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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방법은 제1 국(station)과 관련된 안테나 시스템으로부터 적어도 2개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수신하

는 단계, 상기 수신된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기초하여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상기 제1 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체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적어도 2개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의 각각의 빔으로 전송하는 단계, 제2 국에서 각각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

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단계, 및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의 표시를 상기 제2 국으로부터 상기 제1 

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는 제1 국과 관련된 것이다. 빔은 서명 부호(signature code

)를 각각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내장시켜 전송하며, 이 서명 부호는 제2 국이 각각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

에 대응하는 채널 임펄스 응답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직교성이 있다.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는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 및 나머지 최대 감쇠 신호 세트를 포함한다. 대체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방법은 제1 국과 관련된 다중

빔 안테나 어레이에 의해 형성된 복수의 빔들 중 적어도 2개의 빔을, 공간 시간 부호화기에 의해 생성된 그에 대응하

는 적어도 2개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하는 단계, 그 각각의 빔으로 수신되는 적어도

2개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들 각각과 관련된 시간 지연을 결정하는 단계, 및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와 공간 시간 

부호화기 사이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가변 지연선에, 각각의 빔에 대응하는 상기 시간 지연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셀룰러 무선 시스템의 기지국으로부터 원격국으로의 다운링크 신호 전송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특히, 본 발명은 다운링크 전송 신호의 위상 및 진폭을 조정하기 위한 폐루프 위상 및 진폭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

이다.

배경기술

셀룰러 전화 시스템은 그 시스템의 신호의 다중 경로 또는 반사를 일으키는 환경, 특히 도심 환경에서 운용되고 있다.

도 1에서, 기지국 송신기(1)는 그의 신호를 직접 경로(3)를 따라 원격국(2)(종종 이동국임)으로 브로드캐스트한다. 그

렇지만, 고층 건물(4)이 존재함로 인하여, 송신기(1)는 또한 그의 신호를 간접 경로(5)를 따라 원격국(2)으로 브로드

캐스트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원격국(2)에서의 직접 경로(3)의 도달 방향과 원격국(2)에서의 간접 경로(5)의 도달 방

향과의 사이에 각확산(angular spread, AS)이 생기게 된다. 직접 경로(3)와 간접 경로(5)는 원격국(2)에서 재결합되

며, 이 때 원격국(2)에서 신호들이 보강 및 상쇄 중첩함으로써 랜덤하거나 랜덤하게 보이는 페이딩 존(fading zone) 

및 블랙아웃 존(black out zone)이 생기게 된다.

다중 경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공지의 시스템에서는 공간 시간 전송 다이버시티(space time transmit diversity)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도 2에서, 공지의 송신기는 공간 시간 전송 다이버시티 부호화기(10), 복소 곱셈기(12, 14) 및 

안테나(16, 18)를 포함하고 있다. 공간 시간 전송 다이버시티 부호화기(10)는 입력 신호(S  IN )를 처리하여 2개의 채

널 신호(CH  1 , CH  2 )로 만든다. 곱셈기(12, 14)는 이 2개의 채널(CH  1 , CH  2 )이 입력 신호(S  IN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그 2개의 채널 신호에 동일한 직교화 코드(OC)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원격국이 2개의 안테나로부터의 신호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안테나 신호에 대해 각기 다른 직

교 식별자(예를 들면, 파일롯 시퀀스 또는 트레이닝 시퀀스)가 적용된다. 이 곱해진 채널 신호들은 실질적으로 일정 

거리(예를 들면, 20개 파장)만큼 서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안테나(16, 18)를 통해 전송된다. 이러한 서로 어떤 간격만

큼 떨어져 있는 안테나를 다이버시티 안테나라고 한다. 다중 경로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전파 경로들이 수신 안테나

에서 상쇄적으로 합산될 때, 심각한 페이딩이 일어난다.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사용하면, 2개의 신호(CH  1 , CH  2 ) 

모두가 깊게 페이딩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데, 그 이유는 그 2개의 신호가 다중 경로(3, 5)와 같이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이버시티 안테나는 무지향성 안테나이거나, 또는 안테나 섹터-섹터가 겹쳐 

있음-쪽으로 지향된 안테나일 수도 있다. 다이버시티 안테나들이 공간상에서 서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있을 때, 이들 

안테나는 서로 상관성이 없는 채널(즉, 경 로)로 신호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직교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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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신호(S  IN )는 2개의 심볼(S  1 , S  2 )을 시간상 연속하여 전달한다, 즉 첫번째 심볼은 0과 T 사이의 심볼 슬롯

으로 전달하고, 두번째 심볼은 T와 2T 사이의 심볼 슬롯으로 전달한다. 도 3에서, 전형적인 부호화기(10)는 QPSK 

변조 기술을 사용하며, 시간 조절 레지스터(20) 및 2개의 심볼을 보유하기 위한 보유 레지스터(22)를 포함한다. 기저

대역 반송파 신호(SBBC)는 인버터(24)에서 반전되어 부(負)의 기저대역 반송파(-SBBC)를 생성한다. QPSK 변조기(

26)는 심볼(S  1 )을 기저대역 반송파 신호(SBBC)상으로 부호화하여 제1 변조 심볼을 생성하고, QPSK 변조기(28)는

심볼(S  1 )을 부의 기저대역 반송파 신호(-SBBC)상으로 부호화하여 제1 변조 심볼의 공액을 생성한다. QPSK 변조

기(30)는 심볼(S  2 )을 기저대역 반송파 신호(SBBC)상으로 부호화하여 제2 변조 심볼을 생성하고, QPSK 변조기(32

)는 심볼(S  2 )을 부의 기저대역 반송파 신호(-SBBC)상으로 부호화하여 제2 변조 심볼의 공액을 생성한다. 제2 변조

심볼의 공액은 인버터(34)에서 반전되어 부(負)의 제2 변조 심볼의 공액을 생성한다. 아날로그 멀티플렉서(36)는 제1

심볼 시간 슬롯(즉, 도 2의 0에서 T까지) 동안에 제1 변조 심볼을 제1 채널 신호로 절환하고, 제2 심볼 시간 슬롯(즉, 

도 2의 T에서 2T까지) 동안에 부의 제2 변조 심볼의 공액을 제1 채널 신호로 절환하여, CH  1 상의 신호가 [S  1 , -S

 2
 * ]로 되도록 한다. 아날로그 멀티플렉서(38)는 제1 심볼 시간 슬롯(즉, 도 2의 0에서 T까지) 동안에 제2 변조 심

볼을 제2 채널 신호로 절환하고, 제2 심볼 시간 슬롯(즉, 도 2의 T에서 2T까지) 동안에 제1 변조 심볼의 공액을 제2 

채널 신호로 절환하여, CH  2 상의 신호가 [S  2 , S  1
 * ]로 되도록 한다.

도 2에서, 부호(OC)는 하나의 부호로 이루어져 있고 곱셈기(12, 14) 모두에 인가되며, 이 부호가 안테나(16, 18)로부

터 전송된 2개의 신호와 동일 채널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는 다른 신호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CDMA 확산 함수로서 

사용된다. 곱셈기(12, 14)는 제1 및 제2 채널 신호를 상기 부호(OC)와 곱하고, 그 후에 이들 신호는 안테나(16, 18)를

통해 전송된다. RF 업컨버터는 간략함을 위해 도시하지 않았다.

원격국(2)에서, 수신기는 단일 안테나 상의 2개의 안테나(16, 18) 모두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그 신호를 다운컨버

트하며, 부호(OC)를 사용하여 그 신호를 역확산하고, 안테나(16, 18)로부터 각각 전송된 채널(CH  1 , CH  2 )의 합성

값을 복원한다. 0에서 T까지의 제1 심볼 시간 슬롯에서는, QPSK 변조된 합성 신호 R  1 (여기서, R  1 = k  11 S  1 + 

k  12 S  2 임)이 수신되고, T에서 2T까지의 제2 심볼 시간 슬롯에서는, QPSK 변조된 합성 신호 R  2 (여기서, R  2 = 

-k  21 S  2
 * + k  22 S  1

 * 이며, 별표는 복소 공액을 표시함)가 수신된다. 상수 k  11 은 제1 시간 슬롯 동안 제1 안

테나(16)로부터 원격국(2)까지의 전송 경로 상수이고, 상수 k  12 은 제1 시간 슬롯 동안 제2 안테나(18)로부터 원격 

국(2)까지의 전송 경로 상수이며, 상수 k  21 은 제2 시간 슬롯 동안 제1 안테나(16)로부터 원격국(2)까지의 전송 경로

상수이고, 상수 k  22 은 제2 시간 슬롯 동안 제2 안테나(18)로부터 원격국(2)까지의 전송 경로 상수이다. 수신기는 그

채널을 역회전(derotate)시켜 소프트 심볼(S  1 ', S  2 ')(여기서, S  1 ' = k  11 R  1 + k  12 R  2 이고, S  2 ' = k  21 R 

1
 * + k  22 R  2

 * 임)을 복원한다.

이러한 시간 공간 부호화기 기술에서는, 제1 및 제2 심볼의 여유분이 각기 다른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다. 제1 심볼은 

부호화되어 제1 및 제2 심볼 시간 슬롯 모두 동안에 전송되고, 제2 심볼도 또한 부호화되어 제1 및 제2 심볼 시간 슬

롯 모두 동안에 전송된다. 이러한 심볼 복원 기술의 효과는, 인터리빙까지도 이용하고 있을 경우, 한쪽 심볼 시간 슬롯

동안에 나타날 수도 있는 페이딩 영역이나 또는 드롭 아웃 영역이 양쪽 심볼 시간 슬롯 동안에 다 나타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이다. 인접한 비트들간의 시간상 상관성이 더 적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간-시간 부호화 이전에 인터리빙이 

사용된다. 수신된 심볼들이 양쪽 시간 슬롯 동안에 수신된 신호, 즉 R  1 및 R  2 로부터 복원되기 때문에, 페이딩의 영

향이 적어진다.

그렇지만, 종래 기술에서는, 동일 채널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기지국에서의 스펙트럼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상이한

다이버시티 유형의 안테나에 의해 전송된 개개의 빔의 전력 및 위상 관리를 독립적으로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들

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종래 기술에서는, 동일 채널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기지국에서 의 스펙트럼 효율을 더욱 높이

기 위해, 독립적으로 지향된 빔들의 공간 전력 관리에 의해 얻어지는 이점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셀룰러 무선 시스템의 다운링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페이딩 및 드롭

아웃이라는 원하지 않는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들 및 다른 목적들은 제1 국(station)과 관련된 안테나 시스템으로부터 적어도 2개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수

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기초하여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상기 제1 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달성된다.

대체 실시예에서, 이들 및 다른 목적들은 적어도 2개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의 각각의 

빔으로 전송하는 단계, 제2 국에서 각각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단계, 및 선

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의 표시를 상기 제2 국으로부터 상기 제1 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달성

된다.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는 제1 국과 관련된 것이다. 빔은 서명 부호(signature code)를 각각의 공간 시간 부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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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호에 내장시켜 전송하며, 이 서명 부호는 제2 국이 각각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응하는 채널 임펄스 응

답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직교성이 있다.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는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 및 나머지 

최대 감쇠 신호 세트를 포함한다.

대체 실시예에서, 이들 및 다른 목적들은 제1 국과 관련된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에 의해 형성된 복수의 빔들 중 적어

도 2개의 빔을, 공간 시간 부호화기에 의해 생성된 그에 대응하는 적어도 2개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하는 단계, 그 각각의 빔으로 수신되는 적어도 2개의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들 각각과 관련된 시간

지연을 결정하는 단계, 및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와 공간 시간 부호화기 사이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가변 지연선에, 각

각의 빔에 대응하는 상기 시간 지연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달성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이용되는 무선 환경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는 공지의 기지국의 블록도.

도 3은 공지의 공간 시간 부호화기의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 장치의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 장치의 블록도.

도 6은 공지의 헥스 코너 리플렉터 안테나(hex corner reflector antenna) 시스템의 개략도.

도 7은 공지의 위상 어레이 안테나의 개략도.

도 8은 전형적인 3 섹터 안테나 시스템의 개략 평면도.

도 9는 공지의 '버틀러 매트릭스'(Butler matrix) 안테나의 개략도.

도 10은 듀얼 빔 위상 어레이 안테나의 개략도.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 장치의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TDMA 기지국 장치의 블록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폐루프 빔 전력 관리 시스템의 블록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시스템의 블록도.

도 15 내지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각전력 스펙트럼의 결정 방법의 플로우차트.

도 18은 본 발명에 의해 수신 및/또는 계산된 각전력 스펙트럼의 그래프.

도 1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피드백 제어 방법의 플로우차트.

도 21은 섹터 커버리지 안테나의 경우 본 발명이 다중 경로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을 예시한 개략도.

도 22는 원격국에서 수신되는 도 21의 직접 경로 신호 및 다중 경로 신호를 나타낸 그래프.

도 23은 한 섹터를 커버하는 다중 빔 안테나의 경우 본 발명이 다중 경로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을 예시한 개략도.

도 24는 원격국에서 수신되는 도 21 또는 도 23의 직접 신호 및 직접 신호의 지연 신호를 나타낸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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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원격국에서 수신되는 도 21 또는 도 23의 다중 경로 신호를 나타낸 그래프.

도 2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가능 지연선을 갖는 기지국 장치의 블록도.

도 27은 본 발명에 따른 지연 분포 프로파일을 나타낸 그래프.

도 28은 본 발명에 따른 셋업 방법의 플로우차트.

도 29는 본 발명에 따른 시간 정렬 방법의 플로우차트.

도 30은 본 발명에 따른 피드백 방법의 플로우차트.

실시예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들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동일 채널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의 스펙트럼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이버시티 안테나의 

각기 다른 안테나에 의해 전송된 개개의 빔들에 대한 독립적인 전력 관리가 개발되어 왔으며, 도달각 다이버시티를 

활용하고 또한 독립적으로 지향된 빔들의 공간 전력 관리를 활용하기 위해 빔공간 시간 부호화기(beamspace time e

ncoder)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빔공간 시간 기술은 전력 및 빔 폭의 관리 뿐만 아니라 도달각 다이버시티를 활용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독립적으로 지향된 직교 빔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지의 공간 시간 부호화기 기술과는 다르다. 직

교 빔들을 수신기가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수직 편파를 사용하는 것(빔이 2개인 경우), CDM

A 시스템에서 모든 빔에 공통인 CDMA 확산 스펙트럼 부호 외에 각 빔에 대해 각기 다른 파일롯 부호를 사용하는 것,

파일롯 부호가 없는 CDMA 시스템에서 각각의 빔에 대해 각기 다른 확산 스펙트럼 부호를 사용하는 것, TDMA 시스

템에서 각각의 빔에 각기 다른 트레이닝 시퀀스(예를 들면, 파일롯 부호)의 다중화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당업자

라면,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직교 빔 기술이나, 개개의 빔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그 빔이 전달하는 신호를 

복원하는 수단을 원격국의 수신기에 제공하는 것과 균등물인 전술한 기술들의 여러가지 다른 조합을 사용하는 기술

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각기 다른 직교 빔으로 서로 다른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전력 관리 기술은, 이러한 전력 관리 제어가 다이버시티 안테

나의 중첩 섹터 지향 빔 또는 무지향성 빔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 채널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스템 전반에 걸

쳐 기지국에서의 스펙트럼 효율을 향상시킨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쪽을 지향하고 있는 직교 부호화된 빔들에 있어

서는, 독립적으로 지향된 빔들의 공간 전력 관리가 훨씬 더 개선점을 제공한다. 큰 각확산을 갖는 무선 환경의 비교적 

열화된 다운링크 성능은 본 명세서에 기술하는 빔공간 시간 부호화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히 향상된다.

도 4에서, 개량된 송신기(100)의 제1 실시예(다이버시티 안테나의 전력 관리라고 함)는 공지의 공간 시간 전송 다이

버시티 부호화기(10) 및 복소 곱셈기(12, 14)를 포함한다. 개량된 송신기(100)는 스케일링 증폭기(scaling amplifier)

(102, 104) 및 다이버시티 안테나(16, 18)를 더 포함한다. CDMA 시스템에서, 곱셈기(12, 14)는 원격국(2)의 수신기

가 그 빔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상이한 빔에 각기 다른 확산 스펙트럼 부호를 부여한다.

직교 빔을 생성하기 위해 본 명세서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CDMA 시스템에서는 각기 다른 구별가능한 확산 부호를

곱셈기(12, 14)에 제공하지만, 그에 대한 것이라면 직교 빔을 생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다이버시티 안테

나로부터의 전송(즉, 중첩 커버리지(overlaid coverage)) 또는 제어가능한 지향성 안테나로부터의 전송의 개별적인 

전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예를 들면, 곱셈기(12, 14)에 동일한 확산 부호가 제공되는 CDMA 시스

템에서, 또 다른 한 세트의 곱셈기(12', 14')(도시생략)를 사용하여 파일롯 부호를 채널 신호들에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원격국(2)내의 수신기가 그 빔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곱셈기(12', 14')에 직교 파일롯 부호가

제공된다. 또 다른 변형례에서, 안테나(16, 18)는 직교 편파된(예를 들면, 수직 또는 다른 어떤 기준에 대해 ±45°의

경사도로 편파된) 2개의 빔을 발생하도록 구성된 2개의 익사이터 소자(exciter element)를 갖는 단일 안테나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2개의 빔은 직교 편파되지 않았더라면 동일한 섹터를 커버하게 된다. 이러한 빔들은 직교성

이 있으며, 각각의 신호 경로를 통한 전송에서 일어나는 페이딩은 서로 상관성이 없다.

