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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검출 수신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가변 길이를 갖는 각각

의 채널화 코드들을 반복 및 분할하여 동일한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생성하는 과정과, 각 반복 및 분할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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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코드 블록들을 채널 임펄스 응답과 컨볼루션 연산하여, 결합 임펄스 응답을 산출하는 과정과, 결합 임펄스 응답을 그룹

화하여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과, 다수의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 블록 매트릭스들을

소정의 칼럼 간격만큼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과, 구성된 공동 검출용 시

스템 매트릭스를 정방형의 크기가 되도록 확장하여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을 구현하였다.

대표도

도 7a

색인어

직교부호, 가변 길이, 공동 검출 수신, 채널화 코드, 시스템 매트릭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버스트 동기방식을 사용하는 TD-CDMA 시스템의 프레임 구조를 예시하는 블록도.

도 2는 공동 검출 수신기의 전송 및 수신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3은 버스트 동기방식 TD-CDMA 시스템에 대한 공동 검출 시스템 모델을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4는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 내의 동일한 확산 인자를 이용하여 공동 검출을 하기 위한 시스템 매트릭스 G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5는 동일한 확산 인자를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매트릭스 V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6은 다른 확산 인자를 이용하여 공동 검출을 하기 위한 시스템 매트릭스 G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7a는 본 발명에 따른 공동 검출 수신기의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7b는 본 발명에 따른 공동 검출 수신기의 하드웨어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를 갖는 다른 채널화 코드의 반복 및 분할을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의 가변 확산 인자를 이용하여 공동 검출을 하기 위한 시스템

서브 매트릭스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의 가변 확산 인자로 공동 검출을 하기 위한 시스템 매트릭

스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가변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의 반복 및 분할을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의 가변 확산 인자를 이용하여 공동 검출을 하기 위한 시스

템 서브-매트릭스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의 가변 확산 인자를 이용하여 공동 검출을 하기 위한 시스

템 매트릭스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다른 태양에 따른 공동 검출을 하기 위한 시스템 서브-매트릭스 구조를 개략적으로 예시

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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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block-circulant squared matrix)내로 연장된 블록 순환 매

트릭스 G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협대역 시분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의 데이터 송신 절차를 나타낸 블록도.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협대역 시분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의 데이터 수신 절차를 나타낸 블록도.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협대역 시분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의 데이터 송신 절차를 나타낸 블록도.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협대역 시분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의 데이터 수신 절차를 나타낸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버스트 동기방식 CDMA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

동 검출 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물리 채널의 구별을 위하여 직교 부호(Orthogonal code)를 이용하는 어떠한 통신 시

스템에도 적용 가능하다.

상기 직교부호는 길이가 n( n은 1부터 )이고, 길이 n을 가지는 직교부호의 전체 개수가 n인 부호를 나타낸다. 상기 직교부

호의 특성은 시동기(time synchronization)가 일치할 경우, 상기 직교부호에서의 특정 부호와 상기 특정 부호를 제외한 다

른 모든 n-1개의 직교부호간의 상호상관도(cross correlation)가 0인 특성을 가진다. 상기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상기

직교부호는 유선통신 및 무선 통신에서 물리 채널을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설명의 편의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제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협대역 시분할 통신 방식(Narrow

Band Time Division Duplex communication)을 예로 들어 본 발명에서 제안된 공동 검출 수신기를 위한 시스템 매트릭스

의 구성방법 및 적용을 설명한다.

상기 제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은 음성 서비스 뿐만 아니라 패킷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방식

(Wideband Code De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WCDMA"라 칭함)이 있다. 상기 WCDMA 방식은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가 분리되어 있는 FDD 방식과, 송/수신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시분할 듀플렉싱 (Time division duplexing; 이

하 TDD 라 칭함) 방식으로 나뉘며, 상기 TDD 시스템은 3.84Mcps(Mega chip per second)의 칩레이트를 사용하는 광대

역 시분할 듀플렉싱(이하 WB-TDD라 칭함)과 1.28 Mcps의 칩레이트를 사용하는 NB-TDD로 구분된다. 상기 Wb-TDD

및 Nb-TDD에서는 상하향 전송의 구별을 위해 타임 슬롯(time slot)이라고 하는 특정 시간구간을 사용하지만, 상기 타임

슬롯 안에서는 직교부호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채널을 구별한다. 상기 NB-TDD 및 Wb-TDd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는

직교 변환 확산 부호(Orthogonal variable spreading factor; 이하 OVSF라 칭함)로서 물리 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전

송량에 따라 직교 부호의 길이가 조절되어, 상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공동 검출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TD-CDMA에서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의 OVSF를

이용하는 공동 검출 수신기를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상기 NB-TDD 시스템에서 물리 채널 전송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10ms 길이를 가지는 라디오 프레임

(Radio frame; 이하 frame으로 칭함) 구조와 하향 물리 채널(Downlink Physical channel)의 기본 구조, DwPCH 구조와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 도 1의 frame(101)은 길이 10ms로 12800칩 구간이며 두 개의 서브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상기 sub frame(102)은 상기 프레임(101)에 포함된 두 개의 서브 프레임 중에 하나의 서브 프레임이며, 두 sub frame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상기 서브 프레임(102)은 길이 5ms이며 7개의 타임슬롯(104)과 하향 파일럿 타임슬롯(Downlink

Pilot Time Slot; 이하 DwPTS 라 칭함)과 상향 파일럿 타임 슬롯(Uplink Pilot Time Slot; 이하 UpPTS라 칭함)(106)과

보호 구간(Guard Priod; 이하 GP라 칭함)(105)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타임슬롯은 864 chip이고 상향전송 (Up link; 이

하 UL이라 칭함) 혹은 하향 전송(Down link; 이하 DL이라 칭함)으로 사용되며 위로 향하는 화살표는 UL time slot,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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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는 화살표는 DL time slot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하나의 서브 프레임 안에 있는 7개의 타임 슬롯들을 DL 또는 UL

에 몇 개씩 사용할 것인가는 시스템에 의해 설정된다. 단 첫번째 타임 슬롯(이하 TS #0라 칭함; 103)은 항상 DL이어야 하

며, 두 번째 타임슬롯(이하 TS #1이라 칭함)은 항상 UL로 할당되어야 한다. Ts #0 과 Ts #1 사이에는 DwPTS(96 chips;

104)와 GP(96chips; 105), 그리고 UpPTS(160chips;106)가 존재한다. 상기 DwPTS는 단말에서의 초기 cell탐색, 동기화

또는 채널 추정(channel estimation) 에 사용되고, 상기 UpPTS는 기지국에서의 채널 추정과 UE의 Uplink 동기를 맞추는

데 사용된다. 상기 GP는 두 타임 슬롯이 각각 DL 과 UL이므로, 두 신호사이에 다중경로 지연으로 인해 생기는 간섭을 제

거하기 위한 부분이다. UL 타임 슬롯과 DL 타임 슬롯은 스위칭 포인트(108)로 구분이 되는데 NB-TDD시스템에서는 하

나의 sub frame 내에 두 개의 스위칭 포인트가 존재한다. 하나는 상기 DwPTS와 UpPTS 사이에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타임 슬롯의 할당 상황에 따라 그 위치가 변하게 된다.

상기 도 1의 하향 물리 채널(107)은 Ts #0에 위치하는 물리 채널을 가정하여 설명하였으며, 상향 물리 채널도 상기 도 1의

하향 물리 채널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상기 하향 물리 채널은 데이터 부분(109), 미드엠블(110), 데이터 부분(111) 및

GP(112)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하향 물리 채널의 각 데이터 부분은 352 chip으로 확산 계수(spreading factor; 이하 SF)

16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그렇지만 상기 하향 물리 채널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상향 물리 채널은 확산계수가 1,2,4,8,16

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OVSF로 구별될 수 있는 물리 채널 혹은 사용자 채널의 수는 k( k = 1,2,...,16)이 될 수 있다. 또

한 상기 데이터부는 NB-TDD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이 사용하는 스크램블링부호에 의해 다시 곱해져서 전송되며, 상기 스

크램블링 부호는 칩단위로 곱해지고, 각 기지국마다 상하향 전송에 동일한 스크램블링 부호를 사용한다. 상기 각 기지국마

다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부호는 짝수 프레임과 홀수 프레임에 사용되는 두 종료의 스크램블링 부호가 있으며, 상기 스크램

블링 부호의 역할은 상기 OVSF가 시동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자기 상관 특성이 나빠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기 자

기 상관 특성의 저하를 줄여주는 역할 및 타 기지국의 신호와 자기 기지국의 신호를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 미드엠블(110)은 이른바 트레이닝 시퀀스의 일종이며, 상기 트레이닝 시퀀스는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특성에 맞는

부호를 컴퓨터 혹은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목적에 맞는 부호를 골라낸 것이다. NB-TDD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

마다 고유한 미드엠블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 미드엠블 부호는 특정 기본 부호를 사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이동시킨 미드

엠블 부호가 사용된다. 또한 상기 미드엠블은 DL 타임슬롯의 경우, UE가 기지국으로부터 어떤 채널들이 전송되는지와 기

지국과의 채널환경이 어떠한지 추정하는 경우 즉,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을 추정하는 경우 사용되

며, UL 타임슬롯의 경우, 기지국에서 상기 미드엠블을 해석해서 어떤 UE가 채널을 전송하고 있는지와 상기 UE와 기지국

의 채널환경, 즉 무선 환경의 임펄스 응답을 추정하는 경우 사용된다. 상기 GP(112)는 타임 슬롯의 마지막 부분에 존재하

는 16 chip 구간으로 서로 다른 타임 슬롯의 신호사이에 생기는 간섭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도 1의 DwPTS 는 GP(113)와 SYNC DL(114)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GP(113)는 이전 타임 슬롯인 상기 Ts #0

의 GP(112)와 함께 길이 48 chip구간의 GP를 형성하는데, 이는 상기 Ts #0과 상기 DwPTS사이의 다중 경로 지연에 의한

간섭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구간이 특히 긴 이유는 상기 DwPTS내의 상기 sync DL(114) 코드가 UE가 맨 처음 찾는

신호로 상기 sync DL코드를 통해 초기 cell탐색을 하고 cell과의 동기를 맞추기 때문에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상기 TS #0과의 간섭이 생기게 되면 그 영향이 심각하다. 따라서, 상기 Ts #0의 마지막 부분의 상기 GP(112)와 상기

DwPTS의 상기 GP(113)를 합쳐 48 chip구간을 형성하여 sync DL코드를 제대로 수신하도록 보장한다. 상기 sync DL

code(114)는 UE가 처음 찾아야 하는 신호로 모두 32가지가 존재한다. UE는 32가지 가능한 코드워드와 지금 수신하고 있

는 가장 큰 세기의 신호와의 correlation을 수행하여 sync DL코드를 판단하고 자신이 속한 cell과의 동기를 맞춘다.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검출기는 소위 단일 사용자 수신기라고 하며, 이는 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단일 사용자의 원하는 신호만을 검출하여 다른 원하지 않는 사용자 신호와 간섭 신호 모두를 각각 잡음 신호로 간

주하는 검출기법이다. 예를 들어, 소정의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 대 잡음비를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선형 필터인 정합

필터 검출은 단일 사용자 수신기이며, MAI와 ISI를 잡음 신호로 간주한다는 사실로 인해 MAI와 ISI에 충분한 저항력을 갖

지 못하며, 상기 이동 채널 혹은 상기 시그니쳐 시퀀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이용되지 않는다.

