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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직교부호 도약패턴을 이용하여 이동국이 서비스 받을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PN시퀀스가 속하는 군을 식별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도약패턴 생성 및 식별에 이용되는 직교부호 중 1개를 종래의 방식에서는 전송해야 할 시점에

서 의도적으로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기지국 송신기 및 이동국 수신기에서의 하드웨어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기지국에서

이동국 방향으로의 간섭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지국용 PN시퀀스 식별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4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일반적인 동기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셀배치도.

도 1b는 일반적인 동기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시스템을 위한 PN시퀀스발생기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a는 일반적인 비동기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송신기의 구조를 간략히 도시하는 도면.

도 2b는 상기 비동기식 시스템의 기지국 송신 신호의 구성을 간략히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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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c는 상기 비동기식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PN시퀀스가 속하는 군을 식별하기 위한 직교부호 도약패턴의 표를

나타낸 도면.

도 3a는 일반적인 비동기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 수신기의 구조를 간략히 도시하는 도면.

도 3b는 상기 비동기식 시스템의 이동국 수신 신호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c는 상기 비동기식 시스템의 이동국 수신 신호의 다른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d는 상기 비동기식 시스템의 이동국 수신 신호의 또 다른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동기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송신기의 구조를 간략히 도시하

는 도면.

도 4b는 상기 비동기식 시스템의 기지국 송신 신호의 구성을 간략히 도시하는 도면.

도 4c는 상기 비동기식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PN시퀀스가 속하는 군을 식별하기 위한 직교부호 도약패턴의 표를

나타낸 도면.

도 5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동기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이동국 수신기의 구조를 간략히 도시하

는 도면.

도 5b는 상기 비동기식 시스템의 이동국 수신 신호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c는 상기 비동기식 시스템의 이동국 수신 신호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d는 상기 비동기식 시스템의 이동국 수신 신호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동기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대역확산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도약패턴 생성 및 식별에 사용되는

직교코드들 중 일부에 공부호를 할당하여 PN시퀀스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 라 칭함) 통신 시스템은 직교부호

(orthogonal code)를 사용하여 채널을 구별하고, 스크램블링 부호(Scrambling Code)를 사용하여 스크램블링 및 스펙트

럼 특성을 좋게 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스크램블링 부호는 PN (Pseudo-random Noise) 시퀀스(또는 부호)라고 불리우며,

m-시퀀스 또는 골드시퀀스 등이 이용된다.

도 1a는 일반적인 동기식 CDMA 통신시스템에서 다수의 셀을 구성하는 각 기지국들이 사용하는 PN시퀀스를 도시하고,

도1b는 상기 PN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PN시퀀스 발생기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1a에서는 7개의 기지국이 도시되었으며, 상기 각 기지국은 인접한 다른 기지국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PN시퀀스를 사용함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 상기의 PN시퀀스를 각 기지국에 할당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방법은 모든 기지국이 동일한 반송파를

사용하고 기준 시각 신호에 의하여 동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모든 기지국에 동일한 PN시퀀스를 할당하되 특정 절대시

각에서 시퀀스위상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지국들은 서로 다른 PN시퀀스 오프셋(Offset)을 갖는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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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나의 기지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직국은 인접한 기지국과 동일한 PN시퀀스로 확산된 인페이즈 신호와 상기 인

접 기지국들과 서로 다른 오프셋을 갖는 PN시퀀스로 확산된 쿼드러쳐 신호를 합산하여 송신한다. 단말은 상기 인페이즈

신호와 쿼드러쳐 신호가 합산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쿼드러처의 오프셋에 의해 기지국을 구분한다.

두 번째 방법은 같은 반송파를 사용하는 인접한 기지국간에 서로 다른 PN시퀀스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상기 첫 번째와 같이 외부의 기준신호에 의하여 기지국들이 동기가 맞추어져 있는 기지국간 동기방식에서 사용되는 기지

국 구분 방식은 시스템내에 하나의 PN시퀀스(쌍)만 존재하고, 각 기지국들은 모두 동일한 PN 시퀀스와, 미리 할당되어 있

는 해당 PN 오프셋을 가지므로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PN시퀀스에 의해 확산되는 인페이즈 신호와 상기 오프셋만큼 지연

된 PN시퀀스로 확산되는 쿼드러처 신호를 송신하므로써 단말이 기지국을 구별할 수 있다.을 갖는다. 상기 도 1a에 도시된

각 기지국 BS#A-BS#G의 PN 시퀀스 오프셋은 하기 <표 1>과 같다.

[표 1]

현재 상용화되어 운용중인 기지국간 동기방식의 IS-95시스템에서는 기지국 구분을 위하여 215-1 길이의 PN 시퀀스에

"0"이 14(15-1)번 반복한 후, 강제적으로 "0"을 하나 삽입한 215(=32768=64*512) 길이의 확장 PN 시퀀스(extended PN

sequence)를 이용한다. 이때 기지국 구분은 32768 길이를 64칩 단위로 구분하는 경우 발생되는 512개의 시작점(오프셋#

0-오프셋#511)을 기지국에 할당하므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기 도 1과 같은 구조의 기지국을 운용하는 경우,

{a,b,c,d,e,f,g}⊂{0,1,2,...,511}이고, #{a,b,c,d,e,f,g}=7이 된다. BS#1은 BS#0과 64칩 오프셋된 확장 PN 씨퀀스를 출

력하고, BS#2는 상기 BS#0 보다 2*64칩 오프셋된 확장 PN 씨퀀스를 출력한다. 이를 표현하면, 하기 <표 2>와 같다.

상기와 같은 방식은 CDMA 통신 시스템의 모든 기지국들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과 같이 기준 시각정보

를 제공하는 장치로부터 수신된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기지국이 동일한 시각에 신호를 송신하므로, 한쌍의 I채널 및

Q채널의 PN시퀀스를 오프셋만 다르게 하여 기지국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각 기지국들은

동일한 PN 시퀀스를 사용하며, 동일 시각에서 각각 설정된 오프셋 값에 따른 PN 시퀀스를 사용하여 송신신호를 대역확산

하므로, 각 기지국들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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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는 PN시퀀스 발생기의 일 예이다. 도 1b에 주어진 PN시퀀스는 218-1길이의 골드시퀀스(Gold Sequence) 발생기이

며,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프레임 길이에 해당하는 10msec의 킬이만큼만 단축하여 사용한다. 4.096Mcps의 칩률에 대해

서는 40960칩이 주기가 된다. 기지국번호에 대응하는 초기값을 이용하여 상기의 PN시퀀스 발생기는 서로 다른 PN시퀀

스를 생성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방식은 모든 기지국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과 같은 기준 시각 정보를 제공

