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1/10 (2006.01)

     H04B 1/40 (2006.01)

     H04B 1/04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0월20일

10-0636813

2006년10월13일

(21) 출원번호 10-2005-0014209 (65) 공개번호 10-2006-0093448

(22) 출원일자 2005년02월21일 (43) 공개일자 2006년08월25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박성정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무선통신시스템 연구실

이귀로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무선통신시스템 연구실

박우종

서울 송파구 가락2동 프라자아파트 10-302

정민섭

서울 관악구 봉천5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130동 1502호

(74) 대리인 정홍식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30096394 A

KR1020050120829 A

KR1020040033042 A

US6097776 B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남옥우

(54) 송신 신호 추정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수신단에서 송신 신호를 추정함에 있어 낮은 계산 복잡도를 갖는 수신 통신장치의 수신 구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전달받은 현재 수신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이전 수신신호와 이전 수신신호에 대응되는 추정신호를 이용하여 송신 가

능한 신호들에 대한 우도함수를 산출하는 우도함수 계산부와 산출한 우도함수들 중 최대값을 갖는 우도함수에 대응되는

송신 가능한 신호를 출력하는 최대값 출력부를 포함하는 수신단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현재 수신된 신호를 추정함에 있어

이전에 수신한 신호, 이전에 추정한 신호, 현재 수신한 신호를 이용함으로서 추정된 신호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

한, 이전에 추정한 신호는 일시 저장하여 사용함으로서 계산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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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색인어

주파수 오프셋, 우도 함수, 이중 상관성, 복잡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를 생성하는 구성들을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종래 수신단에서 송신신호를 추정하는 구성들을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종래 송신단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수신단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상이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수신신호에서 송신신호를 추정하기 하기 위해 샘플을 설정한 예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중 상관성 계산부의 구조를 도시한 블럭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현재 신호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들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신단에서 송신신호를 추정하는 구성들을 도시한 블록도, 그리고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우도함수 계산부의 구성을 도시한 브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수신단에서 송신신호를 추정하는 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낮은 복잡도와 높은 효율을 갖는 송

신 신호 추정 방법 및 보상 장치에 관한 것이다.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통신장치는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즉, 각 통신 장치는 다른 통신장치들과 통신을 수

행하기 위해 설정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하 각 통신장치에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주파수를 생

성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도 1은 종래 각 통신장치에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생성하는 구성들을 도시하고 있다. 도 1은 국부 발진

기(local oscillator)(100), 위상 고정 루프 (phase locked loop: PLL)(102), 가산부(104)를 포함한다.

국부 발진기(100)는 고유한 주파수를 갖는 국부 발진 신호(fLO)를 생성한다. 생성한 국부 발진 신호는 위상 고정 루프

(102)로 전달된다. 위상 고정 루프(102)는 국부 발진기(100)에서 생성된 국부 발진 신호를 안정시키는 동작을 수행한다.

위상 고정 루프(102)에 의해 안정된 국부 발진 신호는 가산부(104)로 전달된다. 가산부(104)는 전달받은 국부 발진 신호

와 중간 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 IF)를 갖는 신호(fIF)를 연산한 후 출력한다. 즉, 국부 발진기(100)에서 생성된

신호의 주파수는 낮다. 따라서, 가산부(104)는 전달받은 중간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주파수와 국부 발진기에서 생성한 신

호의 주파수를 가산하여 출력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각 통신장치는 통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크기의 주파

수를 갖는 신호를 생성한다. 또한, 통신장치의 송신단은 생성한 신호에 정보를 실어 전송하고, 송신단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단은 신호를 수신함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 즉, 수신단은 송신단에서 사용한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신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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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송신단과 수신단이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송신단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수신단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동일

하여야 한다. 즉, 송신단에서 사용하는 신호의 주파수와 수신단에서 사용하는 신호의 주파수가 동일한 경우, 수신단은 송

신단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정확히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송신단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수신단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가 상이한 경우, 수신단은 송신단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획득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각 통신장치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각 통신장치에서 생성되는 신호의 주파수는 상이하다. 또한, 각 통신장치

에서 생성되는 신호의 주파수가 동일하더라도, 무선채널의 특성으로 인해 송신단에서 사용한 신호의 주파수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수신단은 수신한 신호의 주파수와 수신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호의 주파수가 상이하더라도, 송신단에서 전

송한 신호를 오류없이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신단은 현재 수신신호와 송신단에서 송신 가능한 신호들을 이용하여 송신단의 송신신호를 추정한다.