상기 단일 사용자 수신기에 대하여 더욱 발달한 기술로 제안된 방법이 MAI와 ISI를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공동 검출 수

신기로서 하기 도 2에 개략적인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하기 도 2에서는 공동 검출 수신기가 기지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를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상기 공동 검출 수신기는 단말기에 위치할 수도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공동 검출 수신기는 공동 검출 기술을(Joint Detection method)채용하며, 이 기술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MAI 및 ISI를 적절하게 제거함으로서 통신 시스템의 용량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동시에, 상기 MAI 및 ISI를 적절하

게 제거하기 위해 상기 통신 시스템의 복수의 사용자를 동시에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상기 복수의 사용자를 동시에

검출한다는 것은 상기 복수의 사용자의 신호가 수신되었을 경우, 상기 복수의 사용자들로부터 전송되온 신호들 및 상기 신

호들의 다중 경로 신호들의 채널 임펄스 응답을 추정함을 의미한다. 공동 검출 수신기의 전송 및 수신을 설명을 위해 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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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도시하고 있으며, 상기 공동 채널 검출기는 채널 추정 유닛(200), 공동 검출 유닛(201), 채널화 코드 생성기(203),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기(204)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이동국(MS 205, 206, 207, 208)은 그 자신의 신호(227, 228,

229, 230)를 전송하기 위해 하나 혹은 몇몇 OVSF 채널화 코드(211, 212, 213, 214, 215, 216)를 할당할 수 있다. 공동 검

출 수신기는 안테나(227, 228, 229, 230)를 통해 몇몇 이동국(MS 205, 206, 207, 208)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232)를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는 기지국(BS 231)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서 채널 추정 유닛(200)은 공동 검출 유닛(201)에 대한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223, 224)을 발생시키고, 이 응답은 수신된 미드엠블 코드 신호로부터 추정된다. 공동 검출 수신기

는 이동국(MS 205, 206, 207, 208)에 각각 위치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 검출 유닛(201)은 기본적으로 2개의 부

분 즉,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생성부(209)와, 시스템 매트릭스에 대한 솔루션부(210)로 분할될 수 있어 동일한 하

나의 시간 슬롯에 전송되는 모든 원하는 사용자 신호(217, 218, 219, 220, 221, 222)를 검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공동 검

출용 시스템 매트릭스(210)는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223, 224), 채널화 코드(225), 스크램블링 코드(226) 등으로부터 생

성된다.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공동 검출 수신기는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의 버스트 동기화 전송 및 수신에 특징이 있는 시분할-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TD-CDMA)에 이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으로부터 MAI와 ISI를 완화하기 위해 채널화 코드와 무선 채널

추정 모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 내에 전송하는 원하는 신호 모두를 동시에

재생성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수신된 모든 신호들 및 상기 신호들의 다중 경로 신호까지 모두 추정하는 공동 검출 수신기는

단일 사용자 수긴기에 비해 높은 복잡도를 가지는 특징이 있으며, 상기 복잡도는 공동 검출 기법을 설명하는 에 사용되는

시스템 매트릭스 식을 풀기 위한 승산 횟수와 가산 횟수로 환산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공동 검출 수신기의 복잡도는

상기 공동 검출 수신기에 사용되는 수신기의 시스템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그러나,

공동 검출 수신기의 복잡도는 공동 검출 수신기의 시스템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지금까지 제안된 공동 검출 수신기의 종래 기술에서는, 동일한 확산 인자를 즉 같은 길이를 가지는 직교 부호를 이용하는

공동 검출 수신기를 위해 시스템 매트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이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에 공개

되어 왔다. 만이 제안되어 왔다. 상기 NB-TDD 통신 시스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B-TDD 통신 시스템에서 상향 전송

에 사용되는 직교부호의 길이는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종래 기술을 사용하여 상기 NB-TDD 통신 시스템의 상향 전송

에 사용할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려면 상기 상향 전송에 사용된 각각의 채널 부호의 길이에 맞는 시스템 매트릭스를 각

각 구성해야 한다. 상기 각각의 채널 부호의 길이에 맞는 각각의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것은 복잡한 공동 검출 수신

기의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직교 부호가 동일한 타임 슬롯에 사용

되었을 경우,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동일한 시간 구간에서 사용되는 직교 부호들의 길이가 서로 다를 경우에도 하나의 시스템 매트

릭스를 사용하여 공동 검출 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

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가변 길이를 갖는 각각의 채널화 코드들을 반복 및 분할하여 동일한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블록들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각 반복 및 분할된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채널 임펄스 응답과 컨볼루션 연산

하여, 결합 임펄스 응답을 산출하는 과정과, 상기 결합 임펄스 응답을 그룹화하여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 블록 매트릭스

를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다수의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 블록 매트릭스들을 소정의 칼럼 간격만큼 시프트하여 배치함으

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을 구현한다.

상기 시간 슬롯은 두개의 데이터 영역, 미드엠블영역 및 할당된 무선 프레임 내의 소정의 시간 슬롯 간의 보호영역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구성된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정방형의

크기가 되도록 확장하여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정의 값을 부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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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시분할-코드분할 다중 엑세스(TD-CDMA) 통신 시스템의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직교 가변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 수신기에 대한 시스템 매트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구성하는 제1

방법에 있어서, 각 채널화 코드 블록들의 길이가 최대 확산 인자 Qmax 및/또는 기 정해진 소정값이 될 때까지 서로 다른 버

스트들로부터의 상기 모든 채널화 코드들을 반복하여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각각 확산 인자 집합 {Q1, Q2, Q3, .... Qk}의 최소 확산 인자 {M1, M2, M3, .... Mk}의

항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분할된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들이 각각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 h(k,w)와 컨볼루션 연산되어, 결합 임펄스 응답 {b1
(k), b2

{k}, b3
(k), .... bM

(k)} 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K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bj
(k) 들이 M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서브블록 매트릭스들로 그룹화되고, 상기 모든

M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서브블록 매트릭스들 각각을 소정 오프셋(offset) 값 Qmin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

함으로써, 공동 검출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공동 검출 서브 블록 매트릭스들 각각을 상기 최대 확산

인자 Qmax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을 구현한다.

상기 시간 슬롯은 두개의 데이터 영역, 미드엠블영역 및 할당된 무선 프레임 내의 소정의 시간 슬롯 간의 보호영역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가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

트릭스가 될 때까지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블록 칼럼들을 가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정의 값을 부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에 대한 대응되는 추정 데이터 벡터의 추정 데이터를 반복함으로써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버스트 동기방식 CDMA 통신 시스템의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직교 가변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 수신기에 대한 시스템 매트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구성하는 제2방법에 있어서, 각 채

널화 코드 블록들의 길이가 최대 확산 인자 Qmax 및/또는 기 정해진 소정값이 될 때까지 서로 다른 버스트들로부터의 상기

모든 채널화 코드들을 반복하여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각각의 확산 인자 {Q1, Q2, Q3, .... Qk}의 항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들로 분할하는 과

정과, 상기 분할된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들이 각각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 h(k,w)와 컨볼루션 연산되어, 결합 임펄스 응답

{b1
(k), b2

{k}, b3
(k), .... bM

(k)} 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K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들 bj
(k) 각각이 하나의 서브블

록 매트릭스로 그룹화되고, 상기 서브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결합 임펄스 응답들 각각에 대해 오프셋

(offset) 값 Qk 의 정수 배 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

성하는 과정과, 상기 N개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각각 Qmax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을 구현한다.

상기 시간 슬롯은 두개의 데이터 영역, 미드엠블영역 및 할당된 무선 프레임 내의 소정의 시간 슬롯 간의 보호영역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가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

트릭스가 될 때까지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블록 칼럼들을 가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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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정의 값을 부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에 대한 대응되는 추정 데이터 벡터를 반복함으로써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 생성된 K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bj
(k) 가 하나의 서브블록 매트릭스로 그룹화되고, 상기 ΣQmax/Q

k 개의 그룹화된 임

펄스 응답들을 각각 오프셋(offset) 값 Qk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재배치하되, 상기 j값이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

로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N개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

를 각각 Qmax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재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시간 슬롯은 두개의 데이터 영역, 미드엠블영역 및 할당된 무선 프레임 내의 소정의 시간 슬롯 간의 보호영역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가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

트릭스가 될 때까지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블록 칼럼들을 가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정의 값을 부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에 대한 대응되는 추정 데이터 벡터를 반복함으로써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시분할-코드분할 다중 엑세스(TD-CDMA) 통신 시스템의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직교 가변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 수신기에 대한 시스템 매트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구성하는 장

치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직교 가변 확산 부호를 발생시키는 채널화 코드 발생기와, 수신된 상기 하나의 시

간 슬롯에서 미드엠블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미드엠블 정보를 통해 채널 임펄스 응답을 생성시키는 채널 추정 유

닛과, 가변 길이를 갖는 상기 채널화 코드들을 반복 및 분할하여 동일한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블록들을 생성하는 제1과

정과, 상기 각 반복 및 분할된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상기 채널 임펄스 응답과 컨볼루션 연산하여, 결합 임펄스 응답을 산

출하는 제2과정과, 상기 결합 임펄스 응답을 그룹화하여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3과정과,

상기 다수의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 블록 매트릭스들을 소정의 칼럼 간격만큼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

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4과정을 수행하는 공동 검출 유닛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

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를 구현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또한 이하 본 발명의 설명은 본 발명의 설명의 편

의를 위해 협대역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 즉 NB-TDD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상기 NB-TDD에 대한 설명이 본 발명

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TD-CDMA(Time Division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통신 시스템과 같은 버스트 동기방식 CDMA 통신 시스템

은 양방향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버스트를 이용한다.