스케일링 제어 신호(SA1, SA2)는 별개의 스케일링 증폭기(102, 104)에 의해 각각 달성되는 증폭 또는 감쇠를 개별

적으로 제어한다. 스케일링 제어 신호(SA1, SA2)는 진폭을 스케일링하도록 실수값으로 되어 있거나, 위상을 천이시

키도록 허수값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진폭을 스케일링할 뿐만 아니라 위상도 천이시키도록 실수 성분 및 허수 성분 

모두를 갖는 복소값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상기 증폭은 부호화기(10)의 출력에서, 곱셈기(12, 14) 이전에서, 곱셈

기(12, 14) 이후에서, 또는 안테나(16, 18)에서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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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16, 18)는 중첩된 섹터를 커버하거나 또는 무지향성인 다이버시티 안테나이다. 이 제1 실시예는 각각의 빔으

로 전송되는 전력이 SA1 및 SA2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어된다는 점에서 공지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시스템과 다르다

.

도 5에서, 개량된 송신기(100)의 제2 실시예(각스펙트럼 전력 관리(angular spectral power management)라고 함)

는 공지의 공간 시간 전송 다이버시티 부호화기(10) 및 복소 곱셈기(12, 14)를 포함하고 있다. 개량된 송신기(100)는 

스케일링 증폭기(102, 104) 및 제어가능한 지향성 안테나(106, 108)를 더 포함하고 있다. 도 2의 안테나(16, 18)와는

달리, 지향성 안테나(106, 108)는 본 명세서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확산(AS) 또는 어떤 문턱값을 초과하는 각

전력 스펙트럼의 부분을 커버하도록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도 1 참조) 또는 어떤 다른 방향 쪽으로 지향되어 

있다. CDMA 시스템에서, 곱셈기(12, 14)는 상이한 빔들에 대해 각기 다른 확산 스펙트럼 부호를 부여하거나 다른 수

단을 사용함으로써,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사용하는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격국(2)에 있는 수신기가 그 

빔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스케일링 제어 신호(SA1, SA2)는 별개의 스케일링 증폭기(102, 104)에 의

해 각각 달성된 증폭 또는 감쇠를 개별적으로 제어한다. 스케일링 제어 신호(SA1, SA2)는 진폭을 스케일링하도록 실

수값으로 되어 있거나, 위상을 천이시키도록 허수값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진폭을 스케일링할 뿐만 아니라 위상도 

천이시키도록 실수 성분 및 허수 성분 모두를 갖는 복소값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상기 증폭은 부호화기(10)의 출

력에서, 곱셈기(12, 14) 이전에서, 곱셈기(12, 14) 이후에서, 또는 안테나(16, 18)에서 행해질 수도 있 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직교 빔을 생성하기 위해 본 명세서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CDMA 시스템에서는 각기 다른 확산 부호를

곱셈기(12, 14)에 제공하지만, 직교 빔을 생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제어가능한 지향성 안테나로부터의(즉

,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선택된 방향으로부터의) 전송의 개별적인 전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제3 실시예(방향 다이버시티라고 하며, 별도로 도시하지 않음)에서, 송신기(100)에서 도 5의 증폭기(102, 104)를 제

거함으로써 차동 증폭이 실현되지 않고, 양쪽 채널(CH  1 , CH  2 ) 모두가 평형을 이루어 동일하게 증폭되지만, 그 채

널의 신호들은 제어가능한 지향성 안테나(106, 108)를 통해 지향 전송된다.

제어가능한 지향성 안테나를 구현하는 몇가지 수단이 있다. 도 6에서, 공지의 제어가능한 지향성의 헥스 다이버시티 

안테나 시스템(6)은 코너 리플렉터 안테나(8)와 같은 동일 위치(co-sited) 코너 리플렉터 안테나를 6개 포함하며, 이

들 안테나는 원을 이루도록 배열되고, 그 모두가 평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코너 리플렉터 안테나(8)는 익사이

터 소자인 단일 반파장 다이폴(12) 및 코너 리플렉터(14)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코너 리플렉터 안테나(8)는 평면도

에서 60°빔 폭을 방사한다. 헥스 다이버시티 안테나 시스템(6)이 820 MHz에서의 수신 신호 강도에 기초하여 기지

국으로부터 원격국으로의 방위각을 알려주는 각위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IEEE Trans. Veh.

Technol. 1978년 11월호 VT-27권 244-258 페이지에 있는 Rhee, Sang-Bin의 'Vehicle Location In Angular Sec

tors Based On Signal Strength' 참조). 이러한 동일 위치 코너 리플렉터 안테 나일 경우, 360°커버리지를 3개의 섹

터(120°안테나), 4개의 섹터(90°안테나), 5개의 섹터(72°안테나), 8개의 섹터(45°안테나), 또는 구현할 수 있는 

임의의 편리한 개수의 섹터로 분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및 제3 실시예에서는, 제어가능한 지향성 안테나 시스템이 셀룰러 무선 송신기(1)(도 1)에 사용된다. 

제어가능한 지향성 안테나 시스템이란, 구별가능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제어가능한 빔을 2개 이상 제공할 수 있는 것

으로 정의된다. 2개 이상의 빔을 발생하도록 배열된(예를 들면, 수직에 대해 각각 ±45°경사져 편파된 2개의 식별 

가능한 빔을 발생하도록 배열된 것이지만, 편파되지 않았을 경우 그 2개의 빔은 동일 섹터를 커버하게 됨) 2개 이상의

익사이터 소자를 갖는 단일 안테나도 제어가능한 지향성 안테나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상이한 섹터를 커버하는 다수

의 빔들을 발생하는 다중 안테나 시스템도 제어가능한 지향성 안테나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가능한 방

향성 안테나 시스템을 도 6에 도시한 안테나 시스템과 같은 헥스 코너 리플렉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제어가능한 방향성 안테나 시스템은 수신 모드 시에 원격국(2)으로부터 전송된 신호에 기초하여 원격국(2)의 

각위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수신 신호 강도가 가장 센 2개의 섹터가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도 1 참조)의 

유망한 도달 방향으로서 식별된다. 이들 2개의 섹터로 방사하고 있는 안테나가 본 발명의 제2 및 제3 실시예의 지향

성 안테나(106, 108)(도 4 및 도 5)로서 선택된다. 다른 대안으로서, 각각의 도달 방향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

이 각전력 스펙트럼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도 7에서, 공지의 빔 조종가능한 위상 어레이 안테나(steerable beam phased array antenna)(20)는 접지면 또는 리

플렉터면(reflector plane)(24)으로부터 어떤 간격을 두고 배치된 익사이터 소자(22)(예를 들어, 반파장 다이폴)의 어

레이를 포함하고 있다. 도 7에는 8개의 방사 소자가 도시되어 있지만, 그 소자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사용할 수도 있

다. 각각의 익사이터 소자(22)에는 그에 대응하는 위상 천이기(26)로부터의 신호가 입력된다. 각각의 위상 천이기(26

)는 제어 신호(C)의 그에 대응하는 개개의 제어 부분에 따라 신호(S)의 위상을 변경하고 또한 그 신호(S)의 진폭도 감

쇠(또는 증폭)시킨다. 예를 들어, 제어 신호(C)는 8개의 위상 천이 파라미터 및 8개의 감쇠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위상 및 진폭 파라미터는 안테나(20)의 8개의 익사이터 소자 중 대응하는 소자로부터 방사된 위상 및 진폭을 

개별적으로 제어한다. 이러한 안테나의 빔 폭의 각도는 방사 중인 신호의 파장을 개구 크기(D)로 나눈 비에 의해 제한

된다. 그렇지만, 안테나 전면에 걸쳐 분포된 익사이터 소자(22)상에서의 신호 진폭을 소위 가중 함수를 사용해 제어함

으로써, 그 빔의 폭이 넓어지도록, 그 빔의 중심이 편평해지도록, 및/또는 사이드 로브(side lobe)를 억압하도록 그 빔

을 정형할 수 있다. 안테나 전면에 걸쳐 있는 익사이터 소자들에서의 위상의 구배를 제어함으로써, 그 빔이 제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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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향하도록 전자적으로 지향시킬 수 있다.

제2 및 제3 실시예의 한 변형례에서, 송신기(1)(도 1)용의 안테나 시스템은 다중 안테나 시스템으로 구성된 복수의 위

상 어레이 안테나(20)를 포함한다. 도 8에서, 전형적인 다중 안테나 시스템은 동일 간격의 각도 방향으로 외측을 향하

도록 배열된 3개의 안테나(위상 어레이 안테나(20)인 것으로 함)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 3개의 위상 어레이

안테나(20)가 기지국에 있는 안테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각각의 안테나(20)는 120°섹터를 커버하도록 설계된

다. 기지국은 안테나(20)를 전자적으로 스캔함으로써 원격국의 위치를 알아낸다. 각각의 방사 소자에 대한 진폭 가중

치는 양호하게는 최대값으로 설정되며, 또한 그 안테나가 가장 좁은 폭의 빔(지향성이 가장 큰 빔)을 제공하도록 모두

같게 되어 있다. 원하는 빔 포인트(beam point)를 달성하도록 안테나 전면에 걸친 위상 구배를 나타내는 제어 신호(C

)에 대한 위상 파라미터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방향 쪽으로 향하도록 안테나(20)를 제어함으로써 수신 

빔은 단계적으로 스캔된다. 둘째, 송신기(1)(도 1)에 있는 수신기는 어떤 수신 신호 강도라도 검출한다. 안테나(20)에 

의해 커버된 섹터 전체가 스캔 완료될 때까지, 수신 빔을 지향시켜 신호 강도를 검출하는 단계가 몇개의 빔 위치 각각

에서 반복된다. 이와 같이 하여, 원격국(2)의 각위치가 안테나(20)의 달성가능한 가장 좁은 빔 폭에 의해서만 제한되

는 정밀도로 결정된다.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의 위치가 각기 다른 섹터(예를 들면, 120°섹터)내에 있는 것으

로 판정되면, 안테나(106, 108)(도 5)는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에 가장 가까운 안테나 시스템의 복수의 안테나

(20) 중에서 선택되며, 각각의 선택된 안테나(20)에 의해 커버되는 섹터내에서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에 대한 

각위치로 향하고 있는 빔을 정의하는 위상 구배가 결정된다. 다른 대안으로서, 경로(3, 5)가 단일 섹터내에 있을 때는,

안테나 시스템이 그 단일 섹터내에 2개의 빔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 그 단일 섹터내에 경로(3, 5)를 따라 지 향되도록

2개의 전송 빔이 형성될 수 있다(이하의 도 10과 관련한 설명 참조).

도 9에서, 안테나 시스템(30)은 접지면 또는 리플렉터면(34)으로부터 어떤 간격을 두고 배치된 4개의 방사 소자(32)

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방사 소자 또는 익사이터 소자(32)에는 공지의 버틀러 매트릭스(36)으로부터의 신호가 입

력된다. 버틀러 매트릭스는 신호(S1, S2, S3, S4)에 대해 작용하는 위상 천이 및 합성 기능을 제공하며, 따라서 4개의

익사이터 소자(32)로부터의 방사가 합성되어 4개의 고정각으로 지향된 직교 빔(B1, B2, B3, B4)을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버틀러 매트릭스는 푸리에 처리 함수를 수행하여, M개의 고정된 직교 빔('각도 빈(angular bin)')을 형성

하도록 M개의 방사 소자에 급전한다. 예를 들면, 안테나 시스템(30)에서, 신호(S1)는 제1 빔(B1)으로만 전송되고, 신

호(S2)는 제2 빔(B2)으로만 전송되며, 신호(S3)는 제3 빔(B3)으로만 전송되고, 신호(S4)는 제4 빔(B4)으로만 전송된

다. 스위칭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원하는 신호(예를 들면, 도 5의 신호(CH  1 , CH  2 ))를 신호(S1, S2, S3, S4)용 회

선들 중 임의의 회선으로 향하게 하고 또한 그로부터 그 각각의 빔(B1, B2, B3, B4)쪽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

제2 및 제3 실시예의 한 변형례에서, 송신기(1)(도 1)용의 안테나 시스템은 다중 안테나 시스템으로 구성된 복수의 '

버틀러 매트릭스' 안테나(30)를 포함하고 있다. 도 8에서, 전형적인 다중 안테나 시스템은 동일 간격의 각도 방향으로

외측을 향하도록 배열된 3개의 안테나(여기서는 '버틀러 매트릭스' 안테나(30)로 함)를 포함하며, 따라서 이 3개의 '

버틀러 매트릭스' 안테나(30)가 기지국에 있는 안테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각각의 안테나(30)는 예를 들면 4개

의 빔을 갖는 120° 섹터를 커버하도록 설계된다. 기지국은 이 3개의 안테나(30) 각각의 4개의 빔들(각각 30°임)간

을 전자적으로 스위칭하여 그 수신 신호 강도를 검출함으로써 원격국의 위치를 알아낸다. 이와 같이 하여, 원격국(2)

의 각위치가 안테나(30)의 빔 폭 1개분의 정밀도로 결정된다.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의 위치가 일단 결정되고 

게다가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가 각기 다른 섹터내에 있는 경우, 안테나(106, 108)(도 5)는 송신기(1)(도 1)용

의 안테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2개의 '버틀러 매트릭스' 안테나(30) 중에서 선택된다. 이 2개의 특정의 '버틀

러 매트릭스' 안테나(30)는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에 가장 가까운 섹터들을 커버하도록 선택되며, 그로부터 각

각의 선택된 안테나(30)내에서 그 경로에 가장 가깝게 배열되어 있는 특정의 빔이 선택된다. 다른 대안으로서, 안테나

(106, 108)는 동일한 '버틀러 매트릭스' 안테나(30)의 각기 다른 빔으로 되게 선택될 수도 있다. 각각의 안테나(30)에

의해 커버되는 섹터 내에서,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 각각에 대한 각위치 쪽을 향하고 있는 빔이 스위치 매트릭

스(도시생략)에 의해 선택된다.

도 10에서, 안테나(40)는 위상 어레이 안테나(20)를 독립적으로 조종 및 정형이 가능한 2개의 빔을 제공하도록 변형

한 것이다. 안테나(40)는 접지면 또는 리플렉터면(44)으로부터 어떤 간격을 두고 배치된 익사이터 소자(42)(예를 들

면, 반파장 다이폴)의 어레이를 포함한다. 도 10에는 8개의 방사 소자가 도시되어 있지만, 그 소자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안테나(20)와는 달리, 안테나(40)내의 각각의 익사이터 소자에는 그에 대응하는 합

산기(48)로부 터의 신호가 입력된다. 각각의 합산기(48)는 그에 대응하는 2개의 위상 천이기(46-1, 46-2)로부터의 

신호를 중첩(예를 들면, 가산)시킨다. 위상 천이기들(46-1) 전부가 제1 위상 천이기 뱅크를 형성하고, 위상 천이기들(

46-2) 전부가 제2 위상 천이기 뱅크를 형성한다. 제1 뱅크내의 각각의 위상 천이기(46-1)는 제어 신호(C1)의 대응하

는 개개의 제어 부분에 따라 신호(S1)의 위상을 변경함과 동시에 그 신호(S1)의 진폭도 감쇠(또는 증폭)시킨다. 예를 

들면, 제어 신호(C1)는 그에 대응하는 위상 천이기(46-1)로부터 출력되는 위상 및 진폭을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8개의 위상 천이 파라미터 및 8개의 감쇠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제2 뱅크내의 각각의 위상 천이

기(46-2)는 제어 신호(C2)의 대응하는 개개의 제어 부분에 따라 신호(S2)의 위상을 변경함과 동시에 그 신호(S2)의 

진폭도 감쇠(또는 증폭)시킨다. 예를 들면, 제어 신호(C2)는 그에 대응하는 위상 천이기(46-2)로부터 출력되는 위상 

및 진폭을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8개의 위상 천이 파라미터 및 8개의 감쇠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다. 합산기(48

)는 각각의 위상 천이기(46-1, 46-2)의 출력을 합성하여 그 합성된 신호를 방사 소자(42)에 제공한다. 이와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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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어 신호(C1)는 신호(S1)를 방사하는 제1 빔을 제어하고, 그와 동시에 제어 신호(C2)도 신호(S2)를 방사하는 제

2 빔을 제어한다.

제2 및 제3 실시예의 한 변형례에서, 송신기(1)(도 1)용의 안테나 시스템은 다중 안테나 시스템으로 구성된 복수개의 

위상 어레이 안테나(40)를 포함한다. 도 8에서, 전형적인 다중 안테나 시스템은 동일 간격의 각도 방향으로 외측을 향

하도 록 배열된 3개의 안테나(여기서는, 위상 어레이 안테나(20)로 함)를 포함하며, 따라서 이 3개의 위상 어레이 안

테나(40)가 기지국에 있는 안테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각각의 안테나(40)는 독립적으로 정형 및 조종이 가능한 

2개의 빔을 갖는 120°섹터를 커버하도록 설계된다. 기지국은, 안테나(20)(도 7)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안테나(4

0)의 빔을 전자적으로 스캔함으로써 원격국의 위치를 알아낸다.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의 위치가 결정되면, 안

테나(106, 108)(도 5)는 안테나 시스템의 복수의 안테나(40) 중에서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에 가장 가까운 것

으로 선택되며, 선택된 안테나(40) 각각에 의해 커버되는 섹터내에서 직접 경로(3) 및 간접 경로(5)에 대한 각위치 쪽

으로 향하는 빔을 정의하는 위상 구배가 결정된다.

