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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와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수신 신호를 복호하여 SNR을 통해 순방

향 채널 상태를 추정하는 수신기와; 상기 추정된 순방향 채널 상태에 따라 MCS 레벨을 선택하고, 선택된 MCS 레벨에 따

라 순방향 채널의 송신 데이터를 코딩 및 변조하고, 서로 직교인 경로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될 수 있도록, 송신 데이

터를 코딩하는 송신기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하나의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신호를 송신 안테나 별로 복호하여

SNR을 통해 순방향 채널 상태를 추정하는 과정과; 추정된 순방향 채널 상태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코딩 형태와 변조 방식

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순방향 채널의 코딩 형태와 변조 방식에 따라 송신 데이터를 코딩 및 변조하는 과정과;

다수의 송신 안테나를 통해 송신 데이터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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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이동 통신 시스템의 AMC(Adaptive Modulation Coding) 장치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 2는 상기 도1의 AMC 에서 MCS 레벨 선택기의 선택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도 3은 종래 STTD의 기본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도 4는 상기 도3의 STTD에 의한 수신 SNR을 보인 상태도.

도 5는 종래 STD의 기본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도 6은 상기 도5의 STD에 의한 수신 SNR을 보인 상태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AMC에 STTD를 통합하여 구성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의 구성을 보인 블

록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AMC에 STD를 통합하여 구성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의 구성을 보인 블

록도.

도 9는 종래의 AMC 기법에서 FER(Frame Error Rate)과 드루풋(Throughput)를 보인 예시도.

도 10은 종래의 다이버시티(Diversity)에 따른 에러성능을 보인 예시도.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해 AMC와 다이버시티(STTD, STD)를 통합하여 구성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

치의 성능을 보인 예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202 : 터보 인코더 103,203 : 채널 인터리버

104 : 변조기 105 : STTD 인코더

106 : 왈쉬 변조기 107,206 : 스크램블러

108,211 : 디스크램블러 109,212 : 왈쉬 복조기

110 : STTD 디코더 111 : 채널 상태 정보 추정기

112,210 : MCS 레벨 선택기 113,213 : 복조기

114,214 : 채널 디인터리버 115,215 : 맵(MAP) 디코더

204 : 변조기 205 : 왈쉬 변조기

207 : 안테나 선택부 208 : 채널 보상부

209 : 채널 상태 추정부 211 : 디스크램블러

212 : 왈쉬 복조기 213 : 복조기

214 : 채널 디인터리버 216 : 수신 정보 비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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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순방향 링크 전송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향상된 에러성능과 순방향 링크

전송률을 얻기 위하여, AMC에 개방 루프 기법인 STTD와 폐쇄 루프 기법인 STD를 적용할 수 있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전송 데이터의 대용량화와 데이터 전송 속도의 고속화

가 요구된다. 따라서,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스템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

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역방향 링크의 경우보다 순방향 링크의 경우가 더 큰 용량이 요구되므로, 순방향 링크

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적응 변조 코딩(Adaptive Modulation Coding : AMC) 기술(Scheme)은, 순방향 채널 특성을 추정하고 순방향 채널 특성

의 변화에 따라 부호화 및 변조 방식을 변화시켜서 제한된 무선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순방향 링크의 용량을 늘리기 위

한 기술이다.

도1은 일반적인 이동 통신 시스템의 적응 변조 코딩 장치의 구성을 보인 블록도이다.

일반적인 이동 통신 시스템의 적응 변조 코딩 장치는, 하나의 수신 안테나(ANT)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순방향 채널 특성을 추정하고 추정된 순방향 채널 특성을 feedback하고 수신 신호를 복조 및 디코딩하는 AMC 수신부와

상기 feedback된 순방향 채널 특성에 따라 변조 코딩 기술(Modulation Coding Scheme; MCS)의 레벨을 선택하고, 선택

된 MCS 레벨에 따라 송신 데이터를 코딩 및 변조하는 AMC 송신부를 포함한다.

