여전히 동일한 기본 상관 특성을 표시할 것이다.

예를 들면, 파일럿 시퀀스가 1MHz 속도로 전송되고 다중경로가 10㎲로 제한된다고 가정하자. 기지국이 3개의 섹터를 갖

는다고 가정하고, 상기 4개의 전송 안테나는 사이트당 전체 12개의 전송 안테나에 대한 각각의 섹터에 할당된다. 만약 길

이 127의 m-시퀀스가 사용되면 시퀀스의 12개의 서로 다른 쉬프트가 10개의 샘플 각각의 쉬프트에 연관된 단일 기지국

의 안테나에 할당된다. 전송된 파일럿의 전체 길이는 그후에 137㎲가 되며, 다중 경로 확산을 수용하기 위해 10개의 추가

샘플이 더해진 시퀀스의 전체 주기가 된다. 그후에 서로 다른 기지국은 동일한 m-시퀀스로부터 간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코드 재사용 패턴에서 반복되는 m-시퀀스를 가지는 서로 다른 m-시퀀스에 할당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논의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당업자에게 전파 채널의 특성을 유도하고 그러한 특성을 전송 사이트에 보고하

도록 허용하는 파일럿 신호의 설계 및 전송에 관련된다. 그러나, 전체 CSI는 다수의 정보량이며 또한 매우 풍부하다. 많은

방법이 전송된 CSI 정보량을 압축하는데 사용가능하다. 이전에 논의된 한가지 방법은 에르미트 행렬 H*H로서 상기 H는

수신기 유니트에서 결정된 채널응답이다. 에르미트 행렬 H*H는 전송기 유니트에 보고될 수 있으며 전송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에르미트 행렬의 특성 때문에, 행렬 H*H의 복소수의 아래쪽 삼각부분과 실수의 대각 원소와 같은 행

렬 요소의 오직 절반만이 전송되어야만 한다. 만약 수신 안테나의 개수가 전송 안테나의 개수보다 더 크다면 추가적인 효

율이 달성된다. 역방향 링크 상의 전송기 유니트에서 전송된 정보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또다른 방법은 오직 채널 응답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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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Hi의 서브세트를 전송기 유니트에 보고하며, 보고되지 않은 채널 응답 행렬은 보간 방식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또다른

방법에서, 서브채널을 통산 채널 응답의 함수 표현은 각각의 송수신기 안테나 쌍에 대해 예를 들면, 채널 응답의 다항 함수

표현이 생성될 수 있는 것처럼 유도될 수 있다. 다항 함수의 계수는 그 후에 전송기 유니트에 전송된다.

CSI정보를 압축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의 대안으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채널 충격 응답이 되는 채널 응답의 시간 도메인

표현의 전송에 관한 것이다. 만약 채널 응답의 시간 도메인 표현이 오직 둘 또는 세가지 다중 경로 성분이 되는 경우와 같

이 간단하다면, 역방향 FFT 연산은 채널 주파수 응답의 세트에서 수행될 수 있다. 역방향 FFT 연산은 송수신 안테나 쌍

사이에서 각각에 링크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채널 충격 응답의 결과는 그후에 진폭의 한세트 및 전송기에 보고된 지연으

로 전환된다.

이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역방향 링크에서 CSI의 전송에 연관된 가격은 상기 본발명의 실시예가 MIMO 시스템에서 설명

될 때 감소된다. 가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또다른 방법은 사용자의 CSI 요구의 짧은 주기 평균에 따라 사용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CSI 요구는 채널이 페이딩될때 변화하여 역방향 링크에서 향상된 효율은 만약 사용자가 요구된 CSI량을 평가한다

면 성취되며 때때로 기지국이 사용자에 의해 관찰된 전파 채널의 변화 속도에 따라 주기적이거나 비주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기지국은 그수에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의 사용을 스케쥴링하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한다. 전파 채널을 천천

히 변화시키는 사용자가 전파 채널을 신속하게 변화시키는 사용자보다 덜 빈번하게 보고하기 때문에 스케쥴링이 결정될

수 있다. 기지국은 또한 시스템 사용자 및 공정성의 개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스케쥴링을 결정할 수 있다.

본발명의 이러한 실시예의 또다른 성향에서, 긴 전송 주기에서 CSI 업데이트는 전파 채널에서의 실제 변화에 따라 적응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할당될 수 있다. 전파 채널의 변화는 다수의 가능한 방법중 하나에서 수신 사이트에서 관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볼에서 가장 소프트한 결정과 가장 가까운 QAM 위치 값사이에서의 차이는 기준으로서 결정되고 사

용될 수 있으며, 또는 디코더 행렬의 상대적인 크기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주어진 기준의 질이 선결된 임계치 이하로 떨어

지면, CSI의 갱신은 전송기 유니트에 보고된다.

링크의 중복 다중 경로 전력 지연 도표는 채널 페이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연에서 관찰된 평균

전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변화한다. 따라서, 링크를 특성짓기 위해 요구되는 CSI량은 링크로부터 링크로 충분

히 변경할 수 있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CSI의 코딩은 특정 링크 요구사항에 적응된다. 만약 CSI가 주파수 도메인 형

식, 즉 보간된 채널 응답 행렬 세트에서 전송된다면, 적은 다중 경로를 가지는 링크는 오직 작은 채널 응답 행렬 세트만을

요구한다.

