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L 27/26 (2006.01)

     H04J 11/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5월08일

10-0715912

2007년05월02일

(21) 출원번호 10-2004-0062680 (65) 공개번호 10-2006-0014100

(22) 출원일자 2004년08월10일 (43) 공개일자 2006년02월15일

심사청구일자 2006년03월15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채헌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오벨리스크 2011호

김병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벽적골8단지아파트 826동 203호

황인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6-10번지 402호

양장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한양아파트 330동 109호

허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한양아파트 333동 608호142

조세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우창아파트 5동 504호

윤순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9동 106호

(74) 대리인 권혁록

(56) 선행기술조사문헌

EP0875989 A2

KR1020050063624 A

EP0814568

US2003194029

US2004004933

US2004114506

JP2004072724 A

US6052566

EP0999649

US6456653

US2003223354

심사관 : 박상현

전체 청구항 수 : 총 29 항

등록특허 10-0715912

- 1 -



(54)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디지털자동이득제어기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프레임별 전력크기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통신시스템에서,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 : Auto Gain

Controller)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다음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추정하

여 출력하는 SNR추정기와, 매 프레임마다 상향링크 수신전력을 측정하여 출력하는 전력측정기와, 상기 SNR추정기로부

터의 (n-1)번째 프레임의 SNR추정값과 상기 전력측정기로부터의 (n-1)번째 프레임의 수신전력 측정값을 이용해서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전력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상향링크 전력을 이용해서 상기 n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상기 자동이득

제어기의 이득(gain)을 계산하는 이득계산기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이전 계산된 이번 프레임의 SNR 추정값과

이번 프레임의 수신전력 측정값을 이용해서 다음 프레임의 상향신호의 크기를 예측하고, 상기 예측값을 이용해 디지털 자

동이득제어기를 제어함으로써,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가 보다 정확히 유효비트를 검출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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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 : Auto Gain Controller)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다음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추정하여 출력하는 SNR추정기와,

매 프레임마다 상향링크 수신전력을 측정하여 출력하는 전력측정기와,

상기 SNR추정기로부터의 (n-1)번째 프레임의 SNR추정값과 상기 전력측정기로부터의 (n-1)번째 프레임의 수신전력 측

정값을 이용해서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전력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상향링크 전력을 이용해서 상기 n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gain)을 계산하는 이득계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는 상기 이득계산기로부터의 이득에 따라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로부터의 데이터열에서 유효비트들만 취해서 출력하는 유효비트검출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SNR추정기는, 상기 다음 프레임의 채널할당정보 및 목표 CINR(Carrier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n)를 이용

해서 상기 상향링크 SNR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CINR은 단말들로부터 피드백되는 채널품질지시자(CQI : Channel Quality Indicator)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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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할당정보는 프레임내 할당되는 데이터 버스트(Data Burst)들의 정보들을 포함하는 맵(MAP)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Nburst는 프레임내 할당된 상향 데이터 버스트들의 개수, NFFT는 전체 부반송파(subcarrier)의 개수, NUT는 한 프레임내

의 상향 데이터 심볼 개수, CINR(m)은 m번째 데이터 버스트의 목표 CINR, NSCH(m)은 m번째 데이터 버스트에 할당된 부

채널(subchannel)의 개수, k는 부채널의 전력할당량이라 할 때,

상기 SNR 추정값(S/N)은 다음 수식,

으로 추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이득계산기는, 상기 n번째 프레임에 대한 상향링크 잡음전력(Noise Power)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잡음전력과 미

리 설정된 기준값의 비(ratio)를 이용해서 상기 n번째 프레임에 적용될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이득계산기는, 상기 n번째 프레임에 대한 상향링크 수신전력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수신전력과 미리 결정된 기준

값의 비(ratio)를 이용해서 상기 n번째 프레임에 적용될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22.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 : Auto Gain Controller)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다음 프레임의 채널할당정보 및 목표 CINR(Carrier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n)를 이용해 상기 다음 프레임의 상

향링크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추정하여 출력하는 SNR추정기와,

매 프레임마다 상향링크 수신전력을 측정하여 출력하는 전력측정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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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NR추정기로부터의 (n-1)번째 프레임의 SNR추정값과 상기 전력측정기로부터의 (n-1)번째 프레임의 수신전력 측

