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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프리앰블 생성 및 셀검출을 수행하는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프리앰블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해당 셀을 검출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은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전체 N개의 셀의 개수를 순환 지연에 따른 Q 개의 코드의 수와 사용할 P 개의

의사 랜덤 코드(PN 코드)의 수로 구분하여 상기 P 개의 PN 코드의 수에 따라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하고

상기 스크램블링 된 데이터를 Q번째 순환 지연하여 보호 구간을 생성하여 직교 분할 다중 전송 신호(OFDM 심볼)를 생성

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6a

색인어

채널 추정, PN code, IFFT, FFT, 순환 지연, 배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종래 기술에 따른 동기화 프리앰블 구조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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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라 프리앰블을 생성하여 전송하는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라 셀 검출을 수행하는 수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4a 내지 도 4d는 본 발명에 따라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일 예들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6a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셀 검출을 수행하는 수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6b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라 셀 검출을 수행하는 수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7a는 본 발명에 따른 프리앰블 검출기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7b는 본 발명에 따른 프리앰블 검출기의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된 프리앰블의 성능 결과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교 분할 다중 접속(OFDM)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의 셀 검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중 코드와 순환지연을 이

용하여 생성된 프리앰블을 통해 셀 검출을 수행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의 1세대, 디지털 방식의 2세대, IMT-2000의 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3세대에 이어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4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은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0Mbps의 이상의 고속 데이터 전송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은 다중 경로를 통해 전송되는 무선 채널 환경에서 상기 다중 경로에 따

른 감쇄를 보장해야 하며 또한, 패킷 서비스에 따라 갑자기 증가하는 버스트 패킷 데이터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4세대 이동통신의 요구 특성을 만족시키는 유력한 무선 전송 기술의 후보로 OFDM이 대두되고 있으며, 상기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은 여러 개의 반송파를 사용하는 다수반송파 전송/변조

(MultiCarrier Transmission/Modulation: MCM) 방식의 일종으로 입력 데이터를 사용 반송파의 수만큼 병렬화하고 데이

터를 각 반송파에 실어 전송하는 방식이다.

상기 OFDM은 사용자의 다중 접속 방식에 따라 OFDM-FDMA, OFDM-TDMA, OFDM-CDMA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서 OFDM-FDMA(이하 'OFDMA'라 한다)는 4세대 매크로/마이크로 셀룰러 인프라에 적합한 방식으로 셀 내 간섭이 없고

주파수 재사용 효율이 높으며, 적응 변조이 뛰어나다.

이러한 OFDMA 방식은 각 사용자가 요구하는 전송률에 따라 부반송파의 개수를 다르게 할당함으로써 자원분배를 효율적

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마다 데이터를 수신하기 전에 프리앰블을 사용하여 초기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송 효율

이 증가하게 된다. 즉, 상기 OFDMA 방식은 많은 수의 부반송파를 사용할 경우(즉, FFT 크기가 큰 경우)에 적합하기 때문

에 시간지연확산(Time Delay Spread)이 비교적 큰 넓은 지역의 셀을 갖는 무선통신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기의 도 1a 내지 도 1c는 종래 기술에 따라 OFDMA에서 사용된 프리앰블의 구조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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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는 의사잡음 이진시퀀스(Pseudo Random Binary Sequence) 발생기를 이용하여 PN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PN 코드를 이용하여 OFDM 심볼을 프리앰블로 설정하는 것이다. 즉, 기지국이 N개의 신호들의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하

여 N개의 PN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N개의 코드를 이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한다. 상기 스크렘블링

하여 생성된 OFDM 심볼을 프리앰블로 설정하여 전송한다.

도 1b는 최대전력 대 평균전력비(Peak-to-Average-Ratio, 이하 'PAR'라 한다)이 상대적으로 적은 PN 코드를 이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하여 OFDM 심벌로 생성한 후 상기 OFDM 심볼을 프리앰블로 설정한다. 즉, N개의

PN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PN 코드들중에서 상대적으로 PAR이 작은 선택된 PN 코드들을 이용하여 프리앰블을 설정하는

것이다.

도 1c는 상기 도 1a 또는 도 1b의 방법에 따라 N개의 PN 코드들을 이용하여 생성된 OFDM 심볼을 반복하여 프리앰블로

설정하는 것으로, 상기 첫 번째 프리앰블에 상기 OFDM 심볼을 할당하고, 두 번째 프리앰블에도 상기 N개의 PN 코드를 이

용하여 생성된 OFDM 심볼을 할당하여 다중 경로에 따른 신호의 간섭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종래에는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구분 가능한 N개의 셀에 대응하는 N개의 PN 코드들을 생성하여 프리앰블 설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의사랜덤 코드발생기(Pseudo Noise code 발생기. 이하 'PN코드 발생기'라 한다, 200)는 전송하고

자 하는 데이터를 부반송파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N개의 PN코드를 생성한다. 역푸리에 변환부(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IFFT'라 한다. 202)는 N개의 PN 코드와 스크램블링된 데이터 심볼을 N개의 OFDM 샘플 데이터들로

OFDM 변조하여 출력한다. 보호구간 삽입기(208)는 상기 N개의 OFDM 샘플 데이터들로 구성되는 상기 OFDM 심볼에서

마지막 G개의 OFDM 샘플 데이터를 복사하여 상기 OFDM 심볼의 앞단에 순환지연 보호구간(CP)를 삽입하여 출력한다.