고효율, 고성능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도 3은 도 1A에서 시스템(110)의 데이터 프로세서(112) 및 변조기(114)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시스템(110)에 의해 전

송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집합된 입력 데이터 스트림은 데이터 프로세서(112) 내의 디멀티플렉서(DEMUX)(310)에

제공된다. 디멀티플렉서(310)는 입력 데이터 스트림을 다수의(K) 채널 데이터 스트림 S1부터 Sk으로 디멀티플렉싱한다.

각각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은 예를 들면 신호 채널, 방송 채널, 음성 호출 또는 트래픽 데이터 전송에 대응할 수 있다. 각각

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은 특정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개별적인 인코더(312)에 제공된다.

인코딩은 링크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에러 정정 코딩 또는 에러 검출 코딩, 또는 두가지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코딩은 예를 들면 인터리빙, 컨볼루션 코딩, 터보 코딩, 격자 코딩, 블록 코딩(예를 들면, 리드-솔로몬

코딩), 순환 중복 검사(CRC)코딩, 및 다른 코딩을 포함할 수 있다. 터보 인코딩은 "선형 종합 시퀀스를 사용하는 터보 코드

인터리버"라는 명칭으로 1998년 12월 4일에 특허된 미국 특허번호 제 09/205,511호 및 본 명세서에서 IS-2000표준으로

참조된 "cdma2000 ITU-R RTT 후보 제출"이라는 명칭의 문서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참조로서 통합

된다.

인코딩은 도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채널기준마다, 즉, 각각의 데이터 스트림에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인코딩은 또

한 집합 입력 데이터 스트림상에서, 다수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상에서, 채널 데이터 스트림의 일부분상에서, 안테나 한 세

트를 통해서, 서브채널 한 세트를 통해서, 서브채널 및 안테나 한 세트를 통해서, 각각의 서브채널 상에서, 각각의 변조 심

볼상에서, 또는 임의의 다른 시간, 공간, 및 주파수 유니트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인코더(312a부터 312k)로부터 인코

딩된 데이터는 그 후에 변조 심볼을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서(320)에 제공된다.

한 실행에서, 데이터 프로세서(320)는 각각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간 슬롯에서, 그리고 하나 또는

그이상의 안테나에서 하나 또는 그이상의 서브채널에 할당한다. 예를 들면,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음성 호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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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이터 프로세서(320)는 음성 호출이 요구되는 많은 시간슬롯에 대해 하나의 안테나(만약 전송 다이버시티가 사용되

지 않는다면)또는 다중 안테나(만약 전송 다이버시티가 사용된다면) 상에서 한 서브채널을 할당한다. 신호 또는 방송채널

에 대응하는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데이터 프로세서(320)는 다시 전송기 다이버시티가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하나

또는 그이상의 안테나의 지정된 서브채널(들)을 할당할 수 있다. 데이터 프로세서(320)는 그후에 데이터 전송에 대응하는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남아있는 사용가능한 자원을 할당한다. 데이터 전송 및 더 큰 허용 지연의 버스티성

(burstiness) 특성 때문에, 데이터 프로세서(320)는 높은 성능과 높은 효율의 시스템 목표가 성취되는 것과 같이 사용 가

능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은 시스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스케쥴링"된다.

각각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스트림의 개별적인 타임슬롯(들), 서브채널(들) 및 안테나(들)에 할당한 후에, 채널 데이터

스트림 내의 데이터는 다중 반송파 변조를 사용하여 변조된다. OFDM 변조는 많은 장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OFDM 변조의 한 실행에서, 각각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 내의 데이터는 특정 데이터 비트수를 가진 각각의 블록으로 분류

된다. 각각의 블록 내의 데이터 비트는 그후에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연관된 하나 또는 그이상의 서브채널에 할당된다.

각각의 블록 내의 비트는 그 후에 잠정적으로 서로다른 비트수(즉, 서브채널의 C/I및 MIMO처리가 사용되는지를 기반으로

하는)를 운반하는 각각의 서브채널을 가지고 개별적인 서브채널로 디멀티플렉싱된다. 이러한 각각의 서브채널에 대해서,

비트는 서브채널에 연관된 특정 변조 방식(예를 들면, M-PSK 또는 M-QAM)을 사용하는 변조 심볼로 분류된다. 예를 들

면, 16-QAM을 가지는 신호 위치는 4비트 정보를 운반하는 복소평면 내의 각 지점을 가지고 복소 평면(즉, a+j*b)내의 16

개 지점으로 구성된다. MIMO 처리 모드에서, 서브채널 내의 각각의 변조 심볼은 그 각각이 서로 다른 위치로부터 선택될

수 있는 변조 심볼의 선형 결합을 표시한다.

L개의 변조 심볼의 집합은 크기 L의 변조 심볼 벡터 V를 형성한다. 변조 심볼 벡터 V의 각각의 성분은 변조 심볼이 운반되

는 동일한 주파수 또는 음성을 가지는 특정한 서브채널과 연관된다. 이러한 L개의 변조 심볼의 집합은 서로 모두 직교한

다. 각각의 시간슬롯에서, 그리고 각각의 안테나에 대하여, L개의 서브채널에 대응하는 L개의 변조 심볼은 역방향 빠른 푸

리에 변환(IFFT)을 사용하여 OFDM으로 결합된다. 각각의 OFDM 심볼은 L개의 서브밴드에 할당된 채널 데이터 스트림으

로부터 데이터를 포함한다.

OFDM변조는 1990년 5월 IEEE 통신 잡지의 John A.C. Bingham에 의한 "다중 전송에 대한 다중 반송파 변조 : AN Idea

Whose Time Has Come"를 명칭으로 하는 문서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며, 여기에서 참조로서 통합된다.