도 2는 종래 수신단이 송신단에서 전송한 신호를 추정하는 과정을 도시한 수신단의 송신신호 추정장치를 도시하고 있다.

이하 도 2를 이용하여 종래 수신단이 송신단이 전송한 신호를 추정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송신신호 추정장치는 우도함수 계산부와 최대값 출력부를 포함한다. 몰론 송신신호 추정장치는 우

도함수 계산부와 최대값 출력부 이외에 다른 구성이 포함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우도함수 계산부(200)는 수신한 현재 신

호( yn)를 전달받는다.

우도함수 계산부(200)는 전달받은 현재 신호에 대한 우도함수를 계산한다. 즉, 수신단은 송신단이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전송형태를 알고 있다. 즉, 송신단이 두 개의 비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할 경우, 전송가능한 비트값은 '00', '01', 10',

'11'이다. 따라서, 우도함수 계산부(200)는 전달받은 신호에 대한 우도함수를 계산한다. 즉, 우도함수 계산부(200)는 전달

받은 신호와 송신 가능한 신호와의 상관관계를 계산함으로서, 수신신호( yn)가 상관관계를 계산한 신호일 확률인 우도함

수를 계산한다.

도 2는 우도함수 계산부(200)가 M개의 송신 가능한 신호에 대한 우도함수를 최대값 출력부(202)로 전달하는 예를 도시하

고 있다. 즉, 송신단에서 송신 가능한 신호는 s(0) 내지 s(M-1)이므로, 우도함수 계산부로부터 출력되는 송신 가능한 신호에

대한 우도함수는 L(s(0))내지 L(s(M-1))이다. 즉, s(0) 에 대한 우도함수는 L(s(0))이며, s(M-1)에 대한 우도함수는 L(s(M-1))

이다.

최대값 출력부(202)는 전달받은 우도함수들 중에서 최대값을 갖는 우도함수에 대응되는 송신가능한 신호를 수신신호로

추정하여 출력한다. 도 2에 의하면 최대값 출력부(202)에서 출력되는 추정신호는 이다.

하지만, 상술한 방법은 주파수 오프셋이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추정한 신호의 오류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주

파수 오프셋이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정한 신호의 오류 확률은 증가된다. 또한, 수신시점에 따라 추정한 신호에

대한 오류 확률은 상이하다.

도 3은 송신단에서 송신하는 송신신호와 수신단에서 송신단의 송신신호를 수신한 수신신호를 도시하고 있다. 도 3에 도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송신단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수신단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송신단에

서 송신한 신호와 수신단에서 수신한 신호는 역시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하 도 3을 이용하여 수신시점에 따라 추정한 신호에 대한 오류 확률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A시점에

서 송신한 신호는 A'시점에서 수신단에서 수신되며, B시점에서 송신한 신호는 B'시점에서 수신단에서 수신된다. C시점에

서 송신한 신호는 C'시점에서 수신단에서 수신되며, D시점에서 송신한 신호는 D'시점에서 수신단에서 수신된다.

하지만,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신시점이 A'에서 D'로 진행할수록 송신신호와 수신신호는 차이 역시 증가된다.

