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특허 특2003-0067341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4Q 7/3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21) 출원번호
(22) 출원일자

10-2002-0007474
2002년02월08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팬택앤큐리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72) 발명자

김진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1동39-465

(74) 대리인

김학제
문혜정

특2003-0067341
2003년08월14일

심사청구 : 있음

(54)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

요약
본 발명은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수신신호(r(t))에 포함된 다수(K)
개의 단말기의 사용자 신호를 각각 복조하는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100); 수신신호(r(t))내 단말기들의 각각의 파
일롯 채널을 이용하여 각각의 단말기에 대한 채널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채널 추정 회로부(200); 수신신호(r(t))를 한
심볼(T b ) 딜레이시켜 출력하는 수신신호 지연부(300); 상기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100)로부터 다수(K)개의 단
말기의 사용자 신호를 입력받아 다수(K)개의 간섭신호를 생성하고, 이후 상기 수신신호 지연부(300)로부터 수신받은
한 심볼만큼 지연된 수신신호(r(t-T b ))에서 다수(K)명의 가입자에 대응되는 각각의 간섭신호를 제거시키는 간섭신
호 재생성 회로부(400); 및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로부터 다수(K)개의 수신신호를 입력받은 후 최종적으
로 복조하여 출력하는 제 2 동기식 복조 회로부(50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본 발명은 IS-95 시스템
의 비동기식 복조에 비해 3dB 정도 수신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가입자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1
색인어
IS-2000 시스템, 동기식 복조기, 채널 추정 회로,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기능 블록
도,
도 2는 도 1에 따른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에서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의 세부 구성을
나타낸 기능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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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 200 : 채널 추정 회로부
300 : 수신신호 지연부 400 :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
401 : 곱셈기 402 : 스프레더
403 : 가산기 404 : 감산기
500 : 제 2 동기식 복조 회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ＩＳ-2000(Interim Standard-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
하게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함.) 시스템의 간섭 제거 기법인 병렬 간섭 제거
기법 및 연쇄 간섭 제거 기법을 적용하여 수신 성능을 향상시킨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
에 관한 것이다.
종래 CDMA 기지국 시스템에서는 간섭을 제거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병렬 간섭 제거 기법과 연쇄
간섭 제거 기법이 제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채널의 위상 및 크기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기존 I
S-95 시스템에서는 상술한 간섭 제거 기법들을 사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종래 IS-95 시스템에서는 단말기에서 기
지국으로 RF(Radio Frequency) 신호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 등의 이유로 파일롯 채널을 전송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
라서, 종래 IS-95 시스템에서는 채널의 위상 및 크기 정보를 알아야 되는 동기 복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비동기 복조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연구 개발중인 IS-2000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 종래 IS-95 시스템에 적용된 비동기 복조 방식을 사용
하게 되면, 동기 복조에 비해 3dB 정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신 성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 예측 가능하고, 이로
인해 가입자의 증설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IS-2000 시스
템을 구현함에 있어 동기식 복조를 실현시켜 줌으로써 수신 성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가입자 증대가 가능하도록 해
주기 위한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는, 수신신호(r(t))
를 입력받으면 그 수신신호(r(t))에 포함된 다수(K)개의 단말기의 사용자 신호(d' 1 , ⋯, d' K )를 각각 복조한 후 출
력하는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
다수(K)개의 단말기의 파일롯 채널 및 트래픽 채널이 모두 포함된 수신신호(r(t))를 입력받으면 그 단말기들의 각각의
파일롯 채널을 이용하여 각각의 단말기에 대한 채널 파라미터(A 1 (t-T b ), ⋯, A K (t-T b ))를 추정한 후 출력하
는 채널 추정 회로부;
수신신호(r(t))를 입력받은 후 한 심볼(T

b

) 딜레이시켜 출력하는 수신신호 지연부;

