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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양한 규격의 신호를 송수신 처리하는 물리층 장치, 이를구비한 무선 랜 시스템 및 그 무선 랜 방법

요약

다양한 규격의 신호를 송수신 처리하는 물리층 장치, 이를 구비한 무선 랜 시스템 및 그 무선 랜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무

선 랜 시스템은, 다양한 규격의 신호들을 송신할 수 있고, 수신 시에는 상기 다양한 규격의 신호들의 프리앰블 기간, 특히,

OFDM 규격에서의 16㎲ 프리앰블 기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를 하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머지 프리앰블 기간 이내에 DSSS/CCK 규격을 판별하여 수신 처리할 수 있다. 따라

서, IEEE 802.11.g에서 제안되는 통합 무선 랜 시스템에서 DSSS/CCK 및 OFDM 신호들을 안정적으로 송수신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DSSS 및 OFDM 신호의 일반적인 타이밍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병렬 수신 처리 방식의 무선 랜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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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및 도 3b는 도 1의 무선 랜 시스템의 동작 설명을 위한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직렬 수신 처리 방식의 무선 랜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5는 도 4의 무선 랜 시스템의 동작 설명을 위한 흐름도이다.

도 6은 도 4의 무선 랜 시스템에서, DSSS 및 OFDM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랜(Local Area Network)(이하 "LAN"으로 약칭함)에 관한 것으로, 특히 IEEE802.11에서 정의되는 무선

(wireless) 랜(LAN)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IEEE802.11에서 정의 되는 무선(wireless) 랜(LAN) 시스템은 개인 또는 공중 네트워크의 LAN(local area network)을

무선으로 연결시켜,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기 등의 디바이스들을 사용하는 유저(user)에게 정보 송수신에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IEEE 802.11.g에서는,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신호, CCK(Complementary Code Keying),

및 OFDM(Orthogonal Frequence Division Multiplexer) 신호 전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신호의 송수신

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DSSS 신호는 2.4GHz 대역에서 1Mbps 정도의 전송 속도로 송수신 처리되고, CCK 신호는 2.4GHz 대역에서

최대 11Mbps 정도의 전송 속도로 송수신 처리된다.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OFDM 신호는, 일반적으로, IEEE 802.11.a

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5.4GHz 대역에서 최대 54Mbps 정도의 전송 속도로 송수신 처리되지만, IEEE 802.11.g에

서 제안되는 통합 시스템에서는, DSSS 신호 또는 CCK 신호와 같은 RF 모듈을 사용하여 무선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해

야하므로 2.4GHz 대역(2.4 ~2.4835GHz) 중 20MHz 정도의 밴드 대를 사용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DSSS 신호, CCK 신호, 또는 OFDM 신호에 대한 일반적인 전송 이론과 시스템에 대하여는, 미국 특허, "US6,256,508",

및 미국 공개 특허, "US2002/0159422"에 잘 나타나 있다.

도 1은 DSSS 및 OFDM 신호의 일반적인 타이밍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DSSS 신호의 경우에는 56㎲ 이내, OFDM 신호의 경우에는 16 ㎲ 이내에 프리앰블(preamble) 처리가

되어 DSSS 신호인지 또는 OFDM 신호인지가 판별된다. CCK 신호의 경우에는 DSSS 신호에 준하여 처리된다.

그런데, IEEE 802.11.g와 같은 통합 처리 시스템의 경우에, DSSS/CCK 및 OFDM 신호들의 송신 시에는, 서로 다른 규격

으로 패킷(packet) 된 신호를 송신하면 되지만, 그 신호들의 수신시에는 프리앰블(preamble)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즉, DSSS/CCK 및 OFDM 신호들의 수신 처리는, 2.4G ~ 2.4835GHz중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가 RF 모듈에서 추

출되면, AGC(auto gain control) 과정에 의하여 신호 판별에 필요한 유효한 크기로 증폭된 후, 프리앰블 처리되어 DSSS/

CCK 신호 또는 OFDM 신호인지가 판정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호 규격이 판정된 신호는, 후 처리단에서 복조되어

MAC(Media Access Control) 층을 거쳐 유저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규격의 신호들을 수신 처리하기 위하여, AGC 처리된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여 디지털로 변환

시에, 심볼 레이트(symbol rate) 1MHz를 가지는 DSSS/CCK 신호의 경우에는 11M/22M/44MHz의 클럭 신호에 동기시

켜 샘플링해야 하고, 심볼 레이트 20MHz를 가지는 OFDM 신호의 경우에는 20M/40M/80MHz의 클럭 신호에 동기시켜

샘플링해야 한다. 그러나, 수신된 신호가 어떠한 규격의 신호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샘플링 클럭들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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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샘플링된 신호로부터 프리앰블 처리하는 과정이, 모든 규격의 신호들의 프리앰블 기간, 특히, OFDM에서 16 ㎲의 프리

