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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 신호 검출 특성을 개선한 수신기 및 통신 시스템, 및 수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신기에 채널 추정을 하는 채널 추정수단과, 추정된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비데이터 신호의 수

신 신호 레플리카를 생성하고, 수신 신호로부터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replica)를 제거하는 간섭 신호 제거

수단과, 간섭 신호 제거수단의 출력 신호를 사용하여,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데이터 신호 검출수단을 구비함으로써 달성

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수신기, 채널 추정, 간섭, 데이터 신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수신기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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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기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 방법을 설명하기위한 플로차트.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기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기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 방법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00: 수신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 분할 다중 방식을 사용한 신호 전송에 있어서 통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신기 및 통신 시스템, 및 수

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이동체 통신방식으로서 부호 분할 다중 방식(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이 사용되고 있

다. CDMA 방식에서는 데이터 신호와 비데이터 신호, 예를 들면 파일럿 신호, 및 다른 제어 신호와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동일 시간·주파수 상에서 다중되어 전송된다.

이 CDMA에서는 각 신호에 사용되는 확산 코드는 서로 직교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 패스가 없는 채널에서는 수신기로 간

섭 없이 데이터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멀티 패스가 있는 채널에서는 확산 코드간의 직교성이 무너짐으로써, 데이터 신호의 부호간 간섭에 더하여, 비데

이터 신호로부터의 간섭도 발생하게 되어, 수신 품질이 크게 열화된다.

이러한 수신 품질의 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사용한 수신 방법이 제공되어 있다.

우선, 이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사용한 수신 방법에 대하여,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송신기로부터 부호 분할 다중되어 송신된 데이터 신호와 파일럿 신호가, 멀티 패스 채널을 통하여 수신기(10)의 안테나

(13)에서 수신된다. 도 1에서는 2 패스의 경우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수신기(10)의 제 1 스테이지(11)에서는 우선 파일럿

신호를 사용한 채널 추정이 채널 추정기(11-2)에서 행하여지고, 다음에, 추정된 채널 추정치를 사용한 데이터 신호의 검출

(역확산, RAKE 합성, 복호 등의 처리를 모두 포함한다)이 데이터 신호 검출기(11-1)에서 행하여진다. 이 데이터 신호 검

출기(11-1)에 있어서 검출된 데이터 신호는 출력되는 동시에, 멀티 간섭 레플리카 생성기(11-3)에 입력된다.

멀티 간섭 레플리카 생성기(11-3)에서는 입력된 데이터 신호와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각 패스의 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

호 레플리카가 생성된다. 또한, 파일럿 신호와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각 패스의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파

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1-4)에서 생성된다.

다음에, 수신 신호 전체로부터 1 패스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위상 반전되어 가산기(11-5)에서 가산됨으로써 감산되어

2 패스째의 수신 신호가 출력되고, 수신 신호 전체로부터 2 패스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위상 반전되어 가산기(11-6)

에서 가산됨으로써 감산되어 1 패스째의 수신 신호가 출력된다.

출력된 1 패스째와 2 패스째의 수신 신호는 제 2 스테이지(12)의 블록에 입력되고, 동일한 신호 검출이 행하여진다. 상기

처리를 복수의 스테이지에 걸쳐서 행함으로써, 복조 데이터 신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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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허문헌 1] 히구찌, 외, 「W-CDMA 하향 링크 초고속 패킷 전송에 있어서의 멀티 패스 간섭 캔슬러의 특성 평가」,

RCS2000-167, 2000년 11월 17일

[비특허문헌 2] P.W. Wolniansky, G.J. Foschini, G.D. Golden, P.W. Wolniansky “V-BLAST: An architecture for

Realizing Very High Data Rates Over the Rich-Scattering Wireless Channels”, ISSSE-98, Pisa Italy.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술한 배경 기술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수신기의 제 1 스테이지에서는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의 감산이 데이터 신호 검출 후에 행하여진다. 이 때문

에, 제 2 스테이지 이후의 데이터 신호 검출 특성은 개선시킬 수 있지만, 제 1 스테이지에서의 데이터 신호 검출에서는 수

신 신호에 파일럿 신호로부터의 간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호 검출 특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본 발명에 있어서는 데이터 신호 검출 특성을 개선한 수신기 및 통신 시스템, 및 수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위에서 기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수신기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에 포함되는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

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기로서, 채널 추정을 하는 채널 추정수단과, 추정된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생성하고, 수신 신호로부터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

하는 간섭 신호 제거수단과, 간섭 신호 제거수단의 출력 신호를 사용하여,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데이터 신호 검출수단

을 구비하는 것이다.