이하. OFDM 샘플 데이터에 보호구간(CP)이 삽입된 것을 'OFDM 전송 심볼'이라 한다. 병/직렬 변환부(Parallel to Serial,

206)는 병렬로 인가된 OFDM 전송 심볼을 직렬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무선 처리부(RF부, 208)는 상기 OFDM 전송 심볼

을 다중 경로를 통해 OFDM 신호를 전송한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수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RF(210)은 송신기로부터 전송된 OFDM 신호를 수신한다. 직/병렬 변환기 및 CP 제어기(212)는 다

중 경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OFDM 신호로부터 OFDM 전송 심볼을 출력하고 상기 OFDM 전송 심볼로부터 삽입된

CP를 제거한 후, N개의 OFDM 샘플 데이터를 병렬로 출력한다. FFT부(214)는 상기 병렬로 입력되는 N개의 샘플 데이터

를 입력받아 고속 푸리에 변환, 즉 OFDM 복조를 수행하여 복조된 N개의 샘플 데이터들을 출력한다. 곱셈기(215)는 N개

의 샘플 데이터들을 상기 PN 코드 발생기(216)로부터 출력되는 길이가 N인 PN 코드를 이용하여 스크램블링하여 출력한

다.

IFFT 또는 저대역 필터(218)는 상기 스크램블링된 신호를 입력하여 OFDM 신호의 에너지를 확인한다. 즉, 상기 신호에

대하여 주파수 영역의 에너지를 확인하여 에너지가 피크 값을 가지는 PN 코드에 대응하는 셀을 선택하게 된다. 셀 검출기

(220)는 상기 에너지가 피크값을 가지는 셀을 상기 이동단말과 통신을 수행하는 셀로 인지하고, 상기 결정된 셀과 통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의 표준화에 따라 프리앰블은 127셀이 존재하고, 하나의 셀은 8 섹터로 존재한다. 즉, 이동단말은

1016가지의 PN 코드에 대하여 셀 검출을 수행하여 즉, 1016개의 PN 코드에 대하여 에너지를 확인하여 상기 주파수 영역

에서 피크값을 가지는 하나의 섹터의 기지국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OFDMA시스템에서 핸드오버에 따른 셀 검출을 수행하는 경우, 이동 단말은 상기 1016개의 PN 코드에 대응

하여 셀 검출을 수행함에 따라 계산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동단말은 PN 코드를 메모리에 저장하

여 전송된 신호에 대하여 셀 검출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기 1016개의 PN 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의 사용으로 인해

이동단말의 하드웨어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 도 1c의 방법에 따라 기지국이 프리앰블을 구성하는 경우, 동일한 PN코드의 사용에 따라 프리앰블을 생성함으

로, 기지국의 표현 가능한 셀의 수나 섹터수가 극히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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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순환지연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PN 코드의 수를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지국이 전체 사용할 셀의 개수를 순환 지연에 따른 Q 개의 코드의 수와 사용할 P 개

의 의사 랜덤 코드(PN 코드)의 수의 조합으로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 단말이 전체 사용할 셀의 개수를 순환 지연에 따른 Q 개의 코드의 수와 사용할 P 개의 의사

랜덤 코드(PN 코드)의 수의 조합으로 생성된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해당 셀을 검출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프리앰블을 설계하

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전체 N개의 셀의 개수를 순환 지연에 따른 Q 개의 코드의 수와 사용할 P 개의

의사 랜덤 코드(PN 코드)의 수로 구분하는 과정과, 상기 P 개의 PN 코드의 수에 따라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스크램블

링하는 과정과, 상기 스크램블링 된 데이터를 Q번째 순환 지연하여 보호 구간을 생성하여 직교 분할 다중 전송 신호

(OFDM 심볼)를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기지국에서 순환 지

연에 따라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 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주파수 영

역에서 발생된 P 개의 의사 랜덤 코드를 시간 영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변환된 시간 영역의 신호를 미리 결정

된 Q 개의 시간 간격의 배수로 싸이클릭 시프트하는 과정과, 상기 시간 영역의 신호에 싸이클릭 프로픽스(CP)를 삽입한

상기 시간 영역의 송신 파일럿 신호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기지국에서 프

리앰블을 생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 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사용할

P 개의 의사 랜덤 코드를 생성하는 PN 코드 발생기와, 상기 변환된 시간 영역의 신호를 미리 결정된 Q개의 시간 간격의 배

수로 순환 지연 시키는 싸이클릭 시프터와, 상기 시간 영역의 신호에 싸이클릭 프로픽스(CP)를 삽입하는 삽입기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이동단말에서

셀 검출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 심볼(OFDM 전송 심볼)을 수신하여 보호 구간을

제거한 후, 상기 보호 구간이 제거된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변환된 주파수 영역

