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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반송파 ＣＤＭＡ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

요약

본 발명은, 정보 심볼을 복제하여 주파수축 상에 나열하고, 상기 복제된 정보 심볼에 대해 주파수축 상에서 확산부호

를 승적하고, 주파수가 다른 복수의 부반송파를 사용하여 정보의 다중전송을 하는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

서의 신호 포맷에 있어서, 전송로의 변동을 추정하기 위한 파일럿 심볼을 삽입하여 동기검파를 할 때 사용되는 전송

신호의 신호 포맷에서, 상기 파일럿 심볼은 각 사용자에 공통의 전송로의 추정을 하기 위한 공통 파일럿 심볼과, 상기 

전송로와 다른 전송로에서 통신을 하는 사용자 고유의 개별 파일럿 심볼을 포함하는 신호 포맷의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이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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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format)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전송되고, 정보 심볼과 복수의 사용자 각각에 대한 전송로 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파일럿(pilot) 

심볼(symbol)을 포함하는 신호의 신호 포맷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통신 환경에서는 이동국과 기지국과의 상대적 위치관계의 변화에 따른 레일리(Rayleigh) 페이딩(fading)에 기인

하여 수신신호에서 진폭변동 및 위상변동이 일어난다. 정보를 반송파 위상으로 전송하는 위상변조방식에서는 차동부

호화 하고 전후 심볼의 상대 위상에 정보를 싣고, 수신측에서는 지연검파를 하는 것에 의해 정보 데이터를 식별 및 판

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연검파에서는 전술한 것과 같이 송신 데이터를 차동부호화 함으로서, 무선구간

에서 1 비트의 에러가 정보 데이터 2 비트의 에러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동기검파와 비교해서, 예를 들면, BPSK(Bin

ary Phase Shift Keying)의 경우, 같은 수신오류율에서는 신호전력 대 잡음전력비(Signal power to Noise power R

atio : SNR)가 열화한다.(예를 들면, 3㏈ 정도의 열화).

또한, 수신신호를 위상을 각 심볼마다 절대위상으로 식별판정 하는 절대동기검파는 고효율적인 수신특성으로 되지만,

레일리 페이딩 환경에서 수신절대위상을 판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 심볼간에 일정 주기로 삽입된 미리 알려진 위상의 파일럿 심볼을 사용하여 페이딩 왜곡을 추

정하고 보상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전자정보통신학회지 Vol. J72-B-Ⅱ No.1, pp.7-15, 1989년 1월, 산페이, 「

육상이동통신 16QAM의 페이딩 왜곡보상」). 이 방법에 있어서는, 통신채널에 정보 심볼의 수 심볼마다 미리 알려진 

송신위상의 파일럿 심볼을 한 심볼 삽입하고, 이 파일럿 심볼의 수신위상을 기초로 하여 전송로 추이를 한다.

즉, 해당하는 정보 심볼 구간 전후의 파일럿 심볼에서 각 통신자에 대한 수신신호의 진폭, 위상측정을 하고, 이 측정

치를 삽입하는 것에 의해 정보 심볼 구간의 전송로 변동을 추정하고 보상한다.

또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IS-95(CDMA 전송방식)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하향링크에서 전체 사용자에 공

통의 파일럿 채널을 각 사용자의 확산부호와 직교하는 부호를 사용하여 부호다중 하여 송신을 하고 있다. 수신측에서

는 역확산에 의해 파일럿 채널과 정보 채널을 분리하고, 이 파일럿 채널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전송로 변동을 추정하

고, 그 추정결과를 사용하여 정보 심볼의 복조를 한다.

