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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지국이 다수의 단말로부터 피드백 되는 채널 정보를 기반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다중 사용자 다중입출력 통신 시스

템에서, 본 발명의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은 상기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 스케줄링을 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산출하

고, 상기 파라미터에 따라 미리 설치된 스케줄링 기법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스케줄링 기법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채널 환경에서 최대 용량을 갖는 TDMA와 STMA 기반의 스

케줄링 기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용량이 채널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최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다중 입출력 (MIMO), 스케줄링, 시분할다중접속 (TDMA), 시공간다중접속 (S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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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 구조를 보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 스케줄링 설명 방법을 보인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MIMO 전송 방법과 종래의 MIMO 전송 방법의 성능 비교 실험 결과를 보인 그래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피드백 MIMO 전송 방법과 종래 방법의 성능 비교 실험 결과를 보인 그래프; 그리

고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MIMO 전송 방법과 종래 MIMO 전송 방법의 성능 비교 실험 결과를 보인 그래프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중입력 다중출력(Multiple-Input Multiple-Out: MIMO)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다중사

용자 다중입출력 통신 시스템(MU-MIMO)의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고속 데이터 전송은 무선 이동 통신의 주요 논점 중 하나이다. 다중입력 다중출력(MIMO)는 향상된 연결 신뢰성과

인터페이스 제약으로 높은 스펙트럼 효율을 제공하는 신규 기술이다.

기본 다중 안테나 기술을 기반으로, 더 높은 성능 이득을 얻기 위한 다양한 하이브리드 기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MIMO는

개루프(Open Loop: OL) 및 폐루프(Closed Loop : CL) 시스템의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다. 개루프 MIMO (OL-

MIMO)에서 송신기는 데이터 송신을 위한 채널 정보를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고정된 송신 파라미터들이 사용된다. 폐루

프 MIMO (CL-MIMO) 는 송신을 위해 채널 상태 정보를 활용한다.

대부분의 종래 MIMO 기법들은 한 시점에서 점대점 통신, 즉 단일 사용자 MIMO (SU-MIMO)를 기반으로 한다. 다중 사용

자 MIMO (MU-MIMO) 시스템에서 모든 사용자는 스케줄링 알고리즘들 및 각 사용자의 서비스 수준(Quality of service:

QoS),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통신을 위해 대등하게 연결된다. 다중 사용자의 CL-MIMO의 경우에 피드백 시그날링, 다중사

용자 스케줄링, 송신/수신 최적화 등의 복잡도가 관심 사항이다. 최근 산업 조직들이 3GPP 표준화에서 그들의 MIMO 기

술들을 제안해 왔다. 3GPP에서 특히 고속 하향 패킷 접속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DPA) 과 결합될 때,

다양한 다중 안테나 방법들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최근 안테나별 속도 제어(Per-Antenna-Rate-Control: PARC)라 명명된 장래성 있는 새로운 MIMO 기술은 3GPP 시스

템에서 사용되는 MIMO 안테나 시스템의 데이터 레이트 향상을 위해 제안되었다. 이 PARC 기술은 서로 다른 안테나 스트

림에 대해 서로 다른 전송율로 독립적인 부호화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 PARC 구조는 전송된 데이타 스트림의 수가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의 수와 동일한 경우로 제한 된다. 또한

PARC는 신호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가 낮고 수신 안테나의 수가 송신 안테나의 수보다 적을 때 상기

개루프(OL) 용량과 폐루프(CL) 용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선택적 PARC (Selective-PARC: S-PARC)는 안테나 선택의 이득에 의해 PARC의 성능 차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다. S-PARC는 안테나의 수, 즉 모드를 적응적으로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모드를 위한 안테나의 최상의 부분집합을 적응

적으로 선택한다. 특히, S-PARC의 상기 선택된 안테나의 수가 하나로 제한된다면, 송신 안테나 선택으로 단일 스트림 송

신 다이버시티처럼 동작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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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PARC 는 부분적 피드백 (partial feedback)과 함께 하나의 송신 안테나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용량이 사용

자의 수에 의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의 수에 적응적으로 사용자 스케줄링 기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중사용자 MIMO 통신 기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수신자의 복잡도와 피드백의 양을 줄이는 능력인 다중사용자 MIMO 통신 기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지국이 다수의 단말로부터 피드백 되는 채널 정보를 기반으로 스케줄링을 수

행하는 다중 사용자 다중입출력 통신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다중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은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

스케줄링을 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산출하고, 상기 파라미터에 따라 미리 설치된 스케줄링 기법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

기 선택된 스케줄링 기법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전송 방식을 보인 도면이다.