상기 AMC 수신부는, 하나의 수신 안테나(ANT)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순방향 채널 특성을 추정하고 추

정된 순방향 채널 특성을 송신하는 채널 추정기(channel estimator)(5)와; 상기 채널 추정기(5)에서 추정된 순방향 채널

특성에 따라 복조 방식을 검출하고 그 복조 방식에 따라, 상기 수신 신호를 복조하는 복조기(4)와; 상기 복조기(4)에서 복

조된 수신 데이터를 채널 deinterleaving하는 채널 디인터리버(7)와; 상기 채널 디인터리버(7)에서 출력되는 수신 데이터

를 디코딩하는 디코더(8)를 포함한다.

상기 AMC 송신부는, 상기 AMC 수신부로부터 송신된 순방향 채널 특성에 따라 MCS 레벨을 선택하는 변조 코딩 선택기

(MCS selector)(6)와; 상기 MCS 레벨의 해당 부호화율(coding rate)에 따라 송신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인코더

(encoder)(1)와; 상기 인코더(1)에서 인코딩된 송신 데이터를 상기 MCS 레벨에 따라 채널 인터리빙(channel

interleaving)하는 채널 인터리버(2)와; 상기 채널 인터리버(2)에서 출력된 송신 데이터를 상기 MCS 레벨의 해당 변조 방

식에 따라 변조한 후 송신 안테나(ANT)를 통해 송신하는 변조기(3)를 포함한다.

상기 AMC 수신부는 이동국에 구비되고, 상기 AMC 송신부는 기지국에 구비된다.

상기 MCS 레벨 선택은, 상기와 같이 이동국으로부터 순방향 채널의 SNR을 feedback받아 기지국이 수행할 수도 있고, 추

정된 순방향 채널의 SNR에 따라 이동국이 수행한 후 기지국으로 feedback할 수도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이때, 상기 변조 코딩 선택기(MCS : Modulation Coding Scheme, 6)는,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4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최적의 전송률을 낼 수 있도록 한다.

MCS 레벨1은 1/3 부호화율-QPSK 변조의 방식의 경우를, MCS 레벨2는 2/3 부호화율-QPSK 변조의 방식의 경우를,

MCS 레벨3은 2/3 부호화율-8PSK 변조의 방식의 경우를, 그리고 MCS 레벨4는 2/3 부호화율-16QAM 변조 방식의 경우

를 나타낸다.

이제,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이동 통신 시스템의 적응 변조 코딩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 단말의 AMC 수신부의 채널 추정기(5)는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순방향 채널의 특성을 추

정하고, 추정된 순방향 채널의 특성은 이동 단말로부터 기지국의 AMC 송신부로 feedback된다.

이동 단말의 AMC 수신부의 복조기(4)는, 상기 추정된 순방향 채널 특성에 따라 복조 방식을 검출하고 검출된 복조 방식에

따라 상기 수신 신호를 복조한다. 복조된 수신 신호는 채널 디인터리버(7)와 디코더(8)를 거쳐 디코딩된다.

이동 단말의 AMC 수신부로부터 순방향 채널 특성이 feedback되면, 기지국의 AMC 송신부의 변조 코딩 선택기(6)는 상기

순방향 채널 특성에 따라 최적의 MCS 레벨을 선택하고,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인코딩, 채널 인터리빙,

변조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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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 송신부의 인코더(1)는, 상기 MCS 레벨의 해당 부호화율에 따라 송신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채널 인터리버(2)는 인

코딩된 송신 데이터를 상기 MCS 레벨에 따라 채널 인터리빙하며, 변조기(3)는, 상기 MCS 레벨의 해당 변조방식으로 상기

송신 데이터를 변조하고 변조된 송신 신호(송신 심볼)를 송신 안테나를 통해 송신한다.

그러나, 상기 AMC는 단순히 채널조건에 따라 변조(Modulation)와 코딩 형태(Coding Scheme)만을 변화시킴으로써, 전

송률 성능은 개선하지만 에러 성능을 개선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링크의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동 단말의 안테

나 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 단말의 경우 전력, 크기, 무게, 가격의 제약 때문에 많은 수의 안

테나를 구비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반해, 기지국은 그러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그 대안으로 기지국의 안테나 수

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수신기 즉 이동 단말의 복잡도를 높이지 않고 송신기 즉 기지국의 복잡도를 높

여서 순방향 링크의 통신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송신 다이버시티 기술이

있다.