그런데,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는 복수의 부반송파(sub-carrier)를 사용하여 정보 심볼의 전송을 하고 

있고, 부반송파마다 전송로 변동이 다르다. 또한, 송신신호는 부반송파 방향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있지 때문에, 수신

측에서는 역 확산 전의 칩(chip) 레벨로 부반송파마다의 추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다중반송파 CDMA 전송

시스템에 대해, 상술한 IS-95등의 직접확산방식(DS-CDMA)에 따른 전송시스템에 적용되는 전송로 변동의 추정 방

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IS-95와 같은 직접확산방식(DS-CDMA)의 시스템에서 각 사용자(각 이동국)가 같은 전송로를 사용하여 통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전체 사용자에 공통의 파일럿 채널을 다중하도록 하는 것에 의해 전송로 추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예를 들면, 적응 어레이 안테나(adaptive array antenna) 등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각 사용자

(각 이동국)에 고유의 빔(beam) 형태(pattern)로 송신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 채널의 전송로와 각 사용자에 대한 전송

로가 다르므로 공통 파일럿 채널에서의 전송로 추정 결과를 각 사용자에 대한 전송로에 적용할 수 없다.

(발명의 개시)

따라서, 본 발명의 개괄적인 목적은 상기에서 언급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한 신규하고 유용한 다중반송파 CD

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상세한 목적은,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의 각 사용자마다 전송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신호 포맷

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은, 정보 심볼을 복제하여 주파수축 상에 나열하고, 각 복제된 정보 심볼에 대해 주파수축 상에서

확산부호를 승적(乘積)하고, 주파수가 다른 복수의 부반송파를 사용하여 정보의 다중전송을 하는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전송로의 변동을 추정하기 위한 파일럿 심볼을 삽입하여 동기검파 를 할 때에 사용되는 전송신

호의 신호 포맷에서, 상기 파일럿 심볼은 각 사용자에 공통의 전송로의 추정을 하기 위한 공통 파일럿 심볼과 상기 전

송로와 다른 전송로에서 통신을 하는 사용자 고유의 개별 파일럿 심볼을 포함하는 신호 포맷에서 달성된다.

이와 같은 신호 포맷에서는 수신측에서 각 사용자에 공통적인 전송로의 변동을 공통 파일럿 심볼의 변화(진폭변동, 

위상변동)에 기초하여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적응 어레이 안테나 등에 의해 사용자 고유의 전송로가 형성되어도, 수

신측에서 그 사용자 고유의 전송로 상태를 개별 파일럿 심볼의 변화에 기초하여 추정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에 공통적인 전송로는 각 사용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송로로, 예를 들면, 보고채널 혹은 보고

채널과 같은 안테나 패턴에서 형성된 전송로 등이다.

상기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에서, 상기 신호전송에 사용되는 복수의 부반송파 전부 또는 일

부가 파일럿 심볼을 주파수축 상에서 확산할 때의 부반송파로 사용되도록 할 수 있다.

또, 수신측에서 용이하게 파일럿 심볼을 분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파일럿 심볼은 확산되는 주파수축 상에서 직교

하고, 또한, 시간축 상에서 파일럿 심볼 계열이 직교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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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에 있어서, 상기 신호전송에 사용되는 복수의 부반송파 일

부를 주파수축 상에서 이산적으로 파일럿 심 볼에 할당하고, 상기 파일럿 심볼이 할당된 부반송파에 대해, 공통 파일

럿 심볼 및 개별 파일럿 심볼을 시간축 방향으로 확산부호를 사용하여 다중화 한 심볼 계열을 삽입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수신측에서 용이하게 파일럿 심볼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상기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

호 포맷에 있어서, 상기 공통 파일럿 심볼 및 개별 파일럿 심볼에 대한 확산부호가 상호 직교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장점은 첨부 도면과 함께 설명되는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분명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에 관한 신호 포맷의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는 파일럿 심볼 삽입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은 신호 포맷의 제 1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4는 신호 포맷의 제 2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5는 신호 포맷의 제 3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6은 신호 포맷의 제 4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7은 개별 파일럿 신호에 대한 확산부호 구성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8은 신호 포맷의 제 5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선택)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의 형태를 도면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에 관한 신호 포맷의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는, 예를 들면, 도 1에 나타내듯이 구성된다. 이

송신기는 다중반송파 C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기지국에 설치된다.

