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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잡성이 적은 안테나 소자를 사용하여 통신 장치 내의 간섭을 감소시킨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 복잡성이 적은

어레이내의 안테나 소자와 연관된 위상 및 크기값은 사전결정된 품질 기준(예로, SINR)을 강화하도록 장치 동작 동안

동적으로 조정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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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 시스템 내에 사용되는 간섭 감소 기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의 무선 기지국은 전형적으로 그 시스템 내의 모바일 사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각 기지국은 흔히 기지국과 연관된 커버리지 영역 또는 셀 내의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기지국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다중 액세스 기법이 전형적으로 이용된다. 

점점 인기가 더해 가는 하나의 다중 액세스 기법은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DMA)이다. CDMA 기반 시스템에서, 실

질적으로 직교인 다수의 코드(대개 의사난수의 잡음 시퀀스의 형상을 취함)는 시스템 내에 스펙트럼 변조 사용자 신

호(spectrum modulate user signals)를 확산시키는데 사용된다. 각 변조된 사용자 신호는 기지국과 연관된 다른 변

조된 사용자 신호와 함께 중첩 주파수 스펙트럼(overlapping frequency spectrum)을 갖는다. 그러나, 기저 변조 코

드(underlying modulation codes)가 직교이기 때문에, 각 사용자 신호는 적절한 코드를 사용하여 상관 작용(correlat

ion operation)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적으로 복조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CDMA 기반 셀룰러 표준에서, 시스템의 각 기지국은 사전결정된 파일럿 시퀀스(pilot sequence)를 연

속적으로 전송하는 파일럿 채널을 유지한다. 이들 파일럿 신호는 시스템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어, 예를 들어 채널 

평가, 핸드오버 조작 및/또는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이한 기지국으로부터의 파일럿은 때때로 개별 기지국 사

이의 시간 오프셋에 의해 구별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절대 시간 기준으로부터) 특정 시간 오프셋을 갖는 파일럿

은 대응 기지국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CDMA를 구현하는 셀룰러 기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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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내에 동작하는 통신 장치는 흔히 다양하고 상이한 소스(예로, 다른 기지국 등)로부터 중첩 통신 신호를 수신할 

것이다. 이들 중첩 신호는 시스템에서 간섭을 나타내고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간섭의 임

의의 감소는 대응 통신 링크의 품질을 강화시킬 수 있거나 시스템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간섭을 감소시키는 방법 및 구조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을 도시하는 간략화된 평면도,

도 2는 간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수신기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신기 시스템을 예시하는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장치에서 간섭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예시하는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 4의 방법과 연관된 타이밍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실시예

후속하는 상세한 설명에서,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특정 실시예를 예시로서 도시하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다. 이

들 실시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을 구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히 설명된다. 비록 상이할 지라도,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는 반드시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특정 피쳐,

구조체 또는 특성은 본 발명의 사상 및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서 다른 실시예에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개시된

실시예 내의 개별 소자의 위치지정 및 정렬은 본 발명의 사상 및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서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하는 상세한 설명은 제한적 의미로 여겨지지 않고, 본 발명의 범주는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정의되고, 청구

항이 정의하는 모든 범위의 등가물에 따라 해석된다. 도면에서, 유사한 참조 번호는 몇몇 보기(view)에 걸쳐 동일 또

는 유사한 기능성을 지칭한다.

본 발명은 비교적 복잡성이 적은 안테나 배열을 사용하여 통신 시스템 내에서 간섭을 감소시키는 방법 및 구조에 관

한 것이다. 이 방법 및 구조는 예를 들어 모바일 통신 장치(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기 등) 내에 사용되어 잠재적으로 

신호를 간섭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안테나 소자가 통신 장치에 제공되는데, 이들 중 적어도