송신 다이버시티 기술은, 순방향 링크의 송신기(기지국) 측에 다수의 안테나를 설치하여 송신기(기지국)와 수신기(이동 단

말) 사이에 다중 경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다이버시티 이득(diversity gain)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송신 다이버시티 기술은 궤환 데이터(feedback data)의 유무에 따라 개루프 송신 다이버시티(open loop transmit

diversity) 방식과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closed loop transmit diversity)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개루프 송신 다이버

시티 방식은 송신기 측이 feedback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다수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마다 송신 안테나를

변경하거나 혹은 간단한 부호화 기술 등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폐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은 수신기측(이동 단말)으로부

터 feedback된 채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기측(기지국)이 송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개루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 중 하나로 공간 시간 송신 다이버시티(space time transmit diversity; STTD)가 있고, 폐루

프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 중 하나로 선택 송신 다이버시티(selective transmit diversity)가 있다.

먼저, STTD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도3은 STTD를 이용한 송신기 구성의 일례를 보인다.

STTD 코딩을 이용한 송신기는, feedback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기 위해, 서로 직교인 경로

(orthogonal path)를 통해 동일한 송신 심볼을 송신하는 STTD 인코더(STTD encoder)를 포함한다.

STTD 코딩을 이용한 송신기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슬롯은 다수개의 심볼들로 구성되고, STTD 인코더는 한 슬롯 전체를 부호화한다. 그러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한

슬롯에서 두 심볼 구간을 STTD 부호화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S는 심볼을 의미하고 T는 심볼 구간(symbol duration)을 나타내며, 칩간격(chip time)이 Tc이고 확산이득(spreading

gain)이 M일 때, Tc= T/M 의 관계를 가진다. Rpilot은 심볼의 개수가 R개인 파일롯 정보를 나타내고, Ndata는 심볼의 개수

가 N개인 데이터를 나타낸다.

특정 시간 T에 S1이 입력되고, 2T에 S2가 입력되는 경우, STTD 인코더는, 시간 T에는 제1 안테나(Ant1)를 위하여 S1을

제2 안테나(Ant2)를 위하여 S2의 음수 켤레(minus conjugate)인 -S2
*를 출력한다. 또한 STTD 인코더는, 시간 2T에는

제1 안테나(Ant0)를 위하여 S2를 제2 안테나(Ant1)를 위하여 S1의 켤레(conjugate)인 S1
*을 출력한다.

송신기는 STTD 부호화된 제1 안테나의 심볼과 제2 안테나의 심볼을 각각 스프레딩(spreading)과 스크램블링

(scrambling)을 수행한 후 다중 채널을 통해 송신한다.

따라서 STTD 코딩을 이용한 송신기는, 2T 시간 동안에 2개의 송신 심볼(S1, S2)을 송신하고, 이렇게 동일한 송신 심볼을

서로 직교인 경로를 통해 송신함으로써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STTD 디코딩을 이용한 수신기는 시간과 공간 영역(domain) 상에서 각 송신 안테나의 심볼을 구별하여 복조한다. 일례로,

2T 시간 동안에 2개의 송신 심볼이 STTD 코딩 후 송신되었다면, 2개의 송신 심볼을 STTD 디코딩하는 데에는 2T 시간

이 걸린다.

다음, 도4는 STTD에 의한 수신 SNR(signal to noise ratio)을 보인 도면이다.

서로 직교인 경로를 통해 송신되는 신호를 하나의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는 수신기는, 어느 한 채널이 Null 상태에 빠

지더라도 평균적으로 수신 SNR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STD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도5는 STD의 기본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수신기(이동 단말)가 순방향 채널 상태를 feedback하면, 송신기(기지국)는 순방향 채널 상태가 가장 양호한 송신 안테나

를 선택하고 선택된 송신 안테나를 통해 송신 데이터(송신 슬롯)를 송신한다. 일례로, feedback된 순방향 채널 상태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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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Ant0)의 상태가 가장 양호함을 나타내면 송신기는 제1 안테나(Ant0)를 통해 0번 송신슬롯을 송신하고, 제2 안테

나(Ant1)의 상태가 가장 양호함을 나타내면 송신기는 제2 안테나(Ant1)를 통해 1번 송신 슬롯을 송신한다. 이렇게 더 양

호한 송신 안테나로 송신 슬롯을 송신함으로써, 송신기(기지국)는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개의 송신 안테나를 구비한 송신기(기지국)가 STD 방식을 통해 송신 데이터를 송신할 경우, 가장 양호한 송신 안

테나로 1개의 송신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T의 시간이 걸리고, 2개의 송신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2T의 시간

이 걸린다. 또한 STD를 이용한 수신기(이동단말)도, 1개의 데이터를 복조하기 위해서는 T의 시간이 걸리고 2개의 데이터

를 복조하기 위해서는 2T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STD 기술은,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에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전송률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하

는 단점이 있다.