따라서 데이터 프로세서(320)는 NT개의 변조 심볼 벡터 V1부터 VNT, 즉 각각의 전송 안테나에 대해 한개의 변조 심볼 벡

터를 제공하기 위해 K개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응하는 인코딩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한다. 몇가지 실행에서, 몇가

지 변조 심볼 벡터는 서로 다른 전송 안테나에 대해 연장된 특정 서브채널 상의 이중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변조 심볼 벡터

V1부터 VNT는 변조기(114a부터 114t)에 개별적으로 제공된다.

도 3에서, 각각의 변조기(114)는 IFFT(330), 순환 프리픽스 생성기(332), 및 상향변환기(334)를 포함한다. IFFT(330)는

수신된 변조 심볼 벡터를 OFDM이라 불리는 그들의 시간도메인 표현으로 변환한다. IFFT(330)은 임의의 서브채널 개수

(예를 들면 8, 16, 32 등)에서 IFFT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OFDM심볼로 변환되는 각각의 변조 심

볼 벡터에 대해, 순환 프리픽스 생성기(332)는 특정 안테나에 대한 전송 심볼을 형성하기 위하여 OFDM심볼의 시간 도메

인 표현 일부분을 반복한다. 순환 프리픽스 생성기는 전송 심볼이 하기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해로운 경로 영향에 대해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중 지연 확산의 존재 내에서 직교 특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IFFT(330)및 순환 프리픽스 생

성기 (332)의 실행은 당업자에게 공지되며 하기에서 상세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각각의 순환 프리픽스 생성기(332)(즉, 각각의 안테나에 대한 전송 심볼)로부터의 시간 도메인 표현은 그후에 상향 변환기

(332)에 의해 처리되며,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며, RF 신호로 변조되며, 그리고 그후에 개별적인 안테나(116)로부터 전

송되는 RF변조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조절(예를 들면 증폭되고 필터링된다)된다.

도 3은 또한 데이터 프로세서(320)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각각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인코딩된 데이터

(즉,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X)는 개별적인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332)에 제공된다. 만약 채널 데이터 스트림이 다중 서

브채널 및/또는 다중 안테나(적어도 몇가지 전송에서 중복없는)를 통해 전송되는 것이라면,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332)는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다수의(L_NT까지) 데이터 스트림으로 디멀티플렉싱한다. 각각의 데이터 서브스트림은 특정 안테

나에서 특정 서브채널 상의 전송에 대응한다. 전형적인 실행에서, 몇몇의 서브채널이 신호, 음성, 및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서브스트림의 개수는 L NT보다 적다. 데이터 서브스트림은 그후에 결합 장치(334)에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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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할당된 서브채널에 대해 대응하는 서브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처리된다. 결합 장치(334)는 각각의 안테나에 지정

된 변조 심볼을 그 후에 변조 심볼 벡터 스트림으로서 제공되는 변조 심볼 벡터로 결합한다. NT 안테나에 대한 NT 변조 심

볼 벡터 스트림은 그후에 연속적인 처리 블록(즉, 변조기(114))에 제공된다.

최대 융통성, 최고 성능, 및 최고 효율을 제공하는 설계에서, 각각의 시간슬롯에서 각각의 서브채널 상에서 전송되는 변조

심볼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모두 세기지 크기- 시간, 주파수 및 공간을 통해서 사용가

능한 자원의 최대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각각의 변조 심볼에 의해 전송된 데이터 비트의 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도 4A는 한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400)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400)는 도 3에서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332)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채널 데이터 스트림

의 전송은 다중 서브채널(예를 들면 도 2의 데이터 1)상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다중 안테나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각

각의 서브채널 상에서 그리고 각각의 안테나로부터의 전송은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로 표시할 수 있다.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400) 내에서, 디멀티플렉서(420)는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 Xi를 하나의 서브채널 데이터 스트림이

전송 데이터에 사용되는 다수의 서브채널에 대한 다수의 서브채널 데이터 스트림 Xi,1부터 Xi,M으로 수신하고 디멀티플렉

싱한다. 데이터 디멀티플렉싱은 일정하거나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임의의 전송 경로에 관한 정보가 공지

된다면(즉, 전체 CSI 또는 부분 CSI가 공지된다면), 디멀티플렉서 (420)은 더 많은 bps/Hz를 전송할 수 있는 서브채널에

더 많은 데이터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CSI가 공지되지 않는다면, 디멀티플렉서 (420)은 대략 동등한 비트수

를 각각의 할당된 서브채널에 일정하게 전송할 수 있다.

각각의 서브채널 스트림은 그후에 개별적인 공간 분할 프로세서(430)에 제공된다. 각각의 공간 분할 프로세서(430)는 수

신된 서브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의 데이터 서브스트림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 각각의 안테나에 대한, 다수

의(NT까지) 데이터 스트림으로 더 멀티플렉싱한다. 따라서 멀티플렉서(420) 및 공간 분할 프로세서(430) 이후에 인코딩

된 데이터 스트림 Xi는 NT안테나부터 L서브채널까지에서 전송되는 L NT 데이터 서브스트림으로 디멀티플렉싱된다.

