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77969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7

H04B 1/707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03월29일
10-0377969
2003년03월15일

(21) 출원번호 10-2000-0039225 (65) 공개번호 특2002-0005808
(22) 출원일자 2000년07월10일 (43) 공개일자 2002년01월18일

(73) 특허권자 이용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0차 339-807
최지웅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715-504

(72) 발명자 이용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0차 339-807
최지웅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715-504

(74) 대리인 임재룡

심사관 : 정재우

(54)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시스템 수신 장치

요약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수신기의 
ℓ번째 핑거에서는 채널에서 지연된 수신 신호          및 송신단과 동기된 PN시퀀스를 역으로 곱하여 역확산시키는 제 
1 곱셈기; 제 1 곱셈기의 파일럿 신호와 데이타 신호가 혼합된 수신 신호에 파일럿 직교시퀀스를 곱하여 파일럿 신호를 
추출하는 제 2 곱셈기; 파일럿 신호를 입력받아 확산 인자 만큼 축적하여 k번째 심벌에 대한 심벌 단위의 파일럿 심벌
(        )을 얻기 위한 제 1 축적기; 제 1 곱셈기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신호에 할당된 데이터 직교시퀀스를 수신 신호에 
곱하는 제 3 곱셈기; 제 3 곱셈기로부터 입력 신호에 확산 인자만큼 축적하여 심벌 단위의 데이터 심벌(         )을 추출
하는 제 2 축적기; 제 1 축적기로부터 파일럿 심벌(        )을 입력받고 채널환경변수와 추정된 채널 특성에 따라 채널 
추정 필터를 가변시켜 정확한 채널 추정 정보를 제공하는 적응 채널 추정 장치; 채널 추정으로 인한 지연을 보상하는 지
연기; 및 지연된 데이터 심벌이 적응채널추정 장치를 통한 채널 추정 정보의 켤레복소수와 곱해진 뒤, 다른 핑거 출력들
과 결합되어 복조 심볼을 제공하는 제 4 곱셈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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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수신기의 l번째 핑거의 블록도.

도 2는 도 1의 채널 추정 제어기의 블록도.

도 3은 도 2의 채널 추정 제어기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4는 도 2의 채널 추정 제어기의 탭 수 결정 예를 나타낸 그래프.

도 5는 도 1의 채널 특성 추정기의 블록도.

도 6은 도 5의 채널 특성 추정기의 병렬 상관기 블록도.

도 7은 도 1의 채널 추정 필터부의 블록도.

도 8은 도 1의 채널 추정 필터로 이동 평균 FIR 필터를 사용한 경우 블록도.

도 9는 도 1의 채널 추정 필터로 임의의 FIR 필터를 사용한 경우 블록도.

도 10은 도 1의 채널 추정 필터로 단일 폴 IIR 필터를 사용한 경우 블록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적응 채널 추정 장치 101 : 채널 특성 추정기

102 : 채널 추정 제어기 103 : 채널 추정 필터부

104,105 : 축적기 106,107,108,110 : 곱셈기

109 : 지연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system) 수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특
히 무선 및 이동 통신 환경의 파일럿 채널을 사용한 직접시퀀스 확산 대역 시스템에서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하여 
채널 추정 정보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수신 성능을 향상시키는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
스템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의 수신 방식은 크게 동기 복조 방식과 비동기 복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송
신단으로부터 수신단까지 신호가 겪는 채널의 이득과 위상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기 복조 방식의 수신기는 비동기 복조 
방식의 수신기에 비해 우수한 수신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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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채널 추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송신단에서는 데이터와는 별도로 파일럿 신호를 전송한다. 수신단은 파
일럿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채널 추정기를 통과시켜 채널 추정 정보를 얻게 된다. 채널 추정기에서는 채널 추정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역확산된 파일럿 심벌(pilot symbol)을 저대역 필터링한다. 이 때, 채널 추정 정보의 정확도는 
채널 환경의 특성과 저대역 필터링 동작을 수행하는 채널 추정 필터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채널 추정기로 채널 환경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채널 추정 필터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고정적인 채널 추정 필터의 차단 주파수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채널의 최대 도플러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
다.

