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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의 다중 사용자 신호의 수신방법 및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중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 신호 r(t)를 이전 구간에서 예측한 신호크기에 따라 순서화하는 신호 정렬기(
10)와, 이 신호 정렬기(1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신호 r(t)에 각각의 경로 만큼 지연된 확산신호를 곱하고 적분하여 
상관(correation) 시키는 신호 상관부(20)와, 이 신호 상관부(20)의 출력을 필터링하는 잡음 백색화 필터(30)와, 다
른 사용자 신호의 검출값(? )과 채널계수 예측값을 이용하여 상기 잡음 백색화 필터(3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신호간
의 간섭을 제거한 후, 최대비 합성(maximal ratio combine)하여 정보신호 를 검출하는 다중 사용자 신호 검출부(40)
를 구비함에 따라 사용자 신호간의 간섭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신호의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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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사용자 신호 수신기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다중 사용자 신호 검출부의 내부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사용자 신호 수신기의 전체적인 세부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종래의 레이크(RAKE) 수신기를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상관기의 내부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신호 정렬부 20 : 신호 상관부

21 : 상관기 30 : 잡음 백색화 필터

40 : 다중 사용자 신호 검출부 41 : 간섭신호 제거부

42 : 신호합성필터 43 : 체널계수 예측부

44 : 신호 결정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중 경로 다이버시티(diversity)와 
신호의 결정 귀환(decision-feedback)을 함께 수행하여 사용자 신호간의 상호간섭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정보신호의 
전력손실을 줄이는 CDMA 시스템의 다중 사용자 신호의 수신방법 및 수신기에 관한 것이다.

CDMA 시스템에서 정보신호는 확산 대역 기술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즉, 전송되는 정보신호의 데이터 열(data stream)
을 확산신호(spreading sequence)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열을 이용하여 보내고자 하는 전송률 보다 훨씬 높은 전송률
의 데이터 열로 변환시켜 전송한다.

일반적으로, 확산신호는 이진신호이며 각각의 사용자가 고유한 확산신호를 사용하여 정보신호를 전송한다. 다시말해, 
보내고자하는 정보신호와 확산신호를 곱하여 전송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확산(spreading) 이라고 한다.

확산을 거친 신호는 고주파인 반송파로 변조되어 전송된다. 여러 사용자 신호들이 동시에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
여 전송되기 때문에 수신기에도 여러 사용자 신호들이 함께 수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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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신기는 특정 사용자 신호만을 검출하기 위해 특정 사용자가 전송할 때 사용한 확산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사
용하는 상관기(correlator)를 이용하여 수신되는 신호들로 부터 특정 사용자 신호만을 추출하는 상관(correlation)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일반적으로 역확산(despreading) 이라고 부른다. 이와같이 역확산된 상관기의 출력이 검출
기로 보내지면 검출기는 정보신호의 비트값, 즉 1 혹은 0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의 무선 채널 환경에서 이동국에서 송신된 사용자 신호는 건물, 산 등과 같은 많은 산란체에 의해 반사되어 
여러 방향의 다중 경로(multipath)를 통해 수신기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수신기에는 이동국에서 전송된 사용자 신
호 뿐만 아니라 진폭의 변화와 지연이 생긴 여러개의 사용자 신호들이 함께 수신된다.

예를들어, s(t)를 k-번째 사용자의 확산신호라 하고, 확산신호의 칩 간격인 T만큼 지연된 L개의 다중 경로를 통해 수
신되는 k-번째 사용자 신호 r(t)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t)=c(t)s(t-lT)

여기서, c는 l-번째 채널경로를 통해 수신된 k-번째 사용자 신호의 변화를 나타내는 채널계수이고, w는 k-번째 사용
자 신호의 전력을 나타낸다.

한편, K명의 동시 사용자에 대한 전송신호가 L개의 다중 경로 채널을 통해 수신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이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t)=c(t)s(t-lT)b+n(t)

여기서, b는 k-번째 사용자의 정보비트 즉 1 또는 -1을 나타내며, n(t)는 채널의 잡음성분을 나타낸다.

이와같이 다중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종래의 CDMA 시스템은 도 4와 같은 RAKE 수신
기(100)를 사용하였다. RAKE 수신기(100)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지연된 각각의 사용자 신호를 상관시킨 후, 
합성한다.