의 파일럿 신호을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 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사용된 P 개의 PN 코드로 복조하는 과정

과, 상기 P 개의 코드로 복조된 채널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Q개의 신호를 채널 추정하여 셀 검출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이동단말에서

셀 검출을 수행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 심볼(OFDM 전송 심볼)을 수신하여 보호 구간을

제거하는 보호 구간 제거기와, 상기 보호 구간이 제어된 주파수 영역의 신호들을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 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사용된 P 개의 PN 코드를 생성하는 PN 코드 발생기와, 상기 P 개의 PN 코드로 복조를 수행하는 곱

셈기와, 상기 복조된 주파수 영역의 신호들을 정해진 주파수만을 통화 시키는 Q개의 순환 지연된 신호로 출력하는 필터와,

상기 출력된 신호들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신호를 상기 이동 단말의 셀로 검출하는 셀 검출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이동단말에서

셀 검출을 수행하는 셀 검출 장치에 있어서, 전송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 심볼(OFDM 전송 심볼)에 대하여 전체 셀

을 구분하기 위한 N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P개의 PN 코드와 복조를 수행하는 복조기, 상기 복조된 OFDM 전

송 심볼을 M개의 지연 신호를 출력하는 M 개의 지연기들과, 상기 지연된 전송 심볼에 선택된 필터 계수의 조합과 곱셈 연

산을 수행하는 M개의 곱셈기들과, 상기 M 개의 곱셈기의 출력을 합산하는 4개의 합산기들과, 상기 합산기들에 각각 대응

하여 상기 합산기들의 출력을 제곱 합산하여 출력하는 연산부들과, 상기 4개의 연산부들의 값을 비교하여 해당 셀을 검출

하는 비교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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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이동단말에서

셀 검출을 수행하는 셀 검출 장치에 있어서, 전송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 심볼(OFDM 전송 심볼)에 대하여 전체 셀

을 구분하기 위한 N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P개의 PN 코드와 복조를 수행하는 복조기와, 상기 복조된 OFDM

전송 심볼을 M개의 지연 신호를 출력하는 M 개의 지연기들과, 상기 지연된 전송 심볼에 선택된 필터 계수의 조합과 덧셈

연산을 수행하는 4개의 합산기들과, 상기 합산기들에 각각 대응하여 상기 합산기들의 출력을 절대값 연산하여 출력하는

연산부들과, 상기 4개의 연산부들의 출력값을 비교하여 해당 셀을 검출하는 비교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

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은 OFDMA 시스템에서 기지국에서 보다 적은 수의 PN 코드를 이용하여 프리앰블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프리앰

블을 이용하여 이동단말이 해당 셀을 검출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OFDM 기반의 시스템은 주파수 영역에서 부반송별로 신호를 할당한다. 따라서, 해당 셀은 주파

수 영역에서 고유한 패턴을 갖는 셀 탐색 프리앰블을 구성하고, 이동단말은 상기 전송된 다중 경로 신호들로 하여금 부반

송파를 확인하여 셀 탐색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기지국은 각 셀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PN코드를 이용하여 고유 패턴을

가지도록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다수의 기지국들로부터 전송된 다중 경로의 신호

들을 수신한 이동단말은 상기 PN코드를 이용하여 자기 셀 검출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시스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전체 셀의 수가 동일하여도 사용하는 PN 코드 또는 프리앰블의 설계 방법에 따라 이동

단말의 셀 검출 횟수 또는 셀 검출에 따른 복잡도는 크게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본 발명에서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셀 검출에 따라 사용되는 PN코드의 수를 현저히 줄여 이동단말의 셀 검

출의 계산을 줄이고, 상기 셀 검출에 따른 하드웨어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도 4a 내지 도 4d는 본 발명에서 제안된 방법에 따라 생성된 프리앰블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4a는 본 발명의 첫 번째 방법에 따라 다중 코드와 순환시간 지연을 이용하여 프리앰블을 설계하는 구조이고, 상

기 도 4b는 본 발명의 두 번째 방법에 따라 상기 다중 코드와 N/4 배수의 순환시간 지연을 이용하여 프리앰블을 설계하는

구조이다. 도 4c는 본 발명의 세 번째 방법에 따라 짝수 부 반송파를 사용하는 경우, N/8 순환시간지연을 이용하여 프리앰

블을 설계하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도 4d는 본 발명의 네 번째 방법에 따라 데이터 프레임 중 최초의 2개의 OFDM 심볼

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코드를 할당하는 대신에 각각 독립된 코드와 시간지연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N 개의 코드로 구분되는 기지국들 중에서 I번째 기지국에 인가되는 PN 모드들을 Ci(k)라면, 수신된 신호

y(k)는 하기의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

여기서, H(k)는 주파수 영역의 채널 응답을 나타내고, w(k)는 가산 잡음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H(k)는 시간영역의 특정

한 길이 L의 채널응답 h[n]을 이산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얻은 값이다.