또한, 간섭 신호 제거수단은 파일럿 신호 및 제어 신호의 적어도 한쪽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생성하고, 수신 신호로부터

파일럿 신호 및 제어 신호의 적어도 한쪽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복수의 수신 안테나를 구비하고, 채널 추정수단은 각 수신 안테나의 수신 신호에 대하여 채널 추정을 하고, 간섭 신

호 제거수단은 상기 각 수신 안테나의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생성하고, 각 수신 안

테나의 수신 신호로부터 각각의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의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와,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에 포함되는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수신기를 구비하

는 통신 시스템으로서, 수신기는 채널 추정을 하는 채널 추정수단과, 추정된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수신 신호에 포함되

는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생성하고, 수신 신호로부터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하는 간

섭 신호 제거수단과, 간섭 신호 제거수단의 출력 신호를 사용하여,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데이터 신호 검출수단을 구비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수신 방법은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에 포함되는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 있어

서의 수신 방법으로서, 채널 추정을 하는 스텝과, 추정된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생성하고, 수신 신호로부터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하는 스텝과, 비데이터 신호

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제거된 수신 신호를 사용하여,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스텝을 갖는 방법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전체 도면에 있어서, 동일 기능을 갖는 것은 동일 부호를 붙이고,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와 수신기(100)를 구비한다.

송신기는 데이터 신호와 비데이터 신호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기(100)에 송신한다. 수신기(100)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에 기초하여, 데이터 신호를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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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기(100)의 구성에 대하여,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기(100)는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비데이터 신호 예를 들면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수신 신호 전체로부터 첫회의 데이터 신호 검출 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기(100)는 안테나(103)와, 안테나(103)와 접속되고, 파일럿 신호가 입력되

는 채널 추정기(101-1)와, 채널 추정기(101-1)와 접속되고, 파일럿 신호가 입력되는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

2)와,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2) 및 안테나(103)와 접속된 가산기(101-3)와, 가산기(101-3) 및 채널 추정기

(101-1)와 접속된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를 구비한다. 여기에서, 채널 추정기(101-1),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

(101-2) 및 가산기(101-3)는 제 1 스테이지(101)를 구성한다.

수신기(100)에서는 우선,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와, 그 신호에 포함되는 파일럿 신호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이 채널 추

정기(101-1)에서 행하여지고, 추정된 채널 추정치는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2) 및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

입력된다.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2)에서는 입력된 채널 추정치와 파일럿 신호를 사용하여, 각 패스에 있어서의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생성되고, 생성된 수신 신호 레플리카는 가산기(101-3)에 입력된다. 가산기(101-3)에서는

수신 신호 전체로부터 입력된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제거(감산)되고, 파일럿 신호로부터의 간섭이 제거된

다. 즉, 수신 신호 전체에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위상 반전되어 가산된다.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

카가 감산된 수신 신호는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 입력된다.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서는 입력신호, 즉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감산된 수신 신호와 채널 추정치를 사

용하여, 데이터 신호의 검출이 행하여진다. 여기에서, 데이터 신호의 검출은 복수 스테이지에 걸쳐서 행하도록 하여도 좋

고, 단일 스테이지에서 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기(100)에서는 첫회의 데이터 신호 검출 후에 파일럿 신

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의 감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첫회의 데이터 신호 검출 전에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의

감산을 함으로써, 파일럿 신호로부터의 간섭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첫회의 데이터 신호 검출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에,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 있어서의 수신 방법에 대하여,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는 수신기(100)의 안테나(103)에서 수신되어, 채널 추정기(101-1)에 입력된다. 채널 추정기

(101-1)에서는 입력된 수신 신호와 파일럿 신호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이 행하여지고, 추정된 채널 추정치가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2) 및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 입력된다(스텝 S301).