상술한 상기 도 2의 공동 검출 수신기는 상기 공동 검출 수신기로 들어오는 모든 신호들의 채널 응답들을 다 계산하여 상

기 공동 검출 수신기가 원하는 신호의 신호 품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기 모든 신호들을 동시에 검출하

는 공동 검출 기술( Joint Detection methods)을 사용한다. 통신 시스템의 용량을 공동으로 증가시키는 통신 시스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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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용자를 동시에 검출하는 공동 검출 기술을 채용한다. 이하 공동 검출 수신기의 송수신동작 설명을 위해 그 구성을 개

략적으로 도시하기로 한다. 상기 공동검출 송신기는 채널 추정 유닛(200), 공동 검출 유닛(201), 채널화 코드 생성기(203)

,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기(204)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각 이동국(MS 205, 206, 207, 208)은 각각 그 자신의 신호

(227, 228, 229, 230)를 송신하기 위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OVSF 채널화 코드(211, 212, 213, 214, 215, 216)를 할당받

을 수 있다. 상기 공동 검출 수신기는 안테나를 통해 여러 이동국(MS 205, 206, 207, 208)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232)를

수신하기 위해 기지국(BS 231) 내에 배치되는데, 채널 추정 유닛(200)은 수신된 미드엠블 코드 신호로부터 추정되는 공동

검출 유닛(201)에 대한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223, 224)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공동 검출 수신기는 각 이동국(MS 205,

206, 207, 208) 내에 배치 될 수 있다.

상기 공동 검출 유닛(201)은 기본적으로 2개의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생

성부(209)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매트릭스(210)에 대한 솔루션이다. 따라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은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 내에서 전송되는 모든 원하는 사용자 신호(217, 218, 219, 220, 221, 222)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으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210)는가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223, 224), 채널화 코드(225), 스크램블링 코드(226) 등으로부터 생성

된다.

공동 검출 수신기는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 내에서 발생하는 MSI 및 ISI를 완화하여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 내에서 전

송되는 모든 원하는 신호를 동시에 재생하기 위하여 채널화 코드 및 무선 채널 추정치 양자에 대한 선험적 정보를 이용하

는,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 내에서의 버스트 동기 전송에 특징이 있는 시분할-코드 분할 다중 접속(TD-CDMA)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공동 검출 수신기는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 내에서 발생하는 MSI 및 ISI를 완화하여 상기 시간 슬

롯 내에 원하는 신호의 수신 성능을 좋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특성으로 인해 상기 공동 검출 수신기는 단일

사용자 수신기보다 높은 복잡도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 공동 검출 수신기는 높은 복잡도를 가지는 특성이 있으며, 상기 복

잡도는 공동 검출 기법에 사용하는 을 기술하는 시스템 매트릭스 방정식을 풀기 위한 승산 횟수와 가산 횟수로 환산하여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즉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

성하는 방법 및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공동 검출에 사용하기 위한 승산 횟수와 가산 횟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

다.다. 그러나 공동 검출 수신기의 복잡도는 공동 검출 수신기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공동 검출 수신기의 종래 기술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 내에서 동일한 확산 인자를 이용하는 공동 검출 수신기

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block-circulant matrix)로 구성하는 방법이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하

나의 시간 슬롯 내에서 OVSF 즉,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직교 부호를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수신기를 이용하는

공동 검출 수신기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만드는 방법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도 3은 3세대 비동기 이동 통신 표준 시스템중의 하나인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 즉 WB-TDD 및 NB-TDD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검출 시스템의 대략 적인 방법이 도시되어 있으며, 상기 방법은 공동 검출 수신기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

고,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를 이용ㅎ여 불록 순환 매트릭스로 확장하는 본 발명에 대한 개념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이하,

도 3을 참조하면, 버스트 동기방식 TD-CDMA를 위한 공동 검출 시스템 모델이, 공동 검출 수신기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확장하는 본 발명의 방법을 명확히 할 목적에서 개략적

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상기 도 3의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하기와 같은 파라미터들이 정의된다. 도 3의 OVSF를 이용하는 공

동 검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이 가정되는데, 수신 신호의 샘플링 레이트(fS)는 칩 레이트 1/TC와 같고, 예컨대

상기 fS는 NB-TDD의 경우 1.28Mcps가 되며 또는 WB-TDD의 경우 3.84Mcps가 될 수 있다.와 같고, W는 수신된 미드

엠블 코드 신호로부터 추정되는 공지된 채널 임펄스 응답(307, 308, 309)의 추정된 윈도우 길이이며, 이다.k(k=1,

2,....,K)는 동일 시간 슬롯 내에서의 동시 사용자의 수이고,이다. Qk는 상기 사용자들에 각각 대응하는 확산 인자인데,

Qk∈{Q1, Q2,...,QK }이며이다., ck는 상기 확산 인자들에 각각 대응하는 채널화 코드 ck∈{c1, c2,..., cK }(304, 305,

306)이다.이고, Nk는 상기 확산 인자들에 각각 대응하는 데이터 블록의 길이인데, Nk ∈{N1, N2,..., NK}이며이다., Qmin

은{Q1 , Q2,...,QK}의 최소값과 같은 최소 확산 인자이고, Qmax는 하나의 특정값과 동일한 최대 확산 인자인데, 예컨대

Qmax=16 또는 Qmax는 {Q1, Q2,...,QK}의 최대값이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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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는 Qmax 동안의 채널화 코드의 수인데, Mk∈M1, M2,..., MK이고, 여기서 Mk=Qmax/Q
k, k=1, 2,..., K이고, Qmin은 상기

사용자들에 대응하는 확산 인자 {Q1, Q2,...,QK}의 최소값이고, M은 Qmax 동안의 채널화 코드 M1, M2,..., MK의 수이고,

Nmax는 상기 확산 인자들에 대응하는 데이터 블록의 길이 N1, N2,..., NK의 최대값이며, Nmin은 상기 확산 인자들에 대응

하는 데이터 블록의 길이 N1, N2,..., N K의 최소값이고, N은 값 (Nmax/(Qmax/Qmin))과 같다.

다음으로, 버스트 동기방식 TD-CDMA를 위한 공동 검출 시스템 모델을 설명한다. 여러 사용자들로부터 전송될 신호 d(1)

(301), d(2)(302) 및 d(k)(303)는 각각 채널 부호 c(1,q)(304), c(2,q)(305) 및 c(k,q)(306)가 곱해져서, 채널을 통과하여

공동 검출 수신기로 수신된다. 동일그 각각의 채널화 코드 c(1,q)(304), c(2,q)(305) 및 c(k,q)(306)와 동일한 길이로 각각

반복된다(321, 322, 323). 상기 채널은 상기 채널 부호 c(1,q)(304), c(2,q)(305) 및 c(k,q)(306) 와 상기 각각의 채널 부

호에 대한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이 콘볼루션(convolution)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상기 콘불루션외 결과는 하기 수

학식 1로 나타내어 질수 있으며, {b(k)}(310, 311, 312)로 표시될 수 있다.상기 반복된 신호들은 상기 확산계수들에 대응

하는 채널화 코드 {c(k,q)}(304, 305, 306)를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 {h(k,w)}(307, 308, 309)과 각각 콘볼루션하여 얻어

지는 조합 임펄스 응답 {b(k)}(310, 311, 312)에 곱해진다.

수학식 1

여기서, k는 채널화 코드 c(k,q)(304, 305, 306)의 인덱스이고, q∈[1, 2, 3,..., Qk]이고, 공지된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 h

(k, w)(307, 308, 309), w∈[1, 2, 3,...,W]이며, 이는 수신된 미드엠블 코드 신호로부터 공동으로 추정될 수 있다.됨을 가

정한다.

조합 임펄스 응답 {b(k)}(310, 311, 312)은 반복 신호에 의해 컨볼루션되고, 컨볼루션된 결과 모두를 합산(316)하면 신호

(317)를 생성할 수 있다. 그 다음, 안테나(ka)에서 최종 수신된 데이터 벡터 e(ka)(319)는 신호(317)가 잡음 및 셀간 간섭

신호(320)에 의해 더해지는 것인데(318), 이는 다음의 수학식 2로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2

여기서, UQk[d(k)]는 계수 Qk에 의한, 그러나 최종 (Qk-1) 제로 없이 행한 업샘플링 d(k)의 결과를 나타내고, ka=1,...,

Ka, e(ka)∈CNQmax+W-1이고, ka번째 안테나에서의 잡음 및 셀간 간섭 신호인 n(ka)∈CNQmax+W-1이다.

상기 수학식 2는 다음의 수학식 3과 같이 모든 안테나에 대한 매트릭스 방정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

수학식 3

여기서, 매트릭스 G는 Ka(N*Qmax+W-1)×(N*K)의 크기인 공동 검출 수신기의 시스템 매트릭스이고, d는 (N*K)×1의

크기를 가진 송신 데이터 벡터이며, n은 Ka(N*Qmax+W-1)×1의 크기를 가진 잡음 플러스 간섭 벡터이고, e(319)는 Ka

(N*Qmax+W-1)×1의 크기를 가진 수신 데이터 벡터이고, 도트 심볼은 승산을 나타낸다.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G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은 공동 검출 수신기의 복잡도를 심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우선, 동일한 확산 인자를 이용하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G의 공지 구성을 아래에 설명한다. 그

다음, 상기 공지된 방법이 가변 확산 인자를 이용하는 공동 검출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최종적으로, 가변 확

산 인자를 이용하는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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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안테나 수 Ka는 1인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명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설명은 안테나 수 Ka가 1보다 큰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순환 매트릭스와 블록 순환 매트릭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환 매트릭스 R

의 특징은 그의 첫 번째 열에 의해 고유하게 결정되며 다음의 퓨리에 매트릭스에 의해 대각 매트릭스화될 수 있다.

수학식 4

여기서, , 1≤j, k≤n이고, Λ는 순환 매트릭스 R의 고유 값 매트릭스(eigenvalue

matrix)이다.

