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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OFDMA 시스템의 하향링크 빔 형성 장치 및 이 장치를 포함하는 송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하향링크 빔 형성 장

치의 부반송파별 사용자 구분부는 송신신호에 사용자별로 부반송파를 할당할 때 사용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부반송파별로

사용자를 구분하여 저장하고, 빔형성 가중치 버퍼는 상향링크의 수신신호로부터 획득된 채널 정보에 기초하여 송신안테나

별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를 저장하고, 부반송파별 사용자 구분부에서 출력되는 사용자의 부반송파에 인접한 부반송파

에 해당하는 빔형성 가중치를 출력한다. 인터폴레이션부는 빔형성 가중치 버퍼에서 출력되는 빔형성 가중치에 대한 인터

폴레이션을 수행하여 송신안테나별로 산출된 빔형성 가중치를 각각 출력하고, 신호 복사부는 송신신호에 사용자별로 부반

송파가 할당된 신호를 송신안테나 수에 대응하는 수만큼 복사한다. 복소 곱셈기는 신호 복사부에서 출력되는 송신안테나

별 신호에 인터폴레이션부에서 출력되는 송신안테나별 빔형성 가중치를 각각 곱하여 출력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하향링

크 빔형성 장치에서 사용자별로 빔형성 가중치를 구하여 빔 패턴을 생성함으로써 버퍼의 크기를 줄여서 하드웨어 복잡도

를 최소화하며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하향링크 빔을 형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송신신호에 사용자별로 부반송파를 할당할 때 사용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부반송파별로 사용자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부반

송파별 사용자 구분부;

상향링크의 수신신호로부터 획득된 채널 정보에 기초하여 송신안테나별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를 저장하고, 상기 부반

송파별 사용자 구분부에서 출력되는 사용자의 부반송파에 인접한 부반송파에 해당하는 빔형성 가중치를 출력하는 빔형성

가중치 버퍼;

상기 빔형성 가중치 버퍼에서 출력되는 빔형성 가중치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여 송신안테나별로 산출된 빔형성 가

중치를 각각 출력하는 인터폴레이션부;

송신신호에 사용자별로 부반송파가 할당된 신호를 송신안테나 수에 대응하는 수만큼 복사하는 신호 복사부; 및

상기 신호 복사부에서 출력되는 송신안테나별 신호에 상기 인터폴레이션부에서 출력되는 송신안테나별 빔형성 가중치를

각각 곱하여 출력하는 복소 곱셈기

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빔형성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빔형성 가중치 버퍼는 상기 부반송파별 사용자 구분부에서 출력되는 사용자의 부반송파에 인접한 2개의 부반송파에

해당하는 빔형성 가중치를 출력하고,

상기 인터폴레이션부는 상기 빔형성 가중치 버퍼에서 출력되는 2개의 빔형성 가중치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여 송

신안테나별로 산출된 빔형성 가중치를 각각 출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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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향링크 빔형성 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폴레이션은 상기 빔형성 가중치 버퍼에서 출력되는 2개의 빔형성 가중치간에 수행되는 1차 가우시안 인터폴레

이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향링크 빔형성 장치.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빔형성 가중치 버퍼의 크기는 아래의 관계식

여기서, K는 상향링크 채널 정보의 워드길이이고,

Na는 사용자 수이며,

Nused는 한 심볼에서 사용되는 부반송파 수임.

을 따르는 하향링크 빔형성 장치.

청구항 5.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의 하향링크 송신 장치에 있어서,

심볼 단위로 정렬되고 변조된 송신신호에 대하여 사용자별로 부반송파를 할당하는 부반송파 할당부;

상향링크의 수신신호로부터 획득된 채널 정보에 기초하여 송신안테나별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를 저장하며, 상기 부반

송파 할당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송신안테나 수만큼 복사하여 출력하되, 상기 부반송파 할당부에 의해 할당되는 부반송

파의 사용자를 구분하여 할당된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를 상기 저장된 빔형성 가중치를 참조하여 산출하여 상기 복사

된 신호에 곱하여 출력하는 하향링크 빔형성기; 및

상기 하향링크 빔형성기에서 출력되는 송신안테나 수만큼의 신호에 대하여 역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는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

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송신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하향링크 빔형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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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반송파 할당부가 송신신호에 사용자별로 부반송파를 할당할 때 사용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부반송파별로 사용자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부반송파별 사용자 구분부;

상향링크의 수신신호로부터 획득된 채널 정보에 기초하여 송신안테나별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를 저장하고, 상기 부반