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기지국들이 동일한 시각에 신호를 송신하기 때문에 한쌍(I 채널과

Q 채널)의 확산 PN 시퀀스를 오프셋만 달리하여 기지국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기지국이 건물 내부나 지하도 등

에 설치되어 상기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없는 경우, 동기식 CDMA 통신시스템은 상기 GPS의 출력신

호를 수신 가능한 지역에서 수신한 후 유선으로 해당 기지국까지 상기 GPS 신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유선을 통

해 수신되는 GPS신호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GPS신호를 수신하는 기지국은 다른 기지국의 기준 시각보다 늦게

된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은 잘못된 기준 시각에서 맞춰 기지국 구분을 위한 확산동작을 수행하므로써 기준 시각 정보를

이용한 기지국 구분의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또한 모든 기지국들이 GPS신호와 같은 하나의 기준 시각신호에 동기되는 기

지국간 동기방식의 CDMA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상기 GPS 위성은 군사 위성이므로 의도적인 오동작 또는 불가피

한 고장이 발생되면 통신망이 마비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종래의 IS-95 시스템과 같이 기지국간 동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CDMA 시스템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기지국간 비동기 방식을 채택한 CDMA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기지국 간 비동기 방식을 채택하는 CDMA

통신시스템은 동기 방식을 채택하는 CDMA 통신시스템과 같이 한쌍의 확산 PN 시퀀스를 단지 오프셋 만으로 기지국들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자기 상관 특성(autocorrelation)을 이용하여 기지국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인

접한 기지국이 어떤 시각신호에 맞춰 송신되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임의 위치의 단말기에 두 기지국에서 온 신호가 같이

도달되어 충돌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단말기가 두 기지국의 출력에 의해 충돌되는 신호를 수신

할 확률이 매우 작다하더라도, 이런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점이 된다. 그러므로, 비동기 CDMA 통신시

스템을 구현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결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말기는 상호 상관 특성(cross-correlation)을 이

용하여 인접한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대역 확산된 신호를 분석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방식은 처음에 단

말기가 전원을 켜거나 핸드오프(handoff)를 위하여 통화 중에 인접한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를 점검하고자 하

는 경우, 후보가 되는 모든 PN 시퀀스를 하나씩 확인하여 해당 기지국을 탐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비동기 방

식은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PN 시퀀스를 모든 기지국에서 같이 사용하는 기지국간 동기 시스템에 비하

여, 불확실 구간이 PN시퀀스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지국을 탐색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지국 간 비동기 시스템에서 해당 셀 내에 출력하는 정보를 대역 확산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PN 시퀀스가 무엇인지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면 부호 포착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다.

부호포착(Code Acquisition)이라는 것은 수신된 신호의 시퀀스위상과 수신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시킨 시퀀스위상간의

위상차를 반 칩 이내로 줄이는 과정을 말한다. 본 발명은 PN시퀀스 식별과정과 초기 시퀀스 동기 포착을 포함한다.

기지국간 비동기 방식의 CDMA 이동통신시스템의 경우, 각각의 기지국간에 절대시각에 대한 기본 설정이 없기 때문에 단

말기는 우선적으로 각각의 셀에 해당하는 시퀀스의 종류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기는 사용된 확산 시퀀스의 시

작점이 원상의 확산 시퀀스 시작점과 반칩 이내의 위상 오류만을 남기는 초기 시퀀스 포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기 동기

포착된 시퀀스는 동기 추적과정에 의하여 상기의 반칩 이내의 시퀀스 위상차를 유지한다. 셀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비동

기 방식에서 시퀀스의 종류를 알아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각국에서는 기지국간 비동기 방식의 셀의 동일 확산

시퀀스의 종류를 알아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비동기 CDMA 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NTT DoCoMo 방식, Ericsson 방식, TI

(Texas Instrument) 방식등이 있다. 상기 제안된 방식들 중에서 TI 방식이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

방식들에서 단말기는 빠른 시퀀스 포착과 PN시퀀스의 종류, 즉 PN시퀀스의 그룹을 알아내기 위해서 병렬 상관기

(Parallel Correlator)를 사용한다. 상기 병렬 상관기는 상호 상관기(Cross-Correlator)이며, 상기 PN시퀀스 그룹수와 동

일한 수의 상호 상관기를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신기의 셀 탐색 회로는 단말기의 하드웨어 복잡도를 높인다.

기존의 제안된 TI의 셀 탐색의 경우, 다음의 3단계를 통해 셀 탐색을 수행한다.

1단계는 시간 슬롯 동기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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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프레임 동기를 획득하고, PN시퀀스가 속하는 군 또는 집단을 식별한다.

3단계는 상기 PN시퀀스에 대한 동기 포착을 수행한다.

상기의 1단계에서 수신기는 시간슬롯 동기 뿐만 아니라 심볼 동기 및 미흡하나마 칩동기까지 획득한다. 상기 2단계에서는

17개의 구성원소를 가지는 콤마 프리코드(Comma Free Code)를 사용함으로써 프레임 동기와 PN시퀀스가 속하는 군을

비동기복조(Noncoherent Demodulation)를 통하여 식별한다. 상기 수신기는 식별된 PN시퀀스군내의 모든 PN시퀀스를

해당 상관기를 이용하여 상관값을 구하고, 상기 구해진 상관값을 비교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PN시퀀스를 현재 이동국이

속한 셀을 관장하는 기지국이 사용하는 PN시퀀스로 판단한다.

도 2a는 일반적인 TI방식을 채택한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송신기를 나타낸 도면이다.

비동기식 CDMA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채널에는 1차 동기채널(Primary Synch CHannel), 2차 동기채널(Secondary

Synch CHannel), 공용물리채널(CPCH: Common Physical CHannel), 전용물리채널(DPCH: Dedicated Physical

CHannel) 등으로 구성된다. 공용물리채널도 1차 공용물리채널(Primary CPCH)과 2차 공용물리채널(Secondary CPCH)

로 구성된다. 1차 공용물리채널은 방송채널이며 2차 공용물리채널은 호출채널 등과 같이 필요시만 활성화되는 공용채널

이다.