고정적인 채널 추정 필터외에도 채널 환경에 따라 채널 추정 필터를 변화시키는 적응 채널 추정 기법도 제안된 바 있으
며(특허 공개번호 98-12990 : 스프레드 스펙트럼 수신장치), 이 방식에서는 수신 신호 전력이 임의로 설정된 임계값
을 교차하는 빈도를 구함으로써 채널의 도플러 주파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채널 추정 필터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채널 추정 정보의 정확도는 채널 환경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고정적인 채널 추정 필터를 사용한 채널 추정 장치는 특정
한 채널 환경을 기초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채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채널추정정보의 정확도와 수신 성능이 크게 저하된
다.

채널 환경 특성에 따라 채널 추정 필터를 변화시키는 적응 채널 추정 방식의 사용을 통해 이러한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 채널 추정 방식에서는 채널 환경의 특성을 구분하고, 구분된 채널 환경에 따라 채널 추정 필터의 변
수를 변화시킨다. 특허 98-12990에서는 채널 특성으로 도플러 주파수만을 고려하였고, 이를 수신 신호 전력이 임계값
을 교차하는 빈도를 구함으로써 추정하였다.

    
그러나, 채널 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채널의 도플러 주파수 외에도 채널의 페이딩 종류, 채널의 다중 경로수, 수신 
신호 전력 등이 있다. 따라서, 위의 모든 변수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보다 정확한 채널 환경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
다. 또한, 특허 98-12990에서는 임계값의 결정이나 추정된 도플러 주파수에 따른 적정한 채널 추정 필터의 결정에 대
한 언급 없이 정성적인 설명으로만 구성되어, 실제 구현에 있어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즉, 실제의 채널 환
경을 정확히 추정하더라도 추정된 채널 환경에 따른 최적의 채널 추정 필터의 변수를 유도할 수 없는 경우, 채널 추정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써, 본 발명의 목적은 적응 채널 추정 장치(Ada
ptive Channel Estimator)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수신 장치를 사용하
여 수신된 파일럿 신호를 기반으로 채널의 도플러 주파수, 채널의 페이딩 종류, 채널의 다중 경로수, 수신 신호 전력, 파
일럿 신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채널의 특성을 추정하고, 추정된 환경과 통신 환경에 적합한 채널 추정 필터
를 도출하는 관계식을 토대로 채널 추정 필터의 변수를 가변시킴으로써 채널 추정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수
신 성능의 향상 효과와 송신 전력 감소를 통한 단말기의 배터리 수명 연장 효과 및 사용자 용량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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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파일럿 신호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Direct Sequence Sprea
d Spectrum System)에 있어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수신기의 ℓ번째 핑거에서는 채널에서 지연된 수신 신호(      ) 
및 송신단과 동기된 PN시퀀스를 역으로 곱하여 역확산시키는 제 1 곱셈기(108); 상기 제 1 곱셈기(108)에서 출력된 
파일럿 신호와 데이타 신호가 혼합되어 있는 수신 신호에 파일럿 직교시퀀스를 곱하여 파일럿 신호를 추출하는 제 2 곱
셈기(106); 상기 제 2 곱셈기(106)로부터 파일럿 신호를 입력받아 확산 인자(spreading factor) 만큼 축적하여 k번