다른 대안으로서, 안테나(106, 108)는 동일한 듀얼 빔 안테나(40)의 각기 다른 빔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 도 11에서, 

안테나(106, 108)(도 5)는 듀얼 빔 안테나(40)의 각기 다른 빔(즉, 빔 1 및 빔 2)으로 구현되며, 제어 신호(C1, C2)(도

10)의 진폭 계수를 스케일링함으로써 스케일링 기능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증폭기(102, 104)(도 5)가 

필요없다.

제4 실시예에서, 기지국은 확산 스펙트럼 CDMA 송신기 대신에 시분할 다중 접속(TDMA) 송신기를 사용한다. 도 12

에서, 트레이닝 시퀀스(TS1)는 QPSK 변조기(101)에서 변조되고, 그 변조기(101)로부터 멀티플렉서(105)의 제1 입

력에 입력되고, 트레이닝 시퀀스(TS2)는 QPSK 변조기(103)에서 변조되고, 그 변조기(103)로부터 멀티플렉서(107)

의 제1 입력에 입력된다. 트레이닝 시퀀스(TS1, TS2)는 서로 직교성이 있으며, CDMA 시스템에서 파일롯 부호가 빔

들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닝 시퀀스(TS1, TS2)도 원격국(2)이 빔들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을 제공한다. TDMA 시스템에서는, 곱셈기(12, 14)(도 4, 도 5 및 도 11)가 빠져 있

으며 채널 신호(CH  1 , CH  2 )는 각각 멀티플렉서(105, 107)의 제2 입력에 입력된다. 이러한 제4 실시예에서, 증폭

기(102, 104)는 각각의 멀티플렉서(105, 107)의 출력을 독립적으로 증폭 또는 감쇠시킨다. 증폭기(102, 104)의 출력

은 (도시하지 않은 업컨버터 등을 거쳐) 안테나 시스템에 입력된다. 안테나 시스템은 제1 실시예에서와 같이 다이버

시티 안테나(16, 18)(도 4)의 중첩된 커버리지를 제공하거나, 제2 및 제3 실시예에서와 같이 지향성 안테나(106, 108

)(도 5 및 도 11)의 제어가능한 지향성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게다가, 제어가능한 지향성 커버리지의 경우, 한

변형례는 전력 관리를 하지 않고 증폭기(102, 104)를 생략하고 있으며 지향성 안테나(106, 108)로부터의 빔을 조종

함으로써 각 (빔) 다이버시티(angle diversity)에 의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시분할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슬롯은, GS

M 시스템에서와 같이, 예를 들면 58 비트의 데이터, 26 비트의 트레이닝 시퀀스 및 58 비트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트레이닝 시퀀스에 의해 신호(S  IN )의 소스 및 원격국(2)으로의 개개의 빔을 식별할 수 있으며, 따

라서 원격국은 그 빔들을 개별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원격국(2)은, CDMA 시스템에서와 같이 

직교 확산 부호(OC)를 사용하지 않고도, 트레이닝 시퀀스를 사용하여 2개의 빔을 개별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2개의 빔에 대해 기술하였지만, 더 많은 빔을 갖는 고차 부호화 기술로도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래의

심볼들이 그 부호화된 채널 신호들로부터 복원가능하도록 4개의 심볼(S  1 , S  2 , S  3 , S  4 )이 4개의 심볼 시간 슬

롯에서 4개의 채널 신호(CH1, CH2, CH3, CH4)로 부호화된다. 그 다음에, 이 4개의 채널 신호는 기지국으로부터 4

개의 빔으로 전송되는 데, 이 때 각각의 빔은 채널 신호(CH1, CH2, CH3, CH4) 중 어느 한 채널 신호에 대응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QPSK 변조 기술에 대해서 기술하였지만, 다른 PSK 변조 기술로도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변조 기술(예를 들면, QAM)로 확장한 것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

도 13에서, 송신 전력을 관리하는 폐루프 제어 시스템은 프로세스(S10)로서 도시되어 있다. 단계(S102)에서, 기지국

은 각각의 안테나로부터 전송될 전력 레벨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2 안테나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종래의 전력 제어 

루프(예를 들면, CDMA 시스템에 전형적인 제어 루프)에 의해 정의된 총전력(즉, P1 + P2) 및 원격국(2)에서 측정된 

전력 제어 계수에 의해 정의된 상대 전력(즉, P1/P2)에 기초하여 전력(P1, P2)을 선택한다. 단계(S104)에서, 선택된 

송신 전력 레벨을 나타내는 값이 시그널링 채널을 통해 원격국으로 보내진다. 단계(S106)에서, 각각의 안테나 방사 

패턴으로부터 원격국에 수신되는 전력 레벨을 측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력 제어 계수를 결정한다. 각각의 안테나 

방사 패턴에 대한 전력 제어 계수는 원격국(2)에서의 수신 전력을, 시그널링 채널을 통해 원격국으로 보내진 전력 레

벨값으로 표시된 송신 전력으로 나눈 것에 비례하도록 원격국(2)에서 결정된다. 단계(S106)에서, 전력 제어 계수는 

시그널링 채널을 통해 원격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 보내진다. 단계(S108)에서, 각각의 안테나마다 단계(S106)로부터

의 전력 제어 계수들을 비교한다. 단계(S110)에서, 단계(S108)의 비교에 따라 전송 신호 전력의 조정이 결정된다. 우

수한 전송 품질을 갖는 채널로 보내지는 송신 전력은 증가시키고 열화된 전송 품질을 갖는 채널을 통한 송신 전력은 

감소시키도록 조정을 행한다. 그 다음에, 사이클의 시작점인 단계(S102)에서, 기지국은 조정된 송신 전력을 선택하여

폐루프 빔 전력 관리의 그 다음 사이클 동안에 안테나로부터 전송될 전력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루프 사이클 

지연은 3 세대 TDMA 시스템에서와 같이 1 시간 슬롯으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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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안으로서, 원격국은 단계(S106)로부터의 각각의 안테나에 대한 전력 제어 계수를 비교한[단계(S108)] 다음

에,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을 통해 원격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 보내질 전력 계수 지시자 정보를 계산한다. 예를 들면, 

전력 제어 계수의 비(예를 들면, 2 안테나의 경우 P1/P2)를 전력 제어 지시자 정보로서 계산하여 업링크 방향으로 전

송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는, 전력 계수 지시자 정보를 그 비의 양자화된 값(예를 들면, P1>P2 인지 여부를 나

타내는 1 비트)으로 할 수도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단계(S104)에서, 선택된 송신 전력이 폐루프 제어 시스템의 사이클 시간 동안 저장된다. 예를 들면,

2 안테나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종래의 전력 제어 루프(예를 들면, CDMA 시스템에 전형적인 제어 루프)에 의해 정의

된 총전력(즉, P1 + P2) 및 원격국(2)에서 측정된 전력 제어 계수에 의해 정의된 상대 전력(즉, P1/P2)에 기초하여 

전력(P1, P2)을 선택한다. 단계(S106)에서, 각각의 안테나 방사 패턴으로부터 원격국에 수신되는 전력 레벨을 원격

국(2)에서 측정하여, 이를 전력 제어 계수로서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을 통해 원격국(2)으로부터 기지국(1)으로 보낸

다. 전력 제어 계수들은 단계(S104)에서 저장한 그들의 각각의 송신 전력에 대해 정규화된다. 단계(S108)에서는, 단

계(S106)로부터의 정규화된 전력 제어 계수를 기지국에서 각각의 안테나마다 비교한다. 단계(S110)에서, 단계(S108

)의 비교에 따라 송신 신호 전력의 조정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사이클의 시작점인 단계(S102)에서, 기지국은 조정된

송신 전력을 선택하여 폐루프 빔 전력 관리의 그 다음 사이클 동안에 안테나로부터 전송될 전력에 대한 기초를 형성

하게 된다.

도 14에서, 폐루프 빔 전력을 관리 제어하는 셀룰러 무선 시스템은 기지국(210) 및 원격국(230)을 포함하고 있다. 기

지국(210)은 심볼 스트림을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로 부호화하기 위한 공간-시간 부호화기(212), 안테

나 시스템(216),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안테나 시스템으로부터 각각의 제1 및 제2 초기 송신 전력으

로 전송하여 각각의 제1 및 제2 방사 패턴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송신기(214), 전력 계수 지시자 정보를 원격국으

로부터 수신하기 위한 기지국 수신기(220), 및 각각의 제1 및 제2 초기 송신 전력 및 전력 계수 지시자 정보에 기초하

여 제1 및 제2 조정된 송신 전력을 결정하기 위한 전력 관리 제어기(222)를 포함하고 있다.

안테나 시스템(216)은 복수개의 안테나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각각의 안테나는 거의 무지향성인 방사 패턴과 

어떤 섹터로 지향된 방사 패턴 중 어느 하나를 발생하는 안테나이다. 무지향성 안테나들은 서로 어떤 간격을 두고 있

는 것이 유리하다. 안테나 시스템(216)은 제1 및 제2 방사 패턴을 원격국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될 수 있는 직교 방사 

패턴으로서 형성할 수도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송신기(214)는 안테나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가 서로 직교성

이 있어 원격국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될 수 있도록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

하고 있다.

안테나 시스템(216)은 복수개의 빔을 발생할 수 있으며(즉, 다중 빔 안테나), 기지국은 복수개의 빔을 형성하도록 다

중 빔 안테나를 제어하기 위한 안테나 제어기(218)를 포함하고 있다. 한 실시예에서, 다중 빔 안테나는 다중 포트 버

틀러 매트릭스 안테나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송신기(214)는 각각의 제1 및 제2의 조정된 송신 전력에 기초하여

각각의 제1 및 제2의 스케일링 및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형성하도록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스

케일링하기 위한 증폭기를 포함하게 되며, 안테나 제어기(218)는 각각의 제1 및 제2 빔을 형성하기 위해 제1 및 제2

의 스케일링 및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버틀러 매트릭스 안테나의 각각의 제1 및 제2 입력 포트에 연결시키기 위

한 스위치를 포함하게 된다.

다른 대안으로서, 다중 빔 안테나는 위상 어레이 안테나 시스템을 포함하며, 안테나 제어기(218)는 제1 및 제2 가중 

함수를 형성하기 위한 빔 조종 제어기를 포함한다. 빔 조종 제어기는, 송신기(214)에 스케일링 증폭기가 없는 경우, 

각각의 제1 및 제2의 조정된 송신 전력에 기초하여 각각의 제1 및 제2 빔의 안테나 이득을 스케일링하도록 제1 및 제

2 가중 함수를 위상 어레이 안테나에 입력시키기 위한 논리부를 포함하고 있다. 위상 어레이 안테나 시스템은 1개의 

복수 빔 위상 어레이 안테나(예를 들면, 도 10의 참조 번호 40) 또는 복수개의 위상 어레이 안테나(예를 들면, 도 7의 

참조 번호 20)를 포함할 수도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전력 계수 지시자 정보는 제1 및 제2 전력 제어 계수를 포함하며, 기지국 수신기(220)는 업링크 시

그널링 정보를 수신하여 이 업링크 시그널링 정보에서 제1 및 제2 전력 제어 계수의 값들을 검출한다.

전력 관리 제어기(222)는 지시된 제1 경로 감쇠 특성(즉, 제1 전력 제어 계수)이 지시된 제2 경로 감쇠 특성(즉, 제2 

전력 제어 계수)보다 작을 때에 제1의 조정된 송신 전력이 제2의 조정된 송신 전력보다 크게 되도록 결정하기 위한 회

로(예를 들면, 논리부 또는 처리기)를 포함하고 있다.

원격국(230)은 원격국 수신기(234), 검출기(236), 전력 측정 회로(238) 및 처리기(240)를 포함하고 있다. 수신기(23

4), 검출기(236), 전력 측정 회로(238) 및 처리기(240)로 구성된 회로를 사용하여, 원격국(230)은 제1 방사 패턴으로

부터 수신되어 전력 측정 회로(238)에서 측정된 전력 및 검출기(236)에서 결정된 초기 송신 전력에 기초하여 지시된 

경로 감쇠 특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회로를 사용하여, 원격국(230)은 안테나 시스템(216)의 제1 방사 패턴에 대한 

지시된 제1 경로 감쇠 특성 및 안테나 시스템(216)의 제2 방사 패턴에 대한 지시된 제2 경로 감쇠 특성을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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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이유는 이 2개의 방사 패턴이 개별적으로 수신가능하 기 때문이다. 검출기(236)는 초기 송신 전력을 결정

하며, 전력 측정 회로(238)는 수신기(234)에 의해 수신된 방사 패턴으로부터 수신되는 전력을 측정하고, 처리기(240)

는 수신된 전력을 초기 송신 전력의 값으로 나눈 것에 비례하도록 전력 제어 계수를 결정한다. 전력 측정 회로(238)는

순간 수신 전력을 측정하지만, 다른 대체 실시예에서는 평균 수신 전력을 측정하며, 또 다른 대체 실시예에서는 양쪽 

모두를 측정하여 순간 수신 전력과 평균 수신 전력의 조합을 형성한다. 원격국(230)은 전력 계수 지시자 정보 또는 지

시된 제1 및 제2 경로 감쇠 특성의 값들을 기지국으로 보내기 위한 송신기(242)를 더 포함하고 있다.

한 변형례에서, 처리기(240)는 지시된 제1 경로 감쇠 특성을 지시된 제2 경로 감쇠 특성으로 나눈 비로서 전력 계수 

지시자 정보를 형성한다. 다른 대체 변형례에서, 처리기(240)는 지시된 제1 경로 감쇠 특성이 지시된 제2 경로 감쇠 

특성보다 작을 때에 제1 값을 갖는 전력 계수 지시자 정보를 형성하고, 지시된 제1 경로 감쇠 특성이 지시된 제2 경로

감쇠 특성보다 클 때에 제2 값을 갖는 전력 계수 지시자 정보를 형성한다.

한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기지국은 제1 신호를 제1 안테나로부터 제1 소정의 신호 전력(P1)으로 전송하며, 원격국(2)

의 수신기는 제1 전력 제어 계수(PCC1)를 원격국에 있는 제1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전력이 되도록 결정한다. 기지국

은 또한 제2 신호를 제2 안테나로부터 제2 소정의 신호 전력(P2)으로 전송하며, 원격국(2)의 수신기는 제2 전력 제어

계수(PCC2)를 원격국에 있는 제2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전력이 되도록 결정한다.

제1 및 제2 신호 모두는 통상 동작시 각각의 제1 및 제2 안테나로부터 그들의 각각의 소정의 전력 레벨로 동시에 전

송된다. 곱셈기(12, 14)(도 4, 도 5 및 도 11)에서 각기 다른 직교 부호(OC)를 사용하거나 TDMA 기지국(도 12)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직교 트레이닝 시퀀스를 사용함으로써, 송신 전력이 원격국(2)에서 구별가능하게 된다. 원격국(2)의

수신기는 각각의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신호 전력을 결정하고, 이들 수신 신호 전력을 나타내는 값을 별개의 전력 제

어 계수(PCC1, PCC2)로서 또는 상대 전력 제어 계수(PCC1/PCC2)로서 업링크 시그널링 데이터의 일부분을 통해 기

지국으로 전송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기지국은 먼저 통상 동작시 복수개의 안테나로부터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된 전력으로 신

호를 전송한다(S102). 한 변형례에서, 기지국은 복수개의 안테나 각각으로부터 전송되도록 선택된 전력 레벨을 다운

링크 시그널링 채널을 통해 보낸다. 원격국은, (1) 기지국의 선택된 전력 레벨을 수신하고(S104), (2)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신호 전력을 결정하며(S106), (3) 다운링크 경로들에서의 상대 감쇠를 송신 전력에 대한 그에 대응하는 수신 

전력의 비로서 결정하기 위해, 기지국으로부터 각각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 전력과 원격국에서 수신된 전력과의 비

교를 행한다(S108). 원격국은 각각의 안테나에 대해 결정된 이 비를 전력 제어 계수로서 업링크 시그널링 데이터를 

통해 다시 기지국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기지국은 모든 추가의 다운링크 전송들에 대해 결정된 상대 감쇠에 따라 기

지국으로부터 각각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되도록 허용되는 전력을 조정한다(S110).

또 다른 변형례에서, (1) 원격국은 전력 제어 계수를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신호 전력이 되도록 결정하고(S106), (2) 

원격국은 그 전력 제어 계수를 업링크 시그널링 데이터를 통해 다시 기지국으로 보낸다. 그러면, 기지국은, (1) 원격국

(2)으로부터 전력 제어 계수의 수신시에 폐루프 시간 지연에 대한 조정을 행하고(S104), (2) 다운링크 경로들에서의 

상대 감쇠를 결정하기 위해, 기지국으로부터 각각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 전력을 원격국에서 수신된 전력 제어 계수

와 비교하며(S108), (3) 모든 추가의 다운링크 전송들에 대해 결정된 상대 감쇠에 따라, 기지국으로부터 각각의 안테

나를 통해 전송될 수 있는 전력을 조정한다(S110).