200은 1차 동기채널용의 직교골드부호 (OGC: Orthogonal Gold Code:이하 "제1직교골드부호 발생기" 라 함) OGC#0 발

생기이다. 상기 발생기 200의 출력인 직교골드부호 OGC#0는 1차 공용물리채널의 한 심볼길이이며, 2차 동기채널용의 직

교골드부호와 직교성을 유지한다. 상기 1차 동기채널은 도 2b와 같이 각 슬롯의 특정위치에서 2차 동기채널과 같은 위치

에 존재한다. 상기의 1차 동기채널에 사용되는 직교골드부호 OGC#0는 모든 기지국에서 동일하다. 즉, 상기 1차 동기채널

은 각 슬롯에서 2차 동기채널이 존재하는 위치를 알려준다. 이동국은 정합여파기를 이용하여 1차 동기채널을 검출하고,

심볼동기, 슬롯동기 및 칩 동기를 수행한다. 증폭기 210은 1차 동기채널의 송신전력을 원하는 크기로 증폭한다. 상기 2차

동기채널용 직교골드부호 발생기(이하 "제2직교골드부호 발생부" 라 함) 220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도약패턴 정보를 가지

고 있으며, 상기의 도약패턴 정보에 따라 각 슬롯에서 해당 직교골드부호를 생성한다. 상기 제2직교골드부호 발생부 220

은 도 2c와 같이 한 프레임내의 각 슬롯에 존재하는 16개의 직교골드부호의 도약패턴에 따라 해당 기지국이 사용하는 PN

시퀀스가 속하는 군에 대한 직교골드부호를 해당 슬롯에서 발생시킨다. 상기 제2직교골드부호 발생기 220은 직교골드부

호를 발생하는 다수의 제2직교골드부호 발생기 221, 222, 223, 224와, 선택기 228과 제어기 226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2

직교부호 발생기 221은 도약패턴 생성에 사용되는 S개의 직교골드부호 중 첫 번째 직교골드부호 OGC#1을 생성하는 직교

골드부호 발생기이다. 제2 직교골드부호 발생기 222는 도약패턴 생성에 사용되는 S개의 직교골드부호 중 두번째 직교골

드부호 OGC#2를 생성하는 직교골드부호 발생기이다. 제2직교골드부호 발생기 223은 도약패턴 생성에 사용되는 S개의

직교골드부호 중 (S-1) 번째직교골드부호 OGC#(S-1)을 생성하는 직교골드부호 발생기이다. 제2직교골드부호 발생기

224는 도약패턴 생성에 사용되는 S개의 직교골드부호 중 S번째 직교골드부호 OGC#S를 생성하는 직교골드부호 발생기이

다 선택기(Selector: 228)는 소정의 제어를 받아 상기 다수의 제2직교골드부호들 중 특정 제2직교골드부호들을 선택적으

로 출력한다. 제어기 226은 콤마 프리 코드(Comma Free Code)에 기반한 도약패턴에 따라 선택기 228을 제어한다. 상기

콤마 프리 도약 패턴은 기지국 구분을 위해 제2직교골드부호들의 발생 순서를 나타낸다. 상기 콤마 프리 도약 패턴들은 상

호간 직교성을 갖는다. 상기 콤마 프리 도약 패턴은 도2c에 나타내었으며, 도2c에서 각 그룹이 콤마 프리 도약패턴을 나타

낸다. 상기의 제2직교골드부호 발생부 220은 상기의 제어기 226에 의하여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메모리일 수도 있다 또는

하나의 직교골드부호 발생기에 상기 제어기 226에 의한 도약패턴에 따라 초기값을 달리 로딩하여 여러 직교골드부호를 생

성할 수도 있다. 상기의 2차 동기채널의 직교골드부호 도약 패턴을 생성하기 위한 콤마 프리 코드를 수신측에서 복호화하

여 전송된 콤마 프리 코드가 무엇인지를 식별함으로써 프레임 동기 및 PN시퀀스가 속하는 군을 식별한다. 증폭기 232는

상기 제2직교골드부호 발생부 220에서 출력되는 2차 동기채널의 송신전력을 원하는 크기로 증폭한다. 스위치 214와 234

는 도 2b의 신호도와 같이 각 슬롯에서 각각 1차 동기채널 및 2차 동기채널이 존재하는 구간에서만 닫힌 상태이며 다른 구

간에서는 열린 상태이다. 합산기 212는 1차 동기채널과 2차 동기채널을 더한다. 역다중화기 240은 채널부호화 및 인터리

빙등을 거친 공용물리채널의 데이터를 I채널과 Q채널로 분리한다. 혼합기 242와 243은 기지국에서 이동국쪽으로의 순방

향 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호와 상기 역다중화기 240의 출력을 곱한다. 증폭기 244와 247은 상기 공용물리채널을

원하는 크기로 증폭한다. 역다중화기 260은 채널부호화 및 인터리빙등을 거친 전용물리채널의 데이터를 I채널과 Q채널로

분리한다. 혼합기 262와 263은 기지국에서 이동국쪽으로의 순방향 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호와 상기 역다중화기

260의 출력을 곱한다. 증폭기 264와 267은 상기 공용물리채널의 데이터를 원하는 크기로 증폭한다. 증폭기 210, 232,

244, 245, 264, 265는 상기의 채널들간의 상대적인 송신전력을 맞추기 위하여 증폭한다. 합산기 246과 합산기 247은 각

각 상기의 순방향 공용제어채널과 전용제어채널의 I채널신호와 Q채널 신호를 더한다. 복소확산기 270은 합산기 246과

247의 출력을 PN시퀀스 발생기 268의 출력과 복소수곱하여 복소확산한다. 상기의 PN시퀀스 발생기 268은 제1 PN시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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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PN_I 발생기 266과 제2 PN시퀀스 PN_Q 발생기 267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PN시퀀스 발생기의 일 예는 도 1b에 주

어져 있다. 합산기 280과 281은 합산기 212의 출력인 1차 및 2차 동기채널의 신호와 상긴의 복소확산기 270의 출력을 더

한다. 여파기 282와 283은 상기 합산기 280과 281의 출력을 저역여파한다. 증폭기 284와 285는 실제적인 송신전력의 크

기로 증폭한다. 90°위상천이기 292는 I채널에 곱해질 반송파 cos(2πfct)를 입력으로하여 Q채널에 곱해질 반송파 sin

(2πfct)를 출력한다. 혼합기 286과 287은 각각 증폭기 284와 285의 출력에 반송파를 곱하여 고주파대역으로 신호를 이동

시킨다. 합산기 290은 상기 혼합기 286과 287의 출력신호를 합하여 안테나로 전송한다.

도 2b는 도 2a의 기지국 송신기의 송신 신호의 구성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2b에서 칩률은 4.096Mcps이고, 프레임길이는 10msec이다 따라서 PN시퀀스의 주기는 40960칩이 된다.

(4.096Mcps*10msec=40960칩) 도2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수퍼프레임은 통상 72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상기 각 프

레임은 16개의 시간 슬롯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슬롯의 길이는 0.625msec이다.