다음에,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2)에서는 입력된 채널 추정치와 파일럿 신호를 사용하여, 각 패스에 있어서의

수신 안테나에 있어서의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생성되고, 생성된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는 패스

마다 가산기(101-3)에 입력된다(스텝 S302).

다음에, 가산기(101-3)에서는 입력된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수신 신호 전체로부터 제거(감산)되고, 그 결

과 얻어진 신호는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 입력된다(스텝 S303).

다음에,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서는 입력신호를 사용하여, 데이터 신호의 검출이 행하여진다(스텝 S304).

다음에,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기에 대하여,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신기(100)는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설명한 수신기(100)에, 안테나(103) 및

채널 추정기(101-1)와 접속된 제어 신호 검출기(101-3)와, 제어 신호 검출기(101-3), 채널 추정기(101-1) 및 가산기

(101-3)와 접속된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4)를 구비한 것이다. 여기에서, 채널 추정기(101-1), 파일럿 신호 레

플리카 생성기(101-2), 제어 신호 검출기(101-3),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4) 및 가산기(101-3)는 제 1 스테이

지(101)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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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통신 시스템에서의 비데이터 신호에는 수신기측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파일럿 신호와, 그 밖의 제어 신호가 있

다. 수신기(100)에서는 우선,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와, 파일럿 신호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이 채널 추정기(101-1)에서

행하여지고, 추정된 채널 추정치는 제어 신호 검출기(101-3),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4) 및 파일럿 신호 레플리

카 생성기(101-2)에 입력된다.

제어 신호 검출기(101-3)에서는 수신 신호로 입력된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제어 신호가 검출되고, 검출된 제어 신호는

출력되는 동시에,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4)에 입력된다.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4)에서는 입력된 채널 추정치 및 제어 신호를 사용하여, 각 패스에 있어서의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생성되고, 생성된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는 패스마다 가산기(101-4)에 입력된다.

또한,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2)에서는 입력된 채널 추정치 및 파일럿 신호를 사용하여, 각 패스에 있어서의 파

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생성되고, 생성된 수신 신호 레플리카는 가산기(101-4)에 입력된다.

가산기(101-4)에서는 수신 신호 전체로부터 입력된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 및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

카가 제거(감산)되고, 비데이터 신호로부터의 간섭이 제거된다. 그 결과 얻어진 신호는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 입력된

다.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서는 입력신호, 즉 제어 신호 및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제거된 수신 신호를 사용

하여, 데이터 신호의 검출이 행하여진다. 여기에서, 데이터 신호의 검출은 복수 스테이지에 걸쳐서 행하도록 하여도 좋고,

단일 스테이지에서 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다음에,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 있어서의 수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 있어서의 수신 방법은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수신 방법에 있어서, 스텝 S301

에서는 채널 추정치가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2)에 더하여,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3) 및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4)로 입력된다. 그 스텝 S301의 후, 추정된 채널 추정치 및 수신 신호를 사용하여 제어 신호를 검출

하고, 검출된 제어 신호 및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생성하는 스텝을 갖는다.

또한, 스텝 S303에서는 가산기(101-3)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 및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수신 신호 전체로부

터 제거되고, 그 결과 얻어진 신호가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 입력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 대하여,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은 복수의 안테나를 구비하는 송신기 및 수신기를 구비한다.

이하, 송신기, 수신기 모두 2개의 안테나를 구비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송신기는 예를 들면, 제 1 송신 안테나로부터, 제어 신호, 제 1 송신 안테나용의 제 1 파일럿 신호, 및 제 1 데이터 신호를

송신하고, 제 2 송신 안테나로부터, 제 2 송신 안테나용의 제 2 파일럿 신호 및 제 2 데이터 신호를 송신한다.

여기에서, 제 1 및 제 2 데이터 신호에 대해서는 동일한 확산부호(a)를 사용하고, 제 2 파일럿 신호에 대해서는 확산부호

(b)를 사용하고, 제 1 파일럿 신호에 대해서는 확산부호(c)를 사용하고, 제어 신호에 대해서는 확산부호(d)를 사용하여, 동

일 시간·주파수 상에서 다중하여 송신한다.