이 두 변형례에서, 더 적은 경로 감쇠를 갖도록 결정된 경로와 관련된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로부터 전송될 수 있는 

전력이 더 커지게 된다. 예를 들면, 지시된 경로 감쇠 특성을 원격국(2)에서 수신된 전력과 기지국(1)으로부터 전송된

전력과의 비가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이 하여, 원격국(2)에 의해 양호하게 수신되지 않는 경로로는 

전력이 거의 전송되지 않거나 전혀 전송되지 않는 반면, 원격국(2)에 의해 양호하게 수신되는 경로로는 더 많은 전력

이 전송된다. 많은 다중 경로 환경에서, 감쇠가 너무 많은 경로로 전송되는 전력을 증가시켜도 원격국(2)에서의 수신

을 거의 개선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이러한 전력의 증가는 나머지 원격국들이 겪게 되는 동일 채널 간섭의 원인이 된

다. 셀룰러 무선 시스템 전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감소가 최소인 경로에 대해 전송 빔 전력을 최대로 허용해야 한

다. 기지국은 스케일링 신호(SA1, SA2)(도 4 및 도 5)를 제어하거나 또는 제어 신호(C)(도 6) 또는 신호(C1, C2)(도 

9)의 진폭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각 각의 빔에 대한 전체 안테나 이득을 제어함으로써, 각각의 안테나로부터 전송되는

전력을 조정한다.

이러한 폐루프 전력 제어 방법의 일 실시예에서, 원격국은 감쇠가 최소인 경로와 관련있는 안테나(또는 빔)가 어느 것

인지를 결정한다. 원격국은 적합한(즉, 감쇠가 최소인) 안테나(또는 빔)가 어느 것인지를 가리키는 값을 업링크 시그

널링 경로를 통해 다시 기지국에 보낸다. 이 업링크 시그널링 경로를 통해 보내지는 비트 수를 유지하기 위해, 원격국

은 양호하게는 적합한 안테나를 결정하고 이것을 1 비트로 나타낸다(즉, '0'은 안테나(16)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

고, '1'은 안테나(18)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4 참조). 기지국은 이러한 1 비트 지시자를 수신하고, 이를 적용

하여 소정의 상대 전력 균형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총 전력의 80%를 안테나(16)에 인가하고(예를 들어, 안테나(16)

가 적합한 안테나인 경우) 총 전력의 20%를 안테나(18)에 인가하는 것이 총 전력의 100%를 안테나(16)에 인가하고 

안테나(18)에는 전력을 전혀 인가하지 않는 것보다 항상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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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은 1 비트의 상대 전력 지시자를 수신하여 안테나(16, 18)에 대한 상대 전력(P1/P2)을 선택하되, 지시자 비트가 '

1'인 경우는 80%/20%로 선택하고 지시자 비트가 '0'인 경우는 20%/80%로 선택한다.

변화가 느린 무선 환경에서는, 이 계수(또는 임의의 관련 채널 정보)를 세그먼트로 파싱할 수 있으며, 이 세그먼트(전

체 계수보다 더 적은 수의 비트를 포함함)는 더 많은 업링크 시간 슬롯을 사용하여 업링크 시그널링 데이터를 통해 기

지 국으로 보낼 수 있다. 세그먼트(복수개의 TDMA 시간 슬롯일 수도 있음)내에서, 양호하게는 최상위 비트들이 먼저

전송되고, 후속하는 비트들을 사용하여 이 대략적인 값이 더욱 정밀한 값으로 점차적으로 갱신된다. 이와는 반대로, 

변화가 빠른 무선 환경에서는, 모든 계수들의 평균 지수(average exponent)가 업링크를 통해 전송되는(또는 시그널

링 심볼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 특별히 예비된 시그널링 심볼이 그 계수들의 업링크 전송을 위한 하나 이상의 다른 

압축된 포맷의 사용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 계수들의 최상위 비트들만이 전송된다(즉, 하위 비트들은 

버려진다). 극단적으로는, 업링크 방향으로 1 비트만 전송하며, 이 때 그 1 비트에 의해 다운링크 채널이 양호할 때는 

전력 제어 계수가 1(예를 들어, 총 전력 전송의 80%)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관련 채널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전력 제

어 계수가 0(예를 들어, 총 전력 전송의 20%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폐루프 빔 전력 관리 제어는 자기 적응적이다. 전력 제어 계수들이 기지국으로 업링크되어 빔 전력을 과도하

게 보상한 경우, 이러한 폐루프 제어 시스템은 그 다음 폐루프 제어 사이클 동안에 이러한 과보상에 대한 보정을 행한

다. 당업자라면, 빠르게 변화하는 무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업링크 시그널링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 압축 기

술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당업자라면, 기지국이 아니라 원격국이 특정 빔의 전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기지국에 보낼 명령들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느리게 변화하는 무선 환경에 적합한 다른 대체 변형례에서, 제1 및 제2 빔은 교정 모드(calibration mode)에서 그들

의 각각의 소정의 전력 레벨로 순차적으 로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형례에서는, 한번에 한개의 빔만이 전송되며, 따

라서 원격국은 수신 신호 강도(예를 들면, 전력 제어 계수)가 어느 빔으로부터 수신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직교 

부호(OC) 또는 직교 파일롯 신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채널 감쇠가 일단 결정되면, 신호(S  IN )는 빔공간 시간 부호

화 기술을 사용하여 보내진다.

증폭기(102, 104) 또는 위상 어레이 안테나에서의 빔 이득에 의존하여 폐루프 전력 관리를 제어하는 실시예들 이외

에, 다른 실시예에서는 전력 관리를 생략하고 각다이버시티(angular diversity) 관리 및/또는 빔 폭 관리에 의존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전력 관리 뿐만 아니라, 각다이버시티 관리 및 빔 폭 관리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모두에 의존한

다.

빔공간 시간 부호화 기술의 성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선 환경을 특징지우는 각확산(AS) 및 이 각확산에 매칭시

키기 위해 기지국이 빔들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달려 있다. 다운링크 성능은 일반적으로 다운링크 빔이 어떤 도달각

으로 지향되어 있을 때 향상되며, 이 때 그 도달각에서 예리한 피크가 원격국으로부터의 신호의 각전력 스펙트럼 중에

나타난다. 이 예리한 피크는 지시된 경로(예를 들면, 경로(3, 5) 중 가능성있는 방향)를 따라 양호한 전송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예리한 피크가 항상 발견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각전력 스펙트럼이 확산되어 있고 예

리한 피크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각확산(AS)을 예측하고 다운링크 전송에 사용되는 복수개의 빔이 그 각확산을 대

략 커버하도록 할당된다. 이와 같이 하여, 다운링크 전송이 각확산에 의해 결정된 전체 채널과 공간적 으로 매칭된다.

각전력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한 회로는 수신기(220)(도 14), 및 이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각전력 스펙트럼 및 그 

스펙트럼에서의 피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신호 및 데이터의 처리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각전력 스펙트럼에서 피크

가 검출되면, 그 피크에 의해 각위치가 정의된다. 그 다음에, 빔 방향을 검출된 각위치쪽으로 지향시키기 위해, 안테나

제어기(218)는 안테나 시스템(216)(도 14)으로 입력할 어레이 조종 벡터를 계산한다. 각전력 스펙트럼에서 피크가 

너무 많이 검출되면, 전력 관리 제어기(222)(도 14)는 빔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각방향을 선택한다. 전력 관리 제어기

(222)는 빔 방향을 특정 도달각의 경로(즉, 피크)쪽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검출된 각확산을 커버하도록 빔 방향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경우라면 빔 폭도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방향은 안테나 시스템에 대한 빔 명령을 형성하기 위해 안테

나 제어기(218)에 제공된다.

주파수 분할 듀플렉싱(frequency division duplexing)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업링크 및 다운링크 전송은 각기 다

른 주파수로 행해진다. 업링크 전력 스펙트럼에서 측정된 피크가 다운링크 방향에서 양호한 전송 성능을 갖는 각도에

대응하는 각도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전혀 보장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각다이버시티 관리 및 빔 폭 관리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모두를 사용함으로써, 양호한 다운링크 전송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각다이버시티 및 빔 폭 관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각전력 스펙트럼의 측정을 필요로 한다. 원격국은 정상 동작(예를 

들면, 시그널링 동작)시에 업링크 신호 를 브로드캐스트하고, 기지국의 안테나 시스템은 그 신호를 수신하며, 기지국

은 각전력 스펙트럼(즉, 평면도에서의 방위각의 함수로서의 수신 전력)을 결정한다. 도 18은 원격국(2)으로부터 수신

된 신호 전력의 각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8에서, 12개의 각위치 각각에서의 이산 전력 측정값은 예를 들면 

기지국(1)용 안테나 시스템에 있는 30°간격으로 지향되어 있는 12개의 고정 위치 안테나 빔에 기초하여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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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형적인 12 빔 안테나 시스템은, 삼각형으로 배열되어 12 빔 안테나 시스템을 형성하는 3개의 버틀러 매트릭

스 안테나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각각의 버틀러 매트릭스 안테나가 4개의 빔을 형성한다. 이 예에서는 12 빔 

안테나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임의의 개수의 빔(예를 들면, 24개의 빔 등)을 갖는 안테나 시스템도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서, 안테나 시스템은, 삼각형으로 배열되어 12개의 빔을 형성할 수 있는 안테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3개

의 위상 어레이 안테나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각각의 위상 어레이 안테나는 4개의 빔 위치에 걸쳐 스캐닝이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해 30°의 빔 폭을 갖는 조종가능한 빔을 형성한다. 12 빔 안테나 시스템은 또한 임의의 형태의 안

테나를 12개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그 각각의 안테나는 30°의 빔 폭을 가지며, 각도상으로 볼 때 360°섹터 전

체를 30°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예에서는, 12 빔 안테나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임의의 개수의 빔(예를 

들면, 24개의 빔 등)을 갖는 안테나 시스템도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위상 어레이 안테나에 기초한 안테나 시스템은 각전력 스펙트럼을 발생하는 데 요망되는 수만큼의 각위치로 지향하

도록 안테나 빔을 조종함으로써, 더 많이 보간된 각전력 스펙트럼(예를 들면, 도 18의 G1)을 발생시킬 기회를 제공한

다. 전력 관리 제어기(222)(도 14)는 프로세스(S20) 중의 단계(S20A, S20B)에서 θ에 대해 루프를 돌려 단계(S21)

에서 각전력을 결정함으로써 각전력 스펙트럼을 발생한다. 각도 θ가 주어지면, 전력 관리 제어기는 안테나 제어기(2

18)(도 14)로 하여금 어레이 조종 벡터(array steering vector)를 계산하여 안테나를 지향시키도록 한다(도 16의 단

계(S211)). 그 다음에, 위상 어레이 안테나는 원격국(2)으로부터 수신기(220)(도 14)에 수신된 신호를 위상 어레이 

안테나의 각각의 방사 소자에서 수신하여 신호 벡터를 형성한다(도 16의 단계(S212)). 각각의 방사 소자는 양호하게

는 인접 소자로부터 파장의 1/2 만큼 서로 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위상 어레이 안테나가 12개의 방사 소자를 포함하

고 있는 경우(도 7의 안테나(20)에는 8개의 방사 소자만이 도시되어 있음), 12개의 방사 소자 각각에 수신되는 신호

는 샘플링되어 측정된 신호 벡터를 형성한다. 이 샘플링된 신호는 양호하게는 진폭 및 위상 정보를 갖는 복소값이다. 

12개의 방사 소자 각각으로부터의 신호는 열벡터  인 12 소자 수신 신호 벡터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수신 신호 벡

터  의 복소 공액 전치 행렬이 행백터  로서 형성되고, 수신 신호의 공간 공분산 행렬  이 단계(S213)(도

16)에서 계산된다. 수신 신호 벡터  의 길이가 12 소자인 경우, 수신 신호의 공간 공분산 행렬  은 12 X 12 

행렬이 된다.

어레이 조종 벡터  는 위상 어레이 안테나의 각각의 방사 소자에 대해 한개의 벡터 요소를 갖는 열벡터이다. 예를

들면, 위상 어레이 안테나가 12개의 방사 소자(예를 들면, 반파장 다이폴)를 포함하는 경우, 어레이 조종 벡터 

는 12개의 벡터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어레이 조종 벡터  는 도 7에 상수 C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사용하여 위

상 어레이 안테나의 빔을 방위각 θ쪽으로 향하게 한다. 각각의 벡터 요소는 이하의 수학식 1로 주어지며,

수학식 1

여기서 k는 2π/파장이고, m은 위상 어레이 안테나의 방사 소자와 관련된 번호를 정의하는 0에서 M까지(예를 들어, 

12 소자 안테나의 경우 0에서 11까지)의 지수이며, d는 위상 어레이 안테나의 방사 소자들간의 간격(양호하게는, 파

장의 1/2)이고, θ는 형성된 안테나 빔의 방위각이다.

어레이 조종 벡터  의 각각의 벡터 요소는 도 7에 나타낸 상수 C에 대응하는 벡터 요소이고, 따라서 전체 벡터

가 합성되어 수신 빔에서의 수신 신호의 도달각 θ을 정의하며, 이 때 θ는 위상 어레이 안테나의 어떤 편리한 기준 

방향에 대한 각도이다. 어레이 조종 벡터  의 복소 공액 전치 행렬이 행벡터  가 된다.

곱  은 여전히 열벡터로서, 위상 어레이 안테나의 각각의 방사 소자 에 대해 한개의 벡터 요소를 갖는다. 곱 

 은 단계(S214)(도 16)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도달각 θ에서의 각전력 스펙트럼  의 값을 

나타내는 한 점, 즉 스칼라값이다. 이와 같이, 각전력 스펙트럼  은 도 18에서 G1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하의 

수학식 2에 의해 계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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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여기서,  는 어레이 조종 벡터이고,  는 수신 신호 벡터이며,  는 수신 신호의 공간 공분산 행렬이고, H

는 복소 공액 전치행렬을 나타낸다.

어레이 조종 벡터를 계산하기 위한 전술한 식에서는, 1/2 파장만큼 서로 떨어져 있는 방사 소자들이 직선상으로 배열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렇지만, 당업자라면 곡선 경로를 따라 배열된 방사 소자들에 대한 어레이 조종 벡터

를 계산하는 방법도 잘 알 것이다. 3개의 약간 '불룩한'(bowed out) 안테나 어레이를 도 8에 도시한 안테나 시스템에 

사용하면 유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안테나 어레이가 원을 형성하도록 아주 '불룩하게' 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 도 6)

. 당업자라면, 이와 같이 방사 소자의 심하게 굽은 배열에 대한 어레이 조종 벡터의 계산에서 어레이 조종 벡터의 진폭

제어는 물론 위상 제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복 측정한 값들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각전력 스 펙트럼을 결정한다. 도 17에서, 어레이 조

종 벡터를 구하고 안테나 빔을 지향시킨다[단계(S211)]. 단계(S215A)와 단계(S215B) 사이의 루프를 돌림으로써 여

러번 측정을 행한다. 이 루프 내에서, 수신 신호 벡터  를 반복하여 측정하고[단계(S216)], 공분산 행렬(R)을 반복

하여 결정 및 저장한다[단계(S217)]. 그 다음에, 평균 공분산 행렬을 결정하고[단계(S218)], 각전력 스펙트럼 P(θ)

를 결정한다[단계(S214)]. 이러한 평균값 결정은 각각의 소정의 방향(θ)에 대해 어떤 시간에 걸쳐 수회 반복된다. 이

와 같이 하여, 빠른 페이딩 현상이 평균을 구함으로써 제거된다. 이동 원격국(2)이 평균을 구하는 기간 동안에 그가 

위치하고 있던 빔을 충분히 바꿀 정도로 위치 이동을 하지 않도록, 상기 어떤 시간은 충분히 짧아야 한다. 상기 어떤 

시간은 평균에 의해 빠른 페이딩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채널 코히런스 시간보다 더 긴 것이 양호하다. 채널 코히런스 

시간이 엄격하게 또한 보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플러 확산의 역수와 거의 같거나 그에 비례하도록

하면 된다.

도플러 확산은 보다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다. 기지국과 이동 원격국간의 상대 속도로 인해, 수신 주파수는 전송 주파

수에 대해 물리적인 천이가 있게 된다. 도플러 확산은 이 주파수 천이의 2배이다. 예를 들면, 도플러 주파수 천이는 '

상대 속도/파장'의 비이다(동일 단위임, 예를 들면 미터/초/미터(m/sec/m) 또는 피트/초/피트(ft/sec/ft) 등). 이동 원

격국이 13.9 m/sec(약 50 km/h)의 속도로 이동 중이고 파장이 약 0.15 m인 경우(예를 들면, 광속을 300,000,000 m

/sec라고 할 때 2,000 MHz의 신호), 도플러 주파수 천이는 92.7 Hz이고, 도플러 확산은 185 Hz이며, 채널 코히런스 

시간은 약 5.4 밀리초이다. 40 m/sec(약 144 km/h)의 상대 속도에서는, 채널 코히런스 시간이 약 1.9 밀리초이고, 1 

m/sec(약 3.6 km/h)의 상대 속도에서는, 채널 코히런스 시간이 약 75 밀리초이라는 것은 용이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평균 계산의 시간 구간을, 도플러 확산의 역수보다는 크게 설정하고 예상 각속도로 이동 중인 이동국이 기지국 안테

나 시스템의 빔 폭의 1/2만큼 이동하는 시간보다는 작게 설정하는 것이 양호하다. 기지국은 원격국의 도달 거리(rang

e)를 알고 있거나 신호 강도로부터 그 도달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 기지국은 소정의 속도까지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

는 이동국과 통신하도록 설계된다. 이동국이 기지국 주위를 반경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경우, 이 속도를 도달 거리

로 나눈 것을 각속도로 할 수도 있다. 평균 계산의 구간을, 빔폭의 1/2을 각속도로 나눈 것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동 

원격국(2)이 평균 계산의 기간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 빔을 변경할 정도까지 위치 변화를 하지 않을 시간의 추정값이 

얻어진다.