하나는 조정가능한 가중치(예로, 크기(magnitude) 및/또는 위상(phase))를 갖는다. 조정가능한 소자(들)는 사전선택

된 간섭 관련 품질 기준(예로, 신호 대 간섭 및 잡음 비율(SINR))을 강화하도록 시스템 동작 동안 조정된다. 본 발명의

원리는 다양하고 상이한 통신 시스템 및 장치에서 구현될 수 있고 CDMA 기법을 이용하는 셀룰러 유형의 통신 시스

템에서 특히 유용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10)을 예시하는 간략화된 평면도이다. 도시되어 있는 바

와 같이, 셀룰러 통신 시스템(10)은 한 지역 내에 물리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기지국(12,14)을 포함한다. 각 기

지국(12,14)은 이 기지국(12,14)이 모바일 사용자에게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응 커버리지 영역 또는 셀(16)

을 갖는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서비싱 기지국(servicing base station)이라는 용어는, 현재 특정 사용자

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국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도 1을 참조하면, 기지국(14)은 기지국(14)의 셀(16) 내

에 위치하는 모바일 사용자(18)를 위한 서비싱 기지국으로서 동작한다. 모바일 사용자(18)는 전형적으로 서비싱 기지

국(14) 및 시스템(10) 내의 다수의 기지국(12)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CDMA 기반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는 중첩 스 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중첩 신호는 시스템(10) 내의 통신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수신기 시스템(20)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 

수신기 시스템(20)은 대응 통신 장치 내에서 수신된 신호가 감소된 간섭을 갖도록 출력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애

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수신기 시스템(20)은 셀룰러 기반 통신 시스템 내에서 동작하는 모바일 통신 장치 내에서 구현

될 수 있다. 이 모바일 통신 장치는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기, 무선 소형 무선 호출기(pager), 무선 송신기 기능성을 

구비한 랩탑 컴퓨터 또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및 다른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예시된 바와 같이, 수신기 시

스템(20)은,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22,24), 조정가능한 이득부(26), 조정가능한 위상부(28), 결합기(30), 라디오 

주파수(RF) 수신기(32), 기저대 프로세서(34) 및 이득 및 위상 제어기(36)를 포함한다.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22,

24)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라디오 주파수(RF) 통신 신호를 수신한다.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22,24)로부터 수신된 

RF 통신 신호는 예를 들어 다수의 상이한 기지국으로부터 신호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조정가능한 이득부(26) 및 조

정가능한 위상부(28)는 제 1 안테나 소자(22)와 연관된 크기 및 위상을 각각 제어가능하게 변경한다. 결합기(3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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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22,24)의 출력 신호를 결합하고, 이 결합된 신호를 RF 수신기(32)에 전달한다.

RF 수신기(32)는 결합된 신호를 처리하여 기저대 통신 신호를 생성한다. 기저대 프로세서(34)는 기저대 신호를 처리

하여 통신 장치의 사용자와 연관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한다. 기저대 프로세서(34)는 또한 기저대 신호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이득 및 위상 제어기(36)에 전달한다. 이득 및 위상 제어기(36)는 기저대 프로세서(34)로부터의 정보를 이용

하여 조정가능한 이득 및 위상부(26,28)에 적절한 이득 및 위상 제어 정보를 생성한다. 이득 및 위상 제어기(36)에 의

해 생성된 이득 및 위상 제어 정보는 수신기 시스템(20) 내에 간섭을 감소하도록 시스템 동작 동안 동적으로 조정된

다. 바람직한 접근 방식에서, 이득 및 위상 제어 정보는 사전선택된 간섭 관련 품질 기준(예로, SINR)을 최적화하도록

조정된다. 이러한 방식에서, 이득 및 위상 제어기(36)는 수신기 시스템(20)의 합성 수신 빔의 위치를 조정하여, 근처

에 있는 다른 기지국(특히 높은 전력을 갖는 기지국)을 피하면서 서비싱 기지국을 지원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22,24)의 출력은, RF 수신기(32) 내에서 RF 처리가 수행되기 전

에 결합기(30) 내에서 결합된다. 그러므로, 다수의 안테나 소자가 이용되는 경우라도 단일 RF 경로(예로, 하나의 중간

주파수(RF) 섹션, 하나의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등)만이 수신기 시스템(20) 내에 제공되면 된다. 종래의 위상 어레