수신기(100)는 제 2 실시예에서 설명한 수신기(100)에,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2) 및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성

기(101-4)와 각각 접속된 가산기(101-4)와, 채널 추정기(101-1), 제어 신호 검출기(101-3) 및 가산기(101-4)와 접속된

안테나(103-2)를 구비한 것이다.

여기에서, 채널 추정기(101-1),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2), 제어 신호 검출기(101-3),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

성기(101-4), 가산기(101-3) 및 가산기(101-4)는 제 1 스테이지(101)를 구성한다. 또한, 안테나(103-1)는 채널 추정기

(101-1), 제어 신호 검출기(101-3) 및 가산기(101-3)와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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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100)에서는 우선,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가 각 수신 안테나(103-1, 103-2)에서 수신된다. 다음에, 각 수신 안

테나(103-1, 103-2)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그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파일럿 신호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이 채널 추정기

(101-1)에서 행하여지고, 추정된 채널 추정치는 제어 신호 검출기(101-3),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4) 및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2)에 입력된다.

제어 신호 검출기(101-3)에서는 수신 신호로 입력된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제어 신호가 검출되고, 검출된 제어 신호는

출력되는 동시에,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4)에 입력된다.

제어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4)에서는 입력된 채널 추정치 및 제어 신호를 사용하여, 각 패스에 있어서의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수신 안테나마다 생성된다. 생성된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는 제 1 수신 안테나의 수신 신

호에 기초하는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는 가산기(101-3)에 입력되고, 제 2 수신 안테나의 수신 신호에 기초하는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는 가산기(101-4)에 입력된다.

또한, 파일럿 신호 레플리카 생성기(101-2)에서는 입력된 채널 추정치 및 파일럿 신호를 사용하여, 각 패스에 있어서의 파

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수신 안테나마다 생성된다. 생성된 수신 신호 레플리카는 제 1 수신 안테나의 수신 신

호에 기초하는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는 가산기(101-3)에 입력되고, 제 2 수신 안테나의 수신 신호에 기초하

는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는 가산기(101-4)에 입력된다.

가산기(101-3)에서는 제 1 수신 안테나의 수신 신호 전체로부터 입력된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 및 파일럿 신호

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제거(감산)되고, 비데이터 신호로부터의 간섭이 제거된다. 이 처리에 의해, 제 1 수신 안테나의

수신 신호의 제 1 데이터만이 출력된다. 이 출력 신호는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 입력된다.

또한, 가산기(101-4)에서는 제 2 수신 안테나의 수신 신호 전체로부터 입력된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 및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가 제거(감산)되고, 비데이터 신호로부터의 간섭이 제거된다. 이 처리에 의해, 제 2 수신 안테나

의 수신 신호의 제 2 데이터만이 출력된다. 이 출력 신호는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 입력된다.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서는 제 1 및 제 2 데이터를 검출한다. 이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데이

터 신호 검출에는 예를 들면 V-BLAST(Vertical-Bell Laboratories Layered Space Time) 등을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

면, 비특허문헌 2 참조). 여기에서, 데이터 신호의 검출은 복수 스테이지에 걸쳐서 행하도록 하여도 좋고, 단일 스테이지에

서 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다음에,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 있어서의 수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 있어서의 수신 방법은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설명한 수신 방법에 있어서, 스텝

S301에서는 제 1 수신 안테나(103-1), 제 2 수신 안테나(103-2)에서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신호가 수신되고, 각 수신 안

테나(103-1, 103-2)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와 그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파일럿 신호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이 행하여진다.

또한, 스텝 S301의 후, 추정된 채널 추정치 및 각 수신 안테나에서 수신된 수신 신호를 사용하여 제어 신호를 검출하고, 검

출된 제어 신호 및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각 패스에 있어서의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수신 안테나마다 생성

하는 스텝을 갖는다.

또한, 스텝 S302에서는 입력된 채널 추정치 및 파일럿 신호를 사용하여, 각 패스에 있어서의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

플리카가 수신 안테나마다 생성된다.

또한, 스텝 S303에서는 각 수신 안테나의 수신 신호 전체로부터, 수신 안테나마다 생성된 각 패스에 있어서의 제어 신호

및 파일럿 신호의 수신 레플리카가 제거된다.