전력  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채널 코히런스 시간보다는 훨씬 더 긴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다

중 경로 반사의 발생 빈도가 높은 환경(예를 들어 도심 환경)에서 운영되는 광대역 CDMA 시스템에서, 이 평균 계산 

기간은 수십 시간 슬롯이 될 수 있다. 다중 경로 반사의 발생 빈도가 높은 옥내 환경의 경우, 이동국은 훨씬 더 저속이

고, 평균 계산의 기간은 한층 더 길어질 수 있다.

기지국은 각전력 스펙트럼을 계산하고 예리한 피크가 전력 스펙트럼 중에 나타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리한 피크

가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피크의 각위치 를 결정한다. 전력 스펙트럼이 확산되어 있어 예리한 피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지국은 수신된 각전력 스펙트럼이 소정의 문턱값(도 18의 G2)을 초과하는 각들을 먼저 결정함으로

써 각확산(AS)을 결정한다. 이 문턱값은 또한 기지국(1)에 의해 검출된 무선 환경(예를 들면, 신호 밀도)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도 있다.

각전력 스펙트럼 내의 예리한 피크들은 예를 들면 2 문턱값 테스트(two threshold test)를 사용하여 검출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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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전력 스펙트럼이 제1 문턱값(G3)을 초과하는 제1 연속적인 각도 범위(단위는 도 또는 라디안)를 결정

하고, 그 다음에 전력 스펙트럼이 (제1 문턱값(G3) 보다 낮은) 제2 문턱값(G2)을 초과하는 제2 연속적인 각도 범위를

결정한다. 제1 각도 범위를 제2 각도 범위로 나눈 비가 소정의 값보다 작을 때는, 피크가 표시된다.

피크가 표시된 경우, 각다이버시티 관리(즉, 빔의 도달 방향의 관리)가 기동되고, 빔 폭 관리도 기동될 것이다. 스펙트

럼 피크의 예리한 정도(sharpness)는 각전력 스펙트럼을 2개의 문턱값과 비교해봄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8에서, 3개의 피크가 문턱값(G2)을 초과하지만, 2개의 피크만이 문턱값(G3)을 초과한다. 문턱값(G2)에 따라 결

정된 단일 피크의 각확산은 문턱값(G3)에 따라 결정된 각확산보다 폭이 더 넓다. G3에 의해 결정된 단일 피크의 각확

산을 G2에 의해 결정된 각확산에 비교한 비가 그 피크의 예리함의 척도이다. 다른 대안에서는, 각전력 스펙트럼에서 

그 문턱값을 넘는 피크가 최대 2개 있게 되어 경로(3, 5)의 방향을 알려줄 때까지, 각전력 스펙트럼의 측정 기준이 된 

문턱값을 적응적으로 이 동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각전력 스펙트럼에 2개의 예리한 피크가 있고 기지국이 2개의 

빔을 전송하는 경우, 기지국은 이들 피크의 방향(즉, 전력 스펙트럼이 문턱값(G3)을 초과하는 경우의 2개의 다른 각

방향)을 경로(3, 5)(도 1)에 대한 각방향인 것으로 정의한다. 이것을 도달각 다이버시티라고 한다. 기지국은 조종가능

한 빔을 각각의 경로(3, 5)를 따라 지향시키거나 각각의 경로(3, 5)를 따라 지향하고 있는 고정된 빔을 선택한다. 당업

자라면, 각다이버시티 관리를 2개 이상의 빔에까지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다.

어떤 경우에, 각전력 스펙트럼은 그 각전력 스펙트럼내의 각각의 피크에 대응하는 각위치를 3개 이상 포함하고 있다. 

기지국이 2개의 빔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동일 채널 사용자가 위치하는 각도의 회피에 기초하여 시스템 전반에 걸

쳐 동일 채널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2) 송신국의 증폭기들에서의 전력 분포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기지

국은 상기 3개 이상의 각위치 중에서 제1 및 제2 각위치를 선택한다.

위상 어레이 안테나에서의 빔 폭은 일반적으로 빔 조종 벡터(예를 들어, 도 7의 벡터(C)) 내의 요소들의 진폭을 제어

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다. 안테나 시스템이 제어가능한 빔 폭을 갖는 위상 어레이 안테나를 포함하고 스펙트럼 피크가

예리할 때, 기지국은 송신 전력을 각각의 경로(3, 5)를 따르는 방향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안테나 시스템이 주어지면 

빔의 폭을 실용적일 정도로 좁게 되도록 설정 또는 선택한다. 경로(3, 5)는 스펙트럼 전력 피크가 예리하기 때문에 양

호한 전송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각전력 스펙트럼이 너무 확산되어 피크들이 약하거나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전력 스펙트럼이 그 문턱값을

초과하는 경우 전력 스펙트럼이 문턱값(예를 들면, 도 18의 G2)을 초과하는 각도 범위나, 아니면 적어도 그 피크들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연속적인 각도 범위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각 윈도우(general angular window)가 결정된다. 이

러한 경우,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들은 다운링크 전송에 사용되는 모든 빔들에 대한 빔 폭의 합이 각확산(AS)과 거

의 같도록 빔들을 선택한다.

안테나 시스템이 제어가능한 빔 폭을 갖는 위상 어레이 안테나를 포함하지만 스펙트럼 피크가 그다지 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지국은 먼저 각전력 스펙트럼이 그 문턱값을 초과하는 경우 각확산을 문턱값보다 큰 전력 스펙트럼의 각

도 범위나, 아니면 적어도 그 피크들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연속적인 각도 범위가 되도록 결정한다. 그 다음에, 기지국

은 빔들이 각확산을 거의 커버하도록 그 빔 폭을 설정 또는 선택한다. 이것을 각전력 다이버시티 또는 빔 폭 관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각확산을 커버하려고 하는 2빔 기지국은 이 2개의 빔이 각도 범위의 약 1/2이 되도록 빔 폭을 선택

할 것이고, 기지국은 각확산을 거의 커버하도록 그 2개의 빔을 지향시킨다.

당업자라면, 2개 이상의 빔으로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예를 들면, 기지국이 4 빔 기지국에서

의 빔공간 시간 부호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빔에 대한 빔 폭은 각확산의 대략 1/4이 되게 선택된다. 이와 같

이 하여, 다운링크 전송은 공간적으로 그 채널과 매칭된다. 최대 각다이버시티 이득 을 얻기 위해서는, 직교 빔의 커버

리지를 그 채널의 각확산에 매칭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통상은 2개 내지 4개의 빔이 적당하다.

기지국이 (헥스 코너 리플렉터 안테나에서와 같이) 복수의 고정 빔을 갖는 안테나 시스템을 가지고 또한 각전력 스펙

트럼이 확산되어 각확산(AS)이 단일 빔의 빔 폭을 초과하는 경우, 본 발명의 바람직한 변형례에서는 무선 채널에 보

다 양호하게 매칭시키기 위해 2개의 인접 빔을 폭이 더 넓은 단일 빔으로 합성한다(예를 들어, 2개의 60°빔을 하나

의 120°빔으로 합성한다). 이러한 경우에, 2개의 인접 빔이 동일한 파일롯 부호 또는 직교화 부호를 사용하는 폭이 

더 넓은 단일 빔으로서 사용된다. 고정 빔 기지국에서는, 발생될 수 있는 빔의 수(M)를 많게 하여(예를 들면, M > 4 

양호하게는 적어도 8) 높은 빔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다 우수하게 채널에 매칭시키기 위

해 폭이 더 넓은 빔이 필요한 경우, 2개의 인접 빔이 합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안테나 시스템이 위상 어레이 안테나[예를 들어, 도 7의 안테나(20) 및 도 10의 안테나(40)]에서 디지털 

빔 형성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기지국에 아주 적합하다. 디지털 빔 형성 기술에서는, 안테나 어레이에서의 겉보기 소

자 수 (apparent number elements)(즉, 겉보기 개구 크기)는 이용가능한 각확산에 따라 몇몇 소자에서 제로 가중(ze

ro weighting)을 사용함으로써 전자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각확산에 매칭시키기 위해 빔 폭이 

기지국에 의해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빔 폭 제어는 개루프 제어 시스템으로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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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체 실시예에서는, 각전력 스펙트럼이 어떤 큰 각도 범위에서 문턱값을 초과하는 경우 빔 호핑 기술이 사용된

다. 빔 호핑 기술은 각확산을 순차적으로 커버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임의의 한 시간 슬롯에서의 전송 빔이 각확산

을 커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각확산은 후속하는 시간 슬롯 동안에 커버될 수 있다. 각확산이 120°(즉, 4개의 빔의

폭)를 커버하고 있는 경우에, 30°빔을 형성할 수 있는 2빔 기지국을 갖는 전형적인 시스템을 생각해보자. 빔 호핑 시

스템에서는, 기지국은 120°각확산 중 첫번째 60°섹터를 커버하기 위해 첫번째 시간 슬롯 동안 전송하기 위한 2개

의 30°빔을 형성하고, 120°각확산 중 나머지 60°섹터를 커버하기 위해 두번째 시간 슬롯 동안 전송하기 위한 2개

의 다른 30°빔을 형성한다.

빔 호핑은 큰 각확산을 갖는 무선 환경에서의 성능을 개선시킨다. 주파수 분할 듀플렉스 셀룰러 무선 시스템에서 각

확산이 크게 되는 경우, 전송을 위한 방향의 최적의 선택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각도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다운링크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파수 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 업링크 방향이 양호한

전력 전송 능력(낮은 감쇠)을 갖도록 결정된 경우라도 다운링크 전송에서는 반송파 주파수가 각기 다름으로 인해 페

이딩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무선 환경에서 각확산이 큰 경우, 다운링크 전송에 사용가능한 방향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 최상인 2개의 방향을 선택

하는 것 대신에, 각전력 스펙트럼이 어떤 문턱값을 초과하는 잠재적으로 양호한 방향 모두를 커버하도록 다운링크 빔

을 순차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공간 다이버시티가 달성된다. 이것은 각확산이 전체 섹터 또는 전체 셀을 커버할 수 있는

마이크로 셀 또는 피코 셀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원격국(2)이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이 적은 시나리오에서는, 빔 호핑이 가장 세기가 강한 2개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보

다 추가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최상인 2개의 방향이 다수의 연속적인 버스트에 대한 빔 전송 방향으로 선택될 때, 그 

선택된 방향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예를 들어, 업링크가 양호하였음에도 다운링크의 페이딩이 심각한 경우), (데이

터 손실의 관점에서) 상당한 폐해가 있게 된다. 그렇지만, 가능한 방향들의 그룹에 걸쳐 빔들을 호핑함으로써, 페이딩

이 심각한 것으로 판명된 임의의 한 방향으로부터의 데이터 손실이 단지 제한된 기간(예를 들면, 단지 하나의 시간 슬

롯) 동안에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각다이버시티는 나쁜 전송 방향의 선택에 의해 발생된 에러를 '백색화하는(white

n)' 경향이 있다.

게다가, 빔 호핑 전송 동안에 발생된 다른 원격국들에 대한 동일 채널 간섭이 전송 신호의 공간 확산에 의해 백색화되

는 경향을 보인다. 고속 데이터 비트 레이트 접속이 필요한 경우는 고속 데이터 비트 레이트 접속이 높은 빔 전력에 

의해 달성되기 때문에, 동일 채널 간섭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지국에서 빔 선택을 위해 비호핑 방식(non-hoppi

ng scheme)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고속 데이터 비트 레이트 접속에 따른 대량의 빔 전력은 높은 색 간섭(colored in

terference)(분포가 균일하지 않음)을 발생한다.

도 19에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도 14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기 지국(210) 및 원격국(230)을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기지국(210)은 각각의 입력 신호(CH  1 , CH  2 )에 각각의 가중치(W1, W2)를 부여하기 위한 가중 증

폭기(weighting amplifier)(102, 104)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가중치(W1, W2)는 안테나(16, 18)로부터 전송된 

신호의 진폭 및 위상 모두를 제어하도록 복소수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상과 진폭 쌍이다. 가중된 신호는 다른 대안

에서는 지향성 안테나(106, 108)로부터 전송된 것일 수도 있다. 도 19에서, 가중 증폭기와 그 각각의 안테나 사이에

는 안테나들이 다운링크 전송 모드에서 뿐만 아니라 업링크 전송 모드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안테나들을 듀플렉

스(duplex)하기 위한 다이플렉서(16D, 18D)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별도의 기지국 안테

나를 사용하여 업링크 신호를 수신할 수도 있다.

양호한 변형례에서, 어느 한쪽 안테나가 기준 안테나로 사용되며, 그 안테나의 대응하는 가중치는 1 + j0(즉, 진폭 = 

1, 위상 = 0°)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른쪽 가중치는 기준 가중치와 관련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기지국(210)은 2

개 이상의 채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채널마다 안테나, 다이플렉서, 가중 증폭기 및 모든 관련 부호화기가 있다

. M을 전송 안테나의 개수라고 할 때, 결정해야할 가중치의 개수는 M-1이 되는 데, 그 이유는 단지 차분 정보(즉, 가

중치)만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하의 기술에서는 2개의 전송 안테나(M = 2)에 관해 

집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단지 하나의 복소수 가중치만 결정하면 된다.

도 19에서, 원격국(230)은 원격국 안테나(232), 다이플렉서(233)를 거쳐 원 격국 안테나(232)에 연결되어 있는 원격

국 수신기(234), 신호 측정 회로(238) 및 처리기(240)를 포함하고 있다. 수신기(234)는 원격국(230)이 각각의 제1 및

제2 송신 안테나로부터의 제1 및 제2 신호를 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회로를 구성한다. 신호 측정 회로(238) 및 처리기

(240) 및 본 명세서에 기술된 제어 모듈들은 원격국(230)이 수신된 제1 및 제2 신호에 기초하여 채널 상태 정보를 결

정하고 이 채널 상태 정보를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데 사용되는 회로를 구성한다. 신호 측정 회

로(238)는 복수의 직교 안테나 각각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 (및 위상)를 측정하고, 처리기(240)는 채널 상태 정보

를 결정한다. 신호 측정 회로(238)는 수신된 신호 세기 (및 위상)의 순간값을 측정하며, 다른 대안 변형례에서는 수신

된 신호 세기의 평균값 및 기준 시점에서의 위상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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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는 신호 측정 회로(238)가 제공하는 정보로부터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한다. 처리기는 각기 다른 안테나들로부

터 수신된 신호들 중에서 기준 신호를 선택한다. 복수의 안테나들 각각에 대해, 처리기는 신호 측정 회로(238)에 의해

결정된 수신 신호 세기 (및 위상)를 선택된 기준 신호 세기 (및 위상)로 나눈다. 이 비는 복소수(즉, 위상/진폭 쌍)의 

비로서 결정된다. 기준 안테나에 대한 비는 정의에 의해 1 + j0이다. 안테나가 2개인 경우, 단지 하나의 비가 전송될 

뿐이며, 기준 안테나의 비는 상수 기준값이 된다.

처리기(240)는 정규화된 비 또는 비들로부터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한다. 각각의 비는 진폭 정보 및 각도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 이 처리의 목적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안테나로부터 전송된 신호의 위상이 원격국(230)에서 보강적으로 

강 화되도록 그 위상을 조정하는 것이다. 보강적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안테나로부터 전송된 신호의

위상을 기준 안테나에 대해 뒤지게(delay) 하거나 앞서게(advance) 하는 것이 요망된다. 예를 들어, 제1 안테나(16)

가 기준 안테나인 경우, 제2 안테나(18)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대한 비의 각도 부분을 더 조사한다. 이 각도가 기준 안

테나에 비해 45도 앞서 있는 경우, 원격국(230)에서 보강적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2 안테나(18)에 대한 송신

기에 45도 지연을 삽입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처리기(240)는 초기 전송 신호의 위상에 원하는 부가 지연을 

가산함으로써 원격국(230)에서 보강적 강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위상의 지상량 또는 진상량을 결정하고, 그 가산 

결과가 360보다 클 경우에는 360을 뺀다. 이 위상각이 채널 상태 정보의 일부로서 전송되는 위상각이 된다.