블록 순환 매트릭스는 DJxDL블록으로 구성되는데, 각 블록은 JxL 순환 매트릭스이다. 블록 순환 매트릭스는 또한 상기 퓨

리에 매트릭스에 의해 대각 매트릭스화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블록 순환 매트릭스는 퓨리에 매트릭스에 의해 대응 순

환 서브블록 매트릭스의 고유 값을 갖는 대각 블록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하 도 4를 참조하면, 하나의 시간 슬롯 내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확산 인자가 주어지는 경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G(401)는 하나의 블록 순환 매트릭스가 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모든 사용자 K에 대해 확산 인자가 동일하고, 모

든 사용자의 조합 임펄스 응답 {b(k)}에 대한 크기가 동일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상기 임펄스 응답이 함께 분할될 수 있고

서브블록 매트릭스 V(402)로 조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생성된 블록 매트릭스 G(401)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확장할 수

있다. 모든 사용자 K로부터의 대응 데이터 벡터(403)는 교대로 분할된다. 상기 생성된 블록 매트릭스 G(401)는 다운 시프

트된 수가 데이터 블록의 길이 N과 같을 때까지 확산 인자 Qmax에 의해 동일 서브 매트릭스 V(402)를 다운 시프팅함으로

써 생성된다.

이하 도 5를 참조하여 서브 매트릭스 V(501)를 아래에 설명한다. 상기 조합 임펄스 응답(502, 503, 504)은 함께 분할되어

서브 블록 매트릭스 V(501)로 조합됨으로써 생성된 서브 블록 매트릭스 G(401)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확장할 수 있다.

이하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안테나 수 Ka는 1이고, 사용자의 수 K는 2인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명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설명은 안테나 수 Ka가 1보다 크고 사용자의

수 K가 1보다 큰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확산 인자 Q1은 2Q2인데, 이것은 데이터의 수

N2가 2N1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확산 인자들에 대한 상기의 방법이 가변 확산 인자들에 직접 적용될 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설명한다. 다시 도 6을

참조하면,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시스템 매트릭스 G(601)는,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서로 다른 사용자들로

부터의 결합된 임펄스 응답들(602, 603)로부터 구성되는, 블록 순환 매트릭스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상기와 같은 그러한

시스템 매트릭스 G(601)는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에 적합한 해를 찾아 공동 수신 검출기에 적용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

기 시스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에 복잡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블록 기반의 FFT/DFT 알고리즘과 같

은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의 해를 구해는데 적합한 몇몇 고속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에 대해 발표된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가변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일 목적이다.

도 7a 및 7b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서의 가변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 수신기 및 공동 검출 수신기의 하드웨어 아키

텍처가 각각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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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를 참조하면, 공동 검출 수신기의 방법은 다음의 구성들을 포함한다. 가변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들(710A)의 반복

및 분할(블록 701A); 상기 반복 및 분할된 채널화 코드들(710A)이 채널 임펄스 응답(711-A)와 컨볼루션 연산되는 결합

된 임펄스 응답이 발생된다(블록 702A);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 매트릭스가 구성된다(블록 703A); 가변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가 구성된다(블록 704A); 상기와 같이 구성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

용 시스템 매트릭스 G는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R로 확장되고 수신 신호 벡터 e(712-A)에 예를 들어 '0'과 같은 하나

의 소정값이 부가된다(블록 705A); 제1 블록 칼럼 매트릭스 R(:,1:L) 및 수신 신호 벡터 e(712A)가 각각 J×L 및 J×1의 사

이즈를 갖는 D 서브 매트릭스 블록 및 D 수신 신호 서브벡터들로 분할된다(블록 706A); 각각 J×L 및 J×1의 사이즈를 갖

는 D 서브 매트릭스 블록 및 D 수신 신호 서브벡터들로 분할되는 확장된 제1 블록 칼럼 매트릭스 R(:,1:L) 및 수신 신호 벡

터 e(712A)로부터 동일 로우 번호를 갖는 모든 로우 벡터들이 취해져서 하나의 새로운 서브 블록 매트릭스 및 하나의 새

로운 수신 신호 서브벡터를 각각 형성하고, 상기 새로운 서브 블록 매트릭스 및 새로운 수신 신호 서브벡터는 각각 FFT/

DFT 변환될 수 있고, 상기 FFT/DFT 변환된 결과들은 FFT/DFT 변환 이전의 서브 매트릭스 블록 및 수신 데이터 서브벡

터에서의 원래 위치로 되돌려진다(블록 707A); FFT/DFT 변환된 D 서브 매트릭스 블록에 대해 역매트릭스 변환이 행해

지되, 여기서는 임의의 표준 매트릭스 의사 역매트릭스 변환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고, 상기 역매트릭스 변환된 결과들

은 FFT/DFT 변환된 수신 신호 벡터와 곱해진다. 그후 곱해진 결과는 블록 707A와 동일한 절차에 기초하여 IFFT/IDFT

변환된다(블록 708A); 그리고 추정 벡터 d(713A)의 제1 K*Nmax 원소들 중의 일부 데이터 원소들이 제거되는데, 이는 일

부 데이터 원소들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적으로는, 각각 수신 다이버시티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기 반복된 추정

벡터가 축적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추정 데이터 시퀀스는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을 위해 생성될 수 있

다(블록 709A).

도 7b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서의 공동 검출 수신기에 대한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도시되어 있는데, 이하의 구성을 포함한

다. 안테나 유닛(715b),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 유닛(711b), 역다중화기 유닛(712b),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유닛(750b), 채널화 코드 발생기 유닛(714b), 미드엠블 코드 기반의(midamble code based) 채널 추정 유닛(713b), 복조

기 유닛(716b) 등을 포함한다. 안테나 유닛(715b)은 이동국들 또는 하나의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

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 유닛(711b)은 안테나 유닛(715b)로부터의 상기 신호를 칩 레이트 1/Tc와 같은 소정의

샘플링 레이트 fs로 디지털화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fs는 1.28Mcps 또는 3.84Mcps와 같다. 디지털화된 신호는 역다중화

기 유닛(712b)에 의해 수신 미드엠블 신호 및 수신 신호 e로 역다중화될 수 있으며, 여기서 수신 미드엠블 신호는 미드엠

블 코드 기반의 채널 추정 유닛(713b)으로 전달되고, 상기 채널 추정 유닛은 추정 채널 임펄스 응답들을 발생시킬 수 있으

며, 수신 신호 e는 DSP 유닛(750b)로 전달된다.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의 공동 검출 수신기의 방법은

DSP 유닛(750b)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701b 내지 709b가 실행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701b 내지 709b는 다른

프로그램 가능한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이들 단계에 대해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DSP 유닛(750b)의 출력

신호들은 복조기 유닛(716b)으로 전달되어 복조기 유닛(716b) 및 다른 기능 유닛들에 의해 더 처리된다.

<제1실시예>

도 8, 9, 10을 참조하여, 각각 제1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가변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 수신기들에 대한 시스템 매트

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구성하는 제1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 방법은 동일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용 매

트릭스 구성을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을 위한 구성된 매트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확장할 수 있다. 이하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도 8을 다시 참조하면, 본 발명 방법의 제1 단계로서, 채널화 코드 블록들(803, 804)이 각각 최대 확산 인자 Qmax 또는 예

를 들어 16과 같은 하나의 소정값과 동일한 길이가 될 때까지 서로 다른 버스트들로부터의 모든 채널화 코드들(801, 802)

이 반복될 수 있다(806). 이것은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서로 다른 버스트들로부터의 모든 채널화 코드들(801,

802)을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803, 804)로 만들 수 있다. 그 후 Qmax 또는 하나의 소정값의 길이를 갖는

반복된 채널화 코드 블록들(803, 804)은 각각 확산 인자 집합 {Q1, Q2, ..., QK}의 최소 확산 인자 {M1, M2, ..., MK}의 항

으로 수 개의 서브블록들(805)로 더욱 분할될 수 있다(807). 따라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서로 다른 버스트들로

부터의 모든 분할된 서브블록들(805)은 확산 인자 집합 {Q1, Q2, ..., QK }의 최소 확산 인자 {M1, M2, ..., MK}와 길이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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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상기 식에서, "repmat"는 Mk 회에 대한 Ck 반복(806)을 나타내고, "reshape"(807)은 상기 반복된 결과를 나타내고, Qmax

에 달할 때까지 확장된다.

다음은 본 발명 방법의 제2 단계로서, 결합된 임펄스 응답 {bl(k), b2(k), ..., bM(k)}(808)이 생성되어, 모든 서브블록(805)

이 각각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 h(k,w)(809), w∈[1, 2, 3,...,W]와 컨볼루션 연산(convolutionize)되고, 여기서 이고, 이

것들이 각각 소위 {bl(k), b2(k), ..., bM(k)}(808)이다.

수학식 6

상기 식에서 k=1, 2, ..., K이고, i=1, 2, ..., Qmax/Qmin이고, j=1, 2, ..., M이고, 심벌 ' '은 컨볼루션 연산을 나타내고, 각

각의 서브블록(805)은 각각 Cl×(Qmin+W-l)에 속한다.

도 9를 다시 참조하면, 제3 단계로서, K개의 bj
(k)(901, 902 및 903, 904, 905 및 906, 907, 908 및 909)는 M개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910, 911, 912)로 그룹화되고, 여기서 k=1, 2, ..., K이고, i=1, 2, ..., Qmax/Qmin이고, j=1, 2, ..., M이다. M

개의 상기 서브블록 매트릭스(910, 911, 912)이 있다. 모든 M개의 상기 서브블록 매트릭스(910, 911, 912)은 각각 오프

셋 값 Qmin만큼 상기 M개 서브블록 매트릭스들(910, 911, 912)을 하향 시프트함으로써 배치되어,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

을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G의 하나의 서브블록 매트릭스 V(913)이 생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V∈C(Qmax+W-

1)×K*Qmax/Qmin이다.

도 10을 다시 참조하면, 본 발명 방법의 제4 단계로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G

(1001)는 상기 N[N=Nmax/(Qmax/Qmin )]개 서브블록 매트릭스 V(1002)를 각각 값 Qmax만큼 하향 시프트함으로써 구성

되는데, 여기서 V∈C(Qmax+W-1)×K*Qmax/Qmin이다. 다시 도 9를 참조하면, 상기와 같이 구성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G(1001)는 상기 제1 내지 제4 단계까지의 상기 단계들에 따른 서브블록 순환 매트릭스

V(1002)의 특징이 있다.