즉, 수신시점 A'에서의 송신신호와 수신신호의 차이에 비해 수신시점 D'에서의 송신신호와 수신신호의 차이 확연히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신단에서 송신신호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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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과제는 수신단에서 송신신호를 오류없이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안함에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과제는 수신단에서 송신신호를 오류없이 추정함에 있어 낮은 계산 복

잡도와 높은 성능을 갖는 수신단의 수신 구조를 제안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 송신 통신장치와 상기 송신 통신장치가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통

신장치로 구성된 통신시스템에 있어,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 통신장치가 송신신호를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달받은 현재 수신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이전 수신신호와 상기 이전 수신신호에 대응되는 추정신호를 이용하여 송신 가

능한 신호들에 대한 우도함수를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산출한 우도함수들 중 최대값을 갖는 우도함수에 대응되는 송신

가능한 신호를 상기 송신신호로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신호 추정방법을 제안한다.

본 발명의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 송신 통신장치와 상기 송신 통신장치가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통신장치로 구성된

통신시스템에 있어, 상기 수신신호를 이용하여 송신신호를 추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달받은 현재 수신신호와 적어도 하

나의 이전 수신신호와 상기 이전 수신신호에 대응되는 추정신호를 이용하여 송신 가능한 신호들에 대한 우도함수를 산출

하는 우도함수 계산부; 및 상기 산출한 우도함수들 중 최대값을 갖는 우도함수에 대응되는 송신 가능한 신호를 출력하는

최대값 출력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신호 추정 장치를 제안한다.

이하 도면들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본 발명의 수신단에서 송신신호를 추정함에 있어 수신신호들과 송신가능한 신호들간의 이중 상관성(double correction)

을 이용한다. 이하 먼저 이중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하기 수학식 1은 이중 상관성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이다.

수학식 1

이하 수학식 1과 도 4를 이용하여 이중 상관성을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도 4는 수신되는 하나

의 심벌을 나타내고 있다. 수신된 심벌에서 이중 상관성을 수행할 샘플 수를 설정한다. 도 4는 이중 상관성을 수행할 샘플

수로 9로 설정하였으며, 설정한 샘플은 샘플a내지 샘플i이다. 수학식 1에서 K는 이중 상관성을 수행할 샘플 수를 의미한

다. y*
n,k는 yn,k의 상관 함수(correction function)를 의미하며, s*

k-d는 sk-d의 상관 함수를 의미한다.

이하 이중 상관성 계산부에서 이중 상관성을 계산한다고 가정하며, 이중 상간성 계산부에서 이중 상관성을 계산하는데 사

용하는 샘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이중 상관성 계산부는 샘플간 간격이 하나인 샘플들간의 이중 상관성을 측정하고, 샘플간 간격이 하나인 샘플들간의

이중 상관성을 측정한 후, 샘플간 간격이 두 개인 샘플들간의 이중 상관성을 측정한다. 이후 이중 상관성 계산부는 샘플간

간격이 3개인 샘플들간의 이중 상관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심벌 내에서 이중 상관성을 측정한다. 표 1은 이중 상

관성 계산부에서 도 4에 도시된 심벌의 이중 상관성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샘플을 기재하고 있다.

[표 1]

측정하는 샘플간 간격 사용하는 샘플

1 (a와 b), (b와 c), (c와 d), (d와 e), (e와 f), (f와 g), (g와 h), (h와 i)

2 (a와 c), (b와 d), (c와 e), (d와 f), (e와 g), (f와 h), (g와 i)

3 (a와 d), (b와 e), (c와 f), (d와 g), (e와 h), (f와 i)

4 (a와 e), (b와 f), (c와 g), (d와 h), (e와 i)

5 (a와 f), (b와 g), (c와 h), (d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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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와 g), (b와 h), (c와 i)

7 (a와 h), (b와 i)

8 (a와 i)

표 1에 의하면 이중 상관성 계산부는 샘플간 간격이 1 내지 8인 모든 경우에 대해 이중 상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재되

어 있으나,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샘플간 간격이 1 내지 8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이중 상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중 상관성 계산부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도 5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일 실

시예에 따른 이중 상관성 계산부의 구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상관부(500)는 전달받은 yn,k에 대한 상관 함수(y*
n,k)를 계산하고, 계산한 상관 함수 (y*

n,k)를 곱셈부(502)로 전달한다.