상기 <수학식 1>에 대하여 셀 검출에 따른 테스트 코드 Ci(k)를 이용하여 곱셈 연산을 수행하여 하기의 <수학식 2>와 같

이 표현된다.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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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이고, 만일 기지국의 PN 코드와 이동단말의 PN 코드가 정합되는 경우, i=O이 되어 상기 <수

학식 2>는 하기의 <수학식 3>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3

이때, 상기 정합된 심볼에 대하여 N 포인트 IFFT를 수행하면, 하기의 <수학식 4>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수학식 4

여기서, 상기 은 인 백색 잡음(white Gaussian)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OFDMA시스템은 인접한 OFDM심벌간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L N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

된다. 따라서, 상기 PN 코드가 정합된 경우에 에너지 는 시간 영역에 집중된다. 반면에,

상기 PN 코드가 정합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부정합되는 경우 에너지가 전 시간대역에 걸쳐 고루 분산된다.

따라서, 각 테스트 코드에 대해 IFFT하여 시간영역의 에너지 분포를 축정하여 상기 시간 대역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코드를 중에서 선택하면 셀 검출은 종료된다.

그리고, 만일 이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코드라면 시간영역에서 d의

순환 시간지연을 가지는 경우는 <수학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5

또한, 상기 신호는 IFFT에서 하기의 <수학식 6>와 같이 N 개의 OFDM 변조되어 출력된다.

수학식 6

이때, 위의 <수학식 6>에서 코드가 정합되지 않은 경우, 에너지 가

시간영역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순환 지연 프리앰블을 사용하여 에너지의 주요 분포지역을 측정함으로써, 셀 검출이 가능하다.

그 결과로, 주파수 영역에서 모듈레이션, 즉 시간영역에서 순환지연을 사용한 경우 전체 셀을 나타내는 N 개의 PN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즉, 의 에너지 분포를 고려하여 셀 검출을 수행한다.

이때. 각 코드에 대하여 에너지 구간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는 d〉L조건을 만족시켜야하고, 사용가능한 시간지연 신호의

수는 l〈N/L로 제한되어 충분한 수의 코드수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에너지 특성을 고려하여 프리앰블을 설계하면 하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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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방법에 따라 하기의 <수학식 7>을 이용하여 프리앰블을 설계한다.

수학식 7

즉, 하나의 고정된 코드의 순환시간지연을 사용하는 대신에 P 개의 상이한 코드들에 대하여 Q 개의 배수에 따른 시간지연

을 사용하여 전체 셀을 구별하도록 한다. 즉, 상기 P 개의 PN 코드ㅧ Q개의 순환 지연 배수=전체 N 개의 PN 코드의 수를

생성하게 된다.

일 예로, 전체 식별 가능한 PN 코드의 수를 N 코드라 정의하는 경우, 상기 N code가 1024이다. 이 경우, 종래 기술은

1024개의 상이한 PN코드를 생성하고, 이동 단말기도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1024개의 PN코드를 이용하여

셀 검출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전체 식별 가능한 PN 코드의 수를 N code가 1024인 경우, 128개의 P code와, Q=8인 순환지연을

설정하여 셀 검출을 수행하도록 한다. 즉, 128개의 PN 코드를 이용하여 셀 검출을 수행하여 정합된 시간 영역을 확인하고,

상기 Q=8인 순환지연을 통해 에너지가 분포된 시간 영역을 재 확인하여 셀 검출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동단말은 상기 128개의 PN 코드만을 저장하고, 상기 128개에 따른 셀 검출을 수행하여 1/8 이득의 계산을 수

행한다.

2. 두 번째 방법에 따라 Q code=4로 설계하여 프리앰블을 설계한다. 즉, N/4 순환시간 지연을 이용한 프리앰블을 설계한

다.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OFDM 시스템에서는 순환시간지연을 사용한 경우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IFFT가 필요하

다. 이 때 복소 곱셈수는 와 같이 표현가능하며 따라서, 상기 N 과 P 값이 증가함에 따라 셀 검출

기의 복잡도가 커지게 된다.

게다가 고정 소수점 구현시, 상기 N이 증가할수록 요구되는 신호대양자화잡음비(SQNR)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트

수도 증가한다. 예를 들면, 1024개의 IFFT의 경우 40dB SQNR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13bit가 필요하고, 실제 하드웨어 구

현의 복잡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Q code=4의 경우, 이러한 IFFT대신 M N의 경우, 하기의 <수학식 8>은 <수학식 9>와 같이 쓸 수 있다.

수학식 8

수학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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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N코드가 정합된 경우, 각 순환 시간지연에 대하여 0, , , 으로부터 L구간에 에너지가 집중되게 된다.

따라서 IFFT를 사용하여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는 대신에, 순환시간 지연이 0의 경우는 저대역 필터를 그외의 경우는 ,

, 근방을 패스밴드로 가지는 밴드패스의 출력에너지를 측정하면 에너지 분포를 근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PN코드가 부정합인 경우 신호의 에너지가 전대역으로 고루 퍼지게 되므로, 각 밴드패스 필터의 출력에너지가 정

합된 순환시간지연 PN코드의 경우에 비해 낮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이를 통하여 셀검출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4개의 밴드패스필터를 독립적으로 구현할 경우, 계산량과 하드웨어 복잡도가 크지만, 본 발명에 따라 순환시

간지연 0, , , 을 이용하여 하나의 밴드패스필터를 통해 상기 4개의 밴드패스필터 출력을 얻음으로 이동단말은

별도의 셀 검출에 따른 계산량의 해당 셀을 검출할 수 있다.