정값을 이용해서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전력(Noise Power)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잡음전력을 이용해서 상기 n

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을 계산하는 이득계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는 상기 이득계산기로부터의 이득에 따라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로부터의 데이터열에서 유효비트들만 취해서 출력하는 유효비트검출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할당정보는 프레임내 할당되는 데이터 버스트(Data Burst)들의 정보들을 포함하는 맵(MAP)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Nburst는 프레임내 할당된 상향 데이터 버스트들의 개수, NFFT는 전체 부반송파(subcarrier)의 개수, NUT는 한 프레임내

의 상향 데이터 심볼 개수, CINR(m)은 m번째 데이터 버스트의 목표 CINR, NSCH(m)은 m번째 데이터 버스트에 할당된 부

채널(subchannel)의 개수, k는 부채널의 전력할당량이라 할 때,

상기 SNR 추정값(S/N)은 다음 수식,

으로 추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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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득계산기는, 상기 예측된 잡음전력과 미리 결정된 기준값의 비를 이용하여 상기 n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상기 자동

이득제어기의 이득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8.

프레임별 스케쥴링을 수행하는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통신시스템에서, 다음 프레

임의 신호대잡음비(SNR : Signal to Noise Ratio)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다음 프레임의 채널할당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다음 프레임내 할당된 각 버스트 데이터(burst data)의 목표 CINR(Carrier ti Interference Noise Ratio)을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다음 프레임의 채널할당정보와 상기 CINR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다음 프레임의 신호대잡음비를 추정하는 과정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Nburst는 프레임내 할당된 상향 데이터 버스트들의 개수, NFFT는 전체 부반송파(subcarrier)의 개수, NUT는 한 프레임내

의 상향 데이터 심볼 개수, CINR(m)은 m번째 데이터 버스트의 목표 CINR, NSCH(m)은 m번째 데이터 버스트에 할당된 부

채널(subchannel)의 개수, k는 부채널의 전력할당량이라 할 때,

상기 SNR 추정값(S/N)은 다음 수식,

으로 추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할당정보는 프레임내 할당되는 데이터 버스트(Data Burst)들의 정보들을 포함하는 맵(MAP)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 : Auto Gain Controller)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매 프레임의 소정 구간에서 다음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추정하는 과정과,

매 프레임마다 상향신호의 수신전력을 측정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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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번째 프레임의 상기 SNR추정값과 상기 (n-1)번째 프레임의 상기 수신전력 측정값을 이용해서 n번째 프레임의 상향

링크 전력을 예측하는 과정과,

상기 예측된 상향링크 전력을 이용해서 상기 n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다음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은, 상기 다음 프레임의 채널할당정보 및 목표 CINR(Carrier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를 이용해 추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CINR은 단말들로부터 피드백되는 채널품질지시자(CQI : Channel Quality Indicator)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할당정보는 프레임내 할당되는 데이터 버스트(Data Burst)들의 정보들을 포함하는 맵(MAP)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Nburst는 프레임내 할당된 상향 데이터 버스트들의 개수, NFFT는 전체 부반송파(subcarrier)의 개수, NUT는 한 프레임내

의 상향 데이터 심볼 개수, CINR(m)은 m번째 데이터 버스트의 목표 CINR, NSCH(m)은 m번째 데이터 버스트에 할당된 부

채널(subchannel)의 개수, k는 부채널의 전력할당량이라 할 때,

상기 SNR 추정값(S/N)은 다음 수식,

으로 추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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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된 상향링크 전력은 잡음 전력(Noise Pow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EN(n)은 예측된 잡음 전력이고, Nthreshold는 미리 설정된 기준값이라 할때,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gain)은 다음 수식,

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 : Auto Gain Controller)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매 프레임의 소정 구간에서 다음 프레임의 채널할당정보 및 목표 CINR(Carrier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를 이