다시말해, L개의 다중 경로를 거친 사용자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RAKE 수신기(100)에는 각각의 사용자에 대하여 L개
의 상관기(100)가 필요하며, k-번째 사용자의 l-번째 상관기(110)는 수신신호에 l-번째 경로만큼 지연된 k-번째 
사용자의 확산신호를 곱하고 적분하는데, 그 출력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r(t)? s(t-lT)dt

상기와 같이 한명의 사용자에 대한 RAKE 수신기(100)의 출력은 다중 경로의 수와 동일한 L개를 얻게되는데, 각 상관
기(110)의 출력값은 채널왜곡을 보상한 후, 합성된다.

이와같은 방법을 통해 다중 경로 다이버시티(diversity)를 얻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의 확산신호들 사이의 상관값은 0
이 아니므로 동일한 확산신호 사이에서도 신호의 지연에 의한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따라, 종래의 RAKE 수신기
는 사용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말해 사용자 신호간의 간섭과 지연된 사용자 신호에 의한 간섭을 제거하기 위하
여 도6에 도시된 것처럼 K명의 동시 사용자 신호들을 모두 고려하여 신호검출을 수행하는 다중 경로 역상관 수신기(m
ultipath decorrelation receiver: MDR)가 제안되었다.

    
즉, 종래의 다중 경로 역상관 수신기는 다중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K명의 사용자 신호 r(t)에 각각의 경로만큼 지연된 
확산신호를 곱하고 적분하여 상관시키는 신호상관부(110)와, 아 산호 상관부(110)의 출력을 필터링하여 사용자 신호
간의 상호간섭(multiple access interference : MAI)을 제거하는 역상관 필터(120)와, 이 역상관 필터(120)를 통과
한 각 사용자 신호에 포함된 잡음의 증폭을 억제하고 최대비합성(maximal ratio combine)하여 정보신호 를 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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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검출부(130)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신호 검출부(130)는 역상관 필터(120)를 통과한 각 사용자 신호를 필터링하여 신호에 포함된 잡음의 증폭
을 억제하는 잡음 백색화 필터(Noise Whitening Filter)(131)와, 상기 잡음 백색화 필터(131)를 통과한 각 사용자 
신호를 최대비 합성하는 신호합성필터(132)와, 상기 신호합성필터(132)에 의해 최대비 합성된 사용자 신호로부터 정
보신호를 검출하는 신호결정부(133)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다중경로 역상관 수신기가 K명의 사용자에 대해 각각 L개의 상관기(111)를 사용하여 검출한 신호인 K x L 
개의 신호를 다음과 같이 벡터로 나타낼수 있다.

===RWC+n

여기서, W는 사용자 신호의 전력을 나타내며, 는 K명의 사용자에 대한 전송신호의 정보비트를 나타내는 K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이고, n은 채널의 잡음에 대한 상관기 출력을 나타낸다.

또한, 행렬 R은 K명의 사용자의 확산신호에 대해 각각 L개의 지연으로 이루어진 K× L개의 확산신호들 사이의 상관값
으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즉, 행렬 R의 1행 1열의 값, 즉 r은 s(t)와 s(t)의 상관값을 나타내며, R은 s(t-(L-1)T)와 
s(t-(L-1)T)의 상관값을 나타낸다. 아울러, C는 K× L개의 채널계수값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다중 경로 역상관 수신기는 역상관 필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신호간의 상호간섭을 제거하고, L개의 
다중 경로 신호를 최대비 합성하여 정보신호를 검출하는데