도 1에 있어서, 이 송신기는 각 사용자(이동국)에 대해 신호생성회로 (100(1)∼100(n))를 가지고 있다. 각 신호생성

회로(100(1)∼100(n))는 각 사용자에 대한 신호를 생성하는 것으로, 각 사용자에 배치해야할 정보(데이터, 음성 등)

의 정보원(11), 정보원(11)으로부터 정보를 소정의 알고리즘에 따라 부호화하는 전송로부호화기(12), 동시의 복수의 

심볼을 송신하기 위한 직병렬변환회로(13), 직병렬변환회로(13)로부터의 신호(정보 심볼)을 확산에 사용되는 부반송

파의 수만큼 복제하는 복제회로(14)에서 복제된 각 신호에 각 사용자에 대응한 확산부호를 곱하는 승적기(15)(1)를 

갖고있다.

또한, 신호생성회로(100(1)∼100(n))는 각 사용자에 대응한 파일럿 심볼 삽입회로(20)를 갖고 있다. 이 파일럿 심볼 

삽입회로(20)는 전송로부호화기(12)로부터의 신호(정보 심볼)에 각 사용자에 대응한 파일럿 심볼을 삽입(또는, 추가)

한다. 이 파일럿 심볼은 각 사용자(이동국)과 기지국과의 사이의 전송로의 상황(진폭변동, 위상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상기 파일럿 심볼 삽입회로(20)는 직병렬변환기(13)의 출력에 대해 각 사용자에 대응한 파일럿 심볼을 삽입(또

는, 추가)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각 신호생성회로(100(1)∼100(n))는 정보 심볼에 확산부호를 승적하여 얻어지는 확산신호

와 각 사용자에 대응하는 파일럿 심볼을 부 반송파의 주파수 성분마다로 각 사용자에 대한 신호로 출력한다. 그리고, 

각 송신신호생성회로(100(1)∼100(n))로부터 출력되는 각 주파수 성분마다의 신호는 다중화부(50)에서 다중화 된다.

이 다중화부(50)는 각 신호생성회로(100(1)∼100(n))으로부터의 신호를 합성하는 각 사용자 신호 합성부(51)와, 합

성부(51)에서 합성된 신호의 시간주파수변환(IFFT :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을 하는 시간주파수변환회로

(IFFT)(52)로 구성된다.

상술한 각 신호생성회로(100(1)∼100(n))에서의 파일럿 심볼 삽입회로(20)는, 예를 들면, 도 2에 나타내듯이 구성되

어 있다. 즉, 각 사용자에 대응시켜 스위치 SW1, SW2 및 파일럿 심볼 생성부(22)를 갖추고 있다. 적응 어레이 안테나

등에 의해 보고채널과 다른 고유 안테나 형태로 송신을 하는 사용자에 대해 스위치 SW1, SW2가 파일럿 심볼 생성부

(22)를 선택하도록 절체될 수 있다. 그 결과, 당해 사용자의 송신 데이터 발생부(정보원(11), 전송로부호화기(12)로부

터의 신호(정보 심볼)에 대해 파일럿 심볼 생성부(22)로부터의 상기 사용자 고유의 파일럿 심볼이 삽입된다.

또한, 이 송신기는 상술한 각 사용자에 대해 파일럿 심볼 생성부(22)와 별도로, 공통 파일럿 심볼 생성부(21)을 가지

고 있다(도 1에서는 생략되어 있음). 이 공통 파일럿 심볼 생성부(21)는 보고채널 등의 전체 사용자에 공통의 채널이

랑 보고채널을 송신 할 때에 사용되는 안테나 형태와 같은 형태로 송신을 하는 사용자를 위해 사용되는 공통 파일럿 

심볼을 생성한다. 이 공통 파일럿 심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스위치 SW1, SW2는 파일럿 심볼 생성부(22)

를 바이패스(bypass)하 는 경로를 선택하고, 송신 데이터 생성부(정보원(11), 전송로부호화기(12))로부터의 신호는 

사용자 고유의 파일럿 심볼이 삽입(또는 추가)됨이 없이 다중화부(50)에 공급된다.