용해 상기 다음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추정하는 과정과,

매 프레임마다 상향링크 수신전력을 측정하는 과정과,

(n-1)번째 프레임의 상기 SNR추정값과 상기 (n-1)번째 프레임의 상기 수신전력 측정값을 이용해서 n번째 프레임의 상향

링크 잡음전력(Noise Power)을 예측하는 과정과,

상기 예측된 잡음전력을 이용해서 상기 n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할당정보는 프레임내 할당되는 데이터 버스트(Data Burst)들의 정보들을 포함하는 맵(MAP)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Nburst는 프레임내 할당된 상향 데이터 버스트들의 개수, NFFT는 전체 부반송파(subcarrier)의 개수, NUT는 한 프레임내

의 상향 데이터 심볼 개수, CINR(m)은 m번째 데이터 버스트의 목표 CINR, NSCH(m)은 m번째 데이터 버스트에 할당된 부

채널(subchannel)의 개수, k는 부채널의 전력할당량이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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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NR 추정값(S/N)은 다음 수식,

으로 추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38항에 있어서,

EN(n)은 상기 예측된 잡음 전력이고, Nthreshold는 미리 설정된 기준값이라 할때,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gain)은 다음 수식,

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프레임별 전력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A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통신시스템에서 다음 프레임의 상향

신호의 크기를 예측해서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 : Auto Gain Controller)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Analog) 신호는 ADC(Analog-to-Digital Converter)에서 샘플링(Sampling)과 양자화

(Quantization)를 통해 디지털(Digital) 신호로 변환된다. ADC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는 ADC에서 정해진 양자화

(quantization) 크기(level)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신호로, ADC에서 정한 아날로그 신호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한 비트 데

이터이다.

만일 ADC로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가 ADC에서 정한 신호의 범위 중 일부에 해당한다면, ADC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

는 입력된 아날로그신호를 표현하기 위한 몇 개의 비트만 변하고 나머지 비트는 고정값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ADC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 중 변화가 없는 비트도 전송하는 것은 데이터 양을 가중시키므로,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를

이용해 디지털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여 유효비트만을 취하게 된다. 상기 유효비트만 취한다는 것은 아날로그 AGC에서 아

날로그 신호의 크기(진폭)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작업과 동일한 맥락이다.

여기서, 종래기술에 따른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자동이득조정기의 상세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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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기술에 따른 자동이득조정기는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101), 유효비트검출기(102), 전력측

정기(103) 및 이득계산기(10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전력측정기(103)는 소정 시간동안 수신신호의 평균 전력을 측정해서 상기 이득계산기(104)로 출력

한다. 상기 이득계산기(104)는 상기 전력측정기(103)로부터의 전력 측정값을 기준으로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101)

의 이득(gain)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101)는 출력이 원하는 크기를 갖도록 입력신호에 상기 이득계산기(103)로부터의 이득을 적

용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101)는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오른쪽 쉬프트(right shift) 또는

왼쪽 쉬프트(left shift)함으로써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한다.

유효비트검출기(102)는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101)로부터의 데이터열에서 필요 없는 LSB(Least Significant Bit)

비트들을 제거하여 출력한다. 즉, 유효비트검출기(102)는 AGC로 입력된 디지털 신호 중 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유효비트

들만 취해서 출력하게 된다. 한편, 상기 유효비트검출기(102)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는 채널 복조를 위해 채널카드

(Channel Card)로 제공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통신시스템은 소정 시간동안 수신되는 상향 신호의 평균전력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

의 이득을 계산한다.

그러나, 멀티캐리어를 사용하는 OFDMA 통신시스템은 프레임별로 스케쥴링(scheduling)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할당

되는 서브캐리어(subcarrier) 및 서브캐리어 수가 프레임마다 변하고, 따라서 프레임별 전력변화가 크게 발생한다. 즉, 이

전 수신신호의 전력을 이용해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의 이득을 제어하는 도 1과 같은 기존의 자동이득조정기는 전

력변화율이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것으로, 기존의 자동이득조정기를 상기 OFDMA 통신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되면,

유효비트를 정확히 검출할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동이득조정기를 제안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다음 프레임의 상향신호의 크기를 예측해서 디지털 자동

이득제어기(AGC : Auto Gain Controller)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시간구간별 전력크기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통신시스템에서 다음 시간구간의 전력크기를 예

측해서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다음 프레임의 데이터 맵(MAP) 정보와 CINR(Carrier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를 이용해서 다음 프레임의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예측하기 위한 장치 및 방