도6은 STD에 의한 수신 SNR을 보인 도면이다.

STD를 이용한 수신기는, 두 개의 송신 안테나(Ant0, Ant1) 중 수신상태가 더 좋은 송신 안테나로부터 신호를 수신함으로

써, 수신 SNR이 안정된다.

도10은 STTD와 STD에 따른 에러 성능을 보인다.

다수개의 송신 안테나를 통해 동시에 송신되는 신호들을 averaging을 통해 수신하는 STTD의 경우보다, 가장 양호한 송

신 안테나를 통해서만 송신되는 신호들을 수신하는 STD의 경우가, 더 좋은 수신 SNR을 가짐을 볼 수 있다. QPSK 경우이

든 8PSK 경우이든 STTD의 경우보다 STD의 경우가 에러 성능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STTD 방식과 STD 방식은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어 에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전송률의 대폭적인 향상은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한 것으로, 향상된 에러성능과 순방향 링크 전송률

을 얻기 위하여, AMC에 개방 루프 기법인 STTD와 폐쇄 루프 기법인 STD를 적용할 수 있는 장치와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수신 신호를 복호하여 순방향 채널 상태를 추정하는 수신기와; 상기 추정된 순

방향 채널 상태에 따라 MCS 레벨을 선택하고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송신 데이터를 코딩 및 변조하고,

서로 직교인 경로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될 수 있도록, 송신 데이터를 코딩하는 송신기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수신 신호를 채널 보상하여 순방향 채널 상태를 추정하고, 상기 추정된 순방향 채널상태를 기초로 가장 양

호한 순방향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안테나 선택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추정된 순방향 채널 상태 정보와 상기 안테나 선택

정보를 궤환(feedback)하는 수신기와; 상기 궤환된 순방향 채널 상태 정보에 따라 MCS 레벨을 선택하고 선택된 MCS 레

벨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송신 데이터를 코딩 및 변조하며, 상기 안테나 선택 정보에 따라 송신 안테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송신 안테나로 송신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하기의 설명에서 구체적인 처리흐름과 같은 많은 특정 상세들은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

으며, 이들 특정 상세들 없이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할 것이

다.

그리고,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먼저, 도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해 AMC 에 개방 루프 기법인 STTD를 통합하여 구성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

신 다이버시티 장치의 구성을 보인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는, 수신 신호를 STTD 복호하여 순방향 채널 상

태를 추정하는 수신기와; 상기 추정된 순방향 채널 상태에 따라 MCS 레벨을 선택하고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순방향 채

널의 송신 데이터를 코딩 및 변조한 후 STTD 코딩을 통해 송신 심볼을 각 송신 안테나로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여 구

성된다.

상기 수신기는 이동 단말에 위치하고, 상기 송신기는 기지국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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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기는, 하나의 수신안테나(Rx Ant)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심볼을 디스크램블링하는 디스크램블러(108)와; 상기

디스크램블된 수신 심볼을 왈쉬 복조(Walsh Demodulation)를 통해 despreading하는 왈쉬 복조기(109)와; 상기

despreading된 수신 심볼을 STTD 복호를 수행하는 STTD 디코더(110)와; 상기 STTD 복호된 수신 심볼을 이용하여 순

방향 채널 상태를 SNR을 통해 추정하는 채널 상태 정보 추정기(111)와; 상기 STTD 복호된 수신 심볼을 soft decision을

이용하여 복조하는 복조기(113)와; 상기 복조된 수신 비트 데이터를 채널 디인터리빙하는 채널 디인터리버(114)와; 상기

채널 디인터리빙된 비트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수신 정보 비트(116)를 출력하는 MAP(Maximum A Posteriori) 디코더

(11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STTD 디코더(110)는, 서로 직교인 경로를 통해 전송된 상기 수신 심볼을 시간과 공간 영역에서 각 송신 안테나별로

구별하여 복조한 후 averaging한다.