곱셈부(502)는 전달받은 상관함수(y*
n,k)와 송신 가능한 신호인 sk를 승산한 승산신호(y*

n,k sk)를 출력한다. 곱셈부(502)

로부터 출력된 승산신호(y*
n,k sk)는 지연부(504)와 곱셈부(508)로 전달된다.

지연부(504)는 전달받은 승산신호(y*
n,k sk)를 설정된 샘플 수만큼 지연된 지연신호(y*

n,k-d sk-d)를 출력한다. 도 5에서는

지연부(504)에서 지연되는 시간은 d이다. 즉, 지연부(504)는 샘플간격에 대응되는 시간이 d인 샘플에 해당하는 신호를 출

력한다. 지연부(504)로부터 출력된 지연신호(y*
n,k-d sk-d)는 상관부(506)로 전달된다.

상관부(506)는 전달받은 지연신호(y*
n,k-d sk-d)에 대한 상관 함수(yn,k-d s*

k-d)를 계산하고, 계산한 상관 함수(yn,k-d s*
k-

d)를 곱셈부(508)로 전달한다. 곱셈부(508)는 전달받은 상관함수(yn,k-d s*
k-d)와 곱셈부(502)로부터 전달받은 승산신호

(y*
n,k sk)를 승산하여 출력한다. 곱셈부(508)로부터 출력된 승산신호 (y*

n,k sk yn,k-d s*
k-d)는 연산부(510)로 전달된다.

연산부(510)는 전달받은 승산신호 (y*
n,k sk yn,k-d s*

k-d)에 대해 〈수학식 1〉에 기재되어 있는 연산을 수행한다. 즉, 샘플

간격이 1인 샘플들간의 이중 상관성 내지 샘플간격이 8인 샘플들간의 이중 상관성을 측정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신단(600)에서 송신 신호를 추정하는데 사용하는 신호들을 나타내고 있다. 도 6에

의하면, 수신단(600)은 이전 수신신호(심벌)와 현재수신신호(심벌), 이전추정신호(심벌)을 전달받는다. 수신단(600)은 전

달받은 신호들을 이용하여 현재추정신호를 출력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오프셋을 보상하기 위한 수신단(600)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도 7에 의하면

수신단(600)은 수신심벌을 지연시키는 복수 개의 지연부들(710 내지 712)과 우도함수 계산부(700), 최대값 출력부(702),

추정된 심벌을 지연시키는 복수 개의 지연부들(720 내지 722)을 포함한다. 물론 수신부(600)는 상술한 구성들 이외에 다

른 구성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도 7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구성만을 도시하고 있다.

우도함수 계산부(700)는 수신한 현재 심벌을 전달받는다. 또한, 우도함수 계산부(700)는 복수 개의 지연부들(710 내지

712)에 의해 지연된 복수 개의 이전수신심벌들을 전달받는다. 즉, 현재 수신심벌을 yn이라 하면, 지연부(710)에 의해 지연

된 이전수신심벌은 yn-1이며, 지연부(712)에 의해 지연된 이전신호는 yn-N이다. 또한, 우도함수 계산부(700)는 최대값 출

력부(402)로부터 출력된 이전 추정심벌들을 전달받는다. 즉, 현재 추정심벌을 이라 하면, 지연부(720)에 의해 지연된

이전추정심벌은 이며, 지연부(722)에 의해 지연된 이전수신심벌은 이다. 따라서, 도 7에 의하면 우도함수 계산

부(700)로 전달되 심벌의 개수는 (2N+1)개가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연부의 개수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도함수 계산부(700)는 전달받은 복수 개의 심벌들에 대한 우도함수를 계산한다. 하기 수학식 2는 우도함수 계산부(700)

에서 수행되는 동작을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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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여기서, Cn,d(s
(m))는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2에 의하면 현재 수신심벌을 추정함에 있어, 현재 수신된 심벌만을 이용하

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신한 심벌과 이전에 추정한 심벌을 이용한다.