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이전 계산된 이번 프레임의 SNR 추정값과 이번 프레

임의 수신전력 측정값을 이용해서 다음 프레임에 적용될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을 계산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견지에 따르면,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 : Auto Gain Controller)를 제어

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다음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추정하여 출력하는 SNR추정기와, 매

프레임마다 상향링크 수신전력을 측정하여 출력하는 전력측정기와, 상기 SNR추정기로부터의 (n-1)번째 프레임의 SNR추

정값과 상기 전력측정기로부터의 (n-1)번째 프레임의 수신전력 측정값을 이용해서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전력을 예측

하고, 상기 예측된 상향링크 전력을 이용해서 상기 n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gain)을 계산하는

이득계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견지에 따르면,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 : Auto Gain Controller)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다

음 프레임의 채널할당정보 및 목표 CINR(Carrier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n)를 이용해 상기 다음 프레임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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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추정하여 출력하는 SNR추정기와, 매 프레임마다 상향링크 수신전력을 측정하여 출

력하는 전력측정기와, 상기 SNR추정기로부터의 (n-1)번째 프레임의 SNR추정값과 상기 전력측정기로부터의 (n-1)번째

프레임의 수신전력 측정값을 이용해서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전력(Noise Power)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잡음

전력을 이용해서 상기 n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을 계산하는 이득계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견지에 따르면, 프레임별 스케쥴링을 수행하는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통신시스템에서, 다음 프레임의 신호대잡음비(SNR : Signal to Noise Ratio)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

기 다음 프레임의 채널할당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다음 프레임내 할당된 각 버스트 데이터(burst data)의 목표

CINR(Carrier ti Interference Noise Ratio)을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다음 프레임의 채널할당정보와 상기 CINR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다음 프레임의 신호대잡음비를 추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견지에 따르면,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 : Auto Gain Controller)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매 프레임의 소정 구간에서 다음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추정하는 과정과, 매 프레임마다 상향

신호의 수신전력을 측정하는 과정과, (n-1)번째 프레임의 상기 SNR추정값과 상기 (n-1)번째 프레임의 상기 수신전력 측

정값을 이용해서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전력을 예측하는 과정과, 상기 예측된 상향링크 전력을 이용해서 상기 n번째 프

레임에 적용할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견지에 따르면,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 : Auto Gain Controller)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매 프레임의 소정 구간에서 다음 프레임의 채널할당정보 및 목표 CINR(Carrier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를 이

용해 상기 다음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Signal to Noise Ratio)을 추정하는 과정과, 매 프레임마다 상향링크 수신전력을

측정하는 과정과, (n-1)번째 프레임의 상기 SNR추정값과 상기 (n-1)번째 프레임의 상기 수신전력 측정값을 이용해서 n번

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전력(Noise Power)을 예측하는 과정과, 상기 예측된 잡음전력을 이용해서 상기 n번째 프레임

에 적용할 상기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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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하 본 발명은 시간구간별 전력크기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동이득조정기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상기 시간구간별 전력크기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통신시스템은, 예를들어 멀티 캐리어를 사용하는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통신시스템과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통신시스템 등이 있다. 이하 설명은 OFDMA 통신시스템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OFDMA 통신시스템은 프레임 단위로 스케쥴링을 하기 때문에 프레임별 전력크기의 변화가 크게 발생할수 있다. 그

러나, 다중셀 환경에서 여러 기지국으로부터의 간섭(이하 "잡음"이라 칭함)의 양은 평균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

서, 프레임별 변화가 작은 잡음(Noise) 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으며, 상기 잡음 전력의 크기를 이용해 상향신호의 수신전

력의 크기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잡음 및 수신전력의 크기가 추정되면, 수신신호에 적용할 전력 이득을 계산할 수 있

다. 즉,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계산된 전력이득을 가지고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EL(n) :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 추정값

PM(n) :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수신전력 측정값

EN(n) :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 전력 예측값

EP(n) :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수신 전력 예측값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자동이득조정기의 상세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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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자동이득조정기는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201), 유효비트검출기(202),

전력측정기(203), 이득계산기(204) 및 SNR추정기(20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종래기술과 비교할 때, 본 발명에 따른 디

지털 자동이득조정기는 SNR추정기(205)가 더 포함되어 구성되며, 따라서 이득계산기(204)의 이득 계산 동작에서 종래

기술과 큰 차이가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전력측정기(203)는 프레임 단위로 수신신호의 전력을 측정해서 상기 이득계산기(204)로 출력한다.