상기 송신기는, 상기 추정된 순방향 채널 상태 정보에 따라 MCS 레벨을 선택하는 MCS 레벨 선택기(112)와; 송신 정보 비

트(101)를 상기 MCS 레벨 선택기(112)에서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터보 코딩하는 터보 인코더(102)와; 상기 코딩된 정

보 비트를 상기 MCS 레벨에 따라 채널 인터리빙하는 채널 인터리버(103)와; 상기 채널 인터리빙된 정보 비트를 상기

MCS 레벨에 따라 constellation mapping을 통해 변조하는 변조기(104)와; 상기 변조된 송신 심볼을 STTD 코딩하는

STTD 인코더(105)와; 상기 STTD 코딩된 각 송신 안테나의 송신 심볼들을 왈쉬 변조를 통해 spreading하는 왈쉬 변조기

(106)와; 상기 spreading된 송신 심볼들을 스크램블링하여 각 송신 안테나(Tx Ant0, Tx Ant1)로 동시에 송신하는 스크

램블러(107)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STTD 인코더(105)는, 시간과 공간 영역에서 서로 직교인 2개의 경로를 통해 상기 송신 심볼을 송신한다.

상기 MCS 레벨 선택기(112)는 상기 송신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상기 수신기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상기 MCS

레벨 선택기(112)가 상기 송신기에 포함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신기는, 하나의 수신 안테나(Rx Ant)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STTD 복호하여 순방향 채널의 상태를 추정하고 추정된

순방향 채널 상태를 feedback한다. 송신기는, feedback된 순방향 채널 상태에 따라 MCS 레벨을 선택하고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송신 데이터를 코딩 및 변조하고, 시간과 공간 영역에서 서로 직교인 경로를 통해 송신되도록

송신 심볼을 STTD 코딩한 후 각 송신 안테나로 송신한다.

좀더 상세히 설명한다.

일례로, 송신기가 2개의 송신 안테나(Tx Ant0, Tx Ant1)를 구비하고 수신기가 1개의 수신 안테나(Rx Ant)를 구비한 경

우, 하나의 수신안테나(Rx Ant)를 통해 수신된 수신 심볼은 디스크램블러(108)와 왈쉬 복조기(109)를 거친 후 STTD 디

코더(110)에 수신된다. STTD 디코더(110)는 수신된 수신 심볼을 시간과 공간 영역에서 각 송신 안테나별로 구별하여 복

조하고 각 송신 안테나의 심볼들을 averaging한다. 따라서 임의의 송신 안테나에 의한 순방향 채널이 null 상태가 되더라

도 수신 SNR이 안정되고, 송신 다이버시티 이득이 발생되며, 에러 성능이 향상된다.

채널 상태 정보 추정기(111)는 STTD 복조된 수신 심볼을 이용하여 순방향 채널의 SNR을 추정하고 수신기는 추정된 순방

향 채널의 SNR을 feedback한다.

상기 수신기의 STTD 디코더(110)로부터 출력된 수신 심볼은 복조기(113), 채널 디인터리버(114), MAP 디코더(115)를

순차적으로 거쳐 수신 정보 비트 형태(116)로 출력된다.

한편, 수신기로부터 순방향 채널의 SNR이 feedback되면, 송신기의 MCS 레벨 선택기(112)는 상기 feedback된 순방향 채

널의 SNR에 따라 MCS 레벨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SNR이 클수록 높은 코딩율과 더 정교한 변조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SNR이 양호하면 전송률이 높아진다.

MCS 레벨 선택기(112)가 MCS 레벨 선택시 일례로 도2 및 도9를 참조할 경우, 순방향 채널의 SNR이 3.25dB 이상

7.25dB 이하인 경우, MCS 레벨 선택기(112)는 2/3 부호율의 코딩과 QPSK 변조방식을 선택하고, 순방향 채널의 SNR이

9.25dB 이상인 경우, MCS 레벨 선택기(112)는 2/3 부호율의 코딩과 16QAM 변조방식을 선택한다.