도 1에서, 송신기는 단말들(미도시)로부터의 피드백 정보를 이용하여 적응 변조 부호화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AMC) 정보를 생성하는 AMC 제어기(170) 로부터 수신된 AMC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선택하고 각 사용자에

대한 전송율을 선택하는 사용자/레이트 선택 유닛 (110)을 포함한다. 상기 사용자/레이트 선택 유닛(110)은 단말로 전송

될 데이터를 대응하는 부호화/변조 유닛 (120-1,...,120-k)으로 병렬로 전송한다.상기 부호화/변조 유닛(120-1,...,120-

k)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 부호화 및 변조를 수행하여 부호화/변조된 신호를 유니터리 변환 유닛(unitary transformation

unit) (130)으로 출력한다. 상기 유니터리 변환 유닛 (130)은 상기 AMC 제어기 (170)로부터 제공되는 AMC 정보에 따라

부호화/변조된 신호를 변환하여 대응하는 전송 안테나를 통해 전송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사용자별 유니터리 레이트 제어(Per-User Unitary Rate Control: PU2RC)라 명명된 유니터

리 기저 행렬(unitary basis matrix)을 이용한 다중 사용자 MIMO 기법이 적용된다.

도 1의 시스템에서, 수신 신호 벡터는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는 기지국(BS)으로부터 k번째 이동국(MS)까지의

MIMO 채널 매트릭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는 부가적인 백색잡음을 나타낸다. 송신 빔포밍(beam

forming)은 이 빔포밍 행렬일 때, 로 표현된다. PU2RC 가 STMA 방법이므로, 각 는 독립

적으로 사용자들에게 할당된다. 즉, 다른 사용자들에게 할당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빔포밍 행렬 는 정합 필터 (matched filter) 빔포밍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용량을 개

선하기 위한 상기 빔포밍 행렬 단일행렬, 즉 이다. 여기서 은 전체 송신 스트림의 수이고, 이다. (이하,

단일 정합 필터 빔포밍이라 칭함: Unitary matched filter beamforming: UMF-BF) 비록 UMF-BF가 더티 페이퍼 부호화

(Dirty-paper coding: DPC)와 같은 다른 송신 사전 부호화 방법들 보다 구현하기에 훨씬 더 단순하다 하더라도, 공간 영

역 사용자 다이버시티와 결합된 UMF-BF 는 상당한 용량 성능 개선을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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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클 때, UMF-BF 및 DPC 모두의 합계 율 (sum rate) 이 로 정해진다. 공간 및 시간 영역에서 사용자 다

이버시티를 활용하기 위해, 는 수학식 2와 같이 표현된다.

조건: THT=IL,

여기서 은 가우스마니안(Gaussmannian) 선형 패턴과 같은 부분의 공간 패킹의 사용에 의해 의 m번째 아이겐

벡터의 양자화된 버젼이며, 는 k번째 사용자를 위한 의 수신된 SINR 함수이다. 은 수학식 3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b는 상기 k번째 사용자 및 을 위한 수신 빔포밍 벡터이며, 만일

이라면, 등호가 유지된다. 송신기에서 UBF-BF를 통합하는 PU2RC 는 공간 영역에서의 단순화된 사용자 다이버시

티와 수신된 SINR들의 효율적인 산출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CL-MIMO는 피드백 채널을 통해 송신기에서 채널 정보를 얻는다. 본 실시 예에서는 빔포밍 벡터들과 이에 해당하는 채널

품질인 두 가지 형태의 채널 정보가 송신기로 피드백 된다. 특히, 상기 빔포밍 벡터들과 채널 품질은 ,

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수신된 SINR들, 각각의 사용자의 양자화된 아이겐 벡터들 이다.