송파별 사용자 구분부에서 출력되는 사용자의 부반송파에 인접한 부반송파에 해당하는 빔형성 가중치를 출력하는 빔형성

가중치 버퍼;

상기 빔형성 가중치 버퍼에서 출력되는 빔형성 가중치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여 송신안테나별로 산출된 빔형성 가

중치를 각각 출력하는 인터폴레이션부;

상기 부반송파 할당부에서 출력되는 송신신호를 송신안테나 수에 대응하는 수만큼 복사하는 신호 복사부; 및

상기 신호 복사부에서 출력되는 송신안테나별 신호에 상기 인터폴레이션부에서 출력되는 송신안테나별 빔형성 가중치를

각각 곱하여 상기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로 출력하는 복소 곱셈기

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송신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폴레이션은 상기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에 입력되는 부반송파의 한 샘플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향링크 송신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는 상기 입력되는 송신신호를 직렬 순서로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며,

상기 복소 곱셈기는 상기 신호 복사부에서 복사되는 송신안테나별 신호에 상기 인터폴레이션부에서 출력되는 송신안테나

별 빔형성 가중치를 곱하기 위해 송신안테나 수에 해당하는 수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향링크 송신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접속(O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이하 'OFDMA'라고 함) 시스

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향링크 빔을 형성하는 장치 및 이 장치를 포함하는 송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OFDMA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용량 증대를 위하여 다중 안테나를 이용한 전송 다이버시티(Transmit

Diversity)나 전송 빔형성(Transmit Beamforming)과 같은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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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의 안테나가 1개인 시스템에서 적응형 어레이 시스템(Adaptive Array Systems; 이하 'AAS'라고 함) 기술을 적용

하여 시스템의 링크 버짓을 향상시킴으로써 셀 커버리지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IEEE 802.16e WLAN(WirelessLAN)

OFDMA PHY(Physical)과 같은 무선접속 규격에는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기술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다.

한편, 전송 빔형성 기술을 적용한 OFDMA/TDD(Time Division Duplex) 시스템의 송신 장치 구조에서는, 기지국이 상향

링크 채널 정보를 측정하고 측정된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예상 하향링크 채널 반응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상향링크 채널

사운딩 신호가 정의된다. 또한, 단말기는 모바일 환경에서 하향링크 채널 예측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운딩 신호를

전송하도록 한다.

TDD 시스템의 상호관계(reciprocity)를 이용하여 기지국에서 상향링크의 채널 사운딩 정보를 이용하여 상향 링크 채널

정보를 알아내고, 이것을 이용하여 하향링크 빔형성 가중치를 구하여 하향링크 빔패턴을 형성 할 수 있다. 미국특허출원

2005/0078763 "Apparatus and Method of multiple antenna transmitter Beamforming of high data rate wideband

packetized wireless communication signals"에서는 802.11a와 같은 OFDM TDMA 시스템에 적용되는 전송 빔형성 장

치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OFDMA 시스템은 사용되는 부반송파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나누어 쓰는데, 동일 프레임에 사용되는 상향/하향 링

크 사용자가 항상 같게 스케쥴링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알아낼 때 사용자별, 안테나별로 검출하고,

바로 이어지는 하향링크 송신 프레임에 적용하기 위해 이 정보를 버퍼에 저장한다. 만약 이 정보를 하향링크에 그대로 적

용한다면 하향링크 송신단에서는 OFDMA 방식에 따라 사용자별로 부반송파를 나누어 할당하므로 사용자별로 가중치를

선택하여 곱하면 된다. 그러나 상향링크에서 Nu명의 사용자 정보를 수신하였을 때 그 다음 하향 링크 프레임에 이 정보를

적용하려면 (Nu x K x Na x 2 x Nused)만큼의 버퍼에 빔형성 가중치를 저장해야 한다. 여기서 Na는 기지국 안테나 수이

고, 2는 I/Q(In phase/Quadrature phase) 채널을 의미한다. 또한 Nused는 OFDM의 한 심볼에서 사용되는 부반송파 수이

고, K는 채널 정보를 나타내는 워드길이(word length)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K는 큰 값이 선택되므로, 따라서 빔 형성 장치의 하드웨어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하드웨어 복잡도가 최소화되어 전력 소모가 감소되어 효율적인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OFDMA 시스템의 하향링크 빔형성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송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하향링크 빔형성 장치는,

OFDMA 시스템에서 하향링크 빔을 형성하는 장치로서,

송신신호에 사용자별로 부반송파를 할당할 때 사용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부반송파별로 사용자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부반