도 2b에서는 모든 기지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직교골드부호 OGC#0(이하 "제1직교골드부호" 라 함)이 1차 동기채널로

16ksps의 전송율을 가지는 1차 공용물리채널의 슬롯당 심볼 1개의 구간에서 존재한다.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PN시퀀스가

속하는 군에 따라 프레임내에서의 직교골드부호의 도약패턴이 다른 2차 동기채널은 상기의 1차 동기채널이 존재하는 구

간에 존재한다. 상기 제1직교골드부호와 상기의 2차 동기채널용 직교골드부호(이하 "제2직교골드부호" 라 함)는 각 슬롯

에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 상기 제1직교골드부호와 제2직교골드부호는 직교성을 갖는다. 그러나 도 2b에서 볼 수 있

듯이 상기의 동기채널이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상기의 동기채널과 다른 공용물리채널 및 전용물리채널과 직교성이 존재하

지 않는다. 상기의 1차 공용물리채널은 상기의 동기채널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도 2b와 같이 전송하고자하는 심볼이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공용물리채널 및 전용물리채널과 같이 전송하고자하는 심볼이 존재할 수 있다. 1차 동기채널과

2차 동기채널로 인하여 상기의 구간에서 총 송신전력이 슬롯내의 다른 구간에 비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상기 구간에서 1차

공용물리채널을 전송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c는 2차 동기채널을 통하여 전송되는 한 프레임의 각 슬롯에서의 제2직교골드부호를 표시한 것이다. 도 2a의 도면 참

조번호 220의 제2직교골드부호 발생기의 개수가 16개인 경우, 즉 S=17인 경우이며, 각 슬롯에 도 2c에 주어진 것과 같이

각 군(Group)별로 다른 직교골드부호의 도약패턴이 할당된다. 동일한 직교골드부호가 도약패턴 내에 복수개 존재할 수 있

으며, 상기의 도약패턴은 콤마 프리 코드에 의하여 생성한다. 앞에서 언급한 IS-95시스템과 같이 기지국 구분을 위한 PN

시퀀스가 512개이면 도 2c와 같이 군을 32개로 나누었을 경우 각 군에는 16개의 PN시퀀스가 포함된다.

도 3a는 도 2a의 기지국 송신기에 대응되는 이동국 수신기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도3a를 참보하여 TI 방식을 채택

하는 비동기식 CDMA 통신시스템에서 순방향 수신기의 구조를 설명한다.

90°위상천이기 304는 반송파 cos(2πfct)를 입력받아 90°위상천이시켜 반송파 반송파 sin(2πfct)를 출력한다. 수신되는 신

호는 역다중화기(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I신호와 Q신호로 분리되어 각각 혼합기 300과 301로 입력한다. 상기 혼합기 300

은 상기 I신호와 상기 반송파 cos(2πfct)를 곱하여 1 기저대역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혼합기 301은 상기 Q신호와 상기 반

송파 cos(2πfct)를 곱하여 Q 기저대역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여파기 302와 303은 상기 혼합기 300과 301의 출력을 입력

받아 필요한 대역내의 신호만을 여파하여 출력한다. 정합여파기(Matched Filter) 330은 상기 여파기 302와 303의 출력을

입력받아 제1직교골드부호를 검출하여 출력한다. 제곱기 332는 상기 정합여파기 330의 출력을 제곱하여 출력한다.

칩/심볼/슬롯 동기부 334는 상기 제곱기 332의 출력을 입력받아 매 슬롯마다 발생하는 1차 동기채널의 존재유무를 판단

한다. 상기 제1차 동기채널의 존재유무는 정합여파기 330과 제곱기 332에서 출력되는 심볼에너지와 기준 에너지를 비교

하여 판단할 수 있다. 상기 기준 에너지는 수신기가 알고 있는 OGC#0에 대한 심볼에너지이다. 상기 칩/심볼/슬롯 동기부

334는 1차 동기채널이 존재하면, 즉 제1직교골드 부호가 검출되면 상기 제1직교골드부호와 수신기가 알고 있는 제1직교

골드부호 #0에 의해 상관값을 구하고, 상기 상관값이 최대값을 출력할 때 슬롯동기를 맞춘다. 그리고 1차 동기채널이

16ksps심볼율에 대해 한 심볼 구간동안만 존재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심볼동기를 맞춘다. 또한 상기 칩/심볼/슬롯 동기부

334는 수신되는 제1 직교골드부호 OGC#0가 정합여파기에서 피크값을 가지므로 대략적인 칩동기를 획득한다.

도3b, 3c, 3d는 정합여파기 330의 수신신호도를 나타낸 것으로 다중 경로 성분 및 인접기지국에서의 간섭 성분을 고려하

지 않고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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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3b, 도c, 도3d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이 정합여파기에 의하여 검출되는 피크값의 위치이며, 상기 피크값의 위치가

각 슬롯의 시작점이 된다. 상관 검출부 340은 상기 칩/심볼/슬롯 동기부 334의 제어에 의하여 동작한다. 상기 상관 검출부

340은 다수개의 상관기 342, 344, 346으로 구성된다. 상기 상관기 342, 344, 346은 상기 여파기 302, 303의 출력을 입력

받고, 상관값을 검출하여 출력한다. 상기 칩/심볼/슬롯 동기부 334에 의해 모든 가능한 S개의 직교골드부호를 병렬로 검출

하여야 할 경우 상관기의 갯수 N=S-1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2직교골드부호 S=17이고 상관기의 개수 N=16인 경우이

다. N<(S-1)이면 병렬과 직렬을 겸용한 탐색기라 볼 수 있다. 병렬로 모든 가능한 경우를 탐색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점에

서 구한 상관값은 동일한 페이딩과 동일한 채널환경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렬 탐색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탐색에서의 채널환경과 다음 탐색에서의 채널환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말기내에 수신된 신호를 저장한 다

음 탐색하지 않는 한 비교적 정확한 탐색결과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이후 콤마 프리 코드 복호화과정에서 오류가 증가한

다.

상기와 같이 S=17이고, N=16인 경우를 예를 들어 상관 검출부 340의 동작을 설명한다. 제1상관기(Correlator #0) 342는

17개의 제2직교골드부호들 중에서 첫번째 제2직교골드부호인 OGC #1를 이용하여 수신신호와의 상관값을 구하고, 제2상

관기(Correlator #1) 344는 두 번째 제2직교골드부호인 OGC#2를 이용하여 수신신호와의 상관값을 구하고, 제N 상관기

(Correlator #16) 346은 17번째 제2적교골드부호인 OGC #17을 이용하여 수신신호와의 상관값을 구한다.