째 심벌에 대한 심벌 단위의 파일럿 심벌 (       )을 얻기 위한 제 1 축적기(104); 상기 제 1 곱셈기(108)로부터 입력
된 데이터 신호에 할당된 데이터 직교시퀀스를 수신 신호에 곱하는 제 3 곱셈기(107); 상기 제 3 곱셈기로(107)부터 
입력된 신호에 확산 인자만큼 축적하여 심벌 단위의 데이터 심벌(       )을 추출하는 제 2 축적기(105); 상기 제 1 축
적기(104)로부터 상기 k번째 심벌에 대한 심벌 단위의 파일럿 심벌(        )을 입력받고 채널 추정 정보의 정확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채널의 특성을 추정하고, 주어진 통신 환경 및 채널환경변수와 추정된 채널 특성에 따라 채널 추정 필터
를 가변시킴으로써 정확한 채널 추정 정보를 제공하는 적응 채널 추정 장치(100); 데이터 심벌에 대해 채널 추정으로 
인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지연기(109); 및 지연된 데이터 심벌은 상기 적응 채널 추정 장치(100)를 통해 얻은 채널 
추정 정보의 켤레복소수와 곱해진 뒤, 다른 핑거의 출력들과 결합되는 제 4 곱셈기(110); 를 포함하되, 상기 적응 채널 
추정 장치(100)는, 주어진 상기 통신 환경과 채널 환경의 변수를 입력받아 채널 특성 추정기(101)와 채널 추정 필터
(103)의 내부 변수를 초기화하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채널 추정 제어기(102); 상기 축적기(104)로부터 상기 파일
럿 심벌(       )을 입력받아 상기 채널 추정 제어기(102)의 제어 신호에 따라 채널 특성을 추정하고 분류하여 채널 특
성이 분류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특성 추정기(101); 및 상기 채널 추정 제어기(102)로부터 전송된 탭 수들의 집합
을 토대로 상기 채널 특성 추정기(101)의 출력을 받아 기 결정된 채널 추정 필터에 따라 상기 제 1 축적기(104)로부
터 입력된 파일럿 심벌을 통과시키면 상기 채널 추정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추정 필터부(103);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포함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수신기의 ℓ번째 핑거의 블록도이다. ℓ번
째 핑거에서는 채널에서     만큼 지연된 수신 신호          를 곱셈기(108)에서 송신단과 동기된 PN시퀀스를 역으로 
곱하여 역확산시킨다. 곱셈기(106)에서 파일럿 신호와 데이타 신호가 혼합되어 있는 수신 신호에 파일럿 직교시퀀스를 
곱하여 파일럿 신호를 추출한 뒤, 축적기(104)에서 확산 인자(spreading factor) 만큼 축적하여 k번째 심벌에 대한 
심벌 단위의 파일럿 심벌        을 얻는다. 유사한 방법으로, 곱셈기(107)에서는 데이터 신호에 할당된 데이터 직교시
퀀스를 수신 신호에 곱한 뒤, 축적기(105)에서 확산 인자만큼 축적하여 심벌 단위의 데이터 심벌        을 추출한다.

채널 정보는 적응 채널 추정 장치(100)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채널 추정 제어기(102)는 주어진 통신 환경과 채널 환경
의 변수를 입력받아 채널 특성 추정기(101)와 채널 추정 필터(103)의 내부 변수를 초기화하는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채널 특성 추정기(101)는 축적기(104)로부터 파일럿 심벌을 입력받아 채널 특성을 추정하고 분류하여, 그 정보를 채
널 추정 필터부(103)에 입력한다.

채널 추정 필터부(103)는 채널 추정 제어기(102)로부터 전송된 탭 수들의 집합을 토대로 채널 특성 추정기(101)의 
출력을 받아 도 8, 도 9 또는 도 10에 주어진 채널 추정 필터를 결정한다. 위와 같이 결정된 적응 채널 추정 필터에 파
일럿 심벌을 통과시키면 채널 추정 정보를 얻게 된다.

데이터 심벌은 채널 추정으로 인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지연기(109)를 거친다. 지연된 데이터 심벌은 곱셈기(110)
에서 적응 채널 추정기를 통해 얻은 채널 추정 정보의 켤레복소수와 곱해진 뒤, 다른 핑거의 출력들과 결합된다.