다시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와 같이 구성된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G(1001)는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서브블

록 순환 매트릭스 V(1002)가 아니라, 블록 순환 매트릭스 서브블록 순환 매트릭스 V(1002)인 것이 명백하다. 본 발명의

수학식 3을 참조하면, 본 발명 방법의 제5 단계로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을 위한 상기와 같이 시스템

매트릭스 G(1001)는, 단순히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 G(1001)의 최종 서브블록 로우를 완성하고 상기 구성된 시스

템 매트릭스 G(1001)의 서브블록 칼럼들을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 G(1001)가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R(1003)로 될 때까지 가산함으로써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R(1003)로 더 확장될 수 있고,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 G

(1001)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 e(1004)도 또한 그 끝에 '0'과 같은 하나의 소정값을 부가함으로써 확장된다. 그렇게

확장된 연산 결과 예를 들어 블록 FFT/DFT 기반의 알고리즘과 같은,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R(1003)의 해를 구

하는 데 적용되는 몇몇 비용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이 생성될 수 있다. 블록 FFT/DFT 기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하에

서 더 설명하겠다.

다시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 방법의 제6 단계로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에 대한 대응하는 추정 데

이터 벡터 d(k,n)(1005)가 생성될 수 있는데, 여기서 k=1, 2, ..., K이고, n=1, 2, ..., Nmax이며, 추정 데이터의 반복에 특징

이 있다. 그러나, 도 10에서의 추정 데이터 벡터 d(k,n)(1005)는 Q2=2*Q1과 같은 길이를 갖는 2개의 채널화 코드로 도시

되며, 다음 수학식 7의 형식의 추정 데이터 벡터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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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7

상기 식에서 {}T는 데이터 벡터의 전위(transpose) 연산을 나타낸다.

<제2실시예>

대안적으로, 도 11, 12, 13을 참조하여, 각각 제2 바람직한 실시예 에서 가변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 수신기들에 대

한 시스템 매트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구성하는 제2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본 발명 방법의 제2 바람직한 실시예의 제1 단계로서, 채널화 코드 블록들(1105, 1106)이 각각 최대 확

산 인자 Qmax 또는 예를 들어 16과 같은 하나의 소정 값과 동일한 길이가 될 때까지 서로 다른 버스트들로부터의 모든 채

널화 코드들(1101, 1102)이 반복될 수 있다(1107). 이것은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서로 다른 버스트들로부터의 모

든 채널화 코드들(1101, 1102)을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1105, 1106)로 만들 수 있다. 그 후 Qmax 또는 하

나의 소정값의 길이를 갖는 반복된 채널화 코드 블록들(1105, 1106)은 각각 각자의 확산 인자들 {Q1, Q2, ..., QK}의 항으

로(in term of) 수 개의 서브블록들로 더욱 분할될 수 있다(1108). 따라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서로 다른 버스트

들로부터의 모든 분할된 서브블록들(1103, 1104)은 다음의 서로 다른 길이 {M1, M2, ..., MK}이며, 여기서 Mk는 Qmax/

Qk이고, k=1, 2, ..., K이다.

수학식 8

상기 식에서, "repmat"는 Mk 회에 대한 Ck 반복을 나타내고, "reshape"은 Qmax에 달할 때까지 확장되는 상기 반복된 결

과를 나타낸다.

다음은 본 발명 방법의 제2 바람직한 실시예의 제2 단계로서, 결합된 임펄스 응답 {bl(k), b2(k), ..., bM(k)}(1107)이 생성

되어, 모든 서브블록(1108 또는 1109)이 각각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 h(k,w)(1110)과 컨볼루션 연산(convolutionize)되

고, 여기서 w∈[1,2,3, ...,W]이고, 이것들이 각각 소위 {bl(k), b2(k), ..., bM(k) }(1107)이다.

수학식 9

상기 식에서 k=1, 2, ..., K이고, i=1, 2, ..., Qmax/Q
k이고, j=1, 2, ..., Mk이고, 심벌 (10)은 컨볼루션 연산을 나타내고,

각각의 서브블록(1103, 1104)은 각각 Cl×(Qk+W-l)에 속한다.

도 1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바람직한 실시예의 제3 단계로서, K개의 bj(k)는 하나의 서브블록 매트릭스로 그룹화되

는데, 여기서 K개의 bj(k)(1201, 1202, 1203, 1204, 1205, 1206)는 하나의 서브블록 매트릭스로 그룹화되고, 여기서

k=1, 2, ..., K이고, i=1, 2, ..., Qmax/Q
k이고, j=1, 2, ..., 이다. ΣQmax/Q

k개의 상기 결합된 임펄스 응답들(1201, 1202

1203, 1204, 1205, 1206)이 있다. 모든 ΣQmax/Q
k개의 상기 결합된 임펄스 응답들(1201, 1202 1203, 1204, 1205,

1206)은 각각 오프셋 값 Qk만큼 상기 ΣQmax/Q
k개 결합된 임펄스 응답들(1201, 1202 1203, 1204, 1205, 1206)을 하향

시프트함으로써 배치되어,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G(1208)의 하나의 서브블록 매트

릭스 V(1207)이 생성될 수 있으며, k=1, 2, ..., 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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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을 다시 참조하면, 본 발명 방법의 제2 바람직한 실시예의 제3 단계로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G(1301)는 상기 N[N=Nmin]개 서브블록 매트릭스들 V(1302)를 각각 값 Qmax만큼 하향 시프트함으로

써 구성되는데, 여기서, k=1, 2, ..., K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

스 G(1301)는 상기 제2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기 제1 내지 제4 단계까지의 상기 단계들에 따른 서브블록 순환 매트릭스 V

(1302)의 특징이 있다.

다시 도 13을 참조하면, 상기와 같이 구성된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G(1301)는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서브블

록 순환 매트릭스 V(1302)가 아니라, 블록 순환 매트릭스 서브블록 순환 매트릭스 V(1302)인 것이 명백하다. 본 발명의

수학식 3을 참조하면, 본 발명 방법의 제5 단계로서, 상기와 같이 구성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

템 매트릭스 G(1301)는, 단순히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 G(1301)의 최종 서브블록 로우를 완성하고 상기 구성된 시

스템 매트릭스 G(1301)의 서브블록 칼럼들을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 G(1301)가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

스 R(1304)로 될 때까지 가산함으로써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R(1304)로 더 확장될 수 있고,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 G

(1301)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 e(1305)도 또한 그 끝에 '0'과 같은 하나의 소정값을 부가함으로써 확장된다. 그렇게

확장된 연산 결과 예를 들어 블록 FFT/DFT 기반의 알고리즘과 같은,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R(1304)의 해를 구

하는 데 적용되는 몇몇 비용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이 생성될 수 있다. 블록 FFT/DFT 기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하에

서 더 설명하겠다.

다시 도 13을 참조하면,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에 대한 대응하는 추정 데이터 벡터 d(k,n)(1303)가 생성

될 수 있는데, 여기서 k=1, 2, ..., K이고, n=1, 2, ..., Nmin이며, 추정 데이터 d(k,n)(1303)의 인터리빙 배치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추정 데이터 벡터 d(k,n)(1303)는 Q2=2*Q1과 같은 길이를 갖는 2개의 채널화 코드로 도시되며, 다음 형식의 추정

데이터 벡터에 대응한다.

수학식 10

상기 식에서 T는 데이터 벡터의 전위(transpose) 연산을 나타낸다.

<변형된 제2실시예>

대안적으로, 도 14를 참조하면, 가변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 수신기들에 대한 시스템 매트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

스로 구성하는 제2 바람직한 실시예의 변형으로서, 본 발명 방법의 제2 바람직한 실시예의 제3 단계에서 기술된 서브 매트

릭스 V(1401)에서 원소들(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의 위치들이 재분할된다. 대응하는 데이터 벡터

들도 재분할된다. 그러나, 다른 단계들은 본 발명의 제2 바람직한 실시예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상기 간단함은 본 발명의 목적들을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모든 사용자들의 채널화 코드에도 적용된다.

이상,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가변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을 위한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 G에 대해 설명하

였다. 다음에는 상기와 같이 구성된 가변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 블록 FFT/DFT 기

반의 알고리즘과 같은 몇몇 비용 효율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우선 첫째로, 순환 매트릭스는 정방형(square)이어야 하고 각 칼럼 또는 블록은 이 매트릭스의 좌측으로 회전된 칼럼 또는

블록이라는 사실 때문에, 순환 매트릭스를 대각 매트릭스화하는 데 이용되는 블록 순환 FFT/DFT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수식은 다음 수학식 11과 같다.

수학식 11

상기 수학식에서 R은 J의 블록 사이즈를 갖는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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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의 고유 벡터(eigenvectors)는 푸리에 변환 매트릭스 F의 칼럼 또는 블록들이라는 것이 순환 매트릭스 R의

고유 특성이다.

수학식 12

상기 수학식에서 R(J,L)은 J×L의 블록 사이즈를 갖는 블록 순환이고, F(J)
-1∈ CDJ×DJ와 F(L)∈CDJ×DJ은 J×J의 블록 사이

즈를 갖는 블록-푸리에 역변환 및 L×L의 블록 사이즈를 갖는 블록-푸리에 변환이다. 매트릭스 Λ(J,L)는 C(J,L)의 제1 블록

-칼럼의 블록-푸리에 변환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수학식 13이 주어진다.

수학식 13

상기 수학식에서 R(J,L)(:,1;L)은 R(J,L)의 제1 L 칼럼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학식 11은 다음 수학식 14로 환산된다.

수학식 14

수학식 11에 대한 최소 제곱(LS) 해는 다음 수학식 15로 주어진다.

수학식 15

상기 수학식에서 (Diag(J,L)(Λ(J,L)))
(-1)는 대응하는 서브블록 매트릭스의 의사 역매트릭스(pseudo-inverse)로서, 표준 매

트릭스 의사 역매트릭스 변환 방법 또는 반복(iterative)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Zero-Forcing Block Linear Equalization(ZF-BLE), Minimum Mean Squared Error(MMSE) 등과 같은 다

른 최적 또는 차선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표준이 이용된다.

다음으로는, 본 발명의 제1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joint detection)의 구성된 시스

템 매트릭스 G에 블록 FFT/DFT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본 발명의 제1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해법은 본

발명의 제2 및 제3 바람직한 실시예에도 적용된다.

도 15를 참조하면,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을 위한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 G(1501)는, 단순히 상기 구성

된 시스템 매트릭스 G(1501)의 마지막 서브블록-로우를 완성하고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 G(1501)가 DJ×DJ의 크

기(dimension)을 갖는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R(1502)이 될 때까지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 G(1501)의

서브블록-칼럼들을 가산함으로써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R(1502)로 확장될 수 있다. 여기서, J는 Qmax와 같을 수 있

고, L은 K*Qmax/Qmin과 같을 수 있고, D는 다음 수학식 16과 같을 수 있다.