빔 선택이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아이겐 분해인 부분 공간 패킹에 의해 미리 정의된 집합으로부터 양자화된 벡터들

을 고려한다. 특히 상기 선택된 벡터들의 집합은 수신기에서의 최대 합계 율에 상당하고 각각에게 정규 직교

(Orthonormal)하도록 임의로 제약된다. 상기에 설명된 피드백 정보의 특성에 따라, 완전 피드백, 부분 피드백, 및 하이브

리드 피드백 프로토콜 들의 세 가지 피드백 프로토콜들을 고려한다. 피드백 시그널링을 위한 k번째 사용자의 정보는 수학

식 4와 수학식 5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는 상기 선택된 벡터들의 집합의 인덱스며, 은 를 바탕으로 수신기에서 추정된 상기 수신된

SINR들이다. 모든 은 상기 MMSE 수신을 바탕으로 후-복호화 SINR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주지 해야 한다.

피드백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는 수학식 4에서의 모든 벡터들을 위한 SINR들 대신에 최대 SINR 및 그 인

덱스 를 포함하며, 상기 최대 SNR은 수학식 6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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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기 피드백 프로토콜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를 위해 1 비트가 사용되고, 를 위해 2비트, 그리고

를 표시하기 위해 5 비트가 할당된다. 상기 마지막 5 비트는 HSPDA 규격에서 상기 SINR 피드백 시그날링을 위

해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하이브리드 피드백을 위한 프로토콜은 수학식 7에 의해 표현된다.

여기서 수학식 7 및 수학식 4에서 SINR들의 수가 같을 때, SINR들은 MMSE와 SIC 수신기 구조들, 즉, 각각 및

를 위해 포함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는 스케줄링을 가지는 다중 사용자 MIMO 기법이 MIMO 방송 채널을 위해 제안된다. 제한된 자

원, 예컨데 안테나의 수, 송신전력 등으로 인해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스케줄링 방법이 고려된다. 개

량된 수신기들, 즉, SIC 수신기들이 활용될 때 MIMO 시스템을 위한 사용자 다이버시티를 이용하여 스케줄링 기법을 도출

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MIMO 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기본적인 스케줄링 기법들이 고려된다. 그 중 하나는 모든 송신기 안테나들이 단일 사용자 다

중화 기법들을 바탕으로 선택된 단일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것이다. 수신기 구조(SIC든 아니든)에 관계 없이, 용량은 수학

식 8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는 또는 일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모든 사용자들이 독립적으로 성능 향상을 위한 각 송신 안

테나를 경쟁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의 용량은 특정 수신기 구조에 크게 의존적이어서 SIC 수신기들과 선형 수신기들 각각

을 위하여 수학식 9와 수학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는 모든 사용자들의 가능한 부분집합이며, 은 m번째 계층에서 복호화 후 사용자가 영점에 맞추어진

의 축소된 버전이며,

이다.

수학식 9의 용량이 수학식 8의 용량과 명백히 같다는, 즉 라는 사실에 의해 개량된 수신기들이

사용될 때 단순화를 위해 상기 스케줄러 8을 이용한다.

개량된 수신기들을 통한 최대 용량을 이루기 위해, 하이브리드 스케줄러들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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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IC 수신기들에 대한 및 선형 수신기들에 대한 의 양 측정 기준은 최상의 사용자를 선택하기 위해 사

용된다.

사용자들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임계점에 따라 와 사이에 단순히 스케줄링 정책을 전환한다면, 하이브리드

스케줄링을 위해 하나의 기준이면 충분하다. 실제로 를 만족하는 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이에 개선된 하이브리드 스케줄러의 규칙은 수학식 12와 같이 표현된다.

상기 스케줄링 기법의 활성화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스케줄 될지를 아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신이 단일 사용

자 SIC(SU-SIC)로 제한되는 수학식 13과 같이 표현되는 하이브리드 기법을 제안한다.

