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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직접 확산 CDMA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특히 직접 확산 CDMA 방식을 이용하는 코히어런트 레이크 수신기
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파일럿심볼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시분할 
다중화(TDM)에 의해 파일럿과 데이터가 혼합되어 하향 채널을 통해 전송됨에 따라, 상기 하향 채널 상에
서 서로 동기 되는 방송제어채널(BCCH) 및 사용자전용채널(DPCH)의 각 파일럿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된 
데이터의 복조를 위한 채널을 추정하는 채널 추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의 일반적인 레이크 수신기의 일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구성도.

도 2 는 종래의 일반적인 파일럿심볼을 삽입하는 방식을 나타낸 도면.

도 3 은 종래의 일반적인 파일럿채널을 삽입하는 방식을 나타낸 도면.

도 4 는 종래의 일반적인 파일럿심볼의 다중화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 는 종래 기술에 따른 파일럿심볼을 이용한 레이크 수신기의 일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구성도.  

도 6 은 유럽 전기통신 표준화(ETSI) 규격에 따른 송신기의 일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구성도.

도 7 은 유럽 전기통신 표준화(ETSI) 규격에 따른 하향채널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심볼을 이용한 채널 추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구성도.

도 9 는 본 발명의 채널 추정 방법에 따른 비트에러율 곡선을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DPCH 채널 추정부            200 : BCCH 채널 추정부            

210 : BCCH 채널화 코드부          240 : 지연부(Buffer)

300 : PN 코드 발생부              400 : 역확산부                    

500 : DPCH 채널화 코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접 확산 CDMA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직접 확산 CDMA 방식을 이용하는 코히어런
트 레이크 수신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파일럿심볼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IS-95 규격에 이은 차세대 통신 규격인 IMT-2000에서도 직접 확산 CDMA 방식(DS-CDMA)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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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에 있다.

이 직접 확산 CDMA 통신 시스템에서는 레일리(Rayleigh) 분포나 나가가미 라이스(Nakagami-Rice) 분포를 
갖도록 모델링 되며 소규모 페이딩(Small-scale Fading)인 다중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레이크 수신기(RAKE Receiver)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유럽이나 일본에서 제안된 비동기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IMT-2000 시스템에서도 상향채널 및 하향채
널에서  모두  코히어런트  방식(Coherent)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크  수신기에서  페이딩채널의 
위상(phase)과 진폭(amplitude) 특성을 보상하는 채널 추정(channel estimation)이 필수적이다.

코히어런트 방식의 CDMA  수신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지국과 이동국간에 미리 약속된 파일럿신호를 
송수신하게 된다. 이 약속된 파일럿신호를 수신함에 따라 채널의 진폭 및 위상 특성을 추출해 낼 수 있
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부분의 수신이 가능하게 된다. 

도 1 은 종래의 일반적인 레이크 수신기의 일부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도시된 레이크 수신기는 단일 핑거(1 finger)를 나타낸 것이다. 

이 레이크 수신기는 핑거(finger)들을 병렬로 연결하여 결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채널 추정
은 각 핑거에 구비된 채널 추정부(Channel Estimator)(6)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도 2 는 종래의 일반적인 파일럿심볼을 삽입하는 방식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3 은 종래의 일반적인 파
일럿채널을 삽입하는 방식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도 2의 파일럿심볼을 삽입하는 방식은 시분할 다중화(TDM : Time Division Multiplexing) 형태로 
파일럿을  삽입하는  방식이며,  도  3의  파일럿채널을  삽입하는  방식은  코드분할  다중화(CDM  :  Code 
Division Multiplexing) 형태로 파일럿과 데이터를 혼합하여 삽입하는 방식이다.

유럽에서  제안되고  있는  비동기식 규격인 유럽  전기통신 표준화(ETSI)  규격에서는 하향채널(Downlink 
Channel)이 파일럿심볼 구조로 되어 있다.

이  파일럿심볼은  실제  0비트이며,  송신단에서는  이  0비트를  +1로  매핑하기  때문에  직교  위상  편이 

변조(QPSK)에서는 신호점 중 (1,1)(= ) 심볼에 해당하게 된다.

스크램블(scrambling)  코드인  PN  코드를  c(k),  채널의  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직교  코드인  채널화 
코드(channelization code)를 w(k), 데이터를 d(k)라 한다면, 이 때의 전송 신호 s(k)는 다음과 같다.

s(k) = c(k)·w(k)·d(k)   

여기서, k는 칩 타임을 나타내는 인덱스(index)이며, 데이터 d(k)는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일럿과 
데이터 성분이 시분할 다중화(TDM) 형태로 함께 삽입되어 있다.