송파별 사용자 구분부; 상향링크의 수신신호로부터 획득된 채널 정보에 기초하여 송신안테나별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

를 저장하고, 상기 부반송파별 사용자 구분부에서 출력되는 사용자의 부반송파에 인접한 부반송파에 해당하는 빔형성 가

중치를 출력하는 빔형성 가중치 버퍼; 상기 빔형성 가중치 버퍼에서 출력되는 빔형성 가중치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

하여 송신안테나별로 산출된 빔형성 가중치를 각각 출력하는 인터폴레이션부; 송신신호에 사용자별로 부반송파가 할당된

신호를 송신안테나 수에 대응하는 수만큼 복사하는 신호 복사부; 및 상기 신호 복사부에서 출력되는 송신안테나별 신호에

상기 인터폴레이션부에서 출력되는 송신안테나별 빔형성 가중치를 각각 곱하여 출력하는 복소 곱셈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하향링크 송신 장치는,

OFDMA 시스템의 하향링크 송신 장치로서,

심볼 단위로 정렬되고 변조된 송신신호에 대하여 사용자별로 부반송파를 할당하는 부반송파 할당부; 상향링크의 수신신호

로부터 획득된 채널 정보에 기초하여 송신안테나별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를 저장하며, 상기 부반송파 할당부에서 출

력되는 신호를 송신안테나 수만큼 복사하여 출력하되, 상기 부반송파 할당부에 의해 할당되는 부반송파의 사용자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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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할당된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를 상기 저장된 빔형성 가중치를 참조하여 산출하여 상기 복사된 신호에 곱하여 출

력하는 하향링크 빔형성기; 및 상기 하향링크 빔형성기에서 출력되는 송신안테나 수만큼의 신호에 대하여 역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는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를 포함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

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

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향링크 빔 형성 장치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향링크 빔 형성 장치는 OFDMA 시스템에서 원하는 가입자에게 적절한 신호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안테나 어레이를 사용하여 빔 패턴을 형성한다.

도 1은 일반적인 OFDMA 시스템의 송신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송신 장치(점선 부분)는 변조맵퍼(102), 부반송파 할당부(103), 신호 복사부(105), 역

고속 퓨리에 변환부(106), CP 삽입부(107) 및 필터(108)를 포함한다.

이러한 송신 장치의 동작을 살펴보면, 송신 장치의 입력 신호는 변조 맵퍼(102)로 버스트 단위로 입력되어 OFDM 심볼 단

위로 데이터 정렬된 후, 변조 방식(QPSK, 16QAM, 64QAM)에 따라 맵핑된다. 이렇게 맵핑된 신호에 부반송파 할당부

(103)에서 부반송파 할당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자별로 부반송파가 할당된다. 다음으로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106)에서

OFDM 심볼 단위로 역고속 퓨리에 변환되며, CP 삽입부(107)를 통과하면서 CP(Cyclic Prefix)가 더해진 후에 필터(108)

에서 필터링되어 하향링크 송신 신호로써 전송된다.

한편, 하향링크 빔 형성 장치는 기지국이 이미 알고 있는 하향링크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각 안테나의 빔형성 가중치를 구

하여 송신 빔을 형성하는 것으로, TDD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채널의 상호관계(reciprocity)를 이용하여 기지국에서

얻은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하향링크 채널 추정치로 사용함으로써 빔형성 가중치를 구한다.

또한, 하향링크 빔 형성 장치는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106) 전단 또는 후단에서 사용자별 가중치를 곱하여 빔 패턴을 생성

할 수 있으며, 상향링크 채널 정보가 주파수 영역에서 추정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

(106) 전단에 사용자별 가중치를 곱하는 구조가 사용된다.

즉, 본 발명의 대상이 되는 하향링크 빔 형성 장치는, 일반적인 OFDMA 송신 장치 구조(점선 부분)에서 역고속 퓨리에 변

환부(106) 전에 사용자별 가중치부(104)와 신호 복사부(105)를 추가하여, 안테나 별로 사용자별 가중치를 곱하고 신호 복

사부(105)를 통해 안테나 개수(Na)만큼의 같은 신호를 복사하여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105,…,109)의 입력 신호로 인가한

다. 즉, Na개의 송신 신호가 모두 더해진 신호가 단말의 수신신호가 된다.

도 2는 일반적인 OFDMA 송신 장치에서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얻기 위한 채널 사운딩의 부반송파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

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4개의 기지국 안테나와 한 개의 단말 안테나를 가지는 시스템에서 4개의 기지국 안테나를 이용

하여 순시 수신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최대화하여 성능 이득을 얻는 하향링크 OBF(Optimal Beamforming) 방식

을 적용하는 실시 예이다.