먼저, A(k)을 시간 영역 0을 중심으로 하는 주파수 영역의 M탭 저대역필터라면, 필터 는 시간지연 L을

중심으로하는 밴드패스 필터가 된다. 그리고 모듈레이션 항 은 곱셈이 아닌 실수 또는 허수부의 부호

변환에 의하여 간단하게 구현된다.

예로 필터 A(k)와 순환시간지연 에 해당하는 필터 의 경우를 살펴보자.

수학식 10

수학식 11

여기서 는 각각 A(k)와 의 출력신호를 나타낸다. 이때, 상기 필터들에서 곱셈은

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상기 <수학식 11> 값에 실수와 복수부를 적절히 부호 변환해주어 더해주면 필터 의 출력을 추가적

인 곱셈 연산없이 구할 수 있다. 즉, 상기 두 번째 방법에서는 순환시간지연을 이용하여 특정 기지국의 에너지를 특정 시간

영역에 분포하도록 하여 셀 검출을 수행하도록 한다.

3.세 번째 방법에 따라 짝수 부반송파 사용하는 경우에 N/8 순환시간지연을 이용하여 프리앰블을 설계한다.

주파수 오프셋 및 프레임 동기를 위하여 짝수 번째 부반송파만 사용하는 프리앰블이 쓰일 경우, N/2를 주기로 시간영역에

서 순환 반복되게 되어 상기 <수학식 6>은 하기의 <수학식 12>과 같이 표현가능하다.

수학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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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순환시간지연 ld=0와 ld= 경우,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N/4 배수 시간 지연을 이용해서 발생 가능한 코드는 4개

에서 2개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순환시간지연 N/8을 사용하면 0, N/8, N/4, 3N/8의 4가지 코드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때, 해당 주파수 영역의 모듈레이션은 으로써 (1, -j, -1, j)외에 등의 곱셈을 요

구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있는 짝수 번째 부반송파만을 취하여 즉, N/2 포인트의 IFFT를 수행하면 하기의 <수

학식 13>과 같이 표현가능하다.

수학식 13

그리고, 상기 <수학식 13>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를 처리하는 밴드패스필터는 하기의 수학식 14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수학식 14

따라서, 짝수 부반송파와 상기 8/N 순환시간지연에 따라 프리앰블을 생성하여 하드웨어 구현에 따른 복잡도를 간소화하게

된다. 즉, 4개의 밴드패스필터 출력이나 실수 또는 허수의 부호 변환를 이용하여 셀 검출을 하나의 밴드패스필터로 구현하

여 하드웨어 복잡도를 간소화한다.

4.네 번째 방법에 따라 데이터 프레임중에서 최초의 두 개의 OFDM 심벌(일 예로, OFDM심볼0, OFDM심볼1)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코드를 인가하는 대신 각각 독립된 코드와 독립된 순환시간지연을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수학식 15

여기서 Pcode0 및 Pcode1은 각각 OFDM심볼0과 OFDM심볼1에 사용된 PN코드수를 나타내고, Qcode0 및 Qcode1은 각각

OFDM심볼0과 OFDM심볼1에 사용된 순환시간지연의 경우 수를 나타낸다.

일 예로, 전체 1024개의 셀을 구별하는 경우 종래 기술에 따르면 단순히 1024개의 PN 코드를 이용하여 OFDM심볼0과

OFDM심볼1에 생성하였다. 즉, 1024개의 PN코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심볼을 반복 전송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네 번째 실시 예에 따라 Qcode0=Qcode1=4로 설정하고, Qcode0=Qcode1=8로 설정하는 경우, 총 16개의

PN 코드를 이용하여 프리앰블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동단말의 경우, 총 16개의 PN 코드를 이용하여 셀 검출을 수행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셀 검출에 따른 계산량을 1/70으로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메모리는 최대 8개의 PN코드

만을 저장함으로 하드웨어 크기가 감소하는 장점을 가진다.

다시 상기 도 4d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PN 코드를 사용하여 셀 검출을 수행할 경우의 검출 오차를 라고 가정하

는 경우, 종래와 같이 하나의 코드를 이용하여 전체 N code에 대하여 셀 검출 테스트를 하는 경우 검출오차는

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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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발명에 따라 서로 독립된 코드 즉, 를 사용하여 2개의

OFDM심볼들에 할당한 경우의 오차는 와 같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검출오차는 로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검출오차가

약 1/34로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제안된 방법에 따라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PN 코드 발생기(400)는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P개의 다중 코드로 스크램블링한다. 이때, 상기

PN 코드 발생기(400)는 본 발명에 따라 구별하고자 하는 총 셀의 수를 순환지연코드의 수를 고려하여 상기 P 개의 다중

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상기 P 개의 다중 코드로 스크램블링된 데이터 심볼은 IFFT(402)에서 OFDM 샘플 데이터들로 OFDM 변조하여 출력한

다. 상기 OFDM 샘플 데이터는 순환 쉬프트(404)에서 Q만큼 시간 영역에서 쉬프트 된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고정적인

위치에서 보호 구간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Q만큼 시간 영역에서 쉬프트된 위치의 OFDM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호

구간을 생성한다. CP 삽입기(406)는 상기 Q 쉬프트된 OFDM 샘플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기지 순환접두부호를 보호 구간

으로 설정하여 OFDM 전송 심볼을 출력한다. 병/직렬 변환부(408)는 상기 OFDM 전송 심볼을 직렬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무선 처리부(RF부, 410)는 상기 OFDM 전송 심볼을 다중 경로를 통해 OFDM 신호로 전송한다.