도 4 는 종래의 일반적인 파일럿심볼의 다중화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하나의 슬롯( )은 파일럿 영역인 NP 과 데이터 영역인 ND 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며, 시변(Time-varying) 다중경로채널 h(j:k)는 다음의 식 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식 1에서 L은 분해가능한 다중 경로의 수이다.

또한, 첫 번째 경로 즉 첫 번째 핑거(1st Finger)에서의 수신신호는 다음의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여기서, 는 k번째 경로에서의 잡음성분의 총합이며, 이 식을 디스크램블(descrambling)하고 채널
화 코드(channelization code)를 곱해 주면 수신신호는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윗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디스크램블(descrambling)을 거치고 나면 칩 타임 인덱스 k는 심볼 인덱스 n으
로 바뀐다.

파일럿심볼 구간에서 d(n)=(1,1)이므로, 한 파일럿 구간 즉 한 슬롯 구간에서의 채널 추정값은 다음의 
수학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m은  슬롯  타임  인덱스이다.  이  때  은  m번째  슬롯의  n번째  심볼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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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라고 쓸 수도 있다.

수학식 4를 사용하여 파일럿으로부터 구한 채널 추정값은 , , , ......이
다.

이들 채널 추정값으로부터 채널성분을 추출하여, 왜곡된 데이터 영역의 신호들을 보상해야 한다.

도 4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 영역에서는 파일럿 영역에서 추정한 채널 추정값이 맞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동국의 속도가 빨라져서 도플러 주파수가 큰 경우에는 채널특성이 더욱 빨리 변하게 되므로 여러 

개의 파일럿으로부터 구한 채널 추정값, 들로부터 보다 정확한 채널 추정값을 만들어 내는 알고리
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선형보간기법(Linear  Interpolation),  가우스보간기법(Gaussian 
Interpolation),  빈너  필터링기법(Wiener  Filtering),  웨이티드  멀티슬롯  평균기법(WMSA  :  Weighted 
Multi Slot Average)등이 있다.

또한, 결정판정방식(Decision Directed)을 이용하여 데이터 영역도 잠정적인 판별을 행한 후 채널 추정 
정보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은 평균기법과 보간기법에 의해 채널 추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레이크 수신기의 일부 구
성을 도 5 에 나타내었다.

보간기법에 따르면, m번째 슬롯의 n번째 데이터심볼 은 식 5에 의한 추정값을 이용하여 식 6
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복소쌍(complex conjugate)의 의미로, 최적정량 결합 기법(maximal ratio combining)에 의
한 보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종래 기술에서는 자신의 채널(DPCH)에 속한 파일럿 심볼만을 이용하여 채널 추정을 한다. 그
러므로 이동국의 속도가 빨라져서 채널의 변화가 급격해지거나, 데이터의 전송률이 커서 상대적으로 파
일럿심볼의 전력이 작을 경우에 원하는 성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복잡한 보간(Interpolation) 기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기지국에서 계속 전송되는 또하나의 채널인 
방송제어채널(Broadcasting Control Channel ; 이하, BCCH 라 약칭함)의 파일럿신호를 추가적으로 사용
자전용채널(이하, DPCH 라 약칭함)의 데이터 복조를 위한 채널 추정에 이용함으로써, 레이크 수신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채널 추정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채널 추정 방법의 특징은, 코드 분할 다중화(CDM)에 의해 
파일럿과 데이터가 혼합되어 하향 채널을 통해 전송됨에 따라,  상기 하향 채널상에서 서로 동기되는 
BCCH 및 DPCH의 각 파일럿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된 데이터의 복조를 위한 채널을 추정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채널  추정에는  상기  파일럿과  데이터  혼합되어  전송된  수신신호를 
디스크램블(Descrambling)하고,  여기에  채널화  코드를  곱한  수신  심볼로부터  구한  슬롯  타임에  따른 
DPCH의 채널 추정값 및 BCCH의 채널 추정값으로부터 채널 성분을 추출하여 상기 데이터를 보상하게 된
다. 