송신기의 터보 인코더(102)는 송신 정보 비트(101)를 상기 선택된 MCS 레벨의 부호율에 따라 터보 인코딩을 수행하고,

채널 인터리버(103)는 상기 MCS 레벨에 따라 채널 인터리빙을 수행하며, 변조기(104)는 상기 MCS 레벨의 변조 방식에

따라 상기 송신 심볼을 변조한다. 일례로, 상기 MCS 레벨이 MCS 레벨2일 경우, 2/3 부호율에 따라 터보 인코딩이 수행되

며, QPSK 방식으로 변조가 수행된다.

STTD 인코더(105)는, 이렇게 적응 변조된 송신 심볼이 시간과 공간 영역에서 서로 직교인 2개의 경로를 통해 송신될 수

있도록, STTD 코딩을 수행한다.

왈쉬 변조기(106)는 STTD 코딩된 제1 송신 안테나(Tx Ant0)의 데이터와 제2 송신 안테나(Tx Ant1)의 데이터를

spreading한다. 스크램블러(107)는, 상기 spreading된 제1 송신 안테나(Tx Ant0)의 데이터와 제2 송신 안테나(Tx

Ant1)의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한 후 제1 송신 안테나(Tx Ant0)와 제2 송신 안테나(Tx Ant1)로 송신한다. 따라서 하나의

송신 심볼은 서로 직교인 경로, 즉, 제1 송신 안테나(Tx Ant0)와 제2 송신 안테나(Tx Ant1)를 통해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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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 발명에 의한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는, 순방향 채널의 SNR에 따라 코딩 및 변조 방식을 변경하고 순방향 채널의

SNR에 따라 적응적으로 코딩 및 변조된 송신 심볼들을 서로 직교인 2개의 경로를 통해 송신함으로써, 순방향 채널의 SNR

이 클수록 순방향 채널의 전송률이 높아지고, 송신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전송 능력의 향상과 에러 성능의 향상

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삭제

삭제

도8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해 AMC 에 폐쇄 루프 기법인 STD를 통합하여 구성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

이버시티 장치 구성을 보인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는, 수신 신호를 채널 보상하여 순방향 채널

상태를 SNR을 통해 추정하고 상기 추정된 순방향 채널상태 정보와 송신 안테나 선택을 위한 안테나 선택 정보를

feedback하는 수신기와; 상기 feedback된 순방향 채널 상태 정보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MCS 레벨을 선택하고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송신 데이터를 코딩 및 변조하며 상기 안테나 선택 정보에 따라 선택된 송신 안테나로 송

신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수신기는 이동 단말에 위치하고, 상기 송신기는 기지국에 위치한다.

상기 수신기는, 하나의 수신안테나(Rx Ant)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심볼을 채널 보상하는 채널 보상부(208)와; 상기 채널

보상된 수신 심볼을 이용하여 순방향 채널 상태를 추정하고 추정된 순방향 채널 상태를 기초로 송신 안테나 선택을 위한

안테나 선택 정보를 생성하는 채널 상태 추정부(channel state information estimator)(209)와; 상기 채널 보상된 수신 심

볼을 디스크램블링하는 디스크램블러(211)와; 상기 디스크램블된 수신 심볼을 왈쉬 복조(Walsh Demodulation)를 통해

despreading하는 왈쉬 복조기(212)와; 상기 despreading된 수신 심볼을 soft decision을 이용하여 복조하는 복조기

(213)와; 상기 복조된 수신 비트 데이터를 채널 디인터리빙하는 채널 디인터리버(214)와; 상기 채널 디인터리빙된 비트 데

이터를 디코딩하여 수신 정보 비트(216)를 출력하는 MAP 디코더(21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송신기는, 상기 수신기에 의해 feedback된 순방향 채널 상태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MCS 레벨을 선택하는 MCS 레벨

선택기(210)와; 송신 정보 비트(201)를 상기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터보 코딩하는 터보 인코더(202)와; 상기 코딩된 정

보 비트를 상기 MCS 레벨에 따라 채널 인터리빙하는 채널 인터리버(203)와; 상기 채널 인터리빙된 정보 비트를 상기

MCS 레벨에 따라 constellation mapping을 통해 변조하는 변조기(204)와; 상기 변조된 송신 심볼을 walsh function을 이

용하여 spreading하는 왈쉬 변조기(205)와; 상기 spreading된 송신 심볼을 스크램블링하는 스크램블러(206)와; 상기 수

신기에 의해 feedback된 안테나 선택 정보에 따라, 다수개의 송신 안테나들(Tx Ant0 ~ Tx Ant(N-1)) 중 가장 양호한 송

신 안테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송신 안테나로, 상기 스크램블링된 송신 심볼을 송신하는 안테나 선택부(207)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MCS 레벨 선택기(210)는 상기 송신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상기 수신기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상기 MCS