SNR추정기(205)는 다음 프레임의 데이터 맵(MAP) 정보(또는 채널할당정보)와 CINR(Carrier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를 이용해 상기 다음 프레임의 SNR(Signal to Noise Ratio)를 추정해서 상기 이득계산기(204)로 출력한다.

상기 SNR추정기(205)는 본 발명의 주요 부분으로 이하 별도로 설명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이득계산기(204)는 상기 전력측정기(203)로부터의 수신전력 측정값과 상기 SNR추정기(205)로부터의 SNR 추정값

을 이용해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201)의 이득(gain)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이득계산기(204)의 이득 계산 동작

은 이후 별도로 설명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201)는 출력이 원하는 크기를 갖도록 입력신호에 상기 이득계산기(204)로부터의 이득을 적

용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201)는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오른쪽 쉬프트(right shift) 또는

왼쪽 쉬프트(left shift)함으로써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한다.

유효비트검출기(202)는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201)로부터의 데이터열에서 필요 없는 LSB(Least Significant Bit)

비트들을 제거하여 출력한다. 한편, 상기 유효비트검출기(202)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는 채널 복조를 위해 채널카드

(Channel Card)로 제공된다.

상술한 실시예에서, 상기 SNR추정기(205)는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카드(Channel Card)에 구비되는 LMAC(Low Media

Access Control) DSP(Digital Signal Processor)내에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기 SNR추정기(205)가 다

음 프레임의 SNR을 추정하기 위해서 프레임의 데이터 맵(MAP)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데, 상기 데이터 맵 정보가 상기

LMAC DSP에서 관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구현의 문제(issue)로 상기 SNR추정기(205)를 별도의 장치로 구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이득계산기(204)내에 구현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상기 이득계산기(204)는

상기 LMAC DSP로부터 데이터 맵(MAP) 정보를 수신하여 다음 프레임의 SNR을 추정하고, 상기 SNR 추정값과 상기 전

력측정기(204)로부터의 수신전력 측정값을 이용해 상기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201)의 이득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SNR추정기(205)의 상세 동작을 살펴보기로 한다.

OFDMA 통신시스템에서, 단말은 주기적으로 채널상태를 알리는 CQI(Channel Quality Indicator) 값을 기지국에 전송한

다. 기지국은 각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CQI 값을 하향(downlink)과 상향(uplink)의 스케쥴링에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지국이 상향의 스케쥴링을 하므로, 기지국은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전력을 예측할 수 있다. 단말이 데이터 전송

요구시, 기지국은 CQI 값을 기준으로 하향과 상향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결정한다. 하향 데이터 전송시 기지국은 최대 전력

으로 신호를 전송하고, 단말은 할당된 데이터의 속도에 맞는 전력으로 신호를 전송한다.

즉, 기지국이 단말의 전송속도를 설정하면, 단말은 상기 전송속도에 정해진 전력으로 기지국이 수신할수 있도록 신호를 송

신한다. 따라서, 단말의 전력제어(상향링크 전력제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지국은 단말의 신호(상향 신호)의 크

기를 예측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말로 데이터 버스트가 할당되면, 데이터의 전송속도가 정해지는데, 상기 데이터 전송

속도에 적당한 목표 CINR(Carrier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 값이 존재한다. 전력제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면, 단말로부터의 신호는 상기 목표 CINR으로 기지국에 수신되므로, 상기 SNR추정기(205)는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다

음 프레임의 SNR(S/N)을 예측할수 있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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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수학식 1>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프레임의 데이터 맵(MAP) 정보로, Nburst는 단말들이 전송할 데이터