수학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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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에서 Qmin은 최소 확산 인자이고, Nmax는 최소 확산 인자 Qmin에 대응하는 데이터 벡터의 길이이고, Qmax는

최대 확산 인자이고, W는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의 추정 창 길이(window length)이다.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 G(1501)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 e(1503) 또한 그 길이가 D*J에 도달할 때까지 그 끝에 '0'과 같

은 하나의 특정값을 부가함으로써 확장된다. 그러한 확장의 결과 블록 순환 매트릭스 G(1501)가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

스 R(1502)로 확장되고 또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R(1502)의 해를 구하기 위해 블록 FFT/DFT 기반의 알고

리즘이 적용된다.

블록 순환 매트릭스 G(1501)의 확장 매트릭스 R(1502)은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인 것이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에 관한 상기 설명에 기초하여,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R(1502)은 블록 FFT/DFT 기

반의 알고리즘에 의해 대각매트릭스화될 수 있다.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 R에 블록 FFT/DFT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은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단계 1에서는, 확장된 제1 블록 칼럼 매트릭스 R(:,1:L)(1502) 및 수신 신호 벡터 e(1503)가 J×L 사이즈를 갖는 D 서브

매트릭스 블록과 의 J×1사이즈를 갖는 D 수신 신호 서브벡터들로 분할된다. 여기서, J는 Qmax와 같을 수 있고, L은

K*Qmax/Qmin과 같고, Qmin은 최소 확산 인자이고, Qmax는 최대 확산 인자이다.

단계 2에서는,J×L의 사이즈를 갖는 D 서브 매트릭스 블록과 J×1의 사이즈를 갖는 D 수신 신호 서브벡터들로 분할된 확장

된 제1 블록 칼럼 매트릭스 R(:,1:L)(1502)로부터 동일 로우 번호를 갖는 모든 로우 벡터들이 취해져서 하나의 새로운 서

브블록 매트릭스 및 하나의 새로운 수신 신호 서브벡터를 형성하고, 상기 새로운 서브블록 매트릭스 및 새로운 수신 신호

서브벡터는 각각 FFT/DFT 변환된다. FFT/DFT 변환된 결과들은 FFT/DFT 변환 이전의 서브 매트릭스 블록 및 수신 데

이터 서브벡터에서의 원래 위치로 되돌려지는데, 여기서 J×L의 사이즈를 갖는 D 서브 매트릭스 블록들의 각 서브 매트릭

스는 확장 매트릭스 R의 고유값 매트릭스 Λ의 하나의 원소이고, 여기서 Λ=Diag(J,L){Λ1, Λ2,...,Λk, ..., ΛD}이고 각각의

Λk은 J×L의 사이즈를 가지며, k=1, 2, ..., D이다. 블록 FFT/DFT 변환은 단순히 두 개의 1차원 푸리에 변환을 수반할 수

있는 2차원 푸리에 변환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정확히 말해서, 2차원 변환은 우선 각 로우를 변환하고, 각 로우를

그것의 변환물로 대체한 다음 각 칼럼을 변환하고, 각 칼럼을 그것의 변환물로 대체함으로써 달성된다. FFT/DFT 변환은

제1 블록 칼럼 매트릭스 R(:,1:L)의 모든 D 블록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단계 3에서는, FFT/DFT 변환된 D 서브 매트릭스 블록 Λ=Diag(J,L){Λ1, Λ2,...,Λk, ..., ΛD}에 대한 역매트릭스 변환이 행

해지는데, 각각의 Λk은 J×L의 사이즈를 갖고, k=1, 2, ..., D이고, 여기서는 임의의 표준 매트릭스 의사 역매트릭스 변환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역매트릭스 변환된 D 서브 매트릭스 블록들은 Λ-1=Diag(J,L){Λ1
-1, Λ2

-1 ,...,Λk
-1, ...,

ΛD
-1}으로서, 각각의 Λk

-1은 J×L의 사이즈를 갖고, k=1, 2, ..., D이다. 상기 역매트릭스 변환된 고유값 Λ-1=Diag(J,L)

{Λ1
-1, Λ2

-1,...,Λk
-1, ..., ΛD

-1}은 대응하는 수신 신호 서브벡터와 곱해진다. 그 결과, (Diag(J,L)(Λ(J,L)))
(-1)F(L)e에 대

한 블록 역(inverse) FFT/DFT(IFFT/IDFT) 변환이 실시된다. 본 발명의 수학식 13에 기초하여, 시스템 방정식 3에서 최

소 제곱(LS)이 발생될 수 있다.

수학식 17

그러나, 해 벡터 d(1505)는 추정 벡터의 제1 K*Nmax 원소들에서만 소망의 결과를 포함하고, 다른 것들은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 G(1501)를 블록 순환 제곱 매트릭스 R(1502)로 확장함으로써 발생된 왜곡이

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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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단계 4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 내에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추정 벡터 d(1505)의

제1 K*Nmax 원소들 중의 일부 데이터 원소들도 제거되는데, 이는 일부 데이터 원소들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후 추

정 벡터의 제1 K*Nmax 원소들에서의 반복이 삭제된다. 대안적으로, 반복된 추정 벡터는 각각 수신 다이버시티를 획득하

기 위하여 축적될 수도 있다. 최종 추정 데이터 시퀀스는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을 위해 생성될 수 있다.

도 16, 17, 18, 19는 상기 본 발명을 적용한 협대역 시분할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및 단말기 송수신기 구조도에 대한

예이다. 도 16은 Node B( 3GPP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지칭하는 용어 ) 송신기이고, 도 17은 상기 Node B 송

신기에 대하여 공동 검출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UE(USER Equipment : 3GPP에서 사용자 장치를 지칭하는 용어, 하기

부터 UE라 칭함)수신기이며, 도 18은 상기 UE의 송신기이며, 도 19는 상기 UE의 송신기에 대한 Node B 수신기이다.

상기 도 16의 사용자 데이터(1601)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로서 패킷 혹은 음성과 같은 정보 및 상위 레이어

시그널링이 될 수 있다. 상기 사용자(1601) 데이터는 채널 부호과정(1602)을 거쳐 부호화 된다. 상기 채널 부호에 사용되

는 방법은 콘볼루셔녈 부호화나 터보 부호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채널 부호 과정(1602)을 거친 데이터는 레이트

메칭부(1603)에서 반복 (repetion) 혹은 천공(puncturing) 과정을 거쳐서 물리 채널로 전송되기 적합한 형태로 변형된다.

다중화기(1604)에서는 상향 전송 전력 제어에 사용되는 상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어(Transmit Power Contol Command;

이하 TPC라 칭함)(1621), 상향 전송 시점 조정에 사용되는 동기 이동 명령어(Synchronization shift; 이하 SS라 칭함)

(1622), 현재 전송되는 채널이 어떠한 서비스들이 전송되고 있는지 및 전송 속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송 형태 조

합 지시자(Transmi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이하 TFCI라 칭함)(1623)과 결합하여 비트 단위의 타임 슬롯의 형

태로 되며, 상기 다중화기(1604)에서 출력된 신호는 데이터 변조기(1605)에서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혹은 8PSK(8 Phase Shift Keying) 방법을 사용하여 변조된다. 상기 QPSK 및 8PSK는 전송될 데이터의 전송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상기 데이터 변조기(1605)에서 출력된 신호는 확산기(1606)에서 상기 신호에 사용될 채널 부호가 곱해져 대역

확산된 후, 승산기(1607)에서 하향 송신 전력 설정에 사용되는 가중치 값이 곱해진 후, 승산기(1608)에서 스크램블링 부

호와 곱해진다. 상기 스크램블링 부호는 기 설명된 바와 같이 기지국 사이의 신호를 구별하는 목적과, 상기 채널 부호가 가

지고 있는 낮은 자기 상관값 특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 승산기(1608)에서 출력된 결과는 다중화기(1609)에서

미드엠블(1624)과 다중화 된 후, 합산기(1610)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하향 전용 채널들(Downlink Dedicated

Channel; 1625) 및 상기 node B에서 상기 node B 내의 모든 UE들로 전송되는 상기 node B의 시스템 정보 및 Nb-TDD

통신 시스템의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는 하향 공통 채널(1626)들과 합산되어 스위치(1611)로 입력된다. 상기 하향 전용 채

널(1625)들과 하향 공통 채널(1626)들은 각각 채널 부호가 곱해진 상태로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기 채널 부호의 특

성에 따라 상기 신호들을 수신하는 UE가 상기 UE가 원하는 신호들만을 수신할 수 있게 해준다. 상기 스위치(1611)는 상

기 합산기(1610)에서 출력된 신호들의 전송 시점 및 상기 DwPCH(1627)의 전송 시점에 따라 상기 합산기(1610)에서 출

력된 신호들을 RF 부(1612)로 전송하거나, 상기 DwPCH(1627)를 RF부(1612)로 전송하며, 상기 전송시점의 조절은 제어

기(1628)가 담당한다. 상기 RF부(1612)에서 반송파 대역으로 변환된 신호들은 안테나(1613)를 통하여 전송된다.

도 17은 상기 도 16의 node B 송신기에 대응되는 UE 수신기에 대한 일 예로서 상기 도 17에는 본 발명에서 제안된 공동

검출 수신기가 사용되는 일예를 도시하는 것이다.