임의의 특정 타임슬롯에서 NT까지의 변조 심볼은 각각의 공간 분할 프로세서 (430)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며, NT개의 결

합 장치(400a부터 440t)에 제공된다. 예를 들면, 서브채널 1에 할당된 공간 분할 프로세서(430a)는 안테나 1부터 NT의

서브채널 1에 대한 NT까지의 변조 심볼을 제공할 수 있다. 유사하게, k개의 서브채널에 할당된 공간 분할 프로세서(430k)

는 안테나 1부터 NT의 k개의 서브채널에 대한 NT까지의 변조 심볼을 제공할 수 있다. 각각의 결합 장치(440)는 L개의 서

브채널에 대한 변조 심볼을 수신하며, 각각의 타임 슬롯에 대한 심볼들을 변조 심볼 벡터로 결합시키며, 그리고 변조 심볼

벡터 스트림 V와 같은 변조 심볼 벡터를 다음 처리 단계(예를 들면, 변조기(114))에 제공한다.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400)는 또한 전술된 전체 CSI또는 부분 CSI 처리 모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처리를 제공하기 위하

여 설계될 수 있다. CSI 처리는 사용가능한 CSI정보 및 선택된 채널 데이터 스트림, 서브채널, 안테나 등을 기반으로 수행

될 수 있다. CSI 처리는 또한 선택적이며 동적으로 인에이블 되거나 디스에이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CSI프로세싱은 특정

전송에 대하여 인에이블될 수 있으며, 몇몇의 다른 전송에는 디스에이블될 수 있다. CSI처리는 특정 조건, 예를 들면 전송

링크가 적당한 C/I가지는 때에 인에이블될 수 있다.

도 4A의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400)는 높은 레벨의 융통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러한 융통성은 전형적으로 모든 채널 데

이터 스트림에 대해 요구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음성 호출에 대한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호출기간 동안, 또는 서브채널

과 같은 시간까지 한 서브채널을 통해 전송되며 재할당된다.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의 설계는 이러한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매우 단순화될 수 있다.

도 4B는 오버헤드 데이터, 신호, 음성, 또는 트래픽 데이터와 같은 한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처리의 블

록다이어그램이다. 공간 분할 프로세서(450)는 도 3에서 한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332)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

며, 예를 들면 음성 호출과 같은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음성 호출은 전형적으로 다중 타임

슬롯(예를 들면, 도 2에서 음성1)에 대한 한 서브채널에 할당되며, 다중 안테나로부터 전송될 수 있다. 인코딩된 데이터 스

트림 Xj는 데이터를 각각의 블록이 변조 심볼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비트수를 가지는 블록으로 분배하는 공간분

할 프로세서(450)에 제공된다. 공간 분할 프로세서(450)로부터의 변조 심볼은 그 후에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

해 사용되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안테나에 연관된 하나 또는 그이상의 결합 장치(440)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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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 도시된 전송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전송기 유니트의 특정 실행은 지금 본 발명의 더 좋은 이해를 위해 설명된다. 도

2의 타임 슬롯 2에서 제어 데이터는 서브채널 1에 전송되며, 방송 데이터는 서브채널 2에 전송되며, 음성 호출 1 및 2는

서브채널 3 및 4에 개별적으로 할당되며, 그리고 트래픽 데이터는 서브채널 5부터 16까지 전송된다. 이러한 예에서, 전송

기 유니트는 4개의 전송 안테나(즉, NT = 4) 및 4개의 안테나에 대해 생성된 4개의 전송 신호(즉, 4개의 RF 변조 신호)를

포함하기 위하여 가정된다.

도 5A는 도 2에서 타임슬롯 2에 대한 전송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처리 유니트의 일부분의 블록다이어그램

이다. 입력 데이터 스트림은 스트림을 도 2의 제어, 방송, 음성1, 음성2, 및 데이터 1에 대응하는 5개의 채널 데이터 스트

림 S1부터 S5으로 디멀티플렉싱하는 디멀티플렉서(DEMUX)(510)에 제공된다. 각각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은 스트림에 대

하여 선택된 인코딩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각각의 인코더(512)로 제공된다.

이러한 예에서, S1에서 S3까지의 데이터 스트림은 전송 다이버시티를 사용하여 전송된다. 따라서 각각의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 X1부터 X3은 그 스트림에 대해 변조 심볼을 생성하는 개별적인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532)에 제공된다. 각각의 채

널 데이터(532a부터 532c)로부터의 변조 심볼은 그후에 모두 4개의 결합 장치(540a부터 540d)에 제공된다. 각각의 결합

장치(540)는 결합 장치에 연관된 안테나에 대해 지정된 모든 16개 서브채널에 대한 변조 심볼을 수신하며, 변조 심볼 벡터

를 생성하기 위해 각각의 타임 슬롯에서 각각의 서브채널 상에서 심볼을 결합하며, 그리고 변조 심볼 벡터 스트림 V과 같

은 변조 심볼 벡터를 연관된 변조기 (114)에 제공한다. 도 5A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채널 데이터 스트림 S1 은 모두 4개의

안테나로부터 서브채널 1에 전송되며, 채널 데이터 스트림 S2 는 모두 4개의 안테나로부터 서브채널 2에 전송되며, 그리

고 채널 데이터 스트림 S3 는 모두 4개의 안테나로부터 서브채널 3에 전송된다.