상기 상관기 342, 344, 346의 출력은 각각 제곱기 352, 354, 356로 입력하고, 상관값을 입력받은 각각의 제곱기 352,

354, 356은 상기 상관값에 의하여 심볼에너지를 구하여 출력한다. 최대값 검출기(Store Maximum Value and Its Index)

350은 상기 제곱기 352, 354, 356으로부터 심볼에너지를 입력받고 각각의 최대 심볼에너지를 검출하고, 검출되는 순서에

따라 상관기의 번호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번호들에 의해 롱 코드 인덱스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상기 최대값 검출기

350은 16개의 최대 심볼에너지가 검출될 때까지 수행된다.

콤마 프리 코드 테이블 362는 도2c와 같은 콤마 프리 코드표를 저장한다. 콤마 프리 코드 복호화기 360은 상기 상관기 번

호와 최대 에너지값과 콤마 프리 코드 테이블 362에 저장되어 있는 콤마 프리 코드표를 이용하여 복호화를 수행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약패턴, PN시퀀스 그룹을 결정한다. 상기 최대값 검출기 350에서 출력되는 롱 코드 인덱스는 해당 콤마

프리 도약 패턴이 가지는 제2직교골드코드들을 가지나 그 시점이 다를 수 있고, 무선 채널 환경 상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에러에 의해 잘못된 제2직교골드부호를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콤마 프리 코드 복호화기 360은 상기 롱 코드 인덱스

를 입력받고, 상기 콤마 프리 코드 테이블 352의 콤마 프리 코드표를 참조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콤마 프리 도약 패턴을

결정하고, 상기 도약 패턴을 실제 콤마 프리 도약 패턴으로 간주한다. 제1스위치 366은 상기 최대값 검출기 350와 콤마 프

리 코드 복호기 360 사이에 연결되고, 소정의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최대값 검출기 350의 출력이 콤마 프리 코드 복호기

360으로 전송되는 정보의 제공을 온 또는 오프한다. 상기 제1스위치 366은 상기 최대값 검출기 350이 16개의 최대값을

검출했을 때, 온된다.

상기 결정된 도약 패턴 정보는 프레임 동기부 364로 입력한다 프레임 동기부 364는 상기 도약 패된 정보를 입력받아 프레

임 동기를 맞추고, 프레임 동기가 맞춰졌음을 알리는 프레임 동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프레임 동기 신호는 상관 검출부

340, 상기 제1스위치 366, 제2스위치 368, 상기 PN 발생기 312로 입력된다.

구체적으로, 상기 프레임 동기부 364는 상기 콤마 프리 코드 복호화기 360에서 출력되는 콤마 프리 패턴 정보에 의해 프레

임동기를 수행한다. 프레임 동기부 364는 상관 검출기 340로 프레임 동기신호를 출력하여 동작을 중지시킨다. 또한 상기

프레임 동기신호를 스위치 366로 출력하여 상기 제1스위치 366을 오프시킨 다음 상기 도약패턴에 의하여 식별된 군내의

PN시퀀스에 대하여 상관값을 병렬 또는 직렬 방식에 의하여 구한다. N=16인 경우 17개의 상관기중 16개의 상관기를 이

용하여 16개의 후보 PN시퀀스에 대하여 상관값을 구한다. 최대값 검출기 350은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상관값의 크기에 근거하여 한번에 해당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PN시퀀스를 식별한다. 상기 과정에 의하여 식별된

PN시퀀스를 제2스위치 368를 콤마 프리 코드 복호기 360으로 스위칭하여 결정된 롱 코드 인덱스, 즉 도약 패턴을 PN시

퀀스 발생기 312에 통보한다. 상기 제2스[위]위치 368은 상기 프레임동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기 상관값 검출기

350에서 검출된 롱 코드 인덱스를 PN시퀀스 발생기 312로 출력하고, 프레임 동기가 이루어지면, 상기 콤마 프리 복호화

기 360에서 출력되는 도약 패턴 정보를 PN 시퀀스 발생기 312로 출력한다.

PN 발생기 312는 칩/심볼/슬롯 동기 신호와 프레임 동기신호를 입력받아 동작하고, 상기 최대값 검출기 350에서 저장되

어 있는 롱 코드 인덱스를 입력받고 상기 롱 코드 인덱스에 의해 PN 코드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상기 PN 발생기 312는

PN_I 발생기 314와 PN_Q 발생기 316으로 구성된다. 복소 역확산기는 상기 여파기 302와 303에서 입력되는 신호와 상기

PN 발생기 350에서 출력되는 PN 코드와의 복소수 곱에 의하여 복소 역확산을 수행한다. 상기 역확산된 신호는 기저대역

처리부 320으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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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과정에 의하여 칩 동기, 심볼 동기, 슬롯 동기 및 프레임 동기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의 PN시퀀스 발생기 312를 구

동하여 복소역확산기 310에서 여파기 302와 303의 출력을 복소수곱에 의하여 복소역확산한다. 상기의 PN 발생기 312는

제1 PN시퀀스 PN_I시퀀스 발생기 314와 제2 PN시퀀스 PN_Q시퀀스 발생기 316으로 구성된다. 상기의 복소역확산기

310의 출력은 기저대역 처리부 320에서 디인터리빙 및 채널복호화 등의 과정을 거쳐 기지국에서 송신한 데이터를 복원한

다.

도 3b, 도 3c, 도 3d는 각각 도 2c의 1번 PN시퀀스군, 2번 PN시퀀스군, 21번 PN시퀀스군에 대한 군식별을 위하여 콤마

프리 코드에 의해 생성된 직교골드부호의 도약패턴의 이동국의 수신기의 17개의 상관기에서의 원하는 수신형태를 도시한

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비동기식 CDMA 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이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PN시퀀스가 속하는 군을 식별

하기 위해서 상기 군을 이루는 직교골드부호의 개수만큼 상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국의 하드웨어가 복잡해지는 문제

점이 있다.

또한 기지국에서의 1차 동기채널 및 2차 동기채널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직교성이 회손되기 때문에 상기 동기채널이 있는

구간에 존재하는 공용물리채널 및 전용물리채널의 심볼은 슬롯내의 다른 심볼들에 비하여 간섭량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

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비동기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에서 온/오프키잉 방식을 이용하여 이동국의 기지국 탐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피·엔.시퀀스 식별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비동기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온/오프 키잉 방식을 이용하여 순방향의 2차 동기채널에

의한 간섭을 감소시키는 피·엔.시퀀스 식별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동기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온/오프 키잉 방식을 이용하여 이동국의 복잡도를 감

소시킬 수 있는 피·엔·시퀀스 식별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

라도 가능한 동일 부호를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4a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한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송신기의 구조도이다.

본 발명은 종래의 S개의 직교골드부호를 사용하여 PN시퀀스가 속하는 군을 식별하는 대신에 (S-1)개의 직교골드부호와

온오프키잉(On-Off keying)을 접목하여 S개의 직교부호가 있는 것과 등가의 시스템을 구성한다.