여기서 는 SU-SIC 수신기에 의해 얻어지는 수신된 SINR, 즉 수학식 7에서의 SINR이며, 는

및 의 제약을 가지는 송신기 안테나의 j번째 부분 그룹을 의미한다. 종

래의 SIC 수신기들이 송신기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모든 간섭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데 반하여, SU-SIC 수신기들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시도된 간섭을 제거하지 않고 자체 간섭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2에서, 기지국은 이동 단말로부터 채널 정보를 수집하고 (S201) 상기 수집된 채널 정보를 기반으로 매트릭 (K)을 계산

한다(S202). 계속해서, 기지국은 상기 매트릭(K)이 미리 정해진 임계치( )보다 큰지 판단한다(S203). 만약 상기 매트

릭이 상기 임계치 보다 크면 기지국은 시공간 다중 접속 기반의 스케줄링 방식을 선택하고(S204) 그렇지 않으면 기지국은

시분할 다중 접속 기반의 스케줄링 방식을 선택한다(S205). 일단 스케줄링 기법이 선택되면, 상기 기지국은 선택된 스케줄

링 기법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한다(S206).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MIMO 전송 방법과 종래의 MIMO 전송 방법과의 성능 비교 실험 결과를 보인 그래프

이다.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다른 PU2RC 전송 기법은 빔포밍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4-bit

피드백으로 약 2dB의 송신 빔포밍 이득을 가지며, 사용자 다이버시티 적용 시와 미적용시의 PARC-MMSE보다 각각

3.5dB와 7dB의 추가적인 사용자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기 때문에, PARC-MMSE 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상기 사용자 다

이버시티 PARC-MMSE 보다 큰 부가적인 이득은 PARC 방법에서는 도출될 수 없는 공간 영역에서의 사용자 다이버시티

이득이다. 사용자의 수는 K=10으로 가정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MIMO 전송 기법과 종래기법의 성능 비교의 결과를 보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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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서, 모든 송신 안테나를 위한 피드백 정보가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기지국에 다시 전송될 때, 또 부분 피드백, 즉

상기 선택된 기본 또는 안테나 벡터, 라는 가정하에 PU2RC 는 PARC-MMSE 보다 성능이 낫다. PU2RC 는 여전히 PARC

및 S-PARC보다 상당히 큰 이득을 가진다. 이는 상기 부분 피드백 하에서 PU2RC 는 최대로 송신 안테나 만큼 많은 데이

터 스트림들을 송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S-PARC 는 단지 하나의 송신 안테나만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수에 대해 제한된

용량 이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MIMO 전송 기법과 종래 MIMO 전송 사이의 성능 비교의 결과를 보인 그래프이다.

도 5에 있어서 사용자의 수가 7명 이하일 때, SIC 수신기를 사용하면, PARC의 성능은 PU2RC 의 성능보다 낫지만, 사용자

의 수가 더 많을 때, 선형 수신기를 사용하면, PU2RC 가 PARC 보다 성능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대되는 바와 같이 PU2RC 와 PARC 사이의 하이브리드 스케줄링 기법은 사용자의 수와 관계 없이 타 스케줄링 방법들

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은 서로 다른 채널 환경에서 최대 용량을 갖는 TDMA와 STMA 기반의

스케줄링 기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시스템 용량은 채널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최적으로 유지될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지국이 다수의 단말로부터 피드백 되는 채널 정보를 기반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다중 사용자 다중입출력 통신 시스

템에 있어서,

상기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 스케줄링을 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산출하고;

상기 파라미터에 따라 미리 설치된 스케줄링 기법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스케줄링 기법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사용자의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링 기법을 선택하는 단계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미리 정해진 임계치보다 큰지 판단하고;

상기 파라미터가 임계치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제1 스케줄링 기법을 선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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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파라미터가 임계치보다 크면, 제2 스케줄링 기법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케줄링 기법은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임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스케줄링 기법은 시 공간 다중 접속 방식임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케줄링 기법은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이고, 제2스케줄링 기법은 시 공간 다중 접속 방식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7.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는 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8.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케줄링 기법은 안테나별 속도제어(PARC) 기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9.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스케줄링 기법은 사용자별 단일 속도 제어(PU2RC) 기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스케줄

링 방법.

청구항 10.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케줄링 기법은 안테나별 속도 제어(PARC)기법이고, 상기 제2 스케줄링 기법은 사용자별 단

일 속도 제어(PU2RC)기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는 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스케줄링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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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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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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