도 5B는 채널 데이터 스트림 S4에 대한 인코딩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처리 유니트의 일부분의 블록 다이어

그램이다. 이러한 예에서, 채널 데이터 스트림 S4는 공간 다이버시티를 사용하며 전송되며 (그리고 채널 데이터 스트림 S1

부터 S3에 대해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다이버시티를 전송하지 않는다). 공간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데이터는 다중 안테나 상

에서(각각의 할당된 서브채널 또는 서로 다른 타임슬롯 상에서 동시에) 디멀티플렉싱되고 전송된다.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

림 X4는 스트림에 대한 변조 심볼을 생성하는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532d)에 제공된다. 이러한 경우에서 변조 심볼은 각

각의 채널 고유 모드에 대응하는 심볼 알파벳으로부터 선택된 변조 심볼의 선형 결합이다. 이러한 예에서, 각각이 서로 다

른 정보량을 운반할 수 있는 4개의 서로 다른 고유모드가 된다. 예에 따라서, 고유모드 1은 신뢰성 있게 전송되도록 64-

QAM(6비트)를 허용하는 C/I를 가지며, 고유모드 2는 16-QAM(4비트)를 허용하며, 고유모드 3은 QPSK(2비트)를 허용하

며 그리고 고유모드 4는 BPSK(1비트)가 사용되도록 허용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모두 4개의 고유모드의 결합은 전체

13정보 비트가 동일한 서브채널 내의 모든 4개의 안테나 상에서 효과적인 변조 심볼로서 동시에 전송되도록 허용한다. 각

각의 안테나 상에서 할당된 서브채널에 대한 효과적인 변조 심볼은 상기 등식(1)에서 다중적으로 주어진 행렬에 의해 설명

된 바와 같이, 각각의 고유모드에 연관된 개별적인 심볼의 선형 결합이다.

도 5C는 채널 데이터 스트림 S5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 처리 유니트의 일부분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 X5은 스트림 X5를 하나의 서브채널 데이터 스트림이 5부터 16까지 각각의 할당된 서브채널에 대한, X5,11에서

X5,16까지의 12개의 서브채널 데이터 스트림으로 디멀티플렉싱한다. 각각의 서브채널 데이터 스트림은 그후에 서브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연관된 변조 심볼을 생성하는 개별적인 서브채널 데이터 프로세서(536)에 제공된다. 서브채널 데이터 프

로세서(536a부터 536l)로부터 서브채널 심볼 스트림은 그후에 디멀티플렉서(538a부터 538l)에 개별적으로 제공된다. 각

각의 디멀티플렉서(538)는 수신된 서브채널 심볼 스트림을 각각의 심볼 스트림이 특정 안테나에서 특정 서브채널에 대응

하는, 4개의 심볼 서브스트림으로 디멀티플렉싱한다. 각각의 디멀티플렉서(538)로부터 4개의 심볼 서브스트림은 그후에

4개의 결합 장치(540a부터 540d)에 제공된다.

도 5C에서, 서브채널 데이터 스트림은 그 후에 각각의 안테나의 특정 서브채널에 대한 하나의 심볼 서브스트림이 4개의

서브스트림으로 디멀티플렉싱되는 서브채널 심볼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처리된다. 이러한 실행은 도 4A에서 설명된 것

과는 다르다. 도 4A에서, 특정 서브채널에 대해 지정된 서브채널 데이터 스트림은 각각의 안테나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 서

브스트림이 다수의 데이터 서브스트림으로 디멀티플렉싱되며 그후에 대응하는 심볼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처리된다. 도

4A에서의 디멀티플렉싱이 심볼 변조 이전에 수행되는 반면에, 도 5C에서의 디멀티플렉싱은 심볼 변조 이후에 수행된다.

다른 실행이 또한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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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C에서 서브채널 데이터 프로세서(536)와 디멀티플렉서(538)의 각각의 결합은 도 5B에서 서브채널 데이터 프로세서

(532d)와 디멀티플렉서(534d)의 결합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한다. 각각의 디멀티플렉서(538)로부터 각각의 심볼 서브스

트림의 속도는 평균, 즉 연관된 채널 데이터 프로세서(536)로 부터 심볼 스트림의 속도의 1/4이다.

도 6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중 수신 안테나를 가지는 수신기 유니

트 (600)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하나 또는 그이상의 전송 안테나로부터 하나 또는 그이상의 전송된 신호는 각각의 안테

나(610a에서 610r)에 의해 수신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프론트 엔드(front end) 프로세서(612)에 라우팅된다. 예를 들면,

수신 안테나(610a)는 다수의 전송 안테나로부터 다수의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수신 안테나(610r)는 유사하게

다중 수신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각각의 프론트 엔드 프로세서(612)는 수신된 신호를 조절하고(예를 들면 필터 및 증

폭기), 조절된 신호를 중간 주파수 또는 기저대역으로 하향변환하며 그리고 하향변환된 신호를 샘플링하고 양자화한다. 각

각의 프론트 엔드 프로세서(612)는 전형적으로 그 후에 각각의 수신 안테나에 대한 개별적인 FFT 프로세서 (614)에 제공

되는 "코히어런트" 샘플을 생성하기 위해 수신된 파일럿을 가진 특정 안테나에 연관된 샘플을 더 복조한다. 각각의 FFT 프

로세서(614)는 수신된 샘플의 변환된 표시를 생성하며 변조 심볼 벡터들의 개별적인 스트림을 제공한다. FFT 프로세서

(614a부터 614r)로부터의 변조 심볼 벡터 스트림은 후에 각각의 FFT프로세서(614)로부터 변조 심볼 벡터의 스트림을 다

수의 (L까지) 서브채널 심볼 스트림으로 특성화하는 디멀티플렉서 및 결합 장치(620)에 제공된다. 모든 FFT 프로세서

(614)로부터의 서브채널 심볼 스트림은 복조 및 디코딩 이전에 사용되는 통신 모드(예를 들면 다이버시티, 또는 MIMO같

은)를 기반으로 그후에 처리된다.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를 사용하여 전송된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하여 채널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에 사용된 모든 안테나

로부터의 서브채널 심볼 스트림은 시간, 공간, 및 주파수를 통해 리던던트(redundant) 정보를 결합하는 결합 장치로 제공

된다. 결합된 변조 심볼의 스트림은 그후에 (다이버시티) 채널 프로세서(630)에 제공되며 이에 따라서 복조된다.