이 원리는 수신 빔을 제어하는데 의존한다. 임의의 다양하고 상이한 안테나 유형이 안테나 소자(22,24)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핸드헬드 통신기 내에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안테나 소자(22,24)는 바람직하게 비교적 낮은 프로파일을

갖는 비교적 적은 비용의 구조체일 것이다. 사용될 수 있는 몇몇 안테나 유형은 예를 들어 마이크로스트립 패치(micr

ostrip patches), 쌍극 안테나(dipoles), 단극 안테나(monopoles), 유전체, 프린트형, 반전형 F, 슬롯 및 그 외를 포함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 두 개의(또는 그 이상) 상이한 유형의 안테나 소자가 통신 장치에 

사용된다. 또한, 보다 나은 품질의 안테나 소자는 조정가능한 소자(들)(예로, 제 1 소자(22))보다는 비-조정가능한 소

자(들)(예로, 제 2 소자(24))에 대해 사용될 수 있고, 또는 그 반대로 사용될 수 있다. 통신 장치 내의 안테나 소자는 동

일한 또는 상이한 분극을 가질 수 있다.

안테나 소자들 중 적어도 하나가 빔 스티어링이 일어날 수 있도록하는 가변 크기 및/또는 위상을 갖는 한, 둘 이상의 

안테나 소자가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신기 시스템(40)을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스템(40)은 앞에서 설명한 실시예에서

와 같이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를 포함한다. 시스템(40)은, 각각 대응 조정가능한 이득부(44) 및 조정가능한 위상

부(46)를 구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가적인 안테나 소자(42)도 포함한다. 시스템 동작 동안, 이득 및 위상 제어기(

36)는 각각의 조정가능한 안테나 소자(22,42)와 연관된 조정가능한 이득 및 위상부에 이득 및 위상 제어 정보를 전달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득 및 위상 제어기(36)에 의해 생성된 이득 및 위상 제어 정보는 시스템 내에 간섭

을 감소시키도록 시스템 동작 동안 동적으로 조정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통신 장치에서의 간섭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도 2의 수신기 시스템(20)에 관련하여 구현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디지털 시스템 내에 다수의 연속적인 처리 주

기(즉, (n-1)T, nT 및 (n+1)T에서 각각 시작하는 주기)를 도시하는 도 5의 타이밍도와 관 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이 

주기(T)는 예를 들어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 동안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전류 도플러 레이트(즉, 모바일 스피드)

에 기초하여 최적화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를 포함하는 통신 장치가 제공된다(블

록 50). 제 1 안테나 소자는 조정가능한 가중치(크기 및/또는 위상)를 갖는다.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의 출력은 결

합기 내에서 결합된다. 처리 주기의 시작시(예로, 도 5의 nT에서), 사전결정된 가중치(w)(복소수일 수 있음)는 제 1 

안테나 소자에 적용되고 τ초 동안 유지된다(블록 52). 보다 자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 사전결정된 가중치를 통

해 다수의 관심 기지국과 통신 장치의 각각의 개별 안테나 소자 사이의 채널에 대해 채널 응답을 평가할 것이다. 적어

도 하나의 접근 방식에서, 사전결정된 가중치는 제 1 안테나 소자의 크기를 0으로 설정하여, 기간(τ) 동안 시스템으

로부터 제 1 안테나 소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전결정된 가중치도 사용될 수 있다. 동일한 사

전결정된 가중치는 각 연속적인 주기 동안 제 1 안테나 소자에 적용될 수 있고, 또는 상이한 사전결정된 가중치가 연

속적인 주기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처리 주기의 기간(τ)(도 5 참조) 동안,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의 결합된 채널 응답은 각각의 관심 기지국에 대해

평가된다(블록 54). 결합된 채널 응답은 결합기 내의 결합 이후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의 응답이다. 특정 기지국에 

대한 결합된 채널 응답은 그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파일럿 톤(pilot tone)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수신된 파일럿 톤을 

사용하여 채널 응답을 평가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다. 관심 기지국은 다양하고 상이한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적절