다음은 적응 채널 특성 추정기(102)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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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채널 추정 제어기(102) 블록도이다. 상기 채널 추정 제어기(102)에서는 시스템이 겪을 수 있는 채널과 
통신 환경 범위에 대한 정보인 l번째 핑거에 대한 채널 추정 필터의 최소 탭 수(       ), 최대 탭 수(       ), 전체 수신 
신호 전력 대 ℓ번째 경로 신호 전력비의 최소값(      )과 최대값(      ), 채널 스펙트럼 상수의 최소값(      )과 최대
값(      ), 채널의 라이시안 팩터의 최소값(      ) 및 최대값(       ), 직접 신호의 입사각의 최소값(         ) 및 최대
값(         ), 파일럿 신호 전력 대 데이터 전력비의 최소값(    )과 최대값(    ), 비트당 송신전력 대 잡음전력비의 최
소값(          )과 최대값(          )들과 함께 여유상수(    ), 부호화율(r), 저대역 필터의 잡음제거비(     )를 입력받
아, 상관기(502)의 개수    , 각 상관기의 지연 상수(     )들의 집합(    ), 적응 채널 추정 필터(103)의 필터 탭 수(      )
들의 집합(    )을 출력한다.

채널 추정 제어기(102)의 동작 과정은 도 3과 같다. S2 단계에서는 i번째 상관기의 상관 간격      , (i+1)번째 채널 특
성 영역에 해당하는 채널 추정 필터의 탭 수     계산에 사용될            를 수학식 1, 수학식 2와 같이 구한다.

수학식 1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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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단계에서는 i번째 상관기의 상관 간격    을 수학식 3과 같이 구한다.

수학식 3

S5 단계에서는 (i+1)번째 채널 특성 영역에 해당하는 채널 추정 필터의 탭 수      를 다음 수학식 4와 같이 구한다.

수학식 4

도 4는 도 3에서, 출력값을 구하는 과정의 예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도 4의 상한은       ,      ,       ,         ,    
및          인 경우에 발생하며, 반대의 경우 도 4의 하한으로 나타난다. 채널 및 통신 환경의 변수 범위를           ,            ,          ,          ,          ,          ,          ,          ,         ,         ,    ,                ,                
로 설정하고,        , r = 1/2,         ,        로 정할 경우, 도 3의 과정을 거치면 도 4와 같은 i번째 상관기의 상관간격      
와 i번째 채널 특성 영역에 해당하는 채널 추정 필터의 탭수    의 집합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 된다.

도 5는 도 1의 채널 특성 추정기(101)의 블록도이다. 저대역 필터(501)에서는 축적기(104)의 출력인 파일럿 심볼        
을 필터링하여 잡음 전력을 감쇄시킨다. 이 때, 저대역 필터(501)는 이동 평균 FIR(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
나 IIR(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 등 임의의 저대역 필터를 포함하며, 상기 저대역 필터(501)의 잡음 감쇄비
는    이다. 잡음 감쇄된 파일럿 심볼       은    개의 상관기가 병렬로 배열된 상관기 뱅크(502)에 입력된다. 이 때, 병
렬 상관기의 뱅크수    은 상기 채널 추정 제어기(102)에서 결정된다.

각 상관기는 도 6과 같이 동작한다.

도 6은 병렬로 배열된 상관기(502)의 블록도이다. i번째 상관기에서는 수학식 5와 같이 현재 (k)의 파일럿 심볼        
의 켤레 복소수와    개 만큼의 지연 블록(501)을 거친 이전의 파일럿 심볼           을 곱하여 실수부분을 취하고, 축
적기(602)에서 J번 만큼 더한 뒤 정규화 블록(603)에서 정규화시켜 출력값(      )을 얻는다. 이 때, i번째 상관기의 상
관 간격    은 채널 추정 제어기(102)에서 계산된 값으로    ,      , i=1,2,....,     이므로 i가 증가할수록 상관기의 지
연이 증가하여 채널정규화 블록의 출력     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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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비교기(503)는 상기 병렬 상관기(502)로부터 각 상관기의 정규화된 출력들(      ,     , ...      )을 입력받아 주어진 임
계값(    )과 비교되어         를 만족시키는 최소의 i를 출력(    )한다.         를 만족시키는 i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로 출력한다.