상기 역상관 필터(120)는 사용자 신호간의 상호간섭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수신되는 사용자 신호에 포함된 
잡음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잡음이 증폭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종래의 다중경로 역상관 수신기는 역상관 필터(120)의 출력값을 필
터링하는 잡음 백색화 필터(131)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신되는 전체 사용자 신호를 역상관 필터(120)로 필터링한 후, 
이 역상관 필터(120)를 통과한 각 사용자 신호로 부터 잡음 백색화 필터를 얻는 방법은 잡음의 증폭을 억제시키는 능
력을 떨어뜨려 상대적으로 정보신호의 전력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으로, 다른 사용자 신호의 검출값과 채널계수의 예측값
을 이용하여 사용자 신호간의 상호간섭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정보신호의 전력손실을 줄이는 CDMA 시스템의 다중 사
용자 신호의 수신방법 및 수신기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다중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K명의 사용자 신호를 이전 구간에서 예측
한 신호크기에 따라 순서화 시키는 제 1단계와 ;상기 제 1단계에서 정렬된 각 사용자 신호에 각각의 경로만큼 지연된 
확산신호를 곱하고 적분하여 상관시키는 제2단계와 ; 상기 제 2단계에서 상관된 각 사용자 신호를 잡음 백색화 필터를 
통해 필터링하는 제 3단계와; 다른 사용자 신호의 검출값과 채널계수 예측값을 이용하여 상기 3단계에서 필터링된 사
용자 신호간의 상호간섭을 제거한 후, 각 사용자 신호를 최대비 합성하여 정보신호를 검출하는 제 4단계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중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 신호 K명의 사용자 신호를 이전구간에서 예측한 신호크기에 따라 
순서화하는 신호 정렬부와; 상기 신호정렬부에서 출력되는 각 사용자 신호에 각각의 경로만큼 지연된 확산신호를 곱하
고 적분하여 상관 시키는 신호상관부와; 상기 신호상관부에서 상관된 각 사용자 신호를 필터링하는 잡음 백색화 필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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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용자 신호의 검출값과 채널계수 예측값을 이용하여 상기 잡음 백색화 필터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신호간의 상
호간섭을 제거한후, 각 사용자 신호를 초대비 합성하여 정보신호를 검출하는 다중사용자 신호 검출부를 구비하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사용자 신호 수신기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로,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는 다중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K명의 사용자신호 r(t)를 이전 구간에서 예측한 신호크기에 따라 정렬시키는 신호정렬부(10)와, 
상기 신호정렬부(10)에서 출력되는 각 사용자 신호 r(t)에 각각의 경로만큼 지연된 확산신호를 곱하고 적분하여 상관
시키는 다수의 신호상관부(20)를 구비한다.

또한, 상기 신호상관부(20)들의 출력을 필터링하는 잡음 백색화필터(30)와, 다른 사용자 신호의 검출값과 채널계수 
예측값을 이용하여 상기 잡음 백색화필터(3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신호간의 상호간섭을 제거하고 각 사용자 신호를 
최대비 합성하여 정보신호 를 검출하는 다중사용자 신호 검출부(20)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 다중 사용자 신호 검출부(40)는 도 2에 도시된것처럼 다른 사용자 신호의 검출값 (? )과 채널계수 예측부
(43)에서 예측된 다른 사용자 신호의 채널계수를 이용하여 잡음 백색화 필터(3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신호간의 간섭
을 제거하는 간섭신호제거부(41)와, 상기 간섭신호부(41)의 출력을 최대비 합성하는 신호합성필터(42)와, 상기 신호
합성필터(42)에 의해 최대비 합성된 사용자 신호로 부터 검출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정보신호를 검출하는 신호결정부(
44)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사용자 신호 수신기의 동작을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사용자 신호 수신기의 전체적인 세부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 신호 정렬부(10)는 이전 구
간에서 예측한 신호크기에 따라 L개의 다중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K명의 동시 사용자에 대한 신호 r(t)를 순서화한다. 
즉, 신호의 진폭은 일반적으로 채널에 의해 변화되지만 채널은 매우 느리게 변화하므로 N-비트 구간 동안 수신된 신호
의 평균을 사용하면 신호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으며, 그 크기에 따라 순서화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정렬된 각각의 사용자 신호 r(t)는 L개의 상관기(22)로 구성된 신호 상관부(20)에서 각각의 경로 만큼 지연
된 확산신호를 곱한 후, 적분하는 상관(correlation)이 수행되며, 상관기(22)를 통과한 신호는 각각 잡음 백색화 필터
(30)를 통과하며 필터링된다.

상기 잡음 백색화 필터(30)는 상호 상관 행렬, R=FF의 코레스키 디콤포지션(Cholesky Decomposition)을 통해 (F)
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즉, 행렬 (F)의 원소값들이 잡음 백색화 필터의 계수값이 된다.

상기된 F는 행렬 F의 트랜스포즈(transpose) 행렬, F는 행렬 F의 역(inverse) 행렬을 각각 나타내며, 상호 상관 행렬
은 각각의 사용자 신호에 대한 확산신호를 알고 있으므로 사전에 계산될 수 있다.

이와같이 잡음 백색화 필터(30)를 통과한 사용자 신호는 다중 사용자 신호 검출부(40)에서 합성되며 정보신호 가 검
출된다. 즉, 잡음 백색화 필터(30)에서 출력되는 첫번째 사용자에 관한 출력은 신호합성필터(41)에 의해 최대비 합성
(maximal ratio combine)된 후, 신호 결정부(44)로 인가되어 정보신호 가 검출된다.