상기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로부터 다수(K)개의 단말기의 사용자 신호(d' 1 , ⋯, d' K )를 입력받아 다수(K)명의
가입자에 대응되는 각각의 간섭신호를 생성하고, 이후 상기 수신신호 지연부로부터 한 심볼만큼 지연된 수신신호(r(t
-T b ))를 입력받으면 그 수신신호(r(t-T b ))에서 다수(K)명의 가입자에 대응되는 각각의 간섭신호를 제거시켜 이
에 상응하는 다수(K)개의 수신신호(r' 1 (t-T b ), ⋯, r' K (t-T b ))를 출력하는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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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로부터 다수(K)개의 수신신호(r' 1 (t-T b ), ⋯, r'
로 복조하여 출력하는 제 2 동기식 복조 회로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K

(t-T

b

))를 입력받은 후 최종적으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
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의 기능블록도로서, 본 발명
의 일 실시예에 의한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는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100), 채널 추
정 회로부(200), 수신신호 지연부(300),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 및 제 2 동기식 복조 회로부(50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100)는 수신신호(r(t))를 입력받으면 그 수신신호(r(t))에 포함된 다수(K)개 단말기의
사용자 신호(d' 1 , ⋯, d' K )를 각각 복조한 후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기 채널 추정 회로부(200)는 다수(K)개의 단말기의 파일롯 채널 및 트래픽 채널이 모두 포함된 수신신호(r(t)
)를 입력받으면 그 단말기들의 각각의 파일롯 채널을 이용하여 각각의 단말기에 대한 채널 파라미터(A 1 (t-T b ),
⋯, A K (t-T b ))를 추정한 후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상기 채널 추정
회로부(200)의 출력 신호인 다수(K)개의 단말기 각각에 대한 채널 파라미터(A 1 (t-T b ), ⋯, A K (t-T b ))는 크기
왜곡(α(τ)) 및 위상 왜곡(θ(τ)) 성분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한편, 상기 수신신호 지연부(300)는 수신신호(r(t))를 입력받은 후 한 심볼(T
성 회로부(400)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b

)만큼 딜레이시켜 상기 간섭신호 재생

또한,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는 상기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100)로부터 다수(K)개의 단말기의 사용자
신호(d' 1 , ⋯, d' K )를 입력받아 다수(K)명의 가입자에 대응되는 각각의 간섭신호를 생성하고, 이후 상기 수신신호
지연부(300)로부터 한 심볼만큼 지연된 수신신호(r(t-T b ))를 입력받으면 그 수신신호(r(t-T b ))에서 다수(K)명의
가입자에 대응되는 각각의 간섭신호를 제거시켜 이에 상응하는 다수(K)개의 수신신호(r' 1 (t-T b ), ⋯, r' K (t-T b
))를 상기 제 2 동기식 복조 회로부(500)로 출력하는 역할을 하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K)개의 곱셈기(401)
, 다수(K)개의 스프레더(Spreader)(402), 다수(K)개의 가산기(403), 및 다수(K)개의 감산기(404)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내에 장착된 다수(K)개의 곱셈기(401)는 상기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10
0)에서 출력한 다수(K)개의 단말기의 사용자 신호(d' 1 , ⋯, d' K ) 중 자신의 순번에 해당되는 사용자 신호와 상기
채널 추정 회로부(200)에서 출력한 채널 파라미터(A 1 (t-T b ), ⋯, A K (t-T b )) 중 자신의 순번에 해당되는 채널
파라미터를 곱해줌으로 각각 위상 왜곡된 신호를 생성한 후 상기 다수(K)개의 스프레더(402) 중 자신의 순번에 대응
되는 스프레더(402)로 각각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내에 장착된 다수(K)개의 스프레더(402)는 상기 다수(K)개의 곱셈기(401)
중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는 곱셈기(401)에서 출력한 위상 왜곡된 신호를 이용하여 다수(K)개의 단말기 송신신호(s' 1
(t-T b ), ⋯, s' K (t-T b ))를 각각 재생성한 후 상기 다수(K)개의 가산기(403) 중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는 가산기(
403)로 각각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내에 장착된 다수(K)개의 가산기(403)는 상기 다수(K)개의 스프레더(402)
에서 재생된 다수(K)개의 단말기 송신신호(s' 1 (t-T b ), ⋯, s' K (t-T b ))를 모두 입력받아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
는 단말기 송신신호는 제외시킨 상태에서 덧셈 동작을 수행하고, 이후 이에 상응하는 간섭신호를 각각 생성한 후 상기
다수(K)개의 감산기(404) 중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는 감 산기(404)로 각각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내에 장착된 다수(K)개의 감산기(404)는 상기 수신신호 지연부(300)로부터
수신신호(r(t-T b ))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상기 다수(K)개의 가산기(403) 중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는 가산기(403)로
부터 간섭신호를 입력받은 후, 상기 수신신호(r(t-T b ))에서 간섭신호를 제거시킨 후 상기 제 2 동기식 복조 회로부(
500)로 각각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상기 제 2 동기식 복조 회로부(500)는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로부터 다수(K)개의 수신신호(r'
T b ), ⋯, r' K (t-T b ))를 입력받은 후 최종적으로 복조하여 제어국(1)으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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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
의 동작 과정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상기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100)는 수신신호(r(t))를 입력받으면 그 수신신호(r(t))에 포함된 다수(K)개 단말
기의 사용자 신호(d' 1 , ⋯, d' K )를 각각 복조한 후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채널 추정 회로부(200)는 다수(K)개의 단말기의 파일롯 채널 및 트래픽 채널이 모두 포함된 수신신호(r(t)
)를 입력받으면 그 단말기들의 각각의 파 일롯 채널을 이용하여 각각의 단말기에 대한 채널 파라미터(A 1 (t-T b ),
⋯, A K (t-T b ))를 추정한 후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채널 추정 회로부(200)
의 출력 신호인 다수(K)개의 단말기 각각에 대한 채널 파라미터(A 1 (t-T b ), ⋯, A K (t-T b ))는 크기 왜곡(α(τ))
및 위상 왜곡(θ(τ)) 성분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상기 수신신호 지연부(300)는 수신신호(r(t))를 입력받은 후 한 심볼(T
생성 회로부(400)로 출력한다.