오프(Off)상태, 즉 공(NULL)부호는 어떠한 신호하고도 직교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즉, 종래의 S개의 제2직

교골드부호의 도약패턴을 이용하여 PN시퀀스가 속하는 군을 식별하는 대신에 (S-1)개의 제2직코골드부호와 1개의 공부

호를 이용하여 직교성을 유지하는 S개의 제2직교골드부호를 구성하여 PN시퀀스 군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상기

공부호가 다른 제2직교골드부호와 직교성을 유지하므로써 종래의 도약패턴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하 도4a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송신기의 구성을 나타낸 흐름도이고,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송신신호의 구성

을 나타낸 도면이고, 4c는 본 발명에 따라 제2직교골드부호들 중 제2직교골드부호 #1 대신 공부호를 제2직교골드부호를

대치한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우선, 도4a에서 제2직교부호 발생부 220은 콤마 프리 코드로 주어지는 도약 패턴에 따라 각 슬롯에서 전송할 2차 동기채

널용 직교부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며, 상기의 직교부호에는 공부호도 포함된다. 상기 직교부호 발생기 220은 S-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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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직교골드부호 발생기와 공부호 발생기 421과 제어기 226으로 구성된다. 상기 공부호 발생기 421은 상기 제어기 226

의 제어를 받아 공부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도 4a에서 상기 공부호 발생기 421은 OGC#1 발생기 위치에 구성되었으나

상기 제2직교골드부호 발생기들 중 어느 한 위치에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첫번째 직교골드부호 OGC#1을

공(NULL)부호로 대체한다고 생각한다.

상기의 공부호 발생기 421은 공부호가 할당되는 슬롯에서의 2차 동기채널을 송신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실

제적인 발생기는 아닐 수 있으며, 스위치 234를 해당 슬롯에서 열린 상태로 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래의

방식에서는 스위치 214와 234의 동작이 동일하였지만 본 발명에서는 공부호가 존재하는 슬롯어서는 스위치 234의 동작

에 의하여 공부호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상기의 직교부호 발생기 220 또는 스위치 234의 구현 또는 동작에서

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도2a의 기지국 송신기 구조와 동일하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4b는 도 4a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기지국 송신 신호의 구성을 도시한다. 2차 동기채널용으로 사용되는 직교골드

부호의 수가 공부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종래 방식의 경우 S(s=1,2,3,...,S)개에서 S-1(s=2,3,...,S)개로 줄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2b와 동일하다.

도 4c는 2차 동기채널을 통하여 전송되는 한 프레임의 각 슬롯에서의 직교부호를 표시한 것이다. 도 2c와 같이 S=17이고

식별할 PN시퀀스군의 수가 32개인 경우에 대한 것이다. 도 4c에서 공(NULL)부호로 표시된 것은 도 2c에서의 직교골드

부호 OGC#1을 대치한 것이다. 도 4c의 경우 대치된 공부호의 수는 총 45개이다. 시스템내에서 2차 동기채널에 의하여 발

생되는 순방향 링크에서의 총 간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공부호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도 2c에서 가장 많

은 빈도를 보이는 직교골드부호를 공부호로 대치한다. 도 4c와 같이 공부호를 삽입했을 경우에 1차 동기채널 및 2차 동기

채널의 송신전력이 도 2c와 동일하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시스템내에서의 2차 동기채널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섭이 45/

(32*16) = 0.08789 = 8%정도 감소한다.

도5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 수신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5b, 5c, 5d는 각각 도 4c의 1번 PN시퀀

스군, 2번 PN시퀀스군, 21번 PN시퀀스군에 대한 수신신호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a는 도 2a에 주어진 기지국 송신기에 대하여도 사용될 수 있으며, 도 4a에 주어진 본 발명에 의한 기지국 송신기에 대

하여도 사용될 수 있다. 종래의 기지국 송신기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지국에서 직교골드부호 OGC#1이 송신되

더라도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이동은 수신기가 상기 신호를 무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상기 직교골드부호 OGC#1에

대하여 상관기를 할당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다.

90°위상천이기 304는 반송파 cos(2πfct)를 입력받아 90° 위상천이시켜 반송파 반송파 sin(2πfct)를 출력한다. 수신되는

신호는 역다중화기(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I신호와 Q신호로 분리되어 각각 혼합기 300과 301로 입력한다. 상기 혼합기

300은 상기 I신호와 상기 반송파 cos(2πfct)를 곱하여 I 기저대역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혼합기 301은 상기 Q신호와 상기

반송파 sin(2πfct)를 곱하여 Q 기저대역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여파기 302와 303은 상기 혼합기 300과 301의 출력을 입

력받아 필요한 대역내의 신호만을 여파하여 출력한다. 정합여파기(Matched Filter) 330은 상기 여파기 302와 303의 출력

을 입력받아 제1직교골드부호를 검출하여 출력한다. 제곱기 332는 상기 정합여파기 330의 출력을 제곱하여 1차 동기신호

인 제1직교골드부호의 심볼에너지를 출력한다. 상기 심볼에너지는 칩/심볼/슬롯 동기부 334와 도약패턴 검출부 550으로

입력한다.

상관 검출부 540은 상기 여파기 302와 303의 출력을 입력받아 수신되는 제2 직교골드부호들에 대한 상관값을 검출하여

출력한다. 상기 상관 검출부 540은 한개의 가상 상관기 542와 N개의 상관기로 구성된다. 상기 가상 상관기 542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상기 가상 상관기 542의 출력은 가상 제곱기 552로 입력하고, N개의 상관기 344, 346의 출력은 각각

의 해당 제곱기 354, 356으로 입력한다. 상기 가상 제곱기 552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공부호를 검출하기 위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상관기 542를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해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상기 공부호의 존재여부 및 순서는 후술할

정합여파기 330, 제곱기 332 그리고 인덱스 생성부 550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제곱기 354와 356은 입력된 신호를 제곱하

여 심볼 에너지를 출력한다.