버스트의 개수, 즉 프레임내 할당된 상향 데이터 버스트들의 개수를 나타내고, NFFT는 전체 부반송파(subcarrier)의 개수

를 나타내며, NUT는 한 프레임내의 상향 데이터 심볼 개수를 나타내고, CINR(m)은 m번째 데이터 버스트의 목표 CINR을

나타내며, NSCH(m)은 m번째 버스트에 할당된 부채널(subchannel)의 개수를 나타내고, k는 부채널의 전력할당량을 나타

낸다. OFDMA시스템은 복수의 부반송파들을 묶어 하나의 부채널로 정의한다. 일 실시예로, 하나의 부채널에 54개의 부반

송파가 사용될 경우, 48개는 데이터에 할당하고 6개는 파일럿에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54개의 부반송파들 중 48개의

데이터 부반송파들은 모두 크기가 동일하고, 파일럿 부반송파만 2.5dB 더 크므로, 상기 k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즉, 상기 SNR추정기(205)는 상기 <수학식 1>의 방식으로 매 프레임마다 다음 프레임의 SNR(EL : Expected loading)을

예측해서 상기 이득계산기(204)로 제공한다. 여기서, n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이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상기 SNR

추정기(205)는 n-2번째 프레임에서 계산한 (n-1)번째 프레임의 SNR 추정값EL(n-1)을 상기 이득계산기(204)로 제공하

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이득계산기(204)의 상세 동작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 이득계산기(204)는 n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이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상기 SNR추정기(205)로부터 n-1번째 프레임의

SNR 추정값 EL(n-1)을 수신한다. 그리고 (n-1)번째 프레임이 끝나는 시점에서, 상기 이득계산기(204)는 상기 전력측정

기(203)로부터 (n-1)번째 프레임의 수신전력 측정값 PM(n-1)을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n-1)번째 프레임의 SNR 추정값

EL(n-1)과 상기 (n-1)번째 프레임의 전력 측정값 PM(n-1)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하기 <수학식 2>와 같다.

수학식 2

이후, 상기 이득계산기(204)는 n번째 프레임의 하향링크(downlink) 시간동안 (n-1)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전력을

계산한다. 상기 (n-1)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전력은 상기 <수학식 2>로부터 하기 <수학식 3>과 같이 정리된다.

수학식 3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FDMA 통신시스템에서 잡음 전력은 일정하므로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전력은 하

기 <수학식 4>와 같이 근사적으로 계산될수 있다.

수학식 4

이후, 상기 이득계산기(204)는 상기 <수학식 4>와 같이 예측된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전력을 이용하여 n번째 프레

임의 상향링크 수신전력 예측값 EP(n)을 하기 <수학식 5>와 같이 계산한다.

등록특허 10-0715912

- 13 -



수학식 5

한편, 상기 이득계산기(202)는 상기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전력 예측값 EN(n)과 상기 수신전력 예측값 EP(n)을 가

지고 자동이득제어기(201)의 이득 Gain(n)을 계산한다.

먼저, 상기 잡음전력 예측값 EN(n)을 이용하여 이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하기 <수학식 6>과 같다.

수학식 6

상기 <수학식 6>에서 알 수 있듯이, 바람직한 잡음 전력 값( Nthreshold )을 미리 설정해 두고, 상기 미리 설정된 잡음과 상

기 예측된 잡음 전력 EN(n)의 비를 이용해서 이득의 크기를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자동이득제어기(201)를 통과한 신호의

잡음은 일정한 값(Nthreshold)을 유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상기 수신전력 예측값 EP(n)을 이용하여 이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하기 <수학식 7>과 같다.

수학식 7

상기 <수학식 7>에서 알 수 있듯이, 임의의 신호 전력 값(Pthreshold)을 미리 설정해 두고, 상기 미리 설정된 신호 전력과 상

기 예측된 수신전력 EP(n)의 비를 이용해서 이득의 크기를 조정한다. 이 경우, 자동이득제어기(201)를 통과한 신호의 전력

은 일정한 값(Pthreshold)을 유지하게 된다.

상술한 계산과정을 시간축 상에서 살펴보면 첨부된 도 3과 같다.

도시된 바와 같이, n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자동이득제어기(AGC)의 이득(gain)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n-2)번째 프레임의

하향링크 구간동안 (n-1)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 추정값 EL(n-1)을 계산한다. 그리고, (n-1)번째 프레임이 끝나는

시점에서 상기 (n-1)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수신전력을 측정한다. 이후, n번째 프레임의 하향링크 구간동안 상기 (n-1)

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 추정값 EL(n-1)과 상기 수신전력 측정값 PM(n-1)을 가지고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

전력 N(n)과 수신전력 PM(n)을 근사적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상기 잡음 전력 N(n) 또는 수신전력 PM(n)을 가지고 상기 자

동이득제어기(AGC)의 이득을 계산한다.