처리기(240)는 또한 채널 상태 정보의 진폭 부분도 결정한다. 여기에서 그 목적은 안테나로부터 원격국(230)으로의 

최상의 경로(즉, 최저 감쇠 경로)를 갖는 안테나를 엠퍼시스(emphasis)하는 데 있다. 모든 안테나들로부터 전송되는 

총 전력은 여기서는 일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채널 상태 정보의 진폭 부분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총 송신 

전력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처리기(240)는 각각의 안테나마다 수신 전력을 기준 신호에서의 수신 전력으로 나눈 비를 계산함으로써 

채널 이득(감쇠의 역수)을 측정한다. 수신 전력은 신호 측정 회로(238)에 의해 측정된 신호 세기의 제곱이다. 즉, 

 이며, 여기서 a  i 는 안테나 i로부터의 신호 세기이다. 서로 다른 각각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 신호, 즉 안

테나 빔은 신호 전력 P  TX 로 전송되는 신호상에 변조된 그 고유의 상호 직교성이 있는 파일롯 부호를 포함한다. 원

격국은 수신 신호를 수신 기준 신호로 나눈 비인 복소 채널 임펄스 응답  을 측정하며, 여기서 Φ  i 는 

측정되고 있는 신호의 상대 위상이고, a  i 는 상대 신호 세기이다. 그 다음에 P  i 는 a  i 의 제곱으로서 결정된다. 각각

의 안테나에 대한 상대 채널 응답은 수신 전력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진폭 피드백 정보를 위해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

에 단지 1 비트만이 예비되어 있는 경우, 그 비트는 양호하게는 원격국(230)으로의 최저 감쇠 경로를 갖는 안테나에 

의해 총 전력의 80%가 전송되도록 지시하고 최고 감쇠 경로를 갖는 안테나에 의해 총 전력의 20%가 전송되도록 지

시한다.

진폭 피드백 정보를 위해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에 2 비트가 예비되어 있는 경우, 그 비트들은 4가지 진폭 상태를 정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리기(240)는 안테나(16)로부터의 경로 감쇠와 안테나(18)로부터의 경로 감쇠 사이의 비를 

계산한 다음에, 이 비가 취할 수 있는 소정의 값 범위에 따라 그 비를 슬라이스(slice)한다. 이 슬라이스 과정에 의해 4

개의 하위 범위가 정의되며, 계산된 비가 이 4개의 범위 중 어느 것에 적합한지도 식별된다. 각각의 하위 범위는 2개

의 안테나(16, 18)에 의해 전송되는 총 전력의 원하는 분담율이 각각 예를 들면 85%/15%, 60%/40%, 40%/60% 및 

15%/85%이 되도록 정의된다. 2 비트는 따라서 이들 분담율 중 하나를 2개의 안테나에 의해 전송되는 총 전력의 원

하는 분담율로서 정의하게 된다.

당업자라면, 여기의 개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채널 상태 정보의 진폭 부분이 여러가지 수단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여기에 테이블 룩업 수단에 대해 기술하였지만, 전송될 총 전력의 분담율을 계산하는 다른 수단

들도 그와 동등한 것이다. 당업자라면, 전력 분담율을 정의하는 데 3 비트 이상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

다.

처리기(240)는 또한 설계에 따라 채널 상태 정보(전술한 진폭 부분 및 위상각 부분을 포함)를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로 분할한다. 원격국(230)은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를 기지국(210)으로 전송하는 송신기(242)를 

더 포함한다.

전송될 채널 상태 정보는 위상 및 진폭 정보 형태의 복소 계수로서, 원격국(230)으로부터 기지국(210)으로 전송되는 

것으로, 다수의 세그먼트(N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의 대응하는 슬롯으로 전달된다. N개의 

슬롯을 N1개의 슬롯과 N2개의 슬롯(여기서 N = N1 + N2임)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처음 N1개의 슬롯은 위상 정보

를 전달하고 나머지 N2개의 슬롯은 진폭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N1과 N2는 임의로 선택될 수 있지만, 

이들 파라미터에 대한 통상의 값은 N1 = N2 = N/2일 수 있다. 각각의 슬롯이 대응하는 정보 세그먼트를 전달하기 위

해 K 비트를 예비해 두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위상은  의 정밀도로 분해될 수 있으며, 진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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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x 는 최대 진폭임)의 정밀도로 분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슬롯의 개수 N이 6 이고 N1과 N2 각각에 대해 3개의 슬롯이 예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또 슬롯당 비트

수 K가 1 이고 최대 진폭 A  max 가 3 V(볼트) 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위상 및 진폭의 정밀도는 Φ  min = 45°이고, 

진폭 A  min 은 0.375 V가 된다. 그렇지만, 슬롯당 비트수 K가 2로 증가되었다면, 전송될 수 있는 위상 및 진폭의 정밀

도는 Φ  min = 5.6°일 것이고, 진폭 A  min 은 0.05 V가 된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채널 상태 정보에 대해 양자화나 버림(truncate)을 행한 정보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버림을 행한 

정보에 있는 비트들이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에서 이용가능한 비트 수와 정확히 일치되도록 한다. 버림을 행한 정보는

위상 세그먼트 Φ  i (i = 1 내지 N1)로 분할되고, 그 세그먼트들은 계층적 순서로 전송되어 최상위 비트(MSB)가 첫번

째 세그먼트로 전송되고 최하위 비트(LSB)가 마지막 세그먼트로 전송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진폭 세그먼트

A  i (i=1 내지 N2)도 정확한 채널 상태 정보(그 비)를 양자화하거나 버림을 행한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층적 순서

로 전송된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는 다운링크 빔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위상각 및 진폭 정밀도가 향상됨으로 인해 이동 통신의 

다운링크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 실시예는 이동이 적은 환경에 특히 적합하며, 실내 환경 및 보행자 환경에서의 고속 

데이터 레이트 응용 분야에 적합하다. 이 실시예는 랩톱 컴퓨터의 고속 비트 레이트 무선 데이터 응용 분야에 특히 적

합하다.

예를 들어, 원격국이 v = 1 m/s(3.6 km/h)의 속도로 이동 중에 있고 반송파 주파수가 2 GHz(λ= 0.15 m)이라고 가

정하자. 최대 도플러 주파수 f  D 는 v/λ이고, 채널 코히런스 시간 T  C 를 계산하면, T  C = 1/(2fD) = λ/(2v) = 75 

밀리초(ms)가 된다. 채널 상태 정보가 T  C /10의 기간에 걸쳐 안정되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 거라고 가정할 수 있

으며, 따라서 채널 상태 정보는 이 안정된 기간인 7.5 ms 동안 원격국(230)으로부터 기지국(210)으로 전송될 수 있다

. 광대역 CDMA(WCDMA) 표준에서는 슬롯 기간을 0.625 ms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 상태 정보를 기지국으로

다시 전송하는 데 12개의 슬롯을 사용할 수 있다.

채널 상태 정보를 업링크 슬롯에 패킹하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다. 표 1은 슬롯당 단지 1 비트인 것(K = 1)에 기초한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 위상각 및 진폭 정보 모두에 대해 3 비트 정밀도가 사용되고 있다. 위상각은 처음 6

개 슬롯으로 전송되고, 진폭 정보는 마지막 6 슬롯으로 전송된다. 어느 경우든, 최상위 비트가 먼저 전송된다. 슬롯 1

에서는, 3 비트 위상각의 최상위 비트가 전송된다. 슬롯 2에서는,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일 비트가 반복된다. 

그 후에,나머지 위상각 비트들이 전송되고, 진폭 정보 비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된다. 첫번째 비트는 1 비트에서

와 같이 180°의 정밀도로 위상각을 제공한다. 슬롯 3 이후에, 위상각은 2 비트에서와 같이 90°의 정밀도로 전송되

며, 슬롯 5 이후에, 위상각은 3 비트에서와 같이 45°의 정밀도로 전송된다. 위상각이 채널의 코히런스 시간 동안 약 

360°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상기 예에서는 위상각이 12개의 슬롯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7.5 ms 기간에 약 3

6°변화할 것이다. 이것은 3 비 트 데이터(45°)로 달성될 수 있는 위상 정밀도에 잘 대응하는 것이다.

슬롯 7 이후에, 진폭 정보는 1 비트에서와 같이 최대 진폭의 0.5의 정밀도로 전송된다. 슬롯 9 이후에, 진폭 정보는 2 

비트에서와 같이 최대 진폭의 0.25의 정밀도로 전송되고, 슬롯 11 이후에, 진폭 정보는 3 비트에서와 같이 최대 진폭

의 0.125의 정밀도로 전송된다.

[표 1]

채널 상태 정보를 기지국으로 보내기 위한 포맷

슬롯 번호 피드백 비트 슬롯 번호 피드백 비트

1 위상 MSB 7 진폭 MSB

2 위상 MSB 8 진폭 MSB

3 위상 비트 2 9 진폭 비트 2

4 위상 비트 2 10 진폭 비트 2

5 위상 LSB 11 진폭 LSB

6 위상 LSB 12 진폭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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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상 정보가 진폭 정보보다 더 중요하다. 최적의 최대 비 합성(optimum maximal ratio combining)은 진

폭 정보 피드백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동일 이득 합성보다 겨우 약 1 dB 정도 나은 성능을 나타내며, 따라서 위상 

비트(N1)에 더 많이 할당하고 진폭 비트(N2)에 더 적게 할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위상에 3 비트를 할당하

고 진폭에 2 비트를 할당함으로써 피드백 채널 상태 정보가 WCDMA 포맷으로 용장성(redundancy)이 없는 경우는 3

.125 ms만에 전송될 수 있다.

허용된 피드백 용량(예를 들어, 1 비트 이상/슬롯), 피드백 신뢰성(예를 들어, 반복 또는 용장 비트의 수)과 피드백 정

밀도(예를 들어, 위상각 비트 및 진폭 비트의 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는 응용 분야 및 환경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공

지의 SECDED(single error correct, double error detect) 포맷의 3 비트 검사 부호가 용장성 에러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8 비트의 정보에 첨부될 수 있다. 당업자라면, 여기의 개시 내용을 바탕으로 피드백 용량, 피드백 신뢰성 및 피드

백 정밀도를 그 응용 분야 및 환경에 어떻게 매칭시켜야 하는지를 잘 알 것이다.

처리기(240)(도 19)는 시스템 모드에 의해 정의되는 포맷에 따라 채널 상태 정보를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

로 분할한다. 사실, 시스템은 다중 모드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이때 각각의 모드는 각기 다른 포맷을 정의한다. 예를 들

어, 어느 한 모드에서는 단지 위상각 보정 정보만을 전송하여 각각의 안테나에 대한 진폭은 같게 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고, 다른 모드에서는 3 비트의 위상각 정보와 1 비트의 진폭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그러면, 송신기(242)는 업링

크 시그널링 채널의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를 부호화하고 부호화된 정보를 다이플렉서(233) 및 안테나(232

)를 거쳐 기지국(210)으로 전송한다.

이 실시예의 한 변형례에서는,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의 채널 상태 정보를 표현하는 데 1 비트부터 예를 들면 20 비트

까지 필요로 하는 몇가지 모드가 있다. 이 변형례에서, 처리기(240)는 갱신시 마다의 변화에 기초하여 채널 상태 정보

가 변하는 변화율을 결정한다. 변화율이 느려서 이동국이 느리게 이동하거나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 피드백

모드는 더 많은 데이터 비트의 채널 상태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 모드로 적응적으로 변한다. 그렇

지만, 채널 상태 정보가 빠르게 변하여 원격국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피드백 모드는 각각의 채널 

상태 정보 갱신을 위해 더 적은 비트를 전송하는 모드로 적응 적으로 변한다.

기지국은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의 부호화된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기/검출기(220)에서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

먼트들을 복호화한다. 그 다음에, 처리기(220P)는 수신된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로부터 채널 상태 정보를 

재구성하여 가중치(W1, W2)를 산출한다. 가중치(W1, W2)는 각각의 증폭기(102, 104)에 제공되어 제1 및 제2 입력 

신호(CH1, CH2)를 가중하고, 이 가중된 신호는 재구성된 채널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그 각각의 제1 및 제2 안테나(1

6, 18)에 입력된다.

처리기(220P)에서는, 이 실시예의 2가지 변형례가 구현될 수 있다. 첫번째로, 처리기는 모든 세그먼트를 다 수집하여

전체 채널 상태 정보를 재구성한 다음에, 증폭기(102, 104)에 부여될 가중치(W1, W2)를 형성한다. 그 대안으로서, 

채널 상태 정보를 기지국에 전송할 때 위상각을 먼저 전송하되 위상각 세그먼트 중에서도 최상위 비트를 먼저 전송한

다. W1, W2의 값은 보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증폭기(102, 104)에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비트가 수신될 때 처리기 내

에서 갱신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피드백 대역폭이 더 넓어지게 된다.

도 20에서, 처리기(240) 상에서의 방법 실행은 몇가지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단계는 처리기에서 소프트웨

어 모듈 및/또는 논리부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지만, 당업자라면 이들 단계가 처리기에서 ASIC나 다

른 주문형 회로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단계(S2)에서, 복수의 안테나 각각에 대해, 처리기는 신호 측정 회로(238)에 의해 결정된, 수신된 신호의 세기 및 위

상(복소수)을 수신한다. 단계(S4)에서, 처리기는 수신된 신호들 중 하나를 기준 신호로 선택한다. 이 선택은 임의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위상 지연이 가장 큰(속도가 더 느려지게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신호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단계(S6)에서, 처리기는 신호 측정 회로(238)에 의해 결정된, 수신된 

신호의 세기 및 위상(복소수)을 수신된 기준 신호의 세기 및 위상(복소수)으로 나눈다. 기준 안테나에 대한 그 비는 정

의에 의해 1 + 0j이다. 안테나가 2개인 경우, 단지 하나의 비만을 결정하여 전송하면 되며, 기준 안테나의 비는 상수 

기준값이 된다.

단계(S8)(도 20)에서, 처리기(240)는 원격국(230)에서 보강적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송신 안테나에서 필요하

게 되는, 뒤지게 할 위상량 또는 앞서게 할 위상량을 결정한다. 기준 신호를 위상 지연이 가장 큰 신호로 선택한 경우, 

나머지 신호들은 안테나에 지연 회로를 부가함으로써 기준 신호와의 위상 정렬을 달성할 수 있다. 단계(S8)는 필요한

부가의 지연을 결정하지만, 부가의 위상 지연이 비기준 신호의 위상에 부가된 결과 위상이 360도보다 더 커지게 되면

360을 뺀다. 그러면 이 위상각이 채널 상태 정보의 일부로서 전송되는 위상각이 된다. 당업자라면 여기에 개시된 내

용을 바탕으로 볼 때 단계(S8)가 기지국에서 수행될 수 있고, 따라서 단지 채널 임펄스 응답의 위상각만을 업링크 시

그널링 채널로 전송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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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S10)에서, 전송 분포(송신 안테나들 사이에 총 전력의 배분)를 정의하기 위한 전력 관리 정보가 결정된다. 당업

자라면, 여기 개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채널 상태 정보의 진폭 부분은 여러가지 수단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여기에는 테이블 룩업 수단이 개시되어 있지만, 전송될 총 전력의 분담율을 계산하는 다른 수단도 그와

동등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각각의 안테나로부터의 신호의 상대 진폭 및 상대 위상이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로 전송되어 기지국이 추

가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서, 원격국은 단계(S10)에서 원하는 전력 분포의 표시(indicia)를 결정할 수 있다. 

진폭 피드백 정보용으로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에 단지 1 비트만이 예비되어 있는 경우, 그 비트는 양호하게는 원격국

(230)으로의 최저 감쇠 경로를 갖는 안테나에 의해 총 전력의 80%가 전송되도록 지시하고 최고 감쇠 경로를 갖는 안

테나에 의해 총 전력의 20%가 전송되도록 지시한다. 진폭 피드백 정보를 위해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에 2 비트가 예

비되어 있는 경우, 그 비트들은 4가지 진폭 하위 범위, 예를 들면 85%/15%, 60%/40%, 40%/60% 및 15%/85%를 각

각 정의할 수 있다. 2 비트는 따라서 이들 하위 범위 중 하나를 2개의 안테나에 의해 전송되는 총 전력의 원하는 분담

율로서 정의하게 된다. 더 많은 안테나로의 확장이나 채널 상태 정보의 진폭 부분을 나타내는 데 더 많은 비트를 사용

하는 것으로의 확장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테이블 룩업 또는 다른 수단의 정확한 특성은 채널 상태 정보의 

진폭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 업링크 포맷에 예비되어 있는 비트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단계(S12)에서, 채널 상태 정보는 분할되어 본 명세서에 기술한 포맷(예를 들면, 표 1)으로 패킹된다. 단계(S14)에서,

세그먼트들은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로 기지국에 순차적으로 전송된다. 그로부터, 안테나들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가 

복원 되어 증폭기(102, 104)(도 19)에 부여된다.