한 리소스가 이용가능한 경우, 시스템 내의 모든 기지국은 관심 기지국으로서 취급될 수 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에서,

시스템 내에 있는 N개의 가장 높은 전력 기지국(즉, 통신 장치 내에서 가장 강한 수신 신호를 갖는 기지국)이 관심 기

지국으로서 선택된다(여기서 N은 양의 정수이다). 가장 높은 전력 기지국의 리스트는 흔히 핸드오프 동작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통신 장치 내에 유지된다. 또 다른 접근 방식에서, 사전결정된 임계값 레벨을 초과하는 검출된 전력 

레벨을 갖는 모든 기지국은 관심 기지국으로서 사용된다. 또 다른 접근 방식에서, 상이한 기지국으로부터 N개의 가장

강한 경로가 고려되고 따라서 관심 기지국을 정의한다.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바와 같이, 관심 기지국을 식별하는 다른

기법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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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채널 응답이 평가된 후, 개별 안테나 소자와 연관된 채널 응답이 관심 기지국에 대해 계산된다(블록 56). 적어

도 하나의 접근 방식에서, 이전 처리 주기(예로, 도 5의 (n-1)T 내지 nT의 주기)와 연관된 정보는, 두 개의 미지수의 

두 개의 방정식을 해결함으로써 현재의 처리 주기(예로, 도 5의 nT 내지 (n+1)T 주기)에 대해 개별 안테나 소자와 연

관된 채널 응답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후속하는 두 개의 벡터 방정식은, 시간[(nT, nT+τ) 및 ((n-1)T+τ,nT)]에

서 각각 결합된 채널 응답과 개별 안테나 채널 응답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h k (t)는 기지국(k)(여기서 k=0는 서비싱 기지국에 대응함)과 연관된 시간(t)에서의 결합된 채널 응답이며 

이 응답은 잘 알려진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평가 및 추적될 수 있다. C k (t)는 시간(t)에서 기지국(k)에서 

각 안테나에 대한 매트릭스형 채널 응답이다. 매트릭스 C k (t)의 요소{C k (t)}ij는 i번째 안테나 소자에서의 j번째 경

로의 채널 응답을 나타낸다. 색인 j는 대응 레이크 수신기의 최대 핑거 수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벡터 W (n-1)T =(

w,1)는 이전의 시간 주기[(n-1)T+τ,nT) 동안 안테나의 이득이다. 벡터 는, 시간 t=nT에서 적용되고 기간(nT, nT

+τ] 동안 유지되는 사전결정된 가중치(w)를 사용한 안테나들의 벡터 이득을 나타낸다. 시간[nT, nT+τ]에 대한 

결합된 채널 응답 h k (t)는 (각각의 관심 기지국(k)마다) 위에서 평가되었다. 이전의 시간 주기[(n-1)T, nT]에 대한 

h k (t) 및 W의 값은 알려져 있다. [(n-1)T+τ, nT] 시간 주기에 대해 사용되는 벡터(W)는 시간(n-1)T+τ에서 생

성된 새로운 가중치를 포함하나(도 5 참조) 사전결정된 가중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n-1)T 기간의 종단에서의 개별 

채널(C k (t))은 주기(nT)의 시작시에서의 채널과 동일한 반면, 결합된 채널 응답(h k (t))은 상이한 가중치 벡터( 

는 W(n-1)T와는 대조적으로 다름)로 인해 상이하다. 개별 안테나 소자와 연관된 채널 응답을 결정하기 위해, t=nT에

서 두 개의 미지수에 대한 두 개의 벡터 방정식이 해결하는데, 즉 각각의 안테나 소자에서의 채널 응답(C k (nT))을 

결정한다. 이것은 각각의 관심 기지국의 각 경로마다 이루어진다.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안테나 소자를 사용하여 시스

템에 대해 유사한 방정식 해결이 수행될 수 있다.