도 7은 채널 추정 필터부(103)의 블록도로, 필터 결정기(701)에서는 채널 추정 제어기(102)로부터 전달된 채널 추정 
필터의 탭 수    , i=1,2...,       의 집합을 토대로 채널 특성 추정기의 출력    을 입력받아 해당하는 탭 수 를 출력한다. 
채널 추정 필터부(702)에서는 을 입력받아 채널 추정 필터로 사용되는 도 8의 이동 평균 FIR 필터 스위치를 개폐하거
나 도 9의 일반적인 FIR 필터의 계수를 변화시키거나 도 10의 단일 폴 IIR 필터의 귀환계수를 변화시킨다.

통신 환경과 채널 환경을 좌우하는 변수인 해당 경로 신호 전력 대 전체 수신 신호 전력 비가 커지거나, 라이시안 팩터
가 증가하거나, 직접 신호의 입사각이 0에 가까워지거나, 파일럿 신호 전력 대 데이터 전력 비가 커지거나, 비트당 송신
전력 대 잡음전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 평균 FIR 채널 추정 필터의 탭 수가 감소하고, IIR 채널 추정 필터의 귀환 
계수가 감소하고, 채널 추정 필터의 차단 주파수가 증가한다.

도 8은 이동 평균 FIR 필터를 채널 추정 필터로 사용한 경우의 채널 추정 필터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만큼의 
메모리(801)가 스위치와 연결될 수 있으며, 각 메모리에는 파일롯 심벌        가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필터 결정
기로부터     를 입력받는 경우 도 9의 좌측으로부터     개의 스위치가 닫혀서 덧셈기(802)에 연결되어 해당하는 메모
리의 값이 더해진다. 덧셈기의 출력은 평균기(803)에서     로 나뉘어지며, 이는 최종적인 채널 추정 정보가 된다. 이 
때, 도 1의 지연기(109)의 지연은     로 결정된다. 여기서 [χ]는 k≤χ< k+1 인 정수 k, [χ]는 k-1 ≤χ< k인 정
수 k를 의미한다.

도 9는 일반적인 FIR 필터를 채널 추정 필터로 사용한 경우의 채널 추정 필터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탭 이동 
평균 필터에 대응하여 설계된 FIR 필터의 탭수       만큼의 메모리(901)가 덧셈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각 메모리의 값
은 입력값     에 대응하여 설계된 FIR 필터의 계수값들과 곱해져 덧셈기(902)에서 합해진다. 덧셈기의 출력은 최종적
인 채널 추정 정보가 된다. 이 때,     에 대응하여 설계된 FIR 필터의 군지연을      라 하면, 도 1의 지연기(109)의 지
연은      로 결정된다.

도 10은 메모리(1001)를 거친 출력이 귀환되는 방식의 단일 폴 IIR 필터를 채널 추정 필터로 사용한 경우의 채널 추정 
필터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필터 결정기로부터     를 입력받을 경우 필터의 귀환 계수     를 (     /2 -1)/(      
/2)로 설정한다. 도 8에서와 마찬가지로 도 1의 지연기(109)의 지연은 [      /2]로 결정된다.