여기서, 상기 DPCH의 채널 추정값으로는 와 를 이용한 평균치를 사용하며, 이 평균

치와 BCCH의 채널 추정값 을 보간(Interpolation)에 사용함으로써, 수신된 데이터의 복조를 위한 
채널 추정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상기 하향 채널상에서의 채널 추정에는 다중 경로의 각 핑거(Finger)마다 DPCH의 파일럿 정보를 
이용하며, BCCH의 파일럿 정보는 채널 추정에 따른 연산량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며, 경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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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기 DPCH의 파일럿 정보 및 BCCH의 파일럿 정보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동기채널(SCH)의 정보도 추
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DPCH의 데이터 복조를 위한 채널 추정을 위해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BCCH의 파일럿신호를 
DPCH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레이크 수신기가 원하는 성능을 얻어내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보
간 기법을 이용하여도 된다는 것이 본 발명의 핵심이다.

여기서, 데이터 복조를 위한 채널 추정에 BCCH의 파일럿을 이용하는 이유는, BCCH의 파일럿 세기는 DPCH
의 파일럿 세기보다 작은 대신 한 슬롯당 구성 비율이 크기 때문이다. 즉, BCCH의 한 슬롯당 구성 비율
은 4/10이고, 예로든 128kbps 데이터의 경우 DPCH의 한 슬롯당 구성 비율은 8/160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전송율이 커지면 파일럿의 비율이 더 줄어들게 된다.

도 6 은 유럽 전기통신 표준화(ETSI) 규격에 따른 송신기의 일부 구성을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다.

도 6에는 하향채널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하향채널을 보면 여러 가지 채널이 다중화된 형태로 
전송된다.

각각의 하향채널은 코드 동기를 위해 존재하는 동기채널(SCH1, SCH2), 기지국의 정보를 이동국에 계속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BCCH, 그리고 전송하려는 실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DPCH로 구성된다.

각 하향채널은 채널화 코드(channelization code)라는 직교 코드에 의해 구분되며, 공통의 스크램블 코
드(scrambling code)를 사용한다.

만약 사용자수가 늘어나면 여러 개의 DPCH(DPCH1, DPCH2, ......)는 병렬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동기채널(SCH)은 다른 채널들과 달리 스크램블 코드(Scrambling code)를 이용하지 않고, 고유의 직교 골
드 코드를 이용한다.

DPCH의 데이터를 128kbps라 하고 채널 부호화에 의해 대역폭이 확장되어 물리채널(physical channel)의 
부호율이 512kbps가 된다고 가정하면, 이때는 유럽이나 일본의 표준화 규격에 따른 하향채널의 프레임 
구조에서 128kbps 이상의 데이터는 파일럿 16비트, 전송전력제어(transmit power control) 2비트를 이용
하기 때문에 도 7과 같은 구조가 된다.

도 7 은 유럽 전기통신 표준화(ETSI) 규격에 따른 하향채널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하향채널의 10ms당 하나의 프레임은 16개의 슬롯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슬롯은 0.625ms이다.

여기서, BCCH은 확산 인수(Spreading factor)가 256이며, 이에 따라 각 슬롯당 I신호에 대한 BCCH(I) 10
비트와 Q신호에 대한 BCCH(Q) 10비트로 20비트(=10 심볼)가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DPCH는 확산 인수(Spreading factor)가 16이며, 이에 따라 각 슬롯당 I신호에 대
한 DPCH(I) 160비트와 Q신호에 대한 DPCH(Q) 160비트로 320비트(=160 심볼)가 된다. 이 160비트 중 8비
트는 파일럿, 1비트는 TPC, 나머지 151비트가 데이터이다.

본 발명에서는 DPCH의 데이터 복조를 위한 채널 추정에 DPCH의 파일럿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BCCH의 파일럿 정보도 동시에 이용한다.

이는 BCCH의 정보가 DPCH와 동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항상 이동국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심볼을 이용한 채널 추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구성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도시된 블록구성도를 통해 설명되는 각각의 채널을 추정하는 방법에서는, 도 4의 종래

의 일반적인 파일럿심볼의 다중화 구조에서 하나의 슬롯( )을 구성하는 파일럿 영역인 NP 과 데이

터 영역인 ND 중 데이터 영역을 추정하고자 할 때, 와 의 두 추정값만을 이용한다.

따라서, 식 7에 따른 두 추정값으로부터 채널 성분을 추출하여 왜곡된 데이터 영역의 신호들을 보상한
다.

즉, 본 발명은 데이터 영역에 대해 특별한 보간기법(interpolation)을 사용하지 않고 양쪽의 파일럿 신
호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보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도 8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에 따른 채널 추정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BCCH의 파일럿을 이용하고
자 점선부분만이 핑거(Finger)에 추가된다.