첫번째 사용자 신호의 최대비 합성을 위한 신호합성필터(41)는 (F)과 같이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F은 행렬 F의 첫번
째 사용자에 대한 L× L 부분행렬의 원소값이며, 는 첫번째 사용자에 대한 L개의 채널계수의 예측값으로 이루어진 벡
터 의 허미션-트랜스포즈(Hermitian transpos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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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번째 사용자의 정보신호 를 검출하는 경우에는 1∼(k-1) 번째 사용자 신호의 검출값 (? )과 예측된 채널계수
를 k-번째 사용자의 검출단으로 귀환(feedback) 시켜 1∼(k-1) 번째 사용자 신호로 부터의 간섭을 제거한다. 즉, 잡
음 백색화 필터(30)에서 출력되는 k-번째 사용자 신호, z로 부터 다음과 같이 간섭을 제거한다. z-F().

이와같이 다른 사용자 신호가 제거된 신호를 최대비 합성한 후, 정보신호 를 검출한다. k-번째 사용자 신호의 최대비 
합성을 위한 신호합성필터는 채널계수와 상호 상관 행렬로 부터 (F)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즉, 최대비 합성은 간섭신호
를 모두 제거한 후, 특정 사용자 신호에 대해서만 채널왜곡을 보상하게 된다.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 수행하면 다중 사용자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CDMA 기술을 사용하
는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이나 위성통신 시스템의 용량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지국 수신기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
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다른 사용자 신호의 검출값과 채널계수의 예측값을 이용하여 사용자 신호간의 상호간섭을 제거
하고 특정사용자 신호만을 최대비 합성하여 채널왜곡을 보상함에 따라 역상관 필터를 이용하는 기존의 다중경로 역상
관 수신기에 비해 약 1dB내지 2dB 정도의 전력이득을 얻을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
을 지닌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K명의 사용자 신호를 이전 구간에서 예측한 신호크기에 따라 순서화 시키는 제 1단계와; 상
기 제 1단계에서 정렬된 각 사용자 신호에 각각의 경로만큼 지연된 확산신호를 곱하고 적분하여 상관시키는 제 2단계
와; 상기 2단계에서 상관된 각 사용자 신호를 잡음 백색화 필터를 통해 필터링하는 제3단계와; 다른 사용자 신호의 검
출값과 채널계수 예측값을 이용하여 상기 제 3단계에서 필터링된 사용자 신호간의 상호간섭을 제거한 후, 각 사용자 신
호를 최대비 합성하여 정보신호를 검출하는 제4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시스템의 다중 사용자 신
호의 수신방법
    

청구항 2.

    
다중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K명의 사용자 신호를 이전 구간에서 예측한 신호크기에 따라 순서화하는 신호정렬부와; 상
기 신호정렬부에서 출력되는 각 사용자 신호에 각각의 경로만큼 지연된 확산신호를 곱하고 적분하여 상관시키는 신호
상관부와; 상기 신호상관부에서 상관된 각 사용자 신호를 필터링하는 잡음 백색화 필터와; 다른 사용자 신호의 검출값
과 채널계수 예측값을 이용하여 상기 잡음 백색화 필터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신호간의 상호간섭을 제거한 후, 각 사용
자 신호를 최대비 합성하여 정보신호를 검출하는 다중 사용자 신호 검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시스
템의 다중 사용자 신호 수신기.
    

청구항 3.

    
창구항 2에 있어서, 상기 다중 사용자 신호 검출부는: 다른 사용자 신호의 검출값과 채널계수 예측부에서 예측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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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신호의 채널계수를 이용하여 잡음 백색화 필터(3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신호들중 검출하고자 하는 사용자 신
호 이외의 신호를 제거하는 신호 제거부와, 상기 신호 제거부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신호를 최대비 합성하는 신호합성필
터와, 상기 신호합성 필터에 의해 최대비 합성된 사용자 신호로 부터 정보신호를 검출하는 신호 결정부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시스템의 다중 사용자 신호 수신기.
    

청구항 4.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잡음 백색화 필터는 상호 상관 행렬, R=FF의 코레스키 디콤포지션(Cholesky Decompositi
on)을 통해 (F)와 같이 얻되, 여기서 F는 행렬 F의 트랜스포즈(transpose) 행렬, F는 행렬 F의 역(inverse) 행렬을 
각각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시스템의 다중 사용자 신호 수신기.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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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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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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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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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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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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