레벨 선택기(210)가 상기 송신기에 포함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수신기는, 하나의 수신 안테나(Rx Ant)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심볼을 이용하여 채널 보상하여 순방향 채널의 SNR을 추정

하고 추정된 순방향 채널의 SNR을 근거로 송신 안테나 선택을 위한 안테나 선택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추정된 순방향 채

널의 SNR과 안테나 선택 정보를 feedback한다.

송신기는, 상기 feedback된 순방향 채널의 SNR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MCS 레벨을 선택하고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순

방향 채널의 송신 데이터를 코딩 및 변조하며 상기 feedback된 안테나 선택 정보에 따라 가장 양호한 SNR의 송신 안테나

를 선택하고 선택된 송신 안테나로 송신 데이터를 송신한다.

좀더 상세히 설명한다.

수신기의 채널 보상부(208)는, 하나의 수신 안테나(Rx Ant)를 통해 수신된 수신 심볼을 채널 보상하고, 채널 상태 추정부

(209)는, 채널 보상된 수신 심볼을 이용하여 순방향 채널의 SNR을 추정하고, 송신 데이터가 실린 순방향 채널과 논리적으

로 연결된 idle 상태의 순방향 채널들 중 가장 양호한 상태의 순방향 채널(송신 안테나)을 선택하기 위한 안테나 선택 정보

를 생성한다. 수신기는 추정된 순방향 채널의 SNR과 안테나 선택 정보를 feedback한다.

상기 수신기의 채널 보상부(208)로부터 출력된 수신 심볼은 디스크램블러(211), 왈쉬 복조기(212)를 거친 후 복조기

(213)에서 복조된다. 복조된 수신 비트 데이터는 채널 디인터리버(214), MAP 디코더(215)를 순차적으로 거쳐 수신 정보

비트 형태(216)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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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신기로부터 feedback된 순방향 채널의 SNR을 이용하여 MCS 레벨 선택기(210)는 MCS 레벨을 선택하는데, 여기

서 SNR이 클수록 높은 코딩율과 더 정교한 변조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SNR이 클수록 전송률이 높아지게 된다. 상기 MCS

레벨 선택기(210)의 MCS 레벨 선택 방법은 상기 설명한 MCS 레벨 선택기(112)의 동작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송신기의 터보 인코더(202)는 송신 정보 비트(201)를 상기 선택된 MCS 레벨의 부호율에 따라 터보 인코딩을 수행하고,

채널 인터리버(203)는 상기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채널 인터리빙을 수행하며, 변조기(204)는 상기 MCS 레벨의 변조

방식에 따라 상기 송신 심볼을 변조한다. 일례로, feedback된 MCS 레벨이 MCS 레벨2일 경우, 2/3 부호율에 따라 터보

인코딩이 수행되며, QPSK 방식으로 변조가 수행된다.

왈쉬 변조기(205)는 변조된 송신 심볼을 Walsh function을 이용하여 spreading하고 스크램블러(206)는 spreading된 송

신 심볼을 스크램블한다.

안테나 선택부(207)는, 상기 feedback된 안테나 선택 정보를 기초로 가장 양호한 SNR의 송신 안테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송신 안테나로 상기 스크램블된 송신 심볼을 송신한다.

이렇게 본 발명에 의한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는, 순방향 채널의 SNR에 따라 코딩 및 변조 방식을 변경하고 순방향 채널의

SNR에 따라 적응적으로 코딩 및 변조된 송신 심볼들을 순방향 채널의 SNR이 가장 양호한 송신 안테나로 송신함으로써,

순방향 채널의 SNR이 클수록 순방향 채널의 전송률도 높아지고 송신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전송 능력의 향상과

에러 성능의 향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도11은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의 성능을 보여준다. AMC 경우보다는 AMC와