앰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

머지 프리앰블 기간 내에 DSSS/CCK 규격을 판별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다양한 규격의 신호들을 송신할 수 있고, 수신 시에는 상기 다양한 규격의

신호들의 프리앰블 기간, 특히, OFDM 규격에서의 16㎲ 프리앰블 기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를 하고, OFDM 규격에 해당

하지 않으면,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머지 프리앰블 기간 내에 DSSS/CCK 규격을 판별하

여 수신 처리할 수 있는 물리층 장치 및 이를 구비한 무선 랜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다양한 규격의 신호들을 송신할 수 있고, 수신 시에는 상기 다양한 규격의 신

호들의 프리앰블 기간, 특히, OFDM 규격에서의 16㎲ 프리앰블 기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를 하고, OFDM 규격에 해당하

지 않으면,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머지 프리앰블 기간 내에 DSSS/CCK 규격을 판별하여

수신 처리할 수 있는 무선 랜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는, PLCP 처리부, 송신 처리부, 및 수신

처리부를 구비한다.

상기 PLCP 처리부는 DSSS/CCK 복조 신호, OFDM 복조 신호, MAC 층에서 입력되는 패킷 신호(PKTS) 각각을 받아

OFDM 규격 또는 DSSS/CCK 규격으로 구분하여 해당 상위 층으로 출력되도록 PLCP 중계 처리하고, 전반적인 제어를 수

행한다.

상기 송신 처리부는 상기 PLCP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RCA)를 출력한다.

상기 수신 처리부는 RF 모듈에서 처리된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RCA)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소정 보간 처리하고 복조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한 상

기 OFDM 복조 신호를 상기 PLCP 처리부에 출력한다.

상기 송신 처리부는, DSSS/CCK 변조부, OFDM 변조부, 먹스부, 및 DA 변환부를 구비한다. 상기 DSSS/CCK 변조부는

DSSS/CCK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변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변조부

는 OFDM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OFDM 변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먹스부는 처리되는 순

서에 따라 상기 DSSS/CCK 변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변조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한다. 상기 DA 변환부는 상기 먹스

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들 각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

호를 출력한다.

상기 수신 처리부는, AD 변환부, 보간부, DSSS/CCK 복조부, 및 OFDM 복조부를 구비한다. 상기 AD 변환부는 상기 RF

모듈에서 처리된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보간부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소정 보간 처리하여 출력한다. 상기 DSSS/CCK 복조부는 상기 소정 보간 처리된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복조부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

다.

상기 소정 보간 처리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의 크기를 상기 DSSS/CCK 규격의 전송 속도에 대응하는 샘플링 클럭에

동기시켜 출력할 때, 상기 샘플링 클럭에 동기된 출력 신호는, 상기 디지털 신호를 3차 이상의 함수로 대응시킬 때, 상기 샘

플링 클럭의 액티브 상태 시의 상기 함수에 대응하는 디지털 값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랜 시스템의 다른 물리층 장치는, PLCP 처리부, 송신 처리부, 및

수신 처리부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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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LCP 처리부는 DSSS/CCK 복조 신호, OFDM 복조 신호, MAC 층에서 입력되는 패킷 신호(PKTS) 각각을 받아

OFDM 규격 또는 DSSS/CCK 규격으로 구분하여 해당 상위 층으로 출력되도록 PLCP 중계 처리하고, 전반적인 제어를 수

행한다.

상기 송신 처리부는 상기 PLCP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수신 처리부는 RF 모듈에서 처리된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RCA)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 DSSS/CCK 제어를 받아 복조하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송신 처리부는, DSSS/CCK 변조부, OFDM 변조부, 먹스부, 및 DA 변환부를 구비한다. 상기 DSSS/CCK 변조부는

DSSS/CCK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변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변조부

는 OFDM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OFDM 변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먹스부는 처리되는 순

서에 따라 상기 DSSS/CCK 변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변조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한다. 상기 DA 변환부는 상기 먹스

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들 각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

호를 출력한다.

상기 수신 처리부는, AD 변환부, DSSS/CCK 제어부, DSSS/CCK 복조부, 및 OFDM 복조부를 구비한다. 상기 AD 변환부

는 상기 RF 모듈에서 처리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DSSS/CCK 제어부는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변환된 디

지털 신호의 출력을 제어한다. 상기 DSSS/CCK 복조부는 상기 DSSS/CCK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복조부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

보를 생성하고,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는, 제2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

시키고, 상기 DSSS/CCK 복조부에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생성할 때,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가 제2 논리 상

태로 된 후 소정 제2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소정 제1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여, OFDM 규격에 해당하면 제1 논리 상태를 유지하

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소정 제2 시간은, 40㎲이고, 상기

소정 제1 시간은, 16㎲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랜 시스템은, RF 모듈부, 물리층부, 및 MAC층부를 구비한다.