상기와 같이 하여 공통 및 개별 파일럿 심볼과 정보 심볼이 다중화된 신호는, 가드기간(guard interval) 삽입부(53), 

저역등화 필터(54) 및 중폭기(55)에서 처리되고, 이들의 처리후의 신호가 안테나 유니트(56)로부터 송신된다. 이 안

테나 유니트(56)는, 예를 들면, 적응 어레이 안테나를 가지고, 각 사용자(이동국)마다의 빔 형태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

이하, 상기와 같은 구성의 송신기에서 공통 및 개별 파일럿 심볼과 정보 심볼을 포함하는 송신신호의 프레임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 예에서는, 도 3에 나타내듯이, 공통 및 개별 파일럿 심볼과 정보 심볼이 시간다중 된다. 파일럿 심볼군 PS는 사

용자 데이터 심볼의 바로 앞으로 되는 프레임의 선두에만 삽입하여도(도 3(a) 참조), 사용자 데이터 심볼의 전후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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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레임의 선두와 말미에 삽입하여도(도 3(b) 참조), 또는 프레임 내에 주기적으로 삽입하여도 (도 3(c) 참조), 어느 

한 형식이어도 가능하다. 파일럿 심볼 길이를 2 N 하면 2 N 의 사용자에 대해 개별의 파일럿 심볼을 할당할 수 있다.

제 2 예에서는, 도 4에 나타내듯이, 각 사용자의 데이터 심볼을 다중화 한 심볼 계열의 확산신호 계열의 앞에 공통 파

일럿 심볼 및 개별 파일럿 심볼을 다중화 한 심볼 계열 PS1∼PSk가 삽입된다. 이 예에서는, 파일럿 심볼을 확산하기 

위한 부반송파는 n개 중에서 k개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파일럿 심볼을 삽입하지 않는 부반송파에 대해서는

정보 심볼의 전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 3 예에서는, 도 5에 나타내듯이, 공통 파일럿 심볼 계열 CPS, 사용자 고유의 개별 파일럿 심볼 계열 UPS 및 사용

자 데이터 심볼을 다중화 한 심볼 계열의 확산신호 계열 DS가 다중화 된다. 즉, 각 파일럿 심볼이 주파수축 방향과 시

간축 방향으로 확산된 구조로 된다. 여기서, 정보 심볼 DS의 한 심볼 길이가 각 파일럿 심볼 CPS, UPS의 1 칩 길이에

상당하는 것으로 하고, 수신측에서 파일럿 형태를 승적하는 것에 의해 파일럿 심볼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 4 예에서는, 도 6에 나타내듯이, 개별 파일럿 심볼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L개 그룹으로 나누고, 주기적으로 파일럿 

심볼을 삽입하고 있다. 즉, 각 사용자의 데이터 심볼을 다중화 한 심볼 계열의 확산신호 계열의 앞에, 공통 파일럿 심

볼 및 사용자 그룹 1의 개별 파일럿 심볼을 다중화 한 PS1, 사용자 그룹 2의 개별 파일럿 심볼을 다중화 한 PS2(공통

파일럿 심볼을 포함해도 무방)로부터 순차 사용자 그룹 L의 개별 파일럿 심볼을 다중화 한 심볼 계열 PSL(공통 파일

럿 심볼을 포함해도 무방)까지가 주파수축 방향으로 소정의 주기로 삽입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

해, 파일럿 심볼의 심볼 수를 2 N 으로 하면, 2 N ×L의 사용자에 대해 개별 파일럿 심볼을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공통 및 개별 파일럿 신호에 대한 확산부호 구성은, 예를 들면 도 7에 나타내듯이 된다.

이 예에서는, 하나의 공통 파일럿 심볼(공통)과 3개의 개별 파일럿 심볼(#1, #2, #3)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파일럿 

심볼은 전체 「1」이다고 가정한다.

시간 t1에서 각 파일럿 심볼(공통 #1, #2, #3)을 주파수방향으로 확산하고 있는 부호 계열은 서로 직교하고 있다. 다

음의 심볼과 동기하는 시간 t2에서 확산신호를 1 칩으로 한다. 이 조작을 파일럿 심볼의 주기만큼 한다. 이에 의해 각 

부반송파 f1, f2, f3, f4에서의 각각에서 파일럿 심볼은 직교하고, 시간 t1에서부터 t4까지 각각의 부호를 승산하여 가

산하는 것에 의해, 공통 파일럿 계열(공통) 및 각 사용자에게 할당한 개별 파일럿 계열(#1, 32, #3)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분리하여 얻어진 각 파일럿 심볼의 상태(진폭변동, 위상변동)을 조사하는 것에 의해 각각의 

채널(보고채널(공통), 채널 #1, 채널 #2, 채널 #3)의 상태 추정을 할 수 있다.