MIMO 통신 모드를 사용하여 전송된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채널 데이터 스트림의 전송을 위해 사용된 모든 서브채

널 심볼 스트림들은 각각의 서브채널에 있는 수신된 변조 심볼들을 개별적인 고유모드들로 직교화하는 MIMO 프로세서로

제공된다. MIMO 프로세서는 상기 등식(2)에 의해 설명된 처리를 수행하고, 전송기 유니트에서 사용된 고유모드의 개수에

대응하여 다수의 독립적인 심볼 서브스트림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MIMO 프로세서는 전송기 유니트에서 전체 CSI 프로

세서에 앞서 변조 심볼에 대응하는 미리 조정된 변조 심볼을 생성하기 위하여 왼쪽 고유벡터를 가지고 수신된 변조 심볼을

다중화를 수행할 수 있다. (미리 조정된) 심볼 서브스트림은 그후에 (MIMO) 채널 프로세서(630)에 제공되며 이에 따라서

복조된다. 따라서, 각각의 채널 프로세서(630)는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에 대한) 변조 심볼의 스트림 또는 (MIMO통신 모

드에 대한) 다수의 심볼 서브스트림을 수신한다. 변조 심볼의 각각의 스트림 또는 서브스트림은 그에 처리된 서브채널에

대해 전송기 유니트에서 사용된 변조 방식을 보충하는 변조 방식(예를 들면, M-PSK, M-QAM, 또는 다른 방식)을 실행하

는 개별적인 복조기(DEMOD)에 제공된다. MIMO 통신 모드에 대하여, 모든 할당된 복조기로부터 복조된 데이터는 그후에

독립적으로 디코딩될 수 있으며, 또는 하나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으로 멀티플렉싱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후에 전송기 유

니트에서 사용된 코딩 및 변조방식에 따라서 디코딩될 수 있다. 다이버시티 및 MIMO 통신모드 모두에 대하여, 채널 프로

세서(630)로부터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은 그 후에 채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전송기 유니트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충하는

디코딩 방식을 실행하는 개별적인 디코더(640)에 제공될 수 있다. 각각의 디코더(540)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는 채널 데

이터 스트림에 대해 전송된 데이터의 평가를 표시한다.

도 6은 수신기 유니트의 한 실시예를 표시한다. 다른 설계가 고려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예를 들면 수신기

유니트는 오직 하나의 수신안테나를 가지고 설계될 수 있거나, 다중(예를 들면, 음성, 데이터)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다중 반송파 변조는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에 사용된다. 특히 OFDM 변조는 다중 경로 환경, 감소

된 실행 복잡성(관련 개념에서 MIMO동작 모드에 대한) 및 융통성에서 향상된 성능을 포함하는 다수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다중 반송파 변조의 다른 변형은 또한 사용될 수 있으며 본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OFDM변조는 전송 안테나 및 수신 안테나 사이의 전파 환경에 의해 보여진 다중 경로 지연 확산 또는 서로 다른 경로 지연

때문에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통신 링크(즉, RF채널)는 잠정적으로 시스템 동작 대역폭 W의 역수보다 클 수 있

는 지연 확산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지연 확산보다 작은 전송 심볼 기간을 가지는 변조 방식을 사용한 통신시스템은 심볼간

간섭(ISI)을 경험할 것이다. ISI는 수신된 심볼을 왜곡시키며 정확하지 않은 검출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OFDM변조를 가지고, 전송 채널(또는 동작 대역폭)은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우) 다수의 평행

서브채널(또는 서브밴드)로 분배된다. 각각의 서브채널이 전형적으로 통신 링크의 코히어런스 대역폭보다 훨씬 작은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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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을 갖기 때문에 링크 내의 지 확산에 따른 ISI는 상당히 감소하거나 OFDM 변조를 사용하여 제거된다. 대조적으로 대부

분의 종래 변조 방식(예를 들면, QPSK)은 만약 전송 심볼 속도가 통신 링크의 지연 확산에 비교하여 작지 않다면 ISI에 민

감하다.

상기 언급된 바에 따라서, 순환 프리픽스들은 다중경로의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순환 프리픽스는 심볼

뒤쪽 주위로 둘러싸인 OFDM 심볼(IFFT 이후의 보통 앞부분)의 일부분이다. 순환 프리픽스는 전형적으로 다중경로에 의

해 파괴되는 OFDM 심볼의 직교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 예로서 채널 지연 확산이 10㎲보다 작은 통신 시스템을 고려하자. 각각의 OFDM 심볼은 전체 심볼이 다중경로 지연 확

산이 존재하는 동안에 직교 특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순환 프리픽스를 추가해왔다. 순환 프리픽스가 아무 추가 정보도

운반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오버헤드된다. 좋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 프리픽스의 기간은 전체 전송 심볼

기간의 작은 부분이 되도록 선택된다. 상기 예에서, 순환 프리픽스를 설명하기 위해 5%의 오버헤드를 사용할 때, 200㎲의

전송 심볼 기간이 10㎲의 최대 채널 지연 확산에 대해 적당하다. 200㎲ 전송 심볼 주기는 각각의 서브밴드에 대한 5kHz의

대역폭에 대응한다. 만약 전체 시스템 대역폭이 1.2288MHz라면, 대략 5kHz의 250개 서브채널이 제공될 수 있다. 실제적

으로, 서브채널들의 개수는 2의 거듭제곱이 되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전송 심볼 기간이 205㎲로 증가하고 시스템 대역