잘 알려진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관심 기지국 각각의 전송된 전력(P k )), 서비싱 기지국의 파일럿 전력(P d ) 및 안

테나에서의 백색 잡음 분산 벡터 σ=(σ 1 ,σ 2 )가 평가된다(블록 58). 그런 다음 제 1 안테나 소자에 대한 새로운 

가중치가 계산되어 사전결정된 품질 기준을 최대화한다(블록 60). 일 실시예에서, 신호 대 간섭 및 잡음 비율(SINR)

이 품질 기준으로서 사용된다. 이 실시예에서, 새로운 가중치는 후속하는 방정식을 최대화하도록 결정된다.

여기서, SF는 파일럿 확산 팩터이고, 연산 G(A)는 매트릭스(A)의 요소들의 절대 제곱의 합산을 반환하며, X H 는 매

트릭스(X)의 공액 전치(conjugate transpose)이며, X T 는 매트릭스(X)의 정상적인 전치이다. 위의 방정식의 분모의

마지막 항은 채널에서의 화이트 가우시안 잡음에 관련되고 몇몇 경우에서는 무시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품

질 기준은 예를 들어, 파일럿 신호의 평균 제곱 에러(MSE), 레이크 수신기의 출련단에서의 비트 에러률(BER) 및 그 

외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접근 방식에서, 새로운 가중치는 유한 세트의 사전결정된 가중치로부터 선택된다. 유한 

세트의 가능한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 복잡성은 감소될 수 있다.

새로운 가중치가 결정된 후, 이 가중치는 현재의 처리 주기의 나머지 동안(즉,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 

T-τ 초 동안) 제 1 안테나 소자에 적용 된다(블록 62). 그런 다음 위의 설명한 처리는 뒤이은 처리 주기 동안 반복된

다.(블록 64). 이러한 방식에서, 통신 장치의 수신 빔은 연속적으로 조정되어 통신 장치 내의 간섭 레벨을 감소시킨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은 둘 이상의 안테나 소자를 갖는 시스템(예로, 도 3의 수신기 시스템(40))에 사용되도록 수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소정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라면 쉽게 이해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 수정 및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수정 및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 및 

범주 내에서 그리고 첨부된 청구항에 내에서 고려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장치에서 간섭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 및 상기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를 결합하는 결합기를 구비한 통신 장치를 제공하되,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는 조정가능한 가중치를 갖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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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관심 기지국 각각에 대해 상기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에 대한 개별 채널 응답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개별 채널 응답에 기초하여 간섭 관련 품질 기준(an interference related quality criterion)을 최적화하도록 상

기 제 1 안테나 소자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둘 이상의 안테나 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결합기는 상기 둘 이상의 안테나 소자의 출력을 결합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개별 채널 응답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에 사전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단계와,

상기 사전결정된 가중치가 적용되는 동안 제 1 관심 기지국과 상기 결합기의 출력단 사이의 채널에 대한 결합된 채널

응답을 평가(estimating)하는 단계와,

상기 평가된 결합된 채널 응답을 사용하여 상기 제 1 관심 기지국과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 사이의 채널에 대한 개별 

채널 응답(individual channel response)을 계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 채널 응답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에 미리 적용되는 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미리

적용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기 개별 채널 응답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치는 크기 관련 성분(a magnitude-related component) 및 위상 관련 성분을 갖는 복소 가중치인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관련 품질 기준은 신호 대 간섭 및 잡음 비율(SINR)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관련 품질 기준은 비트 에러율(BER)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관련 품질 기준은 평균 제곱 에러(MSE)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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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는 사전정의된 세트의 가능한 가중치로부터 가중치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통신 장치에서의 간섭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를 구비한 통신 장치를 제공하되,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는 조정가능한 가중치를 갖는 단계

와,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에 사전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단계와,

상기 사전결정된 가중치를 제 1 관심 기지국에 적용하는 동안 상기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에 대한 결합된 채널 응

답을 평가하는 단계와,

상기 평가된 결합된 채널 응답을 사용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와 상기 제 1 관심 기지국 사이의 채널에 대

한 개별 채널 응답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개별 채널 응답을 사용하여 간섭 관련 품질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에 대한 새로운 가중