b

)만큼 딜레이시켜 상기 간섭신호 재

그러면,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내에 장착된 다수(K)개의 곱셈기(401)는 상기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1
00)에서 출력한 다수(K)개의 단말기의 사용자 신호(d' 1 , ⋯, d' K ) 중 자신의 순번에 해당되는 사용자 신호와 상기
채널 추정 회로부(200)에서 출력한 채널 파라미터(A 1 (t-T b ), ⋯, A K (t-T b )) 중 자신의 순번에 해당되는 채널
파라미터를 곱해줌으로 각각 위상 왜곡된 신호를 생성한 후 상기 다수(K)개의 스프레더(402) 중 자신의 순번에 대응
되는 스프레더(402)로 각각 출력한다.
이어서,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내에 장착된 다수(K)개의 스프레더(402)는 상기 다수(K)개의 곱셈기(401)
중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는 곱셈기(401)에서 출력한 위상 왜곡된 신호를 이용하여 다수(K)개의 단말기 송신신호(s' 1
(t-T b ), ⋯, s' K (t-T b ))를 각각 재생성한 후 상기 다수(K)개의 가산기(403) 중 자신의 순번 에 대응되는 가산기(
403)로 각각 출력한다.
또한,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내에 장착된 다수(K)개의 가산기(403)는 상기 다수(K)개의 스프레더(402)
에서 재생된 다수(K)개의 단말기 송신신호(s' 1 (t-T b ), ⋯, s' K (t-T b ))를 모두 입력받아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
는 단말기 송신신호는 제외시킨 상태에서 덧셈 동작을 수행하고, 이후 이에 상응하는 간섭신호를 각각 생성한 후 상기
다수(K)개의 감산기(404) 중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는 감산기(404)로 각각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내에 장착된 다수(K)개의 감산기(404)는 상기 수신신호 지연부(300)로부
터 수신신호(r(t-T b ))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상기 다수(K)개의 가산기(403) 중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는 가산기(403)
로부터 간섭신호를 입력받은 후, 상기 수신신호(r(t-T b ))에서 간섭신호를 제거시킨 후 상기 제 2 동기식 복조 회로
부(500)로 각각 출력한다.
한편, 상기 제 2 동기식 복조 회로부(500)는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400)로부터 다수(K)개의 수신신호(r'
T b ), ⋯, r' K (t-T b ))를 입력받은 후 최종적으로 복조하여 제어국(1)으로 출력한다.