폭이 M=256개 대역으로 분배된다면, 각각의 서브채널은 4.88kHz의 대역폭을 가질 것이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서, OFDM 변조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통신 시스템이 MIMO 기술을 통합할 때,

특히 다중경로가 존재할 때, 수신기 유니트에 연관된 복잡성은 상당할 수 있다. OFDM 변조의 사용은 각각의 서브채널이

사용된 MIMO 처리에 의해 독립적인 방식으로 취급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OFDM 변조는 MIMO 기술이 사용될 때 수신

기 유니트에서 신호 처리를 상당히 단순화할 수 있다.

OFDM 변조는 또한 다중 사용자 사이에서 시스템 대역폭 W를 분배하는데 추가의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OFDM

심볼에 대한 사용가능한 전송 공간이 사용자 그룹 사이에서 분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낮은 속도의 음성 사용자는 OFDM

심벌 내의 서브채널 또는 서브채널 부분에 할당될 수 있는 반면에 남아있는 서브채널은 집합한 요구를 기반으로 데이터 사

용자에 할당될 수 있다. 추가로, 오버헤드, 방송 및 제어 데이터는 임의의 사용가능한 서브채널에서 또는 가능하게 서브채

널의 일부분에서 운반될 수 있다.

전술된 바에 따라서, 각각의 타임슬롯에서 각각의 서브채널은 M-PSK 또는 M-QAM과 같은 몇몇의 알파벳으로부터 선택

된 변조 심볼에 연관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L개 서브채널 각각에서의 변조 심볼은 가장 효율적인 사용이 서브채널로 구성

되는 것과 같이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브채널 1은 QPSK를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으며, 서브채널 2는 BPSK를 사

용하여 생성될 수 있으며, 서브채널 3은 16-QAM을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타임슬롯에 대하여 L개의

서브채널에 대해 L까지의 변조 심볼은 그 타임슬롯에 대한 변조 심볼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생성되고 결합된다.

하나 또는 그이상의 서브채널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사용자에게 할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음성 사용자는 단일 서

브채널에 할당될 수 있다. 남아있는 서브채널은 데이터 사용자에게 동적으로 할당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남아있는 서

브채널은 단일 데이터 사용자에게 할당될 수 있거나 다중 데이터 사용자 사이에 분배될 수 있다. 추가로, 몇몇의 서브채널

은 오버헤드, 방송 및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지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서, 다이버시티를 증가시키고

임의의 간섭 평균을 제공하기 위한 수도-랜덤 방식에서 (가능한) 변조 심볼로부터 심볼로 서브채널 할당을 변화시키는 것

이 바람직할 수 있다.

CDMA시스템에서, 각각의 역방향 링크 전송에서 전송 전력은 요구된 프레임 에러율(FER)이 기지국에서 시스템 내의 다

른 사용자들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최소 전송 전력으로 성취되는 것과 같이 제어된다. CDMA 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상에서 전송 전력은 또한 시스템 용량을 증가시키는데 적당하다.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상에서 전송전력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어될 수 있다. 전력 제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조절은 각각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 각각의

서브채널, 각각의 안테나 또는 임의의 다른 측정 유니트 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에서 동작할 때, 만

약 특정 안테나로부터의 경로 손실이 크다면 이러한 안테나로부터의 전송은 수신기 유니트에서 적은 값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소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유사하게, 만약 전송이 다중 서브채널에서 발생한다면, 더 적은 전력이 최대 경로 손실

을 경험하는 서브채널(들) 상에서 전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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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행에서, 전력 제어는 CDMA 시스템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가지고 성취될 수 있다. 전력 제어 정

보는 수신기 유니트로부터 전송기 유니트로 전송기 유니트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도록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

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전력 제어 비트는 예를 들면 수신기 유니트에서의 BER 또는 FER을 기반으로 생성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의 임의의 통신 모드에 연관된 스펙트럼 효율성을 설명하는 도표를 도시한다. 도 7에서, 주어

진 비트에러율에 대한 변조 심볼당 비트수는 다수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C/I의 함수로서 주어진다. 표기 NT x NR 은 NT =

전송 안테나의 개수이고 NR = 수신 안테나의 개수인 구성의 크기를 언급한다. 두가지 다이버시티 구성, 즉, 1x2 및 1x4,

그리고 4가지 MIMO구성, 즉 2x2, 2x4, 4x4, 및 8x4가 도시되며 그 결과가 도 7에 제공된다.

도표에서 도시된 것과 같이, 주어진 BER에 대한 심볼당 비트수가 1bps/Hz보다 작은 범위로부터 거의 20bps/Hz까지 배치

된다. 낮은 C/I값에서 다이버시티 통신 모드 및 MIMO 통신 모드의 스펙트럼 효율은 유사하며 효율의 향상은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더 높은 C/I값에서 MIMO 통신 모드를 사용하는 스펙트럼 효율성의 증가는 더 동적이다. 특정 MIMO 구성에

서 그리고 특정 조건에 대하여, 순간 향상치는 20배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도표로부터 스펙트럼 효율은 일반적으로 전송 및 수신 안테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될 수 있

다. 향상은 또한 일반적으로 더 낮은 NT 및 NR 에 제한된다. 예를 들면, 다이버시티 구성, 1x2및 1x4 모두는 대략 6bps/

Hz에 점근적으로 도달한다.