복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하는 신호 전송에 있어서는 단일의 송신신호를 사용하는 신호 전송에 비하여, 수신 신호에 간섭

신호가 많이 포함된다. 그래서, 본 실시예와 같이, 데이터 신호 검출 전에 비데이터 신호, 예를 들면 파일럿 신호, 그 밖의

제어 신호의 레플리카를 수신 신호로부터 제거(감산)함으로써 비데이터 신호로부터의 간섭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검출

되는 데이터 신호의 수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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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에, 4개의 송신 안테나를 구비하는 송신기와 4개의 수신 안테나를 구비하는 수신기를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의 SNR(신호대잡음 전력비)에 대한 데이터 스루풋(DATA Throughput) 특성을 도시한다.

수신기에 있어서, 데이터 신호 검출에는 블래스트(BLAST)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기에 있어서의 채널 추정은 완전하다고

한다. 또한, 적절하게 변복조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검정원 표시로 나타나는 파일럿 신호 및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캔슬)한 경우의 특성과, 흰삼각

표시로 나타나는 파일럿 신호 및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캔슬)하지 않은 경우의 특성이 얻어졌다.

도 6에 따르면, 파일럿 신호 및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수신 신호로부터 데이터 신호 검출 전에 제거함으로써

데이터 스루풋이, 파일럿 신호 및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수신 신호로부터 데이터 신호 검출 전에 제거하지 않

은 경우보다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본 실시예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수신 안테나가 2개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2개 이상이라도, 각 수신 안테나의 수

신 신호 전체로부터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 및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한 후, 데이터 신호를 검

출하도록 함으로써, 검출되는 데이터 신호의 수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2 패스를 통하여 도달한 수신 신호가 수신 안테나에 있어서 수신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1 패스를 통하여 도달한 수신 신호 및 2 패스 이상의 패스를 통하여 도달한 수신 신호에 대해서도, 각 수신

안테나의 수신 신호 전체로부터, 수신 안테나마다 생성된 각 패스에 있어서의 제어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 및 파일럿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한 후,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도록 함으로써, 검출되는 데이터 신호의 수신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 및 통신 시스템 및 수신 방법은 부호 분할 다중 방식을 사용한 통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데이터 신호 검출 특성을 개선한 수신기 및 통신 시스템, 및 수신 방법을 실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통신 시스템에서의 수신기(100)에 있어서,

채널을 추정하고 채널 추정치를 출력하는 채널 추정기(101-1);

상기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replica)를 생성하고, 상기

수신 신호로부터 상기 비데이터 신호의 상기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하는 간섭 신호 제거부(101-2, 101-3); 및

상기 간섭 신호 제거부로부터의 출력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 의해 특징 지

워지는 수신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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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간섭 신호 제거부는 파일럿 신호 및 제어 신호의 적어도 한쪽의 상기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생성하고, 상기 파일럿 신

호 및 상기 제어 신호의 상기 적어도 한쪽의 상기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안테나를 포함하고,

상기 채널 추정기는 상기 안테나의 각각에서 수신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채널을 추정하고,

상기 간섭 신호 제거부는 상기 안테나의 각각에서 수신된 상기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상기 비데이터 신호의 상기 수신 신

호 레플리카를 생성하고, 상기 안테나의 각각에서 수신된 상기 수신 신호로부터 상기 비데이터 신호의 상기 수신 신호 레

플리카를 제거하는 것을 더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4.

송신기와, 상기 송신기에 의해 송신된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수신기(100)를 구비하는 통신 시스

템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채널을 추정하고 채널 추정치를 출력하는 채널 추정기(101-1);

상기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replica)를 생성하고, 상기

수신 신호로부터 상기 비데이터 신호의 상기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하는 간섭 신호 제거부(101-2, 101-3); 및

상기 간섭 신호 제거부로부터의 출력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데이터 신호 검출기(102);에 의해 특징 지

워지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100)에서의 수신 방법에 있어

서,

채널을 추정하고 채널 추정치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채널 추정치를 사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에 포함되는 비데이터 신호의 수신 신호 레플리카(replica)를 생성하고, 상기

수신 신호로부터 상기 비데이터 신호의 상기 수신 신호 레플리카를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간섭 신호 제거부로부터의 출력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수신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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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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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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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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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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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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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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