도 7에서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도함수 계산부(700)는 송신단으로부터 수신한 n번째 심벌을 추정하기 위해 현재 수

신심벌(yn)과 N개의 이전 수신심벌(yn-n' : n'=1, ..., N), N개의 이전 추정심벌( : n'=1, ..., N)들을 이용하여 M개

의 송신 가능한 신호에 대한 우도함수를 계산한다. 도 7에 의하면, 송신단에서 송신가능한 신호는 s(0) 내지 s(M-1)이므로,

우도함수 계산부(700)로부터 출력되는 우도함수는 L(s(0)) 내지 L(s(M-1))가 된다. 즉, 송신가능한 신호 s(0) 에 대한 우도

함수는 L(s(0))이며, 송신가능한 신호 s(M-1) 에 대한 우도함수는 L(s(M-1))이다.

최대값 출력부(702)는 전달받은 우도함수들 중에서 최대값을 갖는 우도함수에 대응되는 신호인 추정신호를 선택하여 출

력한다. 도 7에 의하면 최대값 출력부(702)에서 출력되는 추정신호는 이다.

이하, 도 8을 이용하여 우도함수 계산부에서 수행되는 동작인 수학식 2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도 8은 본 발명

의 일 실시예에 따른 우도함수 계산부(700)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에 의하면 우도함수 계산부(700)는 복수 개의 이중상관성 계산부들(800 내지 804)과 선택부(810), 복수 개의 지연부

들(820 내지 822)과 연산부(830)를 포함한다.

이중 상관성 계산부(500, 502, 504)는 전달받은 현재 수신한 신호와 송신 노드에서 송신 가능한 신호에 대한 이중 상관성

(double correction)을 계산한다. 즉, 이중 상관성 계산부(800)는 현재 수신한 신호와 s(0)와의 이중상관성(Cn,d(s
(0))을 계

산하여 출력한다. 이중 상관성 계산부(802)는 현재 수신한 신호와 s(m-1)와의 이중 상관성 (Cn,d(s
(m-1))을 계산하여 출력

한다. 이중 상관성 계산부(804)는 현재 수신한 신호와 s(M-1)와의 이중 상관성 (Cn,d(s
(M-1))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송신 가능한 신호인 s(m)에 대한 우도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선택부

(810)는 선택신호에 따라 전달받은 복수 개의 이중 상관성들 중 s(m)과 현재 수신한 신호에 대한 이중 상관성인 (Cn,d(s

(m-1))를 연산부(830)로 전달한다. 또한, 연산부(830)는 지연부(820)로부터 전달받은 이전에 추정한 신호( )와 이전에

수신한 신호(yn-1)에 대한 이중 상관성 ( )을 전달받는다. 또한 연산부(830)는 지연부(822)로부터 전달

받은 이전에 추정한 신호( )와 이전에 수신한 신호( (yn-N)에 대한 이중 상관성( )을 전달받는다.

즉, 연산부(830)는 (Cn,d(s
(m-1))와 내지 를 전달받는다.

연산부(830)는 전달받은 이중 상관성들을 이용하여 〈수학식 1〉에 기재되어 있는 연산을 수행한다. 즉, 연산부(830)는 s

(m)에 대한 우도함수인 L(s(m))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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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은 이전 수신신호에 대한 이중 상관성은 이전에 추정한 신호를 이용함으로서 계산 복잡도의 증가를 방지

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은 이전에 추정한 신호를 저장하고, 저장된 추정신호와 이전 수신신호로부터 이중 상관성을 계산한

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현재 수신된 심벌을 추정함에 있어 현재 수신심벌과 이전 수신심벌들과 이전 추정심벌들을 이

용함으로서 수신단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이전에 추정한 심벌을 일시 저장하고,저장된 신호를 이용하여 현재 심

벌을 추정함으로서 계산 복잡도가 증가되지 않음으로서, 송수신부를 저가로 구현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그와

같이 도시되고 설명된 그대로의 구성 및 작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발명에 대한 다수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당업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적