STTD를 결합한 경우가 throughput이 더 좋음을 알 수 있고, AMC와 STTD를 결합한 경우보다 AMC와 STD를 결합한 경

우가 throughput이 더 좋음을 알 수 있으며, AMC와 STD를 결합한 경우에서 송신 안테나의 개수가 2개인 경우보다 송신

안테나의 개수가 4개인 경우가 throuphput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 및 방법은, 순방향 채널 품질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코딩 및 변조 방식을 변경하고 STTD 및 STD와 같은 송신 다이버시티 방식으로 송신 심볼을 송신함

으로써, 순방향 채널의 전송률도 향상되고 동시에 송신 다이버시티 이득으로 인해 에러 성능의 향상까지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와 방법은 AMC에 개방 루프 기법인

STTD와 폐쇄 루프 기법인 STD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러성능과 순방향 링크 전송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 신호를 복호하여 SNR을 통해 순방향 채널 상태를 추정하는 수신기와;

상기 추정된 순방향 채널 상태에 따라 MCS 레벨을 선택하고,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송신 데이터를 코딩

및 변조하고, 서로 직교인 경로를 통해 송신 데이터가 송신될 수 있도록, 송신 데이터를 코딩하는 송신기;를 포함하여 구성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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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하나의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심볼을 시간과 공간 영역에서 송신 안테나별로 구별하여 STTD

복호하는 STTD 디코더와;

상기 STTD 복호된 수신 심볼을 이용하여 순방향 채널 상태를 추정하는 채널 상태 정보 추정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수신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심볼을 디스크램블링하는 디스크램블러와;

상기 디스크램블된 수신 심볼을 왈쉬 복조를 통해 despreading한 후 상기 STTD 디코더로 출력하는 왈쉬 복조기와;

상기 STTD 복호된 수신 심볼을 soft decision을 이용하여 복조하는 복조기와;

상기 복조된 수신 비트 데이터를 채널 디인터리빙하는 채널 디인터리버와;

상기 채널 디인터리빙된 비트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수신 정보 비트를 출력하는 MAP 디코더;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상기 수신기에 의해 추정된 순방향 채널 상태 정보에 따라 MCS 레벨을 선택하는 MCS 레벨 선택기와;

상기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송신 정보 비트를 터보 코딩하는 터보 인코더와;

상기 코딩된 정보 비트를 상기 선택된 MCS 레벨에 따라 채널 인터리빙하는 채널 인터리버와;

상기 채널 인터리빙된 정보 비트를 상기 MCS 레벨에 따라 constellation mapping을 통해 변조하는 변조기와;

변조된 송신 심볼이 시간과 공간 영역에서 서로 직교인 경로를 통해 송신되도록, 상기 송신 심볼을 STTD 코딩하는 STTD

인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STTD 코딩된 각 송신 안테나의 송신 심볼들을 왈쉬 변조를 통해 spreading하는 왈쉬 변조기와;

상기 spreading된 송신 심볼들을 스크램블링하여 각 송신 안테나로 송신하는 스크램블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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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MCS 레벨 선택기는 상기 송신기 대신에 상기 수신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이동 단말에 위치하고, 상기 송신기는 기지국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8.

하나의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신호를 송신 안테나 별로 복호하여 SNR을 통해 순방향 채널 상태를 추정하는

과정과;

추정된 순방향 채널 상태에 따라 순방향 채널의 코딩 형태와 변조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순방향 채널의 코딩 형태와 변조 방식에 따라 송신 데이터를 코딩 및 변조하는 과정과;

다수의 송신 안테나를 통해 송신 데이터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

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된 수신 신호를 복조하는 과정과;

상기 복조된 수신 데이터를 채널 디인터리빙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 디인터리빙된 수신 데이터를 MAP 디코딩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의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하는 과정은,

상기 송신 데이터가 시간과 공간 영역에서 서로 직교인 경로를 통해 송신되도록 상기 송신 데이터를 STTD 코딩하는 과정

과;

상기 STTD 코딩된 송신 데이터를 송신 안테나별로 스프레딩하는 과정과;

상기 송신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한 후 각 송신 안테나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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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는,

서로 직교인 2개의 경로를 통해 전송되는 송신 신호를 하나의 수신 안테나로 수신하고 시간과 공간 영역에서 송신 안테나

별로 복호된 신호를 averaging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하는 과정은,

상기 추정된 순방향 채널 상태들 중 가장 양호한 송신 안테나를 선택하는 과정과;

선택된 송신 안테나로 상기 송신 데이터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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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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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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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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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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