업링크 통신 및 다운링크 통신이 각기 다른 주파수 상에서 행해지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스 시스템에서는, 업링크 정

보로부터 다운링크 채널 상태를 정확히 결정할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이 2개의 방향이 서로 다른 주파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다운링크 데이터로부터 다운링크 채널 상태를 측정한 다음에, 전송된 다운링크 

신호의 진폭 및 위상을 조정하도록 하는 명령들을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로 전송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도 21에서, 기지국의 안테나(1)는 섹터 커버리지 유형의 안테나이다. 안테나(1)는 직접 경로(3)를 거쳐 원격국(2)에 

신호를 전송한다. 그렇지만, 또하나의 다중 경로 신호가 무선파 산란체(radio wave scatter)(4)에서 반사되어 다중 

경로(5)를 따라 진행한다. 그 결과, 원격국(2)은 그 신호의 2개의 복제물을 서로 약간 다른 시각에 수신한다. 도 22에,

이 2개의 복제물을 시각 nT에 수신된 신호와 시각 nT+τ에 수신된 신호로서 도시하였으며, 여기서 τ는 직접 경로(

3)와 비교할 때 다중 경로(5)의 부가 길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의 시간 지연이다. 다중 경로 지연은 이 2가지 경로를 

거쳐 수신되는 2개의 신호간에 상쇄적 간섭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다. 부가의 무선파 산란체가 훨씬 더 많은 다중 경

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종래의 레이크 수신기는 로컬 신호(예를 들면, CDMA 신호의 확산 부호)와 지연이 서로 다른 수신된 신호 복제물들을

포함하는 수신된 신호를 상관시킨다. 지연이 정확하면, 신호들은 코히런트 합성되어 에너지가 강화된다. 로컬 신호(

예를 들어, 원하는 확산 부호)가 원하는 신호 경로로부터의 신호와 상관될 때, 그 로컬 신호는 또한 다른 신호 복제물

들(예를 들어, 지연이 서로 다른 신호 경로들로부터의 신호 복제물들) 모두와도 상관된다. 다른 신호 복제물들과의 상

관에 대응하는 항들은 불필요한 항들로서, 이 항들은 시스템의 성능을 열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불필요한 상관 항들은

또한 각기 다른 부호를 갖는 상이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직교성의 상실을 야기하기도 하며, 그 결과 동일 채널 사용자

들은 서로 간섭하기 시작한다. 이 열화의 영향은 고속 비트 레이트 링크에서 보통 사용되는 짧은 확산 부호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본 발명에서는 레이크 수신기가 종래와 다른 방식으로 동작한다. 본 발명에서는, 빔 형성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신호 

경로들을 분리하고 각각의 신호 복제물(예를 들어, 각각의 빔)에 송신전 시간 천이 보상(pre-transmission time shift

compensation)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신호 복제물들이 수신기에 동시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수신기는 

실제로 다중 경로[예를 들어, 도 1의 경로(3, 5)]를 거쳐 다중 신호를 수신하여 코히런트 합성하고 있을지라도 1-탭 

채널을 통해서만 처리된 신호를 수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교성이 상실되지 않으며 시스템 성능을

열화시킬 수 있는 상호 상관 항들이 최소화 또는 제거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원하는 데이터는 2개 이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 신호들은 고

유의 상호 직교성이 있는 서명 부호에 의해 식별된다.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 중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지연 되어 있는 경우, 서명 부호의 직교성이 감소될 수 있다. 보다 긴 경로 신호가 원격국(2)에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원격국(2)에 도달하도록 최단 경로 신호를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3에서, 전형적인 시스템은 안테나(1)와 원격국(2)을 포함한다. 전형적인 안테나(1)는 버틀러 매트릭스 다중빔 안

테나 어레이 또는 임의의 다른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일 수 있다. 이 예에서 원하는 데이터는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

된 신호(I2, I5)로 부호화된다.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I2, I5)는 각각 빔(D2, D5)으로 전송된다. 빔(D5)은 신호(I5)

를 직접 경로(3)를 거쳐 원격국(2)으로 전송한다. 빔(D2)은 신호(I2)를 간접 다중 경로(5)를 거쳐 원격국(2)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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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도 26에는,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I2, I5)를 생성하는 전형적인 부호화기가 도시되어 있다. 도 26은 도 2의 안테나

(16, 18)가 도 23의 다중빔 안테나로 교체되고 또 프로그램가능 지연선(예를 들어, 선택가능한 다중탭 지연선)이 곱

셈기(14)와 다중빔 안테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2와 유사하다. 곱셈기(12)는 서명 부호(OC)로 

신호(CH1)를 부호화하며, 이 서명 부호(OC)는 곱셈기(14)에 의해 신호(CH2)에 부호화되어 있는 서명 부호와 상호 

직교성이 있다. 서명 부호는 직교성이 있는 트레이닝 시퀀스, 파일롯 부호 또는 확산 시퀀스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다

. 이들 서명 부호가 직교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원격국(2)은 이들 서명 부호를 사용하여 빔(D5)으로부터 직접 경로로

수신되는 신호와 빔(D2)으로부터 간접 경로로 수신되는 신호를 분리한다. 당업자라면, 도 23 및 도 26에 도시되어 있

는 2개의 빔과 그에 대응하는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가 2개 이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고 또 부가의 프로그램가능 지

연선이 모든 신호들을 시간 동기화시키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빔(D5)으로부터의 직접 신호가 원격국(2)에 수신되고나서 도 24 및 도 2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시간(τ)만큼 

후에 빔(D2)으로부터의 간접 신호가 수신된다. 서명 부호 사이에 최상의 직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으로 신

호들을 정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신기[이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기지국에 있는 수신기와 원격국(2)에 있는 

수신기]는 신호들을 정렬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지연 τ를 결정한다. 원격국(2)에 마지막으로 수신된 신호[예를 들어,

신호(I2)]가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신호들은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예를 들어, 신호(I5)]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시

간 부호화된 신호는 전송되기 이전에 기지국의 프로그램가능 지연선(도 26 참조)에서 지연된다. 신호 또는 신호들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 각각이 원격국에 수신될 때 기준 신호와 시간상으로 정렬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지연만큼 지연된다. 도 23에 도시된 예에서, 원격국(2)에 마지막으로 수신된 신호는 연장된 거리의 

다중 경로(5)로 인한 신호(I2)이다. 신호(I5)는 신호(I2)가 원격국(2)에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원격국(2)에 도달하도록

지연될 필요가 있다.

공간-시간 다이버시티 기술(도 2) 및 빔-공간 다이버시티(도 23) 모두에 있어서, 상기한 바와 같이 원격 수신기에서 

신호(CH1, CH2)를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여러가지 형태의 직교 서명 부호를 사용하여 달성된다. 2개의 

경 로, 즉 직접 경로(3)와 다중 경로(5)로부터의 신호가 원격국(2)에 도달하는 도달 시간의 차를 지연 확산이라 한다. 

지연 확산이 없거나 아주 작은 경우, 서명 부호의 직교성이 보존된다. 그렇지만, 서명 부호의 지연 확산이 상당히 있는

경우인 주파수 선택성이 있는 채널(frequency selective channel)에서는, 채널들 사이의 직교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원격국(2)은 각각의 채널로 전달된 신호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통상의 부호화 시퀀스의 대

부분은 상호 상관 함수(CCF)가 비이상적이라는, 즉 CCF가 서명 부호들 간의 주어진 위상 관계에 대해서만 낮거나 영

인 값을 가지고 다른 위상 관계에 대해서는 영이 아닌 값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다중 경로 채널을 거쳐 원격국(2)으로 전송하려고 하는 복수의 공간-시간 다이버시티 신호들은 각기 다른 지연을 겪

게 된다. 어느 주어진 위상이 어긋난 위치에서의 CCF의 값은 일반적으로 영이 아니고 또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선 채널에 의해 각기 다른 경로 지연이 전송 신호에 부과된 결과, 원격국(2)에서 신호들을 분리시키는 데 사용하는 

서명 부호들 사이의 직교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직교성의 상실로 인해 그렇지 않았으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원격국 사이에서의 신호의 공간-시간 부호화 전송에 의해 달성될 것인 다이버시티 이득에 열화가 생기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기지국에 부속된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는 관심의 원격국으로부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의 복

수의 빔 각각에서 업링크 신호를 수신한다. 이 업링크 신호는 파일롯 신호, 업링크 시그널링 채널 또는 그 신호의 발신

원 이 관심의 원격국이라고 확인시켜 주는 임의의 다른 업링크 채널일 수 있다. 업링크 신호는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

의 대응하는 복수의 빔으로 수신된 무선 신호들로부터 도출된 복수의 신호로서 수신된다.

복수의 수신된 신호들 각각에 대해, 기지국의 수신기는 서명 부호에 의해 관심의 특정 원격국에서 발신된 것으로 식

별된 신호 성분을 분리한다. 복수의 빔들 각각의 수신된 신호 성분은 관심의 특정 원격국의 것으로 식별된 신호의 복

제물로서 기준 빔의 신호 성분에 대해 특정의 시간 지연 또는 지연 확산을 갖는 복제물을 포함하고 있다. 기지국의 수

신기는 그의 각각의 빔들로부터의 복수의 신호 성분들을 처리하여, 마지막으로 수신된 신호 성분을 포함하는 기준 빔,

및 그의 각각의 빔들로부터 수신된 다른 신호 성분들 각각을 상기 기준 빔으로 수신되는 신호 성분과 정렬하는 데 필

요한 지연 확산을 식별한다. 기지국이 하나 이상의 원격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과정은 각각의 원격국마다 

또는 선택된 원격국들에 대해 반복될 수 있다. 선택된 원격국들은 높은 송신 전력을 갖는 것들일 수 있다. 높은 송신 

전력은 예를 들어 고속 데이터 레이트 요건에서 요구되는 것일 수 있다.

도 27은 도 23에 도시된 8 빔 기지국 시스템과 유사한 16 빔 기지국 시스템의 대표적인 채널 임펄스 응답 또는 지연 

분포 프로파일(300)을 나타낸 것이다. 기지국은 다중빔 안테나의 각각의 빔과 관련된 지연 확산(τ)을 측정한다. 임계

값 이상의 신호 세기를 갖는 수신 신호에 있어서, 'x'는 순간 신호 세기 및/또는 평균 신호 세기가 주어진 임계값을 초

과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 도면에서 304, 306 및 308로 각각 도시되어 있는 방향(D3, D6, D12)은 최소 지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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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스 패닝 지연(spanning delay)(  )]을 갖는 신호들을 포함하고 있다. 몇가지 잠재적 방향들이 이

용가능한 경우, 그 이용가능한 방향들 중 양호한 방향은, 발생된 간섭의 백색화, 기지국에 의해 사용되는 복수의 전력 

증폭기들에 있어서의 균일한 전력 분포 또 평균 이상의 간섭이 동일 채널 사용자들에 야기될 수 있는 방향의 회피와 

같은 부가의 기준들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예를 들어, 한 명 이상의 저속 비트 레이트 사용자들이 고전력 빔에 의해 조

사되는 영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고전력 빔은 저속 비트 레이트 사용자들에게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바람

직한 상황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간섭 백색화를 달성하기 위해 빔 호핑도 적용될 수 있다.

동작에 대해 살펴보면, 기지국은 최소 지연 확산을 갖는 방향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기지국은 다중 빔 안테나 어레

이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복수의 빔들 중 적어도 2개의 빔을 선택하여,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그 

적어도 2개의 빔들 중 대응하는 빔으로 전송한다. 이 적어도 2개의 빔은 기준 빔과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빔을 포함한

다. 기지국은 또한 지연 분포 프로파일(300)로부터 프로그램가능 지연선을 프로그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빔의 각각의 빔에 대응하는 시간 지연을 결정한다.

기지국은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의 각각의 신호를 서명 부호로 부호화하는 데, 이 서명 부호는 공

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형성하도록 적어도 2개의 공간-시

간 부호화된 신호들에 부호화되어 있는 다른 서명 부호 각각에 대해 상호 직교성이 있는 것 이다(도 26의 12 및 14 

참조). 도 23의 예에서,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는 신호(I2)로 볼 수 있고,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시간 부

호화된 신호는 신호(I5)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당업자라면, 이러한 개시 내용을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예를 2개 

이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로 확장하는 방법을 잘 알 것이다.

기지국은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의 각각의 신호를 지연시켜,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

간 부호화된 신호를 형성한다[예를 들어, 도 26의 신호(I5)]. 기지국은 그 다음에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예를

들어, 신호(I2)] 및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예를 들어, 신호(I5)]를 적어도 2개의 빔들 중 각

각의 빔을 전송하여,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 및 적어도 하나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 모두가 동시에 원격

국(2)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 실시예는 원격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의 피드백 채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기지국은 전송 방향을 단지 

정규의 시그널링 신호들의 업링크 측정값들만 보아 선택한다. 빠른 페이딩을 완화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업링

크 채널 응답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다운링크 채널 응답의 전력 응답을 예측할 수 있다. 지시된 업링크 채널과 다운링

크 채널은 전력 면에서 상호 역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주파수 분할 듀플렉스(FDD) 시스템에서, 피드백 측정이 향상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복잡성

이 부가된다. 업링크 통신과 다운링크 통신이 서로 다른 주파수 상에서 실행되는 것인 주파수 분할 듀플렉스 시스템

에서는, 업링크 정보로부터 다운링크 채널 상태를 정확히 결정할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2개의 방향이 각기 다른 주파

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전에 전술한 실시예는 기지국이 다운링크 채널 응답의 대용으로 업링크 채널 응답을 측정하는 실시예에 대해 기술

한 것이다. 완전한 다운링크 채널 임펄스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운링크 채널을 직접 측정하여, 다운링크 채널 정보

를 그 측정을 행하는 원격국으로부터 그 측정값[예를 들어, 지연 분포 프로파일(300)]을 필요로 하는 기지국으로의 

피드백 채널로 전송할 필요가 있다.

방향 선택 및 지연에 관해 필요한 계산을 기지국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국이 이러한 기능들에 관여하거나 그 

기능들을 수행한다. 합의된 표준 신호는 기지국으로부터 모든 원격국으로 전송되며, 이 때 상호 직교성이 있는 파일롯

또는 트레이닝 시퀀스 또는 확산 부호와 같은 식별자 또는 서명 부호가 각각의 빔에 부호화되어 있다. 그러면, 원격국

은 채널 임펄스 응답[예를 들면, 지연 분포 프로파일(300)]을 측정하여, 전송을 위한 양호한 방향 및 지연을 기지국에

알려준다.

당업자라면, 이러한 개시 내용을 살펴보면 채널 성능을 2 단계 과정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제1 

단계에서, 기지국은 업링크 채널의 임펄스 응답을 예측값을 구하고, 이 예측값을 다운링크 채널의 임펄스 응답의 대

용물로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기지국은 제1 예측 과정에서 지시된 적어도 하나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지연

을 적용한다.

제2 단계에서는, 다운링크 채널을 직접 측정한다. 합의된 표준 신호가 기지국으로부터 모든 원격국으로 전송되며, 이 

때 상호 직교성이 있는 파일롯 또는 트 레이닝 시퀀스 또는 확산 부호와 같은 식별자 또는 서명 부호가 각각의 빔에 

부호화되어 있다. 그러면, 원격국은 채널 임펄스 응답[예를 들면, 지연 분포 프로파일(300)]을 측정하여, 전송을 위한

양호한 방향 및 지연을 피드백 채널을 통해 기지국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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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에서, 셋업 과정(S200)에서는 업링크 채널 응답을 측정하여 다운링크 채널 전송을 제어하도록 그 측정된 지연

을 설정한다. 셋업 과정(S200)은 채널 응답을 측정하는 단계(S202), 사용할 빔을 선택하는 단계(S204), 선택된 빔에 

대한 시간 지연을 결정하는 단계(S206), 및 결정된 지연을 부과하도록 기지국의 가변 지연선(도 26 참조)을 구성하는

단계(S208)를 포함하고 있다. 가변 지연선은 일련의 고정 지연 소자들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들 소자 사이에는 다

중탭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지연선은 스위치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탭을 출력으로 선택함으로써 변경된다. 단계(S20

4)에서, 기지국은 기지국에 부속된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에 의해 형성된 복수의 빔들 중 적어도 2개의 빔을 선택한다

(그렇지만, 도 23 및 도 26에는 단지 2개의 빔만이 도시되어 있음). 공간-시간 부호화기에 의해 생성된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이 그에 대응하는 빔들로 전송된다(그렇지만, 도 23 및 도 26에는 단지 2개의 빔만이 도

시되어 있음). 적어도 2개의 빔들은 기준 빔과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빔을 포함한다. 단계(S206)에서, 기지국은 적어

도 하나의 나머지 빔의 각각의 빔에 대응하는 시간 지연을 결정한다. 단계(S208)에서, 기지국은 가변 지연선에 적어

도 하나의 나머지 빔의 각각의 빔에 대응하는 시간 지연을 설정한다. 각각의 가변 지연선은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와 

공간-시간 부호화 기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도 26 참조).

도 29에서, 시간 정렬 과정(S220)에서는, 단계(S222)에서 각각의 선택된 빔에 대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다른

모든 빔들과 직교성이 있는 서명 부호로 표시를 하고, 단계(S224)에서 결정된 지연 확산에 따라 선택된 빔들을 지연

시키며, 단계(S226)에서 지연된 신호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단계(S222)에서, 기지국은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

호화된 신호들의 각각의 신호를 서명 부호로 부호화하며, 이 때 이 서명 부호는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 및 적

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형성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에 부호화되어

있는 다른 서명 부호 각각과 상호 직교성이 있는 것이다. 단계(S224)에서, 기지국은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의 각각의 신호를 그 각각의 가변 지연선에서 지연시켜,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

호를 형성한다. 단계(S226)에서, 기지국은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 및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간 부호

화된 신호를 적어도 2개의 빔들 중 그 각각의 빔으로 전송한다.