기지국은 단말에서 주기적으로 송신되는 채널 사운딩 정보를 통하여 상향링크에서 사용자별 채널 정보를 얻는다. 이 때,

채널 사운딩 신호는 864개 부반송파를 사용하며, 이러한 864개의 부반송파는 사용자에 따라 데시메이션(Decimation)되

어 나누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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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에서는 단말에서 송신되는 상향링크의 채널 사운딩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별 채널 정보를 얻는다. 이때, 상향링크

상에 동시에 수신되는 사용자를 최대 Nu 명이라고 하면 사용자는 채널 사운딩 부반송파를 전송하고 기지국에서는 이 신호

를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한다. 또한 하향링크 상에 전송되는 사용자에게 빔형성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따

른 빔형성 가중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얻을 때 사용자에 따른 모든 부반송파에 대한 채널 정보를 구

하여 버퍼에 저장해 놓아야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시스템의 하향링크 빔 형성 장치에서 사용되는 빔형성 가중치 버퍼의구성을 도

시한 도면이다.

일반적으로, 하향링크 빔형성 장치에서는 안테나별, 부반송파별로 빔형성 가중치만을 구해서 저장해 놓은 버퍼가 Nu 배만

큼 필요하다. 또한 빔형성 가중치가 K 비트라고 가정하면 다음 수학식 1과 같은 크기의 버퍼가 필요하다.

수학식 1

위의 식에서 Na는 4이고 Nused는 864이며, 2는 I/Q 채널을 나타낸다.

또한, 역고속 퓨리에 변환의 크기 N은 1024이고, K는 14로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K가 큰 값이므로, 하향링

크 빔형성 장치에서 사용되는 버퍼가 커져서 하드웨어 복잡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향링크 상에서 채널 정보를 안테나별로 구하고, 사용자 구분

없이 부반송파별로 구해서 버퍼에 저장한다. 그리고 하향링크 빔 전송시 빔형성 가중치를 곱할 때 사용자별 가중치를 구하

면서 바로 곱한다. 그러면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버퍼 크기는 다음의 수학식 2와 같이 줄어든다.

수학식 2

수학식 2를 수학식 1과 비교하면, 버퍼의 크기가 Na 배만큼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빔형성 가중치 버퍼를 사용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향링크 빔형성 장치를 포함하는 송신 장치의

구조는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향링크 수신단에서 사용자별 채널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의 부반송파들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부반송파의 채널 정보를 해당 사용자에 속하는 인접한 두 부반송파의 인터폴레이션(1차의 경우) 등으로 구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향링크 빔 형성 장치 상향링크 수신단에서 하는 과정을 하향링크 송신단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시스템에서의 송신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시스템에서의 송신 장치는 부반송파 할당부(210), 하향링크

빔형성기(220) 및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230)를 포함한다.

부반송파 할당부(210)는 송신 신호에 사용자별 부반송파를 할당한다.

하향링크 빔형성기(220)는 부반송파 할당부(21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안테나 개수만큼 복사하여 출력하다. 이 때 하향링

크 빔형성기(220)는 상향링크의 채널 정보에 기초하여 안테나별 및 부반송파별 빔형성 가중치를 저장하고 있는 버퍼를 포

함하고 있고, 부반송파 할당부(210)에 의해 할당되는 부반송파의 사용자를 구분하여 할당된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를

상기 버퍼에 저장된 빔형성 가중치를 참조하여 산출하며, 산출된 빔형성 가중치를 상기 복사된 신호에 곱하여 출력한다.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230)는 하향링크 빔형성기(220)에서 출력되는 안테나 개수만큼의 신호를 받아서 각각 직렬 순서로

역고속 퓨리에 변환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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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향링크 빔형성기(220)는 부반송파별 사용자 구분부(221), 빔형성 가중치 버퍼(223), 인터폴레이션부(225), 신

호 복사부(227) 및 복소 곱셈기(229-1, 229-2, 229-3, 229-4)를 포함한다.

부반송파별 사용자 구분부(221)는 AAS 존에 해당되는 하향링크 상에서 부반송파 할당부(210)에 의해 부반송파가 할당될

때 사용자에 따라 부반송파가 다르게 할당되는 정보를 받아서 부반송파별로 사용자를 구분하여 저장하고 출력한다.