따라서,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채널 추정 정보의 정확
도를 높일 수 있고 수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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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를 사용함으로
써 채널 추정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동일한 송신 출력에 대해 보다 높은 품질의 통신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또한, 요구되는 수신성능을 만족시키는 송신 신호의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송신기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에 대한 간섭신호의 영향이 감소하여 시스템의 사용자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나아가, 
본 발명에서 제안한 적응 채널 추정 방식을 수신 신호 전력 측정, 채널 역부호화, 다중 사용자 간섭 제거 등에 적용할 
경우 채널 추정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통해 추가로 수신 성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
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파일럿 신호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System)에 있어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수신기의 ℓ번째 핑거에서는 채널에서 지연된 수신 신호(     ) 및 송신단과 동기된 PN시퀀스를 
역으로 곱하여 역확산시키는 제 1 곱셈기(108);

상기 제 1 곱셈기(108)에서 출력된 파일럿 신호와 데이타 신호가 혼합되어 있는 수신 신호에 파일럿 직교시퀀스를 곱
하여 파일럿 신호를 추출하는 제 2 곱셈기(106);

상기 제 2 곱셈기(106)로부터 파일럿 신호를 입력받아 확산 인자(spreading factor) 만큼 축적하여 k번째 심벌에 대
한 심벌 단위의 파일럿 심벌 (       )을 얻기 위한 제 1 축적기(104);

상기 제 1 곱셈기(108)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신호에 할당된 데이터 직교시퀀스를 수신 신호에 곱하는 제 3 곱셈기(1
07);

상기 제 3 곱셈기로(107)부터 입력된 신호에 확산 인자만큼 축적하여 심벌 단위의 데이터 심벌(        )을 추출하는 제 
2 축적기(105);

상기 제 1 축적기(104)로부터 상기 k번째 심벌에 대한 심벌 단위의 파일럿 심벌(        )을 입력받고 채널 추정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채널의 특성을 추정하고, 주어진 통신 환경 및 채널환경변수와 추정된 채널 특성에 따라 채
널 추정 필터를 가변시킴으로써 정확한 채널 추정 정보를 제공하는 적응 채널 추정 장치(100);

데이터 심벌에 대해 채널 추정으로 인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지연기(109); 및

 - 8 -



등록특허 10-0377969

 
지연된 데이터 심벌은 상기 적응 채널 추정 장치(100)를 통해 얻은 채널 추정 정보의 켤레복소수와 곱해진 뒤, 다른 핑
거의 출력들과 결합되는 제 4 곱셈기(110); 를 포함하되, 상기 적응 채널 추정 장치(100)는,

주어진 상기 통신 환경과 채널 환경의 변수를 입력받아 채널 특성 추정기(101)와 채널 추정 필터(103)의 내부 변수를 
초기화하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채널 추정 제어기(102);

상기 축적기(104)로부터 상기 파일럿 심벌(       )을 입력받아 상기 채널 추정 제어기(102)의 제어 신호에 따라 채널 
특성을 추정하고 분류하여 채널 특성이 분류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특성 추정기(101); 및

상기 채널 추정 제어기(102)로부터 전송된 탭 수들의 집합을 토대로 상기 채널 특성 추정기(101)의 출력을 받아 기 
결정된 채널 추정 필터에 따라 상기 제 1 축적기(104)로부터 입력된 파일럿 심벌을 통과시키면 상기 채널 추정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추정 필터부(103);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
역 시스템 수신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추정 제어기(102)는

통신 품질을 충족시키는 채널과 통신 환경 범위에 대한 정보인 l번째 핑거에 대한 채널 추정 필터의 최소 탭 수(       ), 
최대 탭 수(      ), 전체 수신 신호 전력 대 ℓ번째 경로 신호 전력비의 최소값(       )과 최대값(      ), 채널 스펙트럼 
상수의 최소값(      )과 최대값(      ), 채널의 라이시안 팩터의 최소값(      ) 및 최대값(      ), 직접 신호의 입사각
의 최소값(      ) 및 최대값(      ), 파일럿 신호 전력 대 데이터 전력비의 최소값(    )과 최대값(    ), 비트당 송신전
력 대 잡음전력비의 최소값(          )과 최대값(          )들과 함께 여유상수(    ), 부호화율(    ), 저대역 필터의 잡
음제거비(    )를 입력받아, 상관기(502)의 개수    , 각 상관기의 지연 상수(     )들의 집합(    ), 적응 채널 추정 필
터(103)의 필터 탭 수(     )들의 집합(    )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특성 추정기(101)는