도 6a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수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a를 참조하면, RF(412)는 다중 경로를 통해 전송된 무선의 OFDM 신호를 수신한다. CP 제어기 및 직/병렬 변환

기(414)는 상기 OFDM 신호를 신호로부터 Q만큼 순환 쉬프트되어 삽입된 CP를 제거한 후, 직렬의 유효 OFDM 샘플 데이

터를 병렬로 동시에 출력한다. FFT부(416)는 보호 구간이 제거된 상기 유효 OFDM 샘플 데이터를 FFT하여 OFDM 복조

를 수행한다. 즉,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시간 영역의 신호로 OFDM 복조하여 출력한다.

곱셈기(419)는 상기 시간 영역의 신호들에 PN 코드 발생기(418)로부터 생성된 P개의 PN코드를 이용하여 역스크램블링

을 수행한다. IFFT 및 에너지 측정부(420)는 P개의 PN코드와 정합을 수행하여 상기 OFDM 샘플 데이터에 대하여 에너지

를 확인한다. 즉, 상기 IFFT 및 에너지 측정부(420)는 상기 OFDM 샘플 데이터를 IFFT하여 에너지 분포를 확인하여 출력

한다. 이때, 상기 IFFT 및 에너지 측정부(420)는 순환지연 Q값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순환지연된 Q 값에 대응하여 상기

신호들이 특정 시간 영역에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셀 검출기(422)는 상기 에너지들 중에서 특정 시간 영역

내에 분포된 에너지를 셀로 검출한다. 셀 검출기(424)는 상기 셀 검출기(422)를 통해 출력된 상기 특정 시간 영역의 에너

지들을 확인하여 즉, Q만큼의 쉬프트 된 시간 영역내에 분포한 에너지들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코드를 상기 이

동단말의 셀로 검출한다.

도 6b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수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b를 참조하면, RF(500)는 다중 경로를 통해 전송된 무선의 OFDM 신호를 수신한다. CP 제어기 및 직/병렬 변환

기(502)는 상기 OFDM 신호를 신호로부터 Q만큼 순환 쉬프트되어 삽입된 CP를 제거한 후, 직렬의 유효 OFDM 샘플 데이

터를 병렬로 동시에 출력한다. FFT부(504)는 보호 구간이 제거된 상기 유효 OFDM 샘플 데이터를 FFT하여 OFDM 복조

를 수행한다. 곱셈기(507)는 상기 시간 영역의 신호들에 PN 코드 발생기(506)로부터 생성된 P개의 PN코드를 이용하여

역스크램블링을 수행한다. 이는 프리앰블의 설계와 관련하여 Q code=4인 순환지연을 사용하는 경우, 정합된 PN가 존재

하는 경우, 상기 4의 값을 가지는 순환 시간지연에 대하여 0, , , 으로부터 L구간에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이

다. 밴드 패스 필터(508)는 상기 입력된 신호들에 대하여 상기 4개의 밴드패스필터를 출력한다. 즉, 에너지가 집중된 네 개

의 시간 영역의 신호를 출력한다. 셀 검출기(510)는 상기 출력된 시간 영역이 에너지들 중에서 상기 특정 시간 영역내에 분

포된 에너지를 셀로 검출한다. 셀 검출기(512)는 상기 셀 검출기(510)를 통해 출력된 시간 영역의 에너지 분포를 확인하여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코드를 상기 이동단말의 셀로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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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6b는 상기 도 6a에 비교하여 이동 단말이 하나의 밴드패스필터를 통해 상기 4개의 밴드패스필터 출력을 얻음으로

셀 검출에 따른 별도의 계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즉, 시간 영역 0을 중심으로 하는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시간지연

L을 중심으로 하는 밴드패스필터로 출력하고, 상기 출력에 대하여 곱셈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수 또는 허수부

의 부호 변환를 수행하여 간단하게 셀 검출을 수행한다.

도 7a는 도 6b와 관련하여 본 발명에 따른 셀 검출기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7a를 참조하면, 다중 경로를 통해 전송된 신호y(k)는 곱셉기(630)에서 PN 코드 발생기로부터 출력되는 N/4개의

PN 코드와 곱해져서 데이터 심볼을 출력한다. M탭 지연기(D 600 내지 608)는 상기 데이터 심볼을 입력하여 순차적으로

지연 출력한다.