상기 RF 모듈부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OFDM 변조 신호 또는 DSSS/CCK 변조 신호(MODS)를 받아 반송파에 실어

무선으로 송신하며, 무선 공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RCA)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상기 물리층부는 패킷 신호(PKTS)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

환한 후, 소정 보간 처리하고 복조하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하여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MAC층부는 인터페이스 된 외부의 다른 층들로부터 받는 정보(LND)를 수신하여 MAC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하여 상

기 패킷 신호(PKTS)를 출력하며, PLCP 중계 처리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복조 신호(MCD)를 받

아 링크 분배하여 외부의 상기 다른 층들에 출력한다.

상기 물리층부는, PLCP 처리부, 송신 처리부, 및 수신 처리부를 구비한다. 상기 PLCP 처리부는 상기 패킷 신호(PKTS) 및

상기 복조 신호들 각각을 받아 OFDM 규격 또는 DSSS/CCK 규격으로 구분하여 해당 상위 층으로 출력되도록 상기 PLCP

중계 처리하고, 상기 물리층부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송신 처리부는 상기 PLCP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패

킷 신호(PKTS)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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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수신 처리부는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

로 변환한 후, 상기 소정 보간 처리하고 복조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한 상

기 OFDM 복조 신호를 상기 PLCP 처리부에 출력한다.

상기 송신 처리부는, DSSS/CCK 변조부, OFDM 변조부, 먹스부, 및 DA 변환부를 구비한다. 상기 DSSS/CCK 변조부는

DSSS/CCK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변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변조부

는 OFDM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OFDM 변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먹스부는 처리되는 순

서에 따라 상기 DSSS/CCK 변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변조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한다. 상기 DA 변환부는 상기 먹스

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들 각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

호를 출력한다.

상기 수신 처리부는, AD 변환부, 보간부, DSSS/CCK 복조부, 및 OFDM 복조부를 구비한다. 상기 AD 변환부는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보간부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소정 보간 처리하여 출력한다. 상기 DSSS/CCK 복조부는 상기 소정 보간 처리된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복조부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하여 상기 OFDM 복조 신

호를 출력한다.

상기 소정 보간 처리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DSSS/CCK 규격의 전송 속도에 대응하는 샘플링 클럭에 동기시

켜 출력할 때, 상기 샘플링 클럭에 동기된 출력 신호는, 상기 디지털 신호의 크기를 3차 이상의 함수로 대응시킬 때, 상기

샘플링 클럭의 액티브 상태 시의 상기 함수에 대응하는 디지털 값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무선 랜 시스템은, RF 모듈부, 물리층부, 및 MAC층부를 구비한

다.

상기 RF 모듈부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OFDM 변조 신호 또는 DSSS/CCK 변조 신호(MODS)를 받아 반송파에 실어

무선으로 송신하며, 무선 공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RCA)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상기 물리층부는 패킷 신호(PKTS)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

환한 후,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 DSSS/CCK 제어를 받아 복조하여 DSSS/

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

에 응답하여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MAC층부는 인터페이스 된 외부의 다른 층들로부터 받는 정보(LND)를 수신하여 MAC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하여 상

기 패킷 신호(PKTS)를 출력하며, PLCP 중계 처리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복조 신호(MCD)를 받

아 링크 분배하여 외부의 상기 다른 층들에 출력한다.

상기 물리층부는, PLCP 처리부, 송신 처리부, 및 수신 처리부를 구비한다. 상기 PLCP 처리부는 상기 패킷 신호(PKTS) 및

상기 복조 신호들 각각을 받아 OFDM 규격 또는 DSSS/CCK 규격으로 구분하여 해당 상위 층으로 출력되도록 상기 PLCP

중계 처리하고, 상기 물리층부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송신 처리부는 상기 PLCP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패

킷 신호(PKTS)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

그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수신 처리부는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

로 변환한 후,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받아 복조

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송신 처리부는, DSSS/CCK 변조부, OFDM 변조부, 먹스부, 및 DA 변환부를 구비한다. 상기 DSSS/CCK 변조부는

DSSS/CCK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변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변조부

는 OFDM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OFDM 변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먹스부는 처리되는 순

서에 따라 상기 DSSS/CCK 변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변조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한다. 상기 DA 변환부는 상기 먹스

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들 각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

호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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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처리부는, AD 변환부, DSSS/CCK 제어부, DSSS/CCK 복조부, 및 OFDM 복조부를 구비한다. 상기 AD 변환부