도 30에서, 피드백 과정(S240)을 사용하는 원격국은 다운링크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측정하여 이 정보를 기지국으

로 피드백시킨다. 피드백 과정(S240)은, 기지국에 부속된 안테나 시스템으로부터 적어도 2개의 식별자 서명(예를 들

어, 서로 다른 파일롯 신호)을 수신하는 단계(S242), 수신된 신호에 기초하여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S

244),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단계(S246),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

트를 순차적으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S248)를 포함하고 있다. 세그먼트의 순서는 위상각의 최상위 비트를 전

송한 다음에 위상각의 최하위 비트를 전송한다. 세그먼트의 순서는 진폭의 최상위 비트를 전송한 다음에 진폭의 최하

위 비트를 전송한다. 세그먼트의 순서는 위상각의 비트를 전송한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동일한 비트 중요도를 갖는 

진폭 비트를 전송한다. 채널 임펄스 응답 측정의 피드백을 위해서는, 각각의 빔(또는 안테나)이 다른 모든 파일롯 서

명에 대해 직교성이 있는 고유의 파일롯 서명과 연관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당업자라면, 여기에 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시스템 구성 요소들이 전기 회로, 특수 주문형 반도체(ASIC),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하는 컴퓨터나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예를 들어, 도 4, 도 5, 도 11 또는 도 12의 부호화기(10), 곱셈기(12, 14) 및 증폭기(102, 104)는 성능 요

건에 따라 회로나 ASIC, 또는 어떤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다. 도 11의 빔 형성기(

40)는 통상 회로나 ASIC로 구현되고, 변조기(101, 103) 및 곱셈기(105, 107)는 회로나 ASIC으로 구현되는 것이 통

상적이지만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도 있다. 도 14의 여러가지 기지국 구성 요소(212, 214, 21

6, 218, 220, 222) 및 여러가지 원격국 구성 요소(232, 234, 238, 240, 242)는 회로나 ASIC으로 구현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도 있다. 도 19의 여러가지 기지국 구성 요소(16D, 18D, 102, 104, 220

, 220P) 및 여러가지 원격국 구성 요소(232, 233, 234, 238, 240, 242)는 회로나 ASIC으로 구현될 수 있지만 소프트

웨어로 제어 되는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도 있다. 당업자라면, 본 명세서에 기술된 여러가지 기능들이 성능 요건이 요

구하는 바에 따라 회로나 ASIC, 또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다운링크 성능 향상을 위한 신규의 폐루프 피드백 시스템의 양호한 실시예들에 대해 기술하였지만(이들 실시예는 예

시적인 것으로서 한정을 위한 것이 아님), 당업자라면 이상의 개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수정 및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의해 정의된 본 발명의 범위 및 사상 내에서 개시된 본 발

명의 특정 실시예들에 있어서 여러가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의 요건에 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대해 기술하였지만, 권리 청구되어 특허증에 의해 보

호받기를 원하는 바는 첨부된 청구항들에 명시되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국(station)과 관련된 안테나 시스템으로부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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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기초하여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상기 제1 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상태 정보를 분할하는 단계는,

동작 모드에 따라 위상 정보용으로 할당되는 위상 비트의 수를 결정하는 단계,

보정 위상각을 상기 위상 비트의 수에 맞게 반올림(round) 및 버림(truncate)을 행하는 단계,

상기 동작 모드에 따라 진폭 정보용으로 할당되는 진폭 비트의 수를 결정하 는 단계, 및

보정 진폭을 상기 진폭 비트의 수에 따라 반올림 및 버림을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를 전송하는 단계는 보정 위상각의 최상위 비트를 전송한 후에

보정 진폭의 최상위 비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를 전송하는 단계는 보정 위상각의 최상위 비트를 전송한 후에

보정 위상각의 최하위 비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로부터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재구성하는 단계, 및

상기 재구성된 복소 채널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제1 및 제2 입력 신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각각의 제1 및 제2 안

테나에 입력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채널 코히런스 시간에 기초한 기간에 걸쳐 상기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

먼트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시스템은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하는 단계는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의 그 각각의 제1 및 제2 빔

으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된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

정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국이 제2 국으로부터의 신호의 각전력 스펙트럼 - 이 각전력 스펙트럼은 제1 및 제2 피크

를 그 각각의 제1 및 제2 각위치에 형성하고 있음 - 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그 각각의 제1 및 제2 빔으로 전송하되, 상기 제1 및 제2 빔이 상기 그 

각각의 제1 및 제2 각위치쪽으로 지향되도록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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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시스템은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의 그 각각의 빔으로 전송하는 단계로서, 

서명 부호가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의 각각의 신호에 부호화되어 있고 그 서명 부호는 제2 국

이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응하는 채널 임펄스 응답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직교성이

있는 것인 전송 단계,

상기 제2 국에서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단계 - 상기 공간-시간 부호

화된 신호들은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 및 나머지 최대 감쇠 신호 세트를 포함함 -, 및

상기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의 표시를 상기 제2 국으로부터 상기 제1 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시스템은 제1 및 제2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다이버시티 안테

나는 제1 및 제2 직교 편파된 안테나와 적어도 1 파장만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제1 및 제2 안테나 중 하나이며,

상기 수신하는 단계는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그 각각의 제1 및 제2 다이버시티 안테나로부터 수신

하고,

상기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된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

정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시스템은 적어도 1 파장만큼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복수의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복수의 다이버시티 안테나의 그 각각의 안테나로 전송하는 단계

로서, 서명 부호가 그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내장되어 있고 그 서명 부호는 제2 국이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응하는 채널 임펄스 응답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직교성이 있는 것인 전송 단계,

상기 제2 국에서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단계 - 상기 공간-시간 부호

화된 신호들은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 및 나머지 최대 감쇠 신호 세트를 포함함 -, 및

상기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의 표시를 상기 제2 국으로부터 상기 제1 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시스템은 제1 및 제2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다이버시티 안테나는 상

기 제2 다이버시티 안테나에 대해 직교 편파되어 있으며,

상기 방법은,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그 각각의 제1 및 제2 다이버시티 안테나로 전송하는 단계로서, 제1 및 제2 

서명 부호가 그 각각의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내장되어 있고 상기 제1 및 제2 서명 부호는 제2 국이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의 각각에 대응하는 채널 임펄스 응답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

으로 직교성이 있는 것인 전송 단계,

상기 제2 국에서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 각각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단계 -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은 최소 감쇠 신호 및 최대 감쇠 신호를 포함함 -, 및

상기 최소 감쇠 신호의 표시를 상기 제2 국으로부터 상기 제1 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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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서명 부호가 그 각각의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내장되어 있는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 서명 부호는 제2 국이 합성 신호를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로 분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직교성이 있으며,

상기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2 국에서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합성 신호로서 수신하는 것

인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가중치를 포함하며, 각각의 가중치는 진폭 및 위상각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가 제2 국에

서 보강적으로 강화되도록 제2 안테나로부터 전송된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의 제2 위상에 대해 제1 안테나로

부터 전송 된 제1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의 제1 위상을 조정하기 위한 보정 위상각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인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위상각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위상에 의해 정의되는 제1 위상각을 측정하는 단계,

상기 제2 위상에 의해 정의되는 제2 위상각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위상각과 상기 제2 위상각 사이의 차가 되도록 정의되는 보정 위상각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

법.

청구항 18.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제1 국과 관련된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의 그 각각의 빔으로 전송하는 단계

로서, 상기 빔은 서명 부호를 그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내장시켜 전송하고 그 서명 부호는 제2 국이 각각

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응하는 채널 임펄스 응답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직교성이 있는 것인 전송 단

계,

상기 제2 국에서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단계 - 상기 공간-시간 부호

화된 신호들은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 및 나머지 최대 감쇠 신호 세트를 포함함 -, 및

상기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의 표시를 상기 제2 국으로부터 상기 제1 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국으로부터 수신된 표시에 기초하여 상기 제1 국으로부터 전송할 적어도 2개의 빔을 선

택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선택된 적어도 2개의 빔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에 기초하여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상기 제1 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 국과 관련된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에 의해 형성된 복수의 빔들 중 적어도 2개의 빔을, 공간-시간 부호화기에 의

해 생성된 그에 대응하는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하는 단계,

그 각각의 빔으로 수신되는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 각각과 관련된 시간 지연을 결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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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와 상기 공간-시간 부호화기 사이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가변 지연선에, 각각의 빔에 대응

하는 상기 시간 지연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제2 국으로부터의 업링크 신호에 기초하여 채널 응답을 측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하는 단계는 상기 업링크 신호의 복수의 신호 성분들을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의 대

응하는 복수의 빔들로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된 복수의 신호 성분들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2개의 빔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

며,

상기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된 복수의 신호 성분들 각각에 대한 지연 확산을 결정하여, 그 결정된 지연 확산을 그

각각의 가변 지연선에 설정할 상기 시간 지연으로서 각각의 빔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의 각각의 신호를 서명 부호로 부호화하는 단계로서

, 이 때 상기 서명 부호는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형성하

도록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에 부호화되어 있는 각각의 다른 서명 부호에 대해 상호 직교성이

있으며, 상기 설정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의 각각의 신호를 그 각각의 가변 지

연선에서 지연시켜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부호화 단계, 

및

상기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적어도 2개의 빔

들 중 그 각각의 빔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

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 및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기초

하여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상기 제1 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6.
원격국을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원격국은,

안테나 시스템으로부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상기 수신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로부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기, 및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기는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처리기 모

듈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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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송신기는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상기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의 순서로 전송하는 회로부를 포함하는 것

인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상태 정보를 분할하는 상기 처리기 모듈은,

동작 모드에 따라 위상 정보용으로 할당되는 위상 비트의 수를 결정하는 논리부,

보정 위상각을 상기 위상 비트의 수에 맞게 반올림(round) 및 버림(truncate)을 행하는 논리부,

상기 동작 모드에 따라 진폭 정보용으로 할당되는 진폭 비트의 수를 결정하는 논리부, 및

보정 진폭을 상기 진폭 비트의 수에 따라 반올림 및 버림을 행하는 논리부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의 전송하는 회로부는 보정 위상각의 최상위 비트를 전송한 후에 보정 진폭의 최상위 

비트를 전송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의 전송하는 회로부는 보정 위상각의 최상위 비트를 전송한 후에 보정 위상각의 최하위

비트를 전송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을 더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포함하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수신된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로부터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재구성하는 처리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의 상기 처리기는 상기 재구성된 복소 채널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제1 및 제2 입력 신호에 가중치를 부여

하여 그 각각의 제1 및 제2 안테나에 입력시키는 회로부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의 전송하는 회로부는 채널 코히런스 시간에 기초한 기간에 걸쳐 상기 복수의 채널 상

태 정보 세그먼트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33.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시스템은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기는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의 그 각각의 제1 및 제2 빔으로부

터 수신하고,

상기 처리기는 상기 수신된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을 더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

상기 원격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의 각전력 스펙트럼 - 이 각전력 스펙트럼은 제1 및 제2 피크를 그 각각의 제1 및 

제2 각위치에 형성하고 있음 - 을 결정하는 회로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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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의 그 각각의 제1 및 제2 빔으로 전송하되, 

상기 제1 및 제2 빔이 상기 그 각각의 제1 및 제2 각위치쪽으로 지향되도록 전송하는 회로부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

청구항 35.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을 더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은 안테나 시스템을 포함하고, 이 안테나 시스템은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이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의 그 각각의 빔으로 전송

하는 회로부로서, 서명 부호가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의 각각의 신호에 부호화되어 있고 그 

서명 부호는 원격국이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응하는 채널 임펄스 응답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직교성이 있는 것인 회로부를 포함하고,

상기 원격국은 이 원격국에서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회로부 - 상기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은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 및 나머지 최대 감쇠 신호 세트를 포함함 - 를 포함하며,

상기 원격국 송신기는 상기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의 표시를 상기 원격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것

인 시스템.

청구항 36.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을 더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안테나 시스템을 포함하고, 이 안테나 시스템은 제

1 및 제2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포함하며, 이 제1 및 제2 다이버시티 안테나는 제1 및 제2 직교 편파된 안테나와 적어

도 1 파장만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제1 및 제2 안테나 중 하나이며,

상기 수신기는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그 각각의 제1 및 제2 다이버시티 안테나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처리기는 상기 수신된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3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을 더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안테나 시스템을 포함하고, 이 안테나 시스템은 적어도 1 파장만큼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복수의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복수의 다이버시티 안테나의 그 각각의 안테나로

전송하는 회로부로서, 서명 부호가 그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내장되어 있고 그 서명 부호는 상기 원격국

이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응하는 채널 임펄스 응답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직교성이

있는 것인 회로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원격국은 이 원격국에서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회로부 - 상기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은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 및 나머지 최대 감쇠 신호 세트를 포함함 - 를 포함하며,

상기 원격국의 송신기는 상기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의 표시를 상기 원격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회로부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3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을 더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안테나 시스템을 포함하고, 이 안테나 시스템은 제1 및 제2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다이버시티 안테나는 상기 제2 다이버시티 안테나에 대해 직교 편파되어 있고,

상기 기지국은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그 각각의 제1 및 제2 다이버시티 안테나로 전송하는 회로부

로서, 제1 및 제2 서명 부호가 그 각각의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내장되어 있고 상기 제1 및 제2 서명

부호는 상기 원격국이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의 각각에 대응하는 채널 임 펄스 응답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직교성이 있는 것인 회로부를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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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원격국은 이 원격국에서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 각각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회로부 -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은 최소 감쇠 신호 및 최대 감쇠 신호를 포함함 - 를 포함하고,

상기 원격국의 송신기는 상기 최소 감쇠 신호의 표시를 상기 원격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회로부를 포

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3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을 더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안테나 시스템, 및 이 안테나 시스템에 연결된 송신기를 포함하고,

상기 기지국의 상기 송신기는 제1 및 제2 서명 부호가 그 각각의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내장되어 있

는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안테나 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며,

상기 제1 및 제2 서명 부호는 상기 원격국이 합성 신호를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로 분리할 수 있

도록 실질적으로 직교성이 있고,

상기 원격국의 수신기는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합성 신호로서 수신하는 회로부를 포함하

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4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가중치를 포함 하며, 각각의 가중치는 위상각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41.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 시스템은 제1 및 제2 안테나를 포함하고,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기는 상기 제1 및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가 상기 원격국에서 보강적

으로 강화되도록 상기 제2 안테나로부터 전송된 제2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의 제2 위상에 대해 상기 제1 안테나로

부터 전송된 제1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의 제1 위상을 조정하기 위한 보정 위상각을 결정하는 회로부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위상각을 결정하는 회로부는,

상기 제1 위상에 의해 정의되는 제1 위상각을 측정하는 논리부,

상기 제2 위상에 의해 정의되는 제2 위상각을 측정하는 논리부, 및

상기 제1 위상각과 상기 제2 위상각 사이의 차가 되도록 정의되는 보정 위상각을 결정하는 논리부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43.
기지국과 원격국을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기지국은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 및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의 그 

각각의 빔으로 전송하는 송신기로서, 상기 빔은 서명 부호를 그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내장시켜 전송하

고, 그 서명 부호는 상기 원격국이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응하는 채널 임펄스 응답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직교성이 있는 것인 송신기를 포함하며,

상기 원격국은 각각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을 측정하는 처리기 및 수신기 - 상기 공간-

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은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 및 나머지 최대 감쇠 신호 세트를 포함함 - 를 포함하고,

상기 원격국은 상기 선택된 최소 감쇠 신호 세트의 표시를 상기 원격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송신기를 

더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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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원격국으로부터 수신된 표시에 기초하여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할 적어도 

2개의 빔을 선택하는 처리기를 포함하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선택된 적어도 2개의 빔으로 전송하는 회로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원격국의 처리기는 상기 수신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에 기초하여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회로

부를 포함하고,

상기 원격국의 송신기는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회로부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45.
기지국을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기지국은,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에 의해 형성된 복수의 빔들 중 적어도 2개의 빔을, 공간-시간 부호화기에 의해 생성된 그

에 대응하는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하는 제1 회로부,

그 각각의 빔으로 수신되는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 각각과 관련된 시간 지연을 결정하는 제2 회

로부,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와 상기 공간-시간 부호화기 사이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적어도 2개의 가변 지연선, 및

상기 적어도 2개의 가변 지연선 중 대응하는 지연선에, 상기 적어도 2개의 빔의 각각의 빔에 대응하는 상기 시간 지연

을 설정하는 제3 회로부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회로부는 상기 원격국으로부터의 업링크 신호에 기초하여 채널 응답을 측정하는 논리부

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업링크 신호는 복수의 신호 성분들을 포함하고, 그 각각의 신호 성분은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

레이의 복수의 빔들 중 대응하는 빔으로 수신되는 신호 성분이고,

상기 채널 응답을 측정하는 논리부는 상기 업링크 신호의 상기 복수의 신호 성분들을 수신하는 논리부, 및 상기 수신

된 복수의 신호 성분들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2개의 빔을 선택하는 논리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2 회로부는 상기 수신된 복수의 신호 성분들 각각에 대한 지연 확산을 결정하는 논리부, 및 그 결정된 지연 확

산을 그 각각의 가변 지연선에 설정할 상기 시간 지연으로서 각각의 빔에 할당하는 논리부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48.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공간-시간 부호화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공간-시간 부호화기는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의 각각의 신호를 서명 부호로 부호화하되

, 이 때 상기 서명 부호는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형성하

도록 상기 적어도 2개의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들에 부호화되어 있는 각각의 다른 서명 부호에 대해 상호 직교성이

있으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가변 지연선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나머지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의 각각의 신호를 그 각각의 

가변 지연선에서 지연시켜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형성하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적어도 2개의 빔들 중 그 각각의 빔으로 전송하는 것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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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원격국을 더 포함하며,

상기 원격국은,

상기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 간 부호화된 신호를 상기 다중빔 안테나 

어레이로부터 수신하는 수신기,

상기 수신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기준 신호 및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지연된 공간-시간 부호화된 신호에 기초

하여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결정하는 처리기, 및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기는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복수의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처리기 모

듈을 포함하며,

상기 송신기는 상기 복소 채널 상태 정보를 상기 채널 상태 정보 세그먼트의 순서로 전송하는 회로부를 포함하는 것

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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