한편, 공통 및 개별 파일럿 심볼과 정보 심볼을 포함하는 송신신호의 프레임 구성의 제 5에 대해 설명한다.

이 예는, 도 8에 나타내듯이, n개의 부반송파 중에서 p개의 반송파가 파일럿 심볼 전용의 파일럿 반송파로 사용되고, 

다른 반송파가 각 사용자의 데이터 심볼을 다중화 한 심볼 계열의 확산신호 계열에 사용된다. 각 파일럿 반송파에서 

공통 파일럿 및 각 사용자 개별 파일럿 심볼이 시간축 방향에 다중화된 심볼 계열이 송신된다.

파일럿 계열로서 상관관계는 될 수 있는 한 작은(예를 들면, 직교부호) 파일럿 형태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프레임 구성에 의하면, 파일럿 형태의 주기를 길게 할 수가 있고, 각 파일럿 형태의 상호상관관계을 작게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수신측에서 파일럿 반송파 이외의 부반송파에 대한 전송로 상태는, 파일럿 반송파로부터 추정된 전송로 상태로

부터, 예를 들면 삽입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수신측에서 각 사용자에 공통적인 전송로의 상태가 공통 파일럿 심볼의 변화(진폭변

동, 위상변동)에 기초하여 추정됨과 함께, 고유 파일럿 심볼을 사용자에 대응시킬 수 있어서 적응 안테나 등에 의해 

사용자 고유의 전송로가 형성되어도, 상기 고유 파일럿 심볼을 사용자에 대응시킬 수 있어서, 수신측에서 상기 사용

자에 대한 전송로 상태를 고유 파일럿 심볼의 변화에 기초하여 추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

스템에서 각 사용자가 보고채널 등과 같은 공통적인 전송로를 사용하는 경우이어도, 또는 개별적인 전송로를 사용하

는 경우이어도 각 사용자마다 전송로 추정이 하여지도록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 심볼을 복제하여 주파수축 상에 나열하고, 상기 복제된 정보 심볼에 대해 주파수축 상에서 확산부호를 승적하고,

주파수가 다른 복수의 부반송파를 사용하여 정보의 다중전송을 하는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

에 있어서,

전송로의 변동을 추정하기 위한 파일럿 심볼을 삽입하여 동기검파를 할 때 사용되는 전송신호의 신호 포맷에서,

상기 파일럿 심볼은 각 사용자에 공통의 전송로의 추정을 하기 위한 공통 파일럿 심볼과,

상기 전송로와 다른 전송로에서 통신을 하는 사용자 고유의 개별 파일럿 심볼을 포함하는 신호 포맷의 다중반송파 C

D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전송에 사용되는 복수의 부반송파 전부 또는 일부가 파일럿 심볼을 주파수축 상에서 확산할 때의 부반송파

로 사용된 구성으로 되는 신호 포멧의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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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심볼은 확산되는 주파수축 상에서 직교하고, 또한 시간축 상에서 파 일럿 심볼 계열이 직교하도록 한 신호 포

맷의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전송에 사용되는 복수의 부반송파 일부를 주파수축 상에 이산적으로 파일럿 심볼로 할당하고, 상기 파일럿 

심볼이 할당된 부반송파에 대해 공통 파일럿 심볼 및 개별 파일럿 심볼을 시간축 방향으로 확산부호를 사용하여 다중

화 한 심볼 계열을 삽입한 신호 포멧의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파일럿 심볼 및 개별 파일럿 심볼에 대한 확산부호가 상호직교 하도록 한 신호 포멧의 다중반송파 CDMA 

전송시스템에서의 신호 포맷.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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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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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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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