안테나(1701)를 통해서 수신된 신호는 RF부(1702)를 거쳐서 기저대역신호로 변환된 후, 스위치(1703)로 입력된다. 상기

스위치(1703)는 제어기(1725)의 제어를 받아 DwPCH가 수신될 시점에는 DwPCH(1731)를 출력하고, 하향 전용 채널들

혹은 하향 공통 채널들이 수신될 시점에는 역다중화기(1704)로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역다중화기(1704)는 수신된 신호

에서 미드엠블부만을 미드엠블 검출부(1721)로 전송한다. 상기 미드엠불 검출부(1721)에서는 상기 입력된 미드엡블부를

사용하여, 수신된 모든 미드엠블들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미드엠블들은 채널 임펄스 응답 생성부(1722) 및 채널 추정기

(1723)로 입력된다. 상기 채널 임펄스 응답 생성부(1722)에서는 수신된 모든 미드엠블들이 통과한 모든 라디오 채널들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들을 생성하게 되며, 상기 생성된 채널 임펄스 응답들은 시스템 매트릭스 생성부(1724)로 입력되어

시스템 매트릭스 생성에 이용된다.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 생성부(1724)는 기 설명된 본 발명에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시스템 매트릭스를 생성하게 되며, 상기 본 발명에서 제안된 대표적인 방법은 도 7의 설명에서 기 상술된바 있다. 상기 시

스템 매트릭스는 채널 추정기(1723)로 입력되며, 상기 채널 추정기(1723)는 상기 미드엠블 검출부(1721)에서 출력된 미

드엠블 정보 및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를 공동 검출부(1705)로 입력시킨다. 상기 공동 검출부(1705)는 역다중화기(1704)

에서 출력된 수신 신호 즉 데이터부의 신호 및 상기 채널 추정기(1723)에서 입력된 시스템 매트릭스, 스크램블링 부호 정

보(1712), 채널부호 정보(1713)를 입력받아, 상기 UE로 전송된 신호만을 채널보상하여 데이터 복조부(1706)로 전송한

다. 타 채널(1732)은 상기 UE가 필요한 다른 하향 전용 채널을 가르키며, 상기 하향 전용 채널정보와 상기 데이터 복조부

(1706)로 전송되는 신호는 각각 서로 다른 채널 부호를 사용하여 채널 부호화 된 신호이며, 하향 공통 채널(1733)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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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가 필요로 하는 node B 시스템 정보 혹은 Nb-TDD 통신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로서 상기 하향 전용 채널들

(1732) 및 하향 공통 채널(1733)들 역시 데이터 복조부(1706)로 입력되어야 상기 UE가 상기 채널들로 전송된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복조부(1706)는 상기 도 16에서 사용된 변조 기법에 대한 복조 기법을 사용하여 입력된 신호들을 복조한다.

상기 복조 기법에는 QPSK 복조 혹은 8PSK 복조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복조부(1706)에서 출력된 신호는 역

다중화기(1707)로 입력되어 TPC(1735), SS(1736), TFCI(1737) 및 데이터로 분리된다. 상기 TPC(1735)는 상기 UE가

node B로 전송할 상향채널의 전력 설정에 사용되며, SS(1736)는 상기 UE의 상향 전송 시점을 조정하는데 사용되고,

TFCI(1737)는 상기 UE가 수신한 신호의 해석에 사용된다.

상기 역다중화기(1707)에서 출력된 데이터는 역레이트 매칭부(1708)로 입력되어, 반복된 비트들은 합해지고, 천공된 비

트들은 천공 위치가 표시되어 복호기(1709)로 입력된다. 상기 복호기(1709)는 길쌈부호에 대한 비터비 복호기 혹은 터보

부호에 대한 터보 복호기가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길쌈부호 및 터보 부호가 사용되는 것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전송 속도

에 의존한다. 상기 복호기(1709)에서 출력된 신호(1710) 즉, 음성 신호, 패킷 신호 혹은 상위 레이어 시그널링 정보는 각

각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

도 18은 UE의 송신기 구조에 대한 예이다.

상기 도 18의 사용자 데이터(1801)는 node B에게 전달되는 데이터로서 패킷 혹은 음성과 같은 정보 및 상위 레이어 시그

널링이 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데이터(1801)는 채널 부호과정(1802)을 거쳐 부호화 된다. 상기 채널 부호에 사용되는 방

법은 콘볼루셔녈 부호화나 터보 부호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채널 부호 과정(1802)을 거친 데이터는 레이트 매칭

부(1803)에서 반복 (repetion) 혹은 천공( puncturing) 과정을 거쳐서 물리 채널로 전송되기 적합한 형태로 변형된다. 다

중화기(1804)에서는 하향 전송 전력 제어에 사용되는 하향 전송 전력 제어 명령어( Transmit Power Contol Command;

이하 TPC라 칭함)(1821), 하향 전송 시점 조정에 사용되는 동기 이동 명령어(Synchronization shift; 이하 SS라 칭함)

(1822), 현재 전송되는 채널이 어떠한 서비스들이 전송되고 있는지 및 전송 속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송 형태 조

합 지시자(Transmi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이하 TFCI라 칭함)(1823)과 결합하여 비트 단위의 타임 슬롯매트릭

스태로 되며, 상기 다중화기(1804)에서 출력된 신호는 데이터 변조기(1805)에서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혹은 8PSK(8 Phase Shift Keying) 방법을 사용하여 변조된다. 상기 QPSK 및 8PSK는 전송될 데이터의 전송 속

도에 따라 결정된다. 상기 데이터 변조기(1805)에서 출력된 신호는 확산기(1806)에서 상기 신호에 사용될 채널 부호가 곱

해져 대역 확산된 후, 승산기(1807)에서 하향 송신 전력 설정에 사용되는 가중치 값이 곱해진 후, 승산기(1808)에서 스크

램블링 부호와 곱해진다. 상기 스크램블링 부호는 기 설명된 바와 같이 기지국 사이의 상향 신호들을 구별하는 목적과, 상

기 채널 부호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기 상관값 특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향 전

송에서 한 개의 UE가 사용할 수 있는 물리 채널의 최대 숫자는 2개이며, 상기 물리 채널에 사용할 채널 부호의 길이, 즉

OVSF의 길이는 상기 OVSF 길이의 역수의 합이 1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제안된 방법은 상향 전송 신

호를 수신한 node B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승산기(1808)에서 출력된 결과는 다중화기(1809)에서 미드엠블(1824)과 다중화 된 후, 합산기(1810)에서 상기 신

호와 다른 채널 부홀 사용하는 상향 전용 채널(Upink Dedicated Channel; 1825)과 합산되어 스위치(1811)로 입력된다.

상기 스위치(1811)는 상기 합산기(1810)에서 출력된 신호들의 전송 시점 및 node B(1827)에서 호 설정시에 사용하는

UpPCH(Uplink Pilot Channel)의 전송 시점에 따라 상기 합산기(1810)에서 출력된 신호들을 RF 부(1812)로 전송하거나,

상기 UpPCH(1827)를 RF부(1812)로 전송하며, 상기 전송시점의 조절은 제어기(1828)가 담당한다. 상기 RF부(1812)에

서 반송파 대역으로 변환된 신호들은 안테나(1813)를 통하여 전송된다.

도 19는 상기 도 19의 UE 송신기에 대응되는 Node B 수신기에 대한 일 예로서 상기 도 19에는 본 발명에서 제안된 공동

검출 수신기가 사용되는 일예를 도시하는 것이다.

안테나(1901)를 통해서 수신된 신호는 RF부(1902)를 거쳐서 기저대역신호로 변환된 후, 스위치(1903)로 입력된다. 상기

스위치(1903)는 제어기(1925)의 제어를 받아 UpPCH가 수신될 시점에는 DwPCH(1931)를 출력하고, 서로 다른 UE 로부

터의 상향 채널들이 수신될 시점에는 역다중화기(1904)로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역다중화기(1904)는 수신된 신호에서

미드엠블부만을 미드엠블 검출부(1921)로 전송한다. 상기 미드엠불 검출부(1921)에서는 상기 입력된 미드엠불부를 사용

하여, 수신된 모든 미드엠블들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미드엠블들은 채널 임펄스 응답 생성부(1922) 및 채널 추정기

(1923)로 입력된다. 상기 채널 임펄스 응답 생성부(1922)에서는 수신된 모든 미드엠블들이 통과한 모든 라디오 채널들에

대한 채널 임펄스 응답들을 생성하게 되며, 상기 생성된 채널 임펄스 응답들은 시스템 매트릭스 생성부(1924)로 입력되어

시스템 매트릭스 생성에 이용된다.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 생성부(1924)는 기 설명된 본 발명에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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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매트릭스를 생성하게 되며, 상기 본 발명에서 제안된 대표적인 방법은 도 7의 설명에서 기 상술된바 있다. 상기 시

스템 매트릭스는 채널 추정기(1923)로 입력되며, 상기 채널 추정기(1923)는 상기 미드엠블 검출부(1921)에서 출력된 미

드엠블정보 및 상기 시스템 매트릭스를 공동 검출부(1905)로 입력시킨다. 상기 공동 검출부(1905)는 역다중화기(1904)

에서 출력된 수신 신호 즉 데이터부의 신호 및 상기 채널 추정기(1923)에서 입력된 시스템 매트릭스, 스크램블링 부호 정

보(1912), 채널부호 정보(1913)를 입력받아, 상기 채널부호 정보(1913)에 부합하는 채널만을 채널 보상하여 데이터 복조

부(1906)로 전송한다. 타 채널(1932)은 상기 node B 로 수신된 다른 UE들의 신호이며, 상기 다른 UE들의 신호들도 데이

터 복조부(1906)로 입력되어, 데이터 복조과정(1906) 이후의 과정을 거친 후 해석되어 사용된다. 상기 데이터 복조과정

(1906)부터의 node B 수신기의 동작은 하기와 같다.

상기 데이터 복조부(1906)는 상기 도 18에서 사용된 변조 기법에 대한 복조 기법을 사용하여 입력된 신호들을 복조한다.

상기 복조 기법에는 QPSK 복조 혹은 8PSK 복조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복조부(1906)에서 출력된 신호는 역

다중화기(1907)로 입력되어 TPC(1935), SS(1936), TFCI(1937) 및 데이터로 분리된다. 상기 TPC(1935)는 상기 UE가

node B로 전송할 상향채널의 전력 설정에 사용되며, SS(1936)는 상기 UE의 상향 전송 시점을 조정하는데 사용되고,

TFCI(1937)는 상기 UE가 수신한 신호의 해석에 사용된다.

상기 역다중화기(1907)에서 출력된 데이터는 역레이트 매칭부(1908)로 입력되어, 반복된 비트들은 합해지고, 천공된 비

트들은 천공 위치가 표시되어 복호기(1909)로 입력된다. 상기 복호기(1909)는 길쌈부호에 대한 비터비 복호기 혹은 터보

부호에 대한 터보 복호기가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길쌈부호 및 터보 부호가 사용되는 것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전송 속도

에 의존한다. 상기 복호기(1909)에서 출력된 신호(1910) 즉, 음성 신호, 패킷 신호 혹은 상위 레이어 시그널링 정보는 각

각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해 개시하였다. 다른 조합, 변형예들도 본 발명의 청구범

위 및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자명하다 하겠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내의 직교 가변 확산 인자를 이용하는 공동 검출 수신기용 시스템 매

트릭스를 블록 순환 매트릭스로 형성함으로써, FFT 및 DFT 연산의 적용이 가능하게되어, 상기 공동 검출 수신기의 복잡

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분할-코드분할 다중 엑세스(TD-CDMA) 통신 시스템의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공동 검출 수신기에 대한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직교 가변 확산 부호를 발생시키는 과정과,

수신된 상기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미드엠블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미드엠블 정보를 통해 채널 임펄스 응답을 추

정하는 과정과,

가변 길이를 갖는 상기 각각의 채널화 코드들을 반복 및 분할하여 동일한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블록들을 생성하는 과정

과,

상기 각 반복 및 분할된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상기 채널 임펄스 응답과 컨볼루션 연산하여, 결합 임펄스 응답을 산출하는

과정과,

상기 결합 임펄스 응답을 그룹화하여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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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수의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 블록 매트릭스들을 소정의 칼럼 간격만큼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

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슬롯은 두개의 데이터 영역, 미드엠블영역 및 할당된 무선 프레임 내의 소정의 시간 슬롯 간의 보호영역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구성된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정방형의 크기가 되도록 확장하여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

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

정의 값을 부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

신 방법.