추가적으로  BCCH은  슬롯  당  파일럿이  8비트(=  4  심볼)  밖에  되지  않으므로  추가되는  메모리량은 
핑거(Finger)당 8비트가 되며, 채널화 코드(channelization code)의 곱셈과 덧셈 블록만 더 필요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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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는 본 발명의 채널 추정 방법에 따른 비트에러율(BER) 곡선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9에 도시된 비트에러율(BER) 곡선은 이동국의 속도가 30km/s일 때 다중경로가 1개인 채널에 대해 레
일리(Rayleigh) 분포를 갖도록 모델링하여 모의 실험한 결과이다. 

이 비트에러율 곡선에서 "Perfect Phase"는 채널의 왜곡성분을 정확히 안다고 가정한 경우의 곡선이다.

만약 의 식 7에 따라 DPCH의 파일럿만으로 DPCH의 데이터를 추
정하면 "Prefect Phase" 곡선에 비해 많은 성능 열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CCH의 파일럿만
으로 DPCH의 데이터를 추정하여도 역시 이와 비슷한 성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DPCH의 데이터(I,Q 각각) 중 2/5에 해당하는 64비트(= 160*(2/5))는 DPCH와 BCCH의 파일럿을 모
두 이용한 추정을 수행하며, 나머지 96비트는 DPCH의 파일럿만을 이용하여 추정을 수행하면 성능이 향상
됨을 알 수 있다.

BCCH의 파일럿은 전체 슬롯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DPCH의 파일럿은 약 1/20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BCCH의 파일럿 영역과 DPCH의 데이터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때는 새로운 추정값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추정값은 식 8과 식 9와 같다. 

여기서, DPCH의 데이터(I,Q 각각) 중 2/5에 해당하는 64비트(= 160*(2/5))에 대해 DPCH와 BCCH의 파일럿
을 모두 이용한 추정값은 식 8이며, 나머지 96비트에 대해 DPCH의 파일럿만을 이용한 추정값은 식 9이
다.

지금까지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채널 추정 방법에서는 BCCH의 정보와 DPCH의 정보를 어떤 비율로 채널 
추정에 사용할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본 발명에서는 동기채널(SCH)의 정보도 채널 추정에 추가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다중 경로항이 많아질 경우에D는 각 핑거(finger)마다 BCCH에 의한 추정 블록이 추
가 되야 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연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첫 번째 핑거(1st Finger)에만 본 발명에 따른 
채널 추정 방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핑거에서는 기존의 보간기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채널 추정 방법은,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BCCH의 파일럿을 
DPCH와 함께 채널 추정에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 째, 비교적 간단한 보간 기법을 이용하여도 레이크 수신기가 원하는 성능을 얻어낼 수 있다.

둘 째, 도플러 주파수가 클수록 또는 데이터 전송율이 높을수록 비트에러율에 대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세 째, 보다 복잡한 보간기법을 이용한다 해도 역시 BCCH의 정보를 같이 이용하는 본 발명의 채널 추정 
방법이 더 많은 이득을 갖는다.

네 째, 방송제어채널의 파일럿을 추가하여 채널 추정함에 따른 하드웨어의 복잡도 증가나 연산량의 증가
가 그리 크지 않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드 분할 다중화(CDM)에 의해 파일럿과 데이터가 혼합되어 하향 채널을 통해 전송됨에 따라, 상기 하향 
채널상에서 서로 동기되는 방송제어채널(BCCH)  및 사용자전용채널(DPCH)의 각 파일럿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된 데이터의 복조를 위한 채널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추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추정에는  상기  파일럿과  데이터  혼합되어  전송된  수신신호를 
디스크램블(Descrambling)하고, 여기에 채널화 코드를 곱한 수신 심볼로부터 구한 슬롯 타임에 따른 사
용자전용채널(DPCH)의 채널 추정값 및 방송제어채널(BCCH)의 채널 추정값으로부터 채널 성분을 추출하여 
상기 데이터를 보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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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전용채널(DPCH)의 채널 추정값으로는 와 를 이용한 

평균치를 사용하며, 이 평균치와 방송제어채널(BCCH)의 채널 추정값 을 보간(Interpolation)에 
사용함으로써, 수신된 데이터의 복조를 위한 채널 추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추정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향 채널상에서의 채널 추정은, 다중 경로의 각 핑거(Finger)마다 사용자전용
채널(DPCH)의 파일럿 정보를 이용하며, 방송제어채널(BCCH)의 파일럿 정보는 채널 추정에 따른 연산량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추정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향 채널상에서의 채널 추정에는, 상기 사용자전용채널(DPCH)의 파일럿 정보 
및 방송제어채널(BCCH)의 파일럿 정보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동기채널(SCH)의 정보도 추가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추정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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