인덱스 생성부 550은 상기 제곱기 354∼356에서 출력되는 심볼에너지들을 입력받고, 상기 가상 제곱기 552의 출력 대신

제곱기 332에서 출력되는 제1직교골드부호의 심볼에너지를 입력받고, 상기 심볼에너지중 최대값이 검출되는 순서에 따라

롱코드 인덱스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상기 인덱스 생성부 550은 최대값 검출기 551과 증폭기 553과 비교기 555로 구성된

다. 상기 최대값 검출기 551은 상기 N개의 제곱기 354∼356에서 출력되는 각각의 심볼에너지 중 최대값을 검출하고 상기

등록특허 10-0532328

- 9 -



최대값이 검출되는 순서에 따라 상관기의 번호를 저장한다. 상기 증폭기 553은 상기 제공기 332에서 출력된 심볼에너지

를 증폭하며 출력한다. 비교기 555는 상기 증폭기 553에서 출력된 에너지와 상기 최대값 검출기에서 출력되는 에너지를

비교하여 증폭기 553에서 출력되는 심볼에너지가 크면 공부호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제곱기 332로부터 출력되는 심볼 에너지는 인덱스 생성부 550으로 입력된다. 상기 심볼에너

지의 크기는 기지국 송신기에서의 1차 동기채널과 2차 동기채널 사이의 전력비의 역수만큼 증폭기 553에서 증폭되어 비

교기 555에 입력된다. 상기 입력신호는 도 3a의 도면 참조번호 342에 해당하는 상관기 #0에 대응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상관기(Virtual Correlator) 542의 출력신호로 인식된다. 상기 가상 상관기 542 및 대응되는 제곱기 552는 실

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N=S-1인 경우 상기 칩/심볼/슬롯 동기부 334의 제어에 의하여 종래

의 방식인 도3a의 SN+1개의 상관기에 비하여 1개가 적은 N개의 상관기가 동작한다. S=17일 경우 N=16이며, 상기의 N

값은 512=32*16의 PN시퀀스에 대하여 각 PN시퀀스군내의 PN시퀀스의 수와 상관기의 수 N=16이 일치한다. 따라서 프

레임 동기를 획득한 후 PN시퀀스를 상관에 의하여 식별한다. 상기 여파기 302와 303의 출력은 상기의 상관값 검출부 340

의 해당 상관기로 입력한다. S=17, N=16인 경우 344의 상관기 #1는 두 번째 직교골드부호인 OGC#2를 이용하여 수신신

호와의 상관값을 구하고, 346의 상관기 #N(=16)은 17번째 직교골드부호인 OGC#17을 이용하여 수신신호와의 상관값을

구한다. 상기 상관기의 출력은 각각 제곱기 354, 356에 의하여 심볼에너지가 구해진다. 상기 상관기에 대응되는 제곱기와

상기 정합여파기에 대응되는 제곱기의 출력은 인덱스 생성부 550에 의하여 상기의 심볼에너지중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상

관기의 출력에 대하여 그 값과 해당 상관기의 번호를 저장한다. 상기 인덱스 생성부 550은 도 3a의 최대값 검출기 350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차이점은 공부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값이 도 3a의 최대값 검출기 350에 비하여 1개 적다는

것이다. 상기 최대값 검출기 551의 출력과 상기 정합여파기 230과 제곱기 332에 의해 생성된 심볼에너지는 증폭기 553을

거쳐 비교기 555로 입력한다. 그러면 비교기 555는 상기 제곱기 332에서 출력된 심볼에너지와 최대값 검출기 551에서 출

력되는 심볼에너지들 각각을 비교한다. 비교결과 상기 제곱기 332에서 출력되는 심볼에너지가 최대값 검출기 555에서 출

력되는 심볼에너지 보다 크면 공부호가 전송되었다고 판단한다. 공부호가 전송되었다고 판단되면 비교기 555는 콤마 프리

코드 복호화기 360에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와 직교부호번호(Index)를 변경하고, 최대값 검출기 551의 값이 크면 상기 결

정된 것을 변경없이 콤마 프리 코드 복호화기 360으로 출력한다. 예를 들어 상관기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교된다고 가

정하면 제곱기 332의 출력인 심볼에너지가 상관기#4와 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공부호의 직교부호번호는 #4가 되고, 이전

에 결정되었던 상관기 #4 이후의 번호는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하여 변경된다.

칩/심볼/슬롯 동기부 334는 상기 제곱기 332의 출력을 입력받아 매 슬롯마다 발생하는 1차 동기채널의 존재유무를 판단

한다. 상기 칩/심볼/슬롯 동기부 334는 1차 동기채널이 존재하면, 즉 제1직교골드부호가 검출되면 상기 제1직교골드부호

를 이용하여 슬롯동기를 맞춘다. 그리고 1차 동기채널이 16ksps심볼율에 대해 한 심볼구간동안만 존재하므로, 이를 이용

하여 심볼동기를 맞춘다. 또한 상기 칩/심볼/슬롯 동기부 334는 수신되는 제1직교골드부호 OGC#0가 정합여파기에서 피

크값을 가지므로 대략적인 칩동기를 획득한다.

이후의 동작은 종래의 방식과 동일하다. 콤마 프리 코드 복호화기 360은 콤마 프리 코드표 362를 이용하여 복호화를 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약패턴을 결정한다. 상기의 도약패턴이 결정되면 상기 콤마 프리 코드표에 의하여 프레임 동기부

364에서 프레임동기가 이루어지고 상기 칩/심볼/슬롯 동기부 334에서 결정된 슬롯중에서 어느 슬롯이 첫 번째슬롯인지가

판단된다. 프레임 동기부 364에 의하여 상기의 상관값 검출기 340은 이차 동기채널내의 직교골드부호의 도약패턴을 식별

하기 위하여 직교골드부호와 수신신호와의 상관값을 구하는 동작을 중지하고, 제1스위치 366을 열린 상태로 만든 다음 상

기 도약패턴에 의하여 식별된 군내의 PN시퀀스에 대하여 상관값을 병렬 또는 직렬 방식에 의하여 구한다. N=16인 경우

17개의 상관기중 16개의 상관기를 이용하여 16개의 후보 PN시퀀스에 대하여 상관값을 구한다. 인덱스 생성부 550은 검

증과정을 거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상관값의 크기에 근거하여 한번에 해당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PN시퀀스

를 식별한다. 상기 과정에 의하여 식별된 PN시퀀스를 제2스위치 368를 콤마 프리코드 복호기 360으로 스위칭함으로써

PN시퀀스 발생기 312로 롱 코드 인덱스, 즉 도약패턴을 통보한다. 상기의 과정에 의하여 칩 동기, 심볼 동기, 슬롯 동기 및

프레임 동기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의 PN시퀀스 발생기 312를 구동하여 복소역확산기 310에서 여파기 302와 303의 출력

을 복소수곱에 의하여 복소역확산한다. 상기의 PN 발생기 312는 제1 PN시퀀스 PN_I시퀀스 발생기 314와 제2 PN시퀀스

PN_Q시퀀스 발생기 316으로 구성된다. 상기의 복소역확산기 310의 출력은 기저대역 처리부 320에서 디인터리빙 및 채

널복호화등의 과정을 거쳐 기지국에서 송신한 데이터를 복원한다.