일 예로, 스크램블링 된 신호 A(k)을 M탭 저대역필터에 인가하면, 필터 는 시간지연 L을 중심으로 하는

밴드패스 필터가 된다. 즉, 상기 A(k)는 M탭 지연기(D 600 내지 608)를 통해 신호

를 출력한다.

곱셉기(610 내지 618)는 각 지연기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신호와 입력되는 필터 계수와 곱셈 연산하여 출력한다. 일 예로,

상기 M탭 지연기가 3탭 필터인 경우. 상기 필터 계수는 하기와 같다.

(1, 1, 1, 1), (1, -j, -1, j),(1, -1, 1, -1), (1, j, -1, -j)

합산기(640 내지 646)는 M개의 곱셉기(610 내지 618)로부터 출력되는 출력을 순차적으로 합산하고, 제곱기 및 합산기

(620 내지 626)는 상기 합산한 결과에 대하여 제곱 연산 및 덧셈 연산을 수행하여 각 크기를 구하여 출력한다. 즉, 하나의

데이터 심볼에 대하여 상기 4개의 밴드패스필터 출력을 제공한다. 비교기(628)는 상기 제곱기 및 합산기(620 내지 626)중

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코드를 출력한다.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셀 검출을 위하여 하나의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4개의 밴드패스필터출력을 얻고, 상기

밴드패스필터의 출력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코드를 해당 셀로 검출한다. 즉, N 포인트의 IFFT를 정해진 주파수

영역만 통과 시키는 밴드패스필터로 구현하여 하드웨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N개의 코드에 대한 계산을 N/

4로 간소화하여 셀 검출에 따른 연산 복잡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7b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프레임 검출기의 다른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7b는 상기 도 7a와 비교하여 상기 제곱기 및 합산기(620 내지 626)는 각 필터의 출력 에너지를 구하기 위하여 상기 복

소수의 크기 제곱 연산을 수행한다. 일 예로, 의 에너지는 와 같이 표현가능하다. 이때, 상기 각 정

수 및 허수의 크기는 하기와 같이 로 표현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도 7b는 상기 제곱기 및 합산기(620 내지 626) 대신에 절대값 합산기(720 내지 726)을 구비하여 절대값 합

산 연산을 수행한다. 즉, 상기 제곱기 및 합산기(620 내지 626)는 상기 에너지 분포를 추정하는 대신 실수부와 허수부의

절대값을 더하여 셀 검출을 수행한다. 이 경우 상기 도 7a의 에너지의 계산과는 달리 간단하게 실수와 허수부의 부호를 변

경하여 즉, 곱셈 연산이 필요로 하지 않아 셀 검출에 따른 계산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상기 도 7b

는 셀 검출에 따른 에너지의 추정과 관련하여 곱셈 연산을 제거하므로써, 적은 계산량으로 셀 검출을 수행하는 효과를 가

진다.

도 8은 본 발명에서 제안된 실시 예들에 따라 다중 코드와 시간 지연을 이용한 프리앰블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도 6a와 도 6b에 도시된 셀 검출기에 따른 시스템 성능을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본 발명

에 따라 FFT를 이용하여 16개의 PN 코드를 사용하고 순환 지연을 1로 설정하여 셀 검출을 수행한 결과 점선과 같은 시스

템 성능을 보인다. 반면에, 상기 FFT 대신에 밴드패스필터를 이용하는 경우 상기 FFT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시스템 이득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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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본 발명은 상이한 PN코드와 순환시간 지연을 이용하여 프리앰블을 설계하고, 상기 PN코드와 순환시간 지연

에 따라 셀 검출을 수행함으로 보다 적은 계산량으로 셀 검출을 수행하는 장점을 가진다.

즉, 사용 가능한 PN 코드의 수를 감소시켜 셀 검출에 따른 연산 복잡을 감소시키고, 정해진 주파수 영역만을 고려하여 셀

검출을 수행하여 하드웨어를 감소시킨다.

일 예로, TTA WIBRO 시스템의 경우, 본 발명을 이용하여 1016번의 검출시도 횟수를 16회로 약 70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고, 프리앰블 생성시에 저장하여야 하는 PN코드의 수도 8개로 감소 시킬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

술하는 발명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발명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전체 셀에 대응하는 N 개의 코드에 대하여 셀 탐색을 수행하는 대신에 순환지연이 고려된 P개

의 PN코드에 대하여 셀 탐색을 수행하여 셀 탐색에 따른 계산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즉, 상기 N 개의 전체 PN코드를

테스트하는 대신에 P개로 셀검출을 수행하고 상기 P개에 대하여 정해진 에너지 영역만을 시간 영역에 분포시켜 셀 검출이

수행하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상기 셀 검출에 사용되는 PN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이동 단말의 메모리가 현저하게 감소하

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셀 검출에 따른 오차도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프리앰블을 설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전체 N개의 셀의 개수를 Q만큼의 순환 지연값을 고려하여 사용할 P 개의 의사 랜덤 코드(PN 코

드)의 수로 구분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P 개의 PN코드를 이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하는 과정과,