치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결합된 채널 응답을 평가하는 단계와 다수의 관심 기지국 각각에 대한 개별 채널 응답을 계산하는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결합된 채널 응답을 평가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관심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파일럿 신호를 식별 및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사전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와 연관된 크기를 0으로 강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관련 품질 기준은 신호 대 간섭 및 잡음 비율(SINR)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통신 장치에서의 간섭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를 구비하는 통신 장치를 제공하되,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는 조정가능한 가중치를 갖는 단

계와,

현재의 주기 동안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에 사전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단계와,

상기 사전결정된 가중치를 제 1 관심 기지국에 적용하는 동안 상기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에 대한 결합된 채널 응

답을 평가하는 단계와,

상기 결합된 채널 응답을 사용하여 상기 현재의 주기 동안, 상기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 각각과 상기 제 1 관심 기

지국 사이의 채널에 대한 개별 채널 응답 을 계산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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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별 채널 응답을 사용하여 간섭 관련 품질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상기 현재의 주기 동안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에 대한 새로운 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현재의 주기 동안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에 상기 새로운 가중치를 적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가중치를 결정하기 전에, 결합된 채널 응답을 평가하는 단계와 다수의 관심 기지국 각각에 대한 개별 채

널 응답을 계산하는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개별 채널 응답을 계산하는 단계는 이전의 주기로부터의 안테나 가중치 정보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개별 채널 응답을 계산하는 단계는 이전의 주기로부터의 결합된 채널 응답 정보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개별 채널 응답을 계산하는 단계는 M개의 미지수의 M개의 방정식을 푸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개별 채널 응답을 계산하는 단계는 C 1 (t=nT)에 대한 다음의는 시스템의 방정식

을 푸는 단계를 포함하되, h 1 (t)는 시간 t에서의 상기 제 1 관심 기지국에 대한 상기 평가된 결합된 채널 응답이고, 

W (n-1)T 는 이전의 주기[(n-1)T+τ, nT) 동안 상기 안테나 소자의 계산된 벡터 이득이고, C 1 (t)는 시간(t)에서 상

기 안테나 소자 각각에 대한 상기 제 1 관심 기지국의 매트릭스식 채널 응답이며, 는 상기 사전결정된 가중치를 사

용한 상기 안테나의 벡터 이득인 방법.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관련 품질 기준은 신호 대 간섭 및 잡음 비율(SINR)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5 항에 있어서,

사전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단계, 결합된 채널 응답을 평가하는 단계, 개별 채널 응답을 계산하는 단계, 새로운 가

중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새로운 가중치를 뒤따르는 주기 동안 적용하는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조정가능한 가중치를 갖는 제 1 안테나 소자, 및 제 2 안테나 소자와,

상기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의 출력을 결합하여 결합된 신호를 생성하는 결합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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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의 상기 조정가능한 가중치를 제어하는 제어기

를 포함하되, 상기 제어기는,

다수의 관심 기지국 각각에 대해 상기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의 개별 채널 응답을 결정하는 제 1 유닛과,

상기 개별 채널 응답을 이용하여 간섭 관련 품질 기준을 최적화하는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제 2 유닛

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인 안테나 소자를 포함하되,

상기 결합기는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 상기 제 2 안테나 소자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인 안테나 소자의 출력을 

결합하여 상기 결합된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유닛은, 상기 관심 기지국에 각각에 대해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 상기 제 2 안테나 소자 및 상기 적어도 하

나의 부가적인 안테나 소자에 대한 개별 채널 응답을 결정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의 상기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통신 장치와 연관된 도플러 레이트에 의존하는 간격(intervals)으로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의 상

기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 관련 품질 기준은 신호 대 간섭 및 잡음 비율(SINR)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유닛은 상기 제 1 안테나 소자에 사전결정된 가중치를 규칙적으로 적용하여 상기 개별 채널 응답을 결정하

는 통신 장치.

청구항 29.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유닛은, 각각의 관심 기지국에 대한 상기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의 결합된 채널 응답을 사용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안테나 소자의 상기 개별 채널 응답을 결정하는 통신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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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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