1

(t-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에 의하면, IS-95 시스템의 비
동기식 복조에 비해 3dB 정도 수신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가입자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신호(r(t))를 입력받으면 그 수신신호(r(t))에 포함된 다수(K)개 단말기의 사용자 신호(d'
복조한 후 출력하는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

1

, ⋯, d'

K

)를 각각

다수(K)개의 단말기의 파일롯 채널 및 트래픽 채널이 모두 포함된 수신신호(r(t))를 입력받으면 그 단말기들의 각각의
파일롯 채널을 이용하여 각각의 단말기에 대한 채널 파라미터(A 1 (t-T b ), ⋯, A K (t-T b ))를 추정한 후 출력하
는 채널 추정 회로부;
수신신호(r(t))를 입력받은 후 한 심볼(T

b

) 딜레이시켜 출력하는 수신신호 지연부;

-4-

공개특허 특2003-0067341
상기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로부터 다수(K)개의 단말기의 사용자 신호(d' 1 , ⋯, d' K )를 입력받아 다수(K)명의
가입자에 대응되는 각각의 간섭신호를 생성하고, 이후 상기 수신신호 지연부로부터 한 심볼만큼 지연된 수신신호(r(t
-T b ))를 입력받으면 그 수신신호(r(t-T b ))에서 다수(K)명의 가입자에 대응되는 각각의 간섭신호를 제거시켜 이
에 상응하는 다수(K)개의 수신신호(r' 1 (t-T b ), ⋯, r' K (t-T b ))를 출력하는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 및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로부터 다수(K)개의 수신신호(r' 1 (t-T b ), ⋯, r' K (t-T b ))를 입력받은 후 최종적으
로 복조하여 출력하는 제 2 동기식 복조 회로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
기식 복조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추정 회로부의 출력 신호인 다수(K)개의 단말기 각각에 대한 채널 파라미터(A 1 (t-T b ), ⋯, A K (t-T
))는 크기 왜곡(α(τ)) 및 위상 왜곡(θ(τ)) 성분으로 각각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

b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신호 재생성 회로부는, 상기 제 1 동기식 복조 회로부에서 출력한 다수(K)개의 단말기의 사용자 신호(d' 1 ,
⋯, d' K ) 중 자신의 순번에 해당되는 사용자 신호와 상기 채널 추정 회로부에서 출력한 채널 파라미터(A 1 (t-T b ),
⋯, A K (t-T b )) 중 자신의 순번에 해당되는 채널 파라미터를 곱해줌으로 각각 위상 왜곡된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
하는 다수(K)개의 곱셈기;
상기 다수(K)개의 곱셈기 중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는 곱셈기에서 출력한 위 상 왜곡된 신호를 이용하여 다수(K)개의
단말기 송신신호(s' 1 (t-T b ), ⋯, s' K (t-T b ))를 각각 재생성한 후 출력하는 다수(K)개의 스프레더;
상기 다수(K)개의 스프레더에서 재생된 다수(K)개의 단말기 송신신호(s' 1 (t-T b ), ⋯, s' K (t-T b ))를 모두 입력
받아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는 단말기 송신신호는 제외시킨 상태에서 덧셈 동작을 수행하고, 이후 이에 상응하는 간섭
신호를 각각 생성한 후 출력하는 다수(K)개의 가산기; 및
상기 수신신호 지연부로부터 수신신호(r(t-T b ))를 입력받음과 동시에 상기 다수(K)개의 가산기 중 자신의 순번에
대응되는 가산기로부터 간섭신호를 입력받은 후, 상기 수신신호(r(t-T b ))에서 간섭신호를 제거시킨 후 상기 제 2
동기식 복조 회로부로 각각 출력하는 다수(K)개의 감산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ＩＳ-2000 시스템에서의 기
지국내 동기식 복조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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