절한 모든 변경 및 수정과 균등물들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신 통신장치와 상기 송신 통신장치가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통신장치로 구성된 통신시스템에 있어, 수신된 신호

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 통신장치가 송신신호를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달받은 현재 수신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이전 수신신호와 상기 이전 수신신호에 대응되는 추정신호를 이용하여 송신 가

능한 신호들에 대한 우도함수를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산출한 우도함수들 중 최대값을 갖는 우도함수에 대응되는 송신 가능한 신호를 상기 송신신호로 추정하는 단계;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신호 추정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전 수신신호와 상기 이전 수신신호에 대응되는 추정신호는 일정시간 저장됨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신호 추정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우도함수는 하기 〈수학식 3〉을 이용하여 산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신호 추정 방법.

수학식 3

L(s(m)) : 송신 가능한 신호인 s(m)에 대한 우도함수

Cn,d(s
(m)): 현재 수신신호(yn)와 s(m)간의 이중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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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수신신호(yn-n')와 상기 수신신호에 대응되는 추정신호( )간의 이중 상관성

K: 수신 신호에서 이중 상관성을 측정하기 설정한 샘플의 개수

청구항 4.

송신 통신장치와 상기 송신 통신장치가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통신장치로 구성된 통신시스템에 있어, 상기 수신신

호를 이용하여 송신신호를 추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달받은 현재 수신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이전 수신신호와 상기 이전 수신신호에 대응되는 추정신호를 이용하여 송신 가

능한 신호들에 대한 우도함수를 산출하는 우도함수 계산부; 및

상기 산출한 우도함수들 중 최대값을 갖는 우도함수에 대응되는 송신 가능한 신호를 출력하는 최대값 출력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송신신호 추정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전달받은 수신신호를 일정시간동안 지연시켜 상기 우도함수 산출부로 전달하는 지연부를 부가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송신신호 추정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신호를 일정시간동안 지연시켜 상기 우도함수 산출부로 전달하는 지연부를 더 부가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송신신호 추정 장치.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우도함수 계산부는,

하기 〈수학식 4〉을 이용하여 우도함수를 산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신호 추정 장치.

수학식 4

L(s(m)) : 송신 가능한 신호인 s(m)에 대한 우도함수

Cn,d(s
(m)): 현재 수신신호(yn)와 s(m)간의 이중 상관성

: 이전 수신신호(yn-n')와 상기 이전 수신신호에 대응되는 추정신호( )간의 이중 상관성

K: 수신 신호에서 이중 상관성을 측정하기 설정한 샘플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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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우도함수 계산부는,

상기 전달받은 신호에서 복수 개의 샘플들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한 샘플들 중 두 개의 샘플들과 각 샘플에서 송신 가능한

신호들 중 선택한 하나의 신호간의 이중 상관성을 산출하는 이중 상관성 계산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신호

추정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이중 상관성 계산부는,

상기 복수 개의 샘플들 중 샘플 간격이 1인 샘플들을 추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신호 추정 장치.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이중 상관성 계산부는,

상기 설정한 샘플 개수가 K인 경우, 샘플간격이 1 내지 (K-1)인 샘플들을 추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신호 추정 장

치.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우도함수 계산부는,

상기 송신 가능한 신호의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이중 상관성 계산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신호 추정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우도함수 계산부는,

복수 개의 이중 상관성들 중 선택신호에 의해 선택된 이중 상관성을 출력하는 선택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신호 추정 장치.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우도함수 계산부는,

상기 선택부로부터 전달받은 이중 상관성과 적어도 하나의 이전 수신신호와, 상기 이전 수신신호에 대응되는 추정신호간

의 이중 상관성을 이용하여 우도함수를

산출하는 연산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신호 추정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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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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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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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0636813

- 1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4
  발명의 효과 7
청구의 범위 7
도면 9
 도면1 10
 도면2 10
 도면3 10
 도면4 11
 도면5 11
 도면6 11
 도면7 12
 도면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