다양한 데이터 속도가 성취가능한지의 조사에서, 도 7에서 주어진 스펙트럼 효율 값은 서브채널에 대해 가능한 데이터 속

도의 범위를 획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서브채널에서의 결과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5dB의 C/I에서 동작하는 가

입자 유니트에 대하여 이러한 가입자 유니트에 대해 성취가능한 스펙트럼 효율은 사용된 통신 모드에 의존하여 1bps/Hz

에서 2.25bps/Hz사이에 있다. 따라서 5kHz서브채널에서 이러한 가입자 유니트는 5kbps에서 10.5kbps의 범위에서 피크

데이터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C/I가 10dB이면, 동일한 가입자 유니트는 서브채널당 10.5kbps에서 25kbps의 범위

에서 피크 데이터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256개의 서브채널을 가지고 10dB C/I에서 동작하는 가입자 유니트

에 대해 유지된 피크 데이터속도는 그 후에 6.4Mbps가 된다. 따라서, 가입자 유니트의 데이터율 요구 및 가입자 유니트에

대한 C/I동작이 주어지면 시스템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서브채널 개수를 할당할 수 있다.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에, 타임슬롯당 할당된 서브채널의 개수는 예를 들어 다른 트래픽 하중에 매우 의존할 수 있다.

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는 순방향 링크에 대한 구조와 유사하게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및 공통 제어 채널 대신

에 특정 서브채널 또는 특정 프레임 변조 심볼 위치 또는 모두에서 정의되는 랜덤 액세스 채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짧은

요구(예를 들면, 등록, 자원에 대한 요구 등)를 중앙국으로 전송하기 위해 몇몇의 또는 모든 가입자 유니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공통 액세스 채널에서, 가입자 유니트는 공통 변조 및 코딩을 사용한다. 남아있는 채널은 순방향 링크에서 개별적

인 사용자에게 할당된다. 자원(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모두에서의)의 할당 및 해제는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며 순방향 링크

내의 제어 채널 상에서 통신된다.

역방향 링크에 대한 한 설계 고려는 가장 가까운 가입자와 가장 먼 가입자 사이에 최대 차동 전파 지연이다. 이러한 지연이

순환 프리픽스 기간에 관련하여 작은 시스템에서 전송기 유니트에서 정정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지연이

상당한 시스템에서, 순환 프리픽스는 증가하는 지연을 고려하기 위해 연장될 수 있다. 몇가지 경우에, 라운드 트립 지연을

정당히 평가를 하는 것과 심볼이 정확한 시간에 중앙국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 전송 시간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

통 몇몇의 잔여 에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순환 프리픽스는 또한 이러한 잔여 에러를 수용하기 위하여 더 연장될 수 있다.

통신 시스템에서, 커버리지 영역에서 몇몇의 가입자 유니트는 하나 이상의 중앙국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수의 중앙국들에 의해 전송된 정보가 둘 이상의 서브채널들 상에서 그리고/또는 둘 이상의 안테나들로부터 리던던

트하다면, 수신된 신호들은 다이버시티-결합 방식을 이용하여 가입자 유니트에 의해 결합되고 복조될 수 있다. 만약 사용

된 순환 프리픽스가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늦은 도착 사이의 차동 전파 지연을 취급하기에 충분하다면 신호는 수신기에서

최상으로 결합될 수 있으며 정확하게 복조될 수 있다. 이러한 다이버시티 수신은 OFDM의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잘 알려

져 있다. 서브채널이 특정 가입자 유니트에 할당될 때, 특정 서브채널에서의 동일 정보가 다수의 중앙국에서 특정 가입자

유니트로 전송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은 CDMA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 핸드오프와 유사하다.

상기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기 유니트 및 수신기 유니트는 데이터 프로세서, 인코더, IFFT, FFT, 디멀티플렉서, 결합 장치

등등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세싱 유니트를 가지고 각각 실행된다. 이러한 처리 유니트는 본 명세서에서 설

명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주문형 집적회로(ASIC),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마이크로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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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는 다른 전자 회로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처리 유니트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기능을 성취

하는 명령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동작되는 일반 목적 프로세서 또는 설계된 프로세서를 가지고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처리 유니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들의 결합을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은 당업자가 본 발명을 구현하고 이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다. 이들

실시예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은 당 업자에게 자명하며, 여기서 한정된 포괄적인 원리는 본 발명의 사용 없이도 다른 실시

예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설명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여기에 개시된 원리 및 신규한 특징에 나

타낸 가장 넓은 범위에 따른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하기의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도 1A은 다중 입력 다중 출력(MIMO)통신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1B는 채널 상태 정보의 피드백을 가지는 OFDM 기반 MIMO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1C는 채널 상태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OFDM 파일럿 신호 구조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전송기 유니트에서 전송 안테나로부터 전송의 특정 예를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도 1A에서 도시된 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프로세서와 변조기의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4A와 4B는 제어, 방송, 음성 또는 트래픽 데이터와 같은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채널 데

이터 프로세서의 두 변형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5A부터 5C는 도 2에 도시된 전송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처리 유니트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채널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중 수신 안테나를 가지는 수신기 유니

트의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7은 한 실시예에 따라 통신 시스템의 몇가지 동작 모드를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스펙트럼 효율성을 설명하는 도표를

도시한다.

도면

도면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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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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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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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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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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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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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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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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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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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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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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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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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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