상기 스크램블링 된 데이터를 Q만큼 순환 지연하여 보호 구간을 생성한 후 직교 분할 다중 전송 신호(OFDM 심볼)로 생성

하여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N개의 셀의 개수는 상기 P 개의 PN 코드와 Q만큼의 순환 지연의 조합으로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PN 코드의 수는 전체 N개의 셀의 개수의 1/4이고 이때, 순환 지연의 값은 4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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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순환 지연의 값은 N/8로 설정 가능함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기지국은 상기 P 개의 PN코드들로 스크램블링을 수행한 후, 상기 직교 분할 다중 전송 신호(OFDM 심볼)을 Q만큼 지연된

시간 영역에 분포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기지국에서 순환 지연에 따라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 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발생된 P 개의 의사 랜덤 코드를 이용하여 부반송파 신호에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부반송파 신호를 상기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 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와 P 개의 의사 랜덤 코드를 고려하여 순환

시프트하는 과정과,

상기 순환 시프트된 OFDM 심볼에 보호 구간(CP)을 삽입하여 OFDM 전송 심볼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기지국에서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 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사용할 P 개의 의사 랜덤 코드를 생성하는

PN 코드 발생기와,

상기 P 개의 의사 랜덤 코드로 스크램블링된 시간 영역의 신호를 미리 결정된 Q개의 시간 간격의 배수로 순환 지연시키는

싸이클릭 시프터와,

상기 시간 영역의 신호에 보호 구간(CP)을 삽입하는 삽입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8.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이동단말에서 셀 검출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송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 심볼(OFDM 전송 심볼)을 수신하여 보호 구간을 제거한 후, 상기 보호 구간이 제거된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변환된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 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사용된 P 개의 PN 코드

들로 복조하는 과정과,

상기 복조된 신호들을 역고속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순환 지연된 값만큼 특정 시간 영역에 분산시키는 과정과,

공개특허 10-2006-0044126

- 13 -



상기 특정 시간 영역에 분산된 에너지들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코드를 해당 셀로 검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복조된 신호들을 저대역 필터를 이용하여 정해진 주파수 대역의 신호만 출력하여 셀 검출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이 셀 검출을 수행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 심볼(OFDM 전송 심볼)와 관련하여 보호 구간이 제거된 주파수 영역의 신호들을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 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Q만큼의 순환 지연값을 고려하여 P개의 PN 코드들을 생성하는

PN 코드 발생기와,

상기 P 개의 PN 코드로 복조를 수행한 OFDM 전송 심볼들을 시간 영역의 신호들로 출력하는 역고속 푸리에 변환부와,

상기 신호들의 에너지를 확인하여 특정 시간 영역에 분포된 신호들을 검출하는 제1 셀 검출기와,

상기 특정 시간 영역내의 신호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신호의 PN 코드를 상기 이동 단말의 셀로 검출하는 제2셀 검출

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1.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이 셀 검출을 수행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송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 심볼(OFDM 전송 심볼)와 관련하여 보호 구간이 제거된 주파수 영역의 신호들을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 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Q만큼의 순환 지연값을 고려하여 P개의 PN 코드를 생성하는

PN 코드 발생기와,

상기 P 개의 PN 코드로 복조를 수행한 OFDM 전송 심볼을 정해진 주파수 영역에 대응하여 특정 시간 영역의 신호로 출력

하는 밴드패스필터와,

상기 시간 영역의 신호의 에너지를 확인하여 특정 시간 영역에 분포된 신호를 검출하는 제1 셀 검출기와,

상기 특정 시간 영역내의 신호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신호의 PN 코드를 상기 이동 단말의 셀로 검출하는 제2셀 검출

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2.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이동단말에서 셀 검출을 수행하는 셀 검출 장치에 있어서,

전송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 심볼(OFDM 전송 심볼)에 대하여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P개의 PN 코드와 복조를 수행하는 복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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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조된 OFDM 전송 심볼을 M개의 지연 신호로 출력하는 M 개의 지연기들과,

상기 지연된 전송 심볼을 선택된 필터 계수의 조합과 곱셈 연산을 수행하는 M개의 곱셈기들과,

상기 M 개의 곱셈기의 출력을 합산하는 4개의 합산기들과,

상기 합산기들에 각각 대응하여 상기 합산기들의 출력을 제곱 합산하여 출력하는 연산부들과,

상기 4개의 연산부들의 값을 비교하여 해당 셀을 검출하는 비교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3.

직교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이동단말에서 셀 검출을 수행하는 셀 검출 장치에 있어서,

전송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 심볼(OFDM 전송 심볼)에 대하여 전체 셀을 구분하기 위한 N개의 사용자 구분 코드에

대응하여 P개의 PN 코드와 복조를 수행하는 복조기와,

상기 복조된 OFDM 전송 심볼을 M개의 지연 신호로 출력하는 M 개의 지연기들과,

상기 지연된 전송 심볼에 선택된 필터 계수의 조합과 덧셈 연산을 수행하는 4개의 합산기들과,

상기 합산기들에 각각 대응하여 상기 합산기들의 출력을 절대값 연산하여 출력하는 연산부들과,

상기 4개의 연산부들의 출력값을 비교하여 해당 셀을 검출하는 비교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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