청구항 6.

시분할-코드분할 다중 엑세스(TD-CDMA) 통신 시스템의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공동 검출 수신기에 대한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채널화 코드 블록들의 길이가 최대 확산 인자 Qmax 및/또는 기 정해진 소정값이 될 때까지 서로 다른 버스트들로부터의

상기 모든 채널화 코드들을 반복하여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생성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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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각각 확산 인자 집합 {Q1, Q2, Q3, .... Qk}의 최소 확산 인자 {M1, M2,

M3, .... Mk}의 항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분할된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들이 각각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 h(k,w)와 컨볼루션 연산되어, 결합 임펄스 응답 {b1

(k), b2
{k}, b 3

(k), .... bM
(k)} 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K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bj
(k) 들이 M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서브블록 매트릭스들로 그룹화되고, 상기 모든

M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서브블록 매트릭스들 각각을 소정 오프셋(offset) 값 Qmin 의 정수배 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

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공동 검출용 서브 블록 매트릭스들 각각을 상기 최대 확산 인자 Qmax 의 정수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

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슬롯은 두개의 데이터 영역, 미드엠블영역 및 할당된 무선 프레임 내의 소정의 시간 슬롯 간의 보호영역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가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가 될 때까지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블록

칼럼들을 가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

정의 값을 부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557102

- 21 -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

신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에 대한 대응되는 추정 데이터 벡터를 소정의 추정 데이터를 반복함으로써 생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12.

시분할-코드분할 다중 엑세스(TD-CDMA) 통신 시스템의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공동 검출 수신기에 대한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채널화 코드 블록들의 길이가 최대 확산 인자 Qmax 및/또는 기 정해진 소정값이 될 때까지 서로 다른 버스트들로부터의

상기 모든 채널화 코드들을 반복하여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각각의 확산 인자 {Q1, Q2, Q3, .... Qk}의 항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하나 이

상의 서브 블록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분할된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들이 각각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 h(k,w)와 컨볼루션 연산되어, 결합 임펄스 응답 {b1

(k), b2
{k}, b 3

(k), .... bM
(k)} 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K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들 bj
(k) 각각이 하나의 서브블록 매트릭스로 그룹화되고, 상기 서브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결합 임펄스 응답들 각각에 대해 오프셋(offset) 값 Qk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함으

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N개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들을 각각 Qmax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

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슬롯은 두개의 데이터 영역, 미드엠블영역 및 할당된 무선 프레임 내의 소정의 시간 슬롯 간의 보호영역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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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가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가 될 때까지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블록

칼럼들을 가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

정의 값을 부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

신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에 대한 대응되는 추정 데이터 벡터를 소정의 추정 데이터를 반복함으로써 생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임펄스 응답 {b1
(k), b2

{k}, b3
(k) , .... bM

(k)} 을 생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생성된 K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bj
(k) 가 하나의 서브블록 매트릭스로 그룹화되고, 상기 ΣQmax/Q

k 개의 그룹화된 임

펄스 응답들을 각각 오프셋(offset) 값 Qk 의 정수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재배치하되, 상기 j값이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N개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각각 Qmax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재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

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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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가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가 될 때까지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블록

칼럼들을 가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

정의 값을 부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

신 방법.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에 대한 대응되는 추정 데이터 벡터를 추정 데이터를 반복함으로써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23.

시분할-코드분할 다중 엑세스(TD-CDMA) 통신 시스템의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공동 검출 수신기에 대한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직교 가변 확산 부호를 발생시키는 채널화 코드 발생기와,

수신된 상기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미드엠블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미드엠블 정보를 통해 채널 임펄스 응답을 생

성시키는 채널 추정 유닛과,

가변 길이를 갖는 상기 채널화 코드들을 반복 및 분할하여 동일한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블록들을 생성하는 제1과정과,

상기 각 반복 및 분할된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상기 채널 임펄스 응답과 컨볼루션 연산하여, 결합 임펄스 응답을 산출하는

제2과정과, 상기 결합 임펄스 응답을 그룹화하여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3과정과, 상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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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공동 검출용 시스템 서브 블록 매트릭스들을 소정의 칼럼 간격만큼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

트릭스를 구성하는 제4과정을 수행하는 공동 검출 유닛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

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슬롯은 두개의 데이터 영역, 미드엠블영역 및 할당된 무선 프레임 내의 소정의 시간 슬롯 간의 보호영역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상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4과정 이후에,

상기 구성된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정방형의 크기가 되도록 확장하여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

5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5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

정의 값을 부가하는 제6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

신 장치.

청구항 28.

시분할-코드분할 다중 엑세스(TD-CDMA) 통신 시스템의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공동 검출 수신기에 대한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직교 가변 확산 부호를 발생시키는 채널화 코드 발생기와,

수신된 상기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미드엠블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미드엠블 정보를 통해 채널 임펄스 응답을 생

성시키는 채널 추정 유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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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채널화 코드 블록들의 길이가 최대 확산 인자 Qmax 및/또는 기 정해진 소정값이 될 때까지 서로 다른 버스트들로

부터의 상기 모든 채널화 코드들을 반복하여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생성하는 제1과정과, 상기 동일 길이

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각각 확산 인자 집합 {Q1, Q2, Q3, .... Qk}의 최소 확산 인자 {M1, M2, M3, .... Mk}의 항으

로 구성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들로 분할하는 제2과정과, 상기 분할된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들이 각각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 h(k,w)와 컨볼루션 연산되어, 결합 임펄스 응답 {b1
(k), b2

{k}, b3
(k), .... bM

(k)} 을 생성하는 제3과정

과, 상기 생성된 K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bj
(k) 들이 M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서브블록 매트릭스들로 그룹화되고, 상기 모

든 M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서브블록 매트릭스들 각각을 소정 오프셋(offset) 값 Qmin 의 정수배 만큼 상기 M개의 서브 블

록 매트릭스들을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3과정과, 상기 모든 M개의

서브블록 매트릭스가 각각 오프셋(offset) 값 Qmin 의 정수 배만큼 상기 M개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들을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4과정과, 상기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각

각 Qmax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5과정을 수행하는 공

동 검출 유닛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슬롯은 두개의 데이터 영역, 미드엠블영역 및 할당된 무선 프레임 내의 소정의 시간 슬롯 간의 보호영역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5과정 이후에,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가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가 될 때까지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블록

칼럼들을 가산하는 제6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

신 장치.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6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

정의 값을 부가하는 제7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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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

신 장치.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에 대한 대응되는 추정 데이터 벡터를 소정의 추정 데이

터를 반복함으로써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34.

시분할-코드분할 다중 엑세스(TD-CDMA) 통신 시스템의 동일한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공동 검출 수신기에 대한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직교 가변 확산 부호를 발생시키는 채널화 코드 발생기와,

수신된 상기 하나의 시간 슬롯에서 미드엠블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미드엠블 정보를 통해 채널 임펄스 응답을 생

성시키는 채널 추정 유닛과,

상기 각 채널화 코드 블록들의 길이가 최대 확산 인자 Qmax 및/또는 기 정해진 소정값이 될 때까지 서로 다른 버스트들로

부터의 상기 모든 채널화 코드들을 반복하여 동일 길이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생성하는 제1과정과, 상기 동일 길이

를 갖는 채널화 코드 블록들을 각각의 확산 인자 {Q1, Q2, Q3, .... Q k}의 항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

들로 분할하는 제2과정과, 상기 분할된 하나 이상의 서브 블록들이 각각 무선 채널 임펄스 응답 h(k,w)와 컨볼루션 연산되

어, 결합 임펄스 응답 {b1
(k), b2

(k), b3
(k) , .... bM

(k)} 을 생성하는 제3과정과, 상기 생성된 K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bj

(k) 가 하나의 서브블록 매트릭스로 그룹화되고, 상기 ΣQmax/Q
k 개의 그룹화된 임펄스 응답들을 각각 오프셋(offset) 값

Qk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4과

정과, 상기 N개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각각 Qmax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

트릭스를 구성하는 제5과정을 수행하는 공동 검출 유닛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

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슬롯은 두개의 데이터 영역, 미드엠블영역 및 할당된 무선 프레임 내의 소정의 시간 슬롯 간의 보호영역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5과정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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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가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가 될 때까지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블록

칼럼들을 가산하는 제6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

신 장치.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제6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

정의 값을 부가하는 제7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

신 장치.

청구항 39.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에 대한 대응되는 추정 데이터 벡터를 소정의 추정 데이

터를 반복함으로써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40.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상기 결합 임펄스 응답 {b1
(k), b2

{k}, b3
(k), .... bM

(k)} 을 생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생성된 K개의 결합 임펄스 응답 bj
(k) 가 하나의 서브블록 매트릭스로 그룹화되고, 상기 ΣQmax/Q

k 개의 그룹화된 임

펄스 응답들을 각각 오프셋(offset) 값 Qk 의 정수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재배치하되, 상기 j값이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N개의 서브 블록 매트릭스를 각각 Qmax 의 정수 배만큼 하향 시프트하여 재배치함으로써,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

릭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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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상기 공동 검출용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가 하나의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가 될 때까지 상기 구성된 시스템 매트릭스의 서브블록

칼럼들을 가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과정 이후에,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칼럼과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상기 매트릭스에 대응하는 수신 신호 벡터의 하단부에 소

정의 값을 부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 검출 유닛에서 상기 블록 순환 정방형 매트릭스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블록 FFT/DFT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

신 장치.

청구항 44.

제41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확산 인자들을 갖는 공동 검출에 대한 대응되는 추정 데이터 벡터를 소정의 추정 데이터를 반복함으로써 생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길이에 상관없는 공동 검출 수신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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