빔형성 가중치 버퍼(223)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향링크 상에서 채널 정보를 안테나별로 구하고, 사용자 구분없이

부반송파별로 구해서 안테나별 부반송파별 빔형성 가중치를 저장하고, 부반송파별 사용자 구분부(221)에서 출력되는 사

용자의 부반송파에 인접한 2개의 부반송파에 해당하는 빔형성 가중치를 출력한다.

인터폴레이션부(225)는 빔형성 가중치 버퍼(223)에서 출력되는 2개의 빔형성 가중치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여 안

테나별로 산출된 빔형성 가중치를 각각 출력한다.

신호 복사부(227)는 부반송파 할당부(210)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안테나 개수만큼 복사하여 출력한다. 즉, 여기에서는 4개

의 송신 안테나가 사용되므로 4개의 신호로써 복사되어 출력된다.

복소 곱셈기(229-1, 229-2, 229-3, 229-4)는 신호 복사부(227)에서 출력되는 안테나 개수, 즉 4개의 신호에 인터폴레

이션부(225)에서 출력되는 빔형성 가중치를 각각 곱하여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230)로 출력한다.

한편, 부반송파 할당 전에 사용자별 가중치를 수행하면 부반송파별로 사용자를 구분하는 부반송파별 사용자 구분부(221)

를 사용하지 않고도 설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부반송파를 할당하는데 필요한 버퍼가 안테나 별로 필요하게 되는 단

점이 있다.

따라서, 해당 프레임에 할당받은 사용자에 따른 부반송파가 어느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부반송파별 사용자 구분부(221)

에 저장해 놓았다가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230)의 입력단에서 부반송파 순서에 따라 해당 부반송파에 대한 해당 사용자를

부반송파별 사용자 구분부(221)에서 읽어들인 후, 그 사용자에 대한 채널 사운딩의 부반송파 위치를 결정한다. 이때 채널

사운딩 부반송파가 사용자에 따라 어떻게 할당되었는지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받은 제어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230)의 입력단에서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 부반송파의 해당 사용

자에게 할당된 부반송파 중에서 이 부반송파와 가장 인접한 두 개의 부반송파에 해당하는 빔형성 가중치를 빔형성 가중치

버퍼(223)에서 읽어서 인터폴레이션부(225)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230)의 입력

부반송파의 한 샘플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1 샘플 시간이 지연되어 구해진 빔형성 가중치와 신호 복사부(227)의 출력의

매 샘플마다 곱해진다.

한편, 인터폴레이션 수행시 두 개의 반송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빔형성 가중치간에 1차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함

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1차 가우시안 인터폴레이션이 수행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230)는 직렬 순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로서, 복소 곱셈기

(229-1, 229-2, 229-3, 229-4)를 통하여 안테나별로 빔형성 가중치가 곱해진 값을 입력받아서 처리한다. 도 4에서는 4

개의 안테나를 가정하였으므로 역고속 퓨리에 변환부(230)의 크기가 커지는 것과 무관하게 4개의 복소 곱셈기(229-1,

229-2, 229-3, 229-4)만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상향링크 채널 정보에서 사용자별, 안테나별로 빔형성 가중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상향링크에서는 사용자에 무관하게 안테나별로 빔형성 가중치를 구하고, 하향링크 빔형성기(220)에서 사용자별 빔형성

가중치를 구하여 안테나별로 적용함으로써 버퍼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 따른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를 찾아내는 방법 및 제어 과정이 하향링크 빔형성 가중치를 곱하는 영역에

서만 이루어지므로, 즉 상향링크 영역에서 사용자별 부반송파이 빔형성 가중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제어 과정도

더 간단해진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

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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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기지국 하향링크 빔형성 장치에서 사용자별로 빔형성 가중치를 구하여 빔 패턴을 생성함으로써 버퍼의

크기를 줄여서 하드웨어 복잡도를 최소화하며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 따른 부반송파의 빔형성 가중치를 찾아내는 방법 및 제어 과정이 하향링크 빔형성 가중치를 곱하는 영역에

서만 이루어지므로, 즉 상향링크 영역에서 사용자별 부반송파이 빔형성 가중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제어 과정도

더 간단해진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하향링크 빔 형성 장치는 하향링크 역고속 퓨리에 변환기 전단에서 사용자별 빔형성 가중치를 구하

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OFDMA 시스템의 하향링크 송신 장치 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OFDMA 시스템의 송신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는 일반적인 OFDMA 송신 장치에서 상향링크 채널 정보를 얻기 위한 채널 사운딩의 부반송파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

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시스템의 하향링크 빔 형성 장치에서 사용되는 빔형성 가중치 버퍼의구성을 도

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시스템에서의 송신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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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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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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