상술한 내용에 근거해서 자동이득제어기(AGC)를 제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4는 본 발명

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통신시스템에서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의 이득을 제어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후술되는 절차는 OFDMA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이하 동작의 주체를 기지국으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

다.

도 4를 참조하면, n번째 프레임에 적용할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의 이득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기지국은 401단계

에서 (n-2)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구간동안 (n-1)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 추정값 EL(n-1)을 상술한 <수학식 1>을

통해 계산한다. 상기 <수학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지국은 프레임의 데이터 맵(MAP) 정보와 CINR(carri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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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ence plus noise ratio)을 가지고 다음 프레임의 SNR을 예측한다. 여기서, 상기 프레임의 데이터 맵(MAP) 정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버스트의 개수(Nburst), 전체 반송파(subcarrier)의 개수(NFFT), 한 프레임내의 상향 데이

터 심볼 개수(NUT), 버스트에 할당된 부채널(subchannel)의 개수(NSCH), 부채널의 전력할당량(k) 등이 될 수 있다.

한편, 상기 기지국은 403단계에서 (n-1)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구간동안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SNR을 추정한다. 이

SNR 추정값은 이후 (n+1)번째 프레임에 적용될 이득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이후, 상기 기지국은 405단계로 진행하여

(n-1)번째 프레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n-1)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수신전력을 측정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407단

계에서 n번째 프레임의 하향링크 구간동안 상기 (n-1)번째 SNR 추정값과 상기 (n-1)번째 프레임의 수신전력 측정값 PM

(n-1)을 이용해서 상기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전력을 예측한다. 상기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잡음 전력은 상술

한 <수학식 4>와 같이 계산된다.

이후, 상기 기지국은 409단계에서 상기 예측된 잡음전력을 가지고 자동이득제어기(AGC)에 적용할 이득(gain)을 계산한

다. 여기서, 상기 이득은 앞서 <수학식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리 설정된 잡음 전력과 상기 예측된 잡음전력의 비를

이용해 산출된다. 상기 이득이 계산되면, 상기 기지국은 411단계로 진행하여 n번째 프레임의 상향링크 구간동안 상기 계

산된 이득을 가지고 상기 자동이득제어기(AGC)를 제어한다.

상술한 실시예는, n번째 프레임의 잡음전력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잡음전력을 가지고 자동이득제어기(AGC)의 이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n번째 프레임의 수신전력을 예측하고 상기 수신전력 예측값을

가지고 자동이득제어기(AGC)의 이득을 계산할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상술한 다음 프레임의 수신 전력 추정 방식은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방식 보다 TDD(Time

Division Duplex) 방식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TDD 방식에서는 동일 주파수 대역을 상향과 하향이 번갈

아 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역방향 수신신호가 연속적이지 못하여 종래와 같은 평균전력을 이용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

며, 따라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FDD 방식에서는 역방향 수신신호가 연속적으로

수신되기 때문에 종래 평균전력을 이용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

도 가능하다. 즉, 본 발명은 TDD/FDD 방식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 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프레임별 수신전력의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OFDMA 또는 OFDM 통신시스템에서, 다

음 프레임의 상향신호 SNR을 추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이전 계산된 이번 프레임의 SNR 추정값과 이번 프레임

의 수신전력 측정값을 이용해서 다음 프레임의 상향신호의 크기를 예측하고, 상기 예측값을 이용해 디지털 자동이득제어

기를 제어함으로써,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가 보다 정확히 유효비트를 검출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디지털 자동이득조정기의 상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자동이득조정기의 상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이득제어기의 이득 계산 과정을 시간축 상에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통신시스템에서 디지털 자동이득제어기(AGC)의 이득을 제어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

101,201 : 자동이득제어기 102,202 : 유효비트검출기

등록특허 10-07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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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03 : 전력측정기 104,204 : 이득계산기

205 : SNR추정기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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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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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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