이동 평균 FIR(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나 IIR(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 등 임의의 저대역 필터를 
포함하며, 기 설정된 잡음 감쇄비 kℓ에 의해 상기 제 1 축적기(104)의 출력인 파일럿 심볼(        )을 입력받아 채널 
특성 환경을 추정함에 있어 추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력 파일럿 심벌을 저대역 필터링하여 잡음 전력을 감쇄
시켜 잡음이 감쇄된 파일럿 심볼(       )을 제공하는 저대역 필터(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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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대역 필터(501)로부터 잡음 감쇄된 파일럿 심볼(       )은    개의 상관기가 병렬로 배열된 상관기 뱅크(뱅크
수    은 상기 채널 추정 제어기(102)에서 결정)에 입력되고 각 상관기는 할당된 수신 심벌의 간격에 따라 각 상관기의 
정규화된 출력들(    ,    ,    )을 제공하는 병렬 상관기(502); 및

상기 각 상관기의 정규화된 출력들(    ,    , ...     )을 입력받아 주어진 임계값(    )과 비교되어    를 만족하는 최소의 
i를 상기 채널 특성 추정기의 출력(    ) 제공하고    를 만족시키는 i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로 출력하는 비교기(50
3)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추정 필터부(103)는

상기 채널 추정 제어기(102)로부터 전달된 채널 추정 필터의 탭 수     , i=1,2...,     +1의 집합을 토대로 채널 특성 추
정기의 출력    을 입력받아 해당하는 탭 수 를 출력하는 필터 결정기(701); 및

필터 결정기(701)로부터 를 입력받아 채널 추정 필터로 사용되는 이동 평균 FIR 필터 스위치를 개폐하거나, 일반적인 
FIR 필터의 계수를 변화시키거나, 단일 폴 IIR 필터의 귀환계수를 변화시키는 채널 추정 필터(702)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 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추정 필터(702)는

    
레이크 수신기의 각 핑거에 대한 채널 추정 필터의 최소 탭 수 및 최대 탭 수, 전체 수신 신호 전력 대 해당 경로 신호 
전력비의 범위, 라이시안 팩터의 범위, 채널 스펙트럼 상수의 범위, 직접 신호의 입사각의 범위, 파일럿 신호 전력 대 데
이터 전력 비의 범위, 비트당 송신전력 대 잡음전력비의 범위, 채널 부호화율과 같은 통신 환경과 채널 환경에 관련된 
변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어졌을 때, 이를 반영하여 추정된 채널 특성에 따라 채널 추정 필터가 가변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채널 추정 필터 결정 변수로 필터의 탭 수를 선정하고, 이 탭 수가 결정되면 주파수 응답이 결정되는 이동 평균 FIR 필
터, 또는 이 탭 수를 기준으로 설계된 일반적인 FIR 필터, 또는 귀환 계수가 정해져 주파수 응답이 결정되는 IIR 필터를 
채널 추정 필터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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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평균 FIR 필터나 상기 IIR 필터와 마찬가지로 채널 추정 필터가 하나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어 주어진 통신환
경과 추정된 채널 환경에 따라 이 변수를 가변적으로 결정하여 채널 추정 필터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채
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통신 환경과 채널 환경을 좌우하는 변수인 해당 경로 신호 전력 대 전체 수신 신호 전력 비가 커지거나, 라이시안 팩터
가 증가하거나, 직접 신호의 입사각이 0에 가까워지거나, 파일럿 신호 전력 대 데이터 전력 비가 커지거나, 비트당 송신
전력 대 잡음전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 평균 FIR 채널 추정 필터의 탭 수가 감소하고, IIR 채널 추정 필터의 귀환 
계수가 감소하고, 채널 추정 필터의 차단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채널 추정 장치를 이용한 직접시
퀀스 확산대역 시스템 수신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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