도 5b, 도 5c, 도 5d는 각각 도 4c의 1번 PN시퀀스군, 2번 PN시퀀스근, 21번 PN시퀀스군에 대한 군식별을 위하여 콤마

프리 코드에 의해 생성된 공부호를 포함하는 직교부호의 도약패턴의 이동국의 수신기에서의 원하는 수신형태를 도시한다.

가상 상관기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선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도 5b의 510, 512, 514에서 알 수 있

듯이 정합여파기의 출력은 구동되는 동안에는 항상 도 5b와 같이 주기적으로 피크값이 발생한다. 510, 512, 514에서처럼

정합여파기의 출력값을 이용하여 공부호가 있는 지를 판단한다. 도 5c, 도 5d에 대하여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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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c에 주어진 도약패턴표에서 직교골드부호 OGC#1을 공(NULL)부호로 대치하면 도 4c와 같이 된다. 상기와 같이 함으

로써 종래의 시스템에서 OGC#1에 의하여 발생하는 간섭의 양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동국에서도 종래의 S(=N+1)개의

상관기를 이용하는 대신에 (S-1)개의 상관기의 출력과 1차 동기채널 수신에 사용되는 정합여파기의 출력을 이용하여 공

부호의 존재여부를 판단한다. 즉, 공부호가 존재하는 슬롯에서는 (S-1)개의 상관기의 출력은 크기가 작을 것이지만 그 위

치에서의 1차 동기채널을 탐색하는 정합여파기의 출력은 크기가 클 것이기 때문에 상기 슬롯의 2차 동기채널에 사용된 직

교부호는 공부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채널상황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과 동일한 콤마 프리 코드 복호

화기를 이용함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상기의 콤마 프리 코드 복호화기에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는 공부호가 존재하는

슬롯에서의 1차 동기채널의 크기에서 유추된 값이다. 즉, 송신측에서 1차 동기채널과 2차 동기채널의 송신전력의 비는 시

스템 파라미터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동국에서는 1차 동기채널의 크기로부터 공부호가 아니라 직교골드부호 OGC#1이 전

송되었다면 어떤 크기의 값을 가질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유추된 값을 콤마 프리 코드 복호화기에 입력

하여 복호화에 사용한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다수의 제2직교골드부호 중 임의의 제2직교골드부호 하나를 공부호로 대체함으로써 탐색 특성에 변화

없이 2차 동기채널에 의한 간섭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다수의 제2직교골드부호 중 임의의 제2직교

골드부호 하나를 공부호로 대체함으로 상관기의 수를 줄임으로써 이동국의 소모전력과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차동기채널을 통해 제1직교골드코드를 수신하고, 상기 제1직교골드코드 심볼단위로 동기되어 2차동기채널을 통해 제2

직교골드코드를 수신하는 비동기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피·엔 시퀀스 식별 장치에 있어서,

송신기는, 상기 직교골드코드들 중 어느 하나 대신 공부호를 발생하기 위해 피엔 시퀀스를 생성하는 피엔 시퀀스 생성 장

치를 포함하고,

수신기는,

상기 제1직교골드코드를 검출하여 제1심볼에너지를 구하는 제1직교골드코드 검출부와,

상기 제1심볼에너지를 입력받아 칩/심볼/슬롯 동기를 맞추고 제1동기신호를 출력하는 제1동기부와,

상기 제1동기신호를 입력받아 동작하고, 제1동기신호를 입력시 마다 상기 제2직교골드코드를 검출하여 기지국 구분 그룹

단위로 제2심볼에너지들을 구하는 제2직교골드코드 검출부와,

상기 제1심볼에너지와 제2심볼에너지들을 입력받아 비교하여 상기 제2직교골드코드들 중 공부호의 존재를 판단하고, 상

기 공부호의 존재시 상기 공부호의 순서를 결정하여 기지국 구분을 위한 제2직교골드코드의 도약 패턴을 생성하는 도약

패턴 생성부와,

상기 도약 패턴에 의해 프레임 동기를 맞추고 제2동기신호를 출력하는 제2동기부와,

상기 제1동기신호와 제2동기신호와 도약 패턴을 입력받아 피·엔 시퀀스를 발생하는 피·엔 시퀀스 발생부를 포함하는 피·

엔 시퀀스 식별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직교골드코드 검출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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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차 동기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제1직교골드코드를 검출하는 정합필터와,

상기 제1직교골드코드의 심볼에너지를 구하는 제1제곱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엔 시퀀스 식별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직교골드코드 검출부가,

상기 2차 동기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제2직교골드코드들 중 상기 공부호를 제외한 제2직교를드코드를 검출하는 다수의 상

관기와,

상기 각 상관기에서 검출되는 제2직교골드코드의 심볼에너지를 구하는 다수의 제2제곱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엔 시퀀스 식별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약 패턴 생성부가,

상기 제1심볼에너지와 제2심볼에너지들을 입력받아 상기 공부호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공부호 존재 시 상기 제1

심볼에너지와 제2심볼에너지들을 각각 비교하여 공부호의 순서를 결정하여 도약 패턴을 추정하는 도약 패턴 추정부와,

콤마 프리 코드표를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추정된 도약 패턴을 상기 콤파 프리 코드표와 비교하여 도약 패턴을 결정하는

도약 패턴 결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엔 시퀀스 식별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도약 패턴 추정부가,

상기 제2심볼에너지들의 최대값을 검출하고, 상기 최대값과 상기 최대값이 검출된 상관기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최대값 검출부와,

상기 제1심볼에너지를 상기 제1심볼에지와 제2심볼에너지의 전력비 역수로 증폭하는 증폭기와,

상기 증폭된 제1심볼에너지와 상기 저장된 제2심볼에너지의 전력을 비교하여 공부호의 존재 및 순서를 결정하여 추정 도

약 패턴을 생성하는 비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엔 시퀀스 식별 장치.

청구항 6.

제4항 또는 5항에 있어서, 상기 도약 패턴 결정부가,

콤마 프리 코드표를 저장하고 있는 콤마 프리 코드 테이블과,

상기 추정 도약 패턴을 입력받아 상기 콤마 프리 코드표와 비교하여 도약 패턴을 결정하여 상기 제2동기부와 피·엔 시퀀스

발생기로 출력하는 도약 패턴 결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엔 시퀀스 식별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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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가 제1심볼에너지와 제2심볼에너지들 각각을 검출된 순서로 비교하여 제2심볼에너지가 제1

심볼에너지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제2심볼에너지를 검출한 상관기 번호 앞에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엔 시퀀스

식별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동기신호 발생 시 상기 도약 패턴 추정부에서 도약 패턴 결정부로 출력되는 정보를 차단하는 제1

스위치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엔 시퀀스 식별 장치.

도면

도면1a

등록특허 10-0532328

- 13 -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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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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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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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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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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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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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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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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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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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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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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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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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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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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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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