는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DSSS/CCK 제어부

는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의 출력을 제어한다. 상기 DSSS/CCK 복조부는 상기 DSSS/CCK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복조부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

보를 생성하고,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는, 제2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

시키고, 상기 DSSS/CCK 복조부에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생성할 때,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가 제2 논리 상

태로 된 후 소정 제2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소정 제1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여, OFDM 규격에 해당하면 제1 논리 상태를 유지하

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소정 제2 시간은, 40㎲이고, 상기

소정 제1 시간은, 16㎲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구비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랜 방법은, 먼저, 무선 랜 시스템이, 무선 공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RCA)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다음에, 상기 무선 랜 시스템은,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소정 보간 처리하여 출력하며, 상기 소

정 보간 처리된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상기 무선 랜 시스템은, 상기 변환된 디지

털 신호를 직접 처리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이에 따라, 상기 무선 랜 시스템은, PLCP 중계 처리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복조 신호(MCD)를 받아 링크 분배하여 외부의 상기 다른 층들에 출력할 수 있다.

상기 소정 보간 처리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DSSS/CCK 규격의 전송 속도에 대응하는 샘플링 클럭에 동기시

켜 출력할 때, 상기 샘플링 클럭에 동기된 출력 신호는, 상기 디지털 신호의 크기를 3차 이상의 함수로 대응시킬 때, 상기

샘플링 클럭의 액티브 상태 시의 상기 함수에 대응하는 디지털 값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무선 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구비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무선 랜 방법은, 먼저, 무선 랜 시스템이, 무선 공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

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RCA)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다음에, 상기 무선 랜 시스템은,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OFDM 규격인지를 알

리는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의 출력을 제어하며,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받아 출력된 상기 신호를 처리하여 DSSS/

CCK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상기 무선 랜 시스템은,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이에 따라, 상기 무선 랜 시스템은, PLCP 중계 처리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

기 OFDM 복조 신호(MCD)를 받아 링크 분배하여 외부의 다른 층들에 출력할 수 있다.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는, 제2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

시키고, 상기 DSSS/CCK 복조부에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생성할 때,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가 제2 논리 상

태로 된 후 소정 제2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소정 제1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여, OFDM 규격에 해당하면 제1 논리 상태를 유지하

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소정 제2 시간은, 40㎲이고, 상기

소정 제1 시간은, 16㎲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병렬 수신 처리 방식의 무선 랜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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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병렬 수신 처리 방식의 무선 랜 시스템은, RF 모듈부(210), 물리층부(220),

및 MAC층부(230)를 구비한다.

상기 RF 모듈부(210)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OFDM 변조 신호 또는 DSSS/CCK 변조 신호(MODS)를 받아 반송파에

실어 무선으로 송신하며, 무선 공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

CCK 아날로그 신호(RCA)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상기 물리층부(220)는 패킷 신호(PKTS)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

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RF 모듈부(210)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

털 신호로 변환한 후, 소정 보간 처리하고 복조하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

리하여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소정 보간 처리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DSSS/CCK 규격의 전송 속

도에 대응하는 샘플링 클럭에 동기시켜 출력할 때, 상기 샘플링 클럭에 동기된 출력 신호는, 상기 디지털 신호의 크기를 3

차 이상의 함수로 대응시킬 때, 상기 샘플링 클럭의 액티브 상태 시의 상기 함수에 대응하는 디지털 값으로 하는 것이다.

상기 MAC층부(230)는 인터페이스 된 외부의 다른 층들로부터 받는 정보(LND)를 수신하여 MAC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하

여 상기 패킷 신호(PKTS)를 출력하며, PLCP 중계 처리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복조 신호(MCD)

를 받아 링크 분배하여 외부의 상기 다른 층들에 출력한다.

도 2에서, 상기 물리층부(220)는, PLCP(Physical Layer Convergence Procedure) 처리부(221), 송신 처리부(223), 및

수신 처리부(225)를 구비한다. 상기 PLCP 처리부(221)는 상기 패킷 신호(PKTS) 및 상기 복조 신호들 각각을 받아

OFDM 규격 또는 DSSS/CCK 규격으로 구분하여 해당 상위 층으로 출력되도록 상기 PLCP 중계 처리하고, 상기 물리층부

(220)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송신 처리부(223)는 상기 PLCP 처리부(221)에서 출력되는 상기 패킷 신호

(PKTS)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

를 출력한다. 상기 수신 처리부(225)는 상기 RF 모듈부(210)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소정 보간 처리하고 복조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

한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상기 PLCP 처리부(221)에 출력한다.

상기 송신 처리부(223)는, DSSS/CCK 변조부(2231), OFDM 변조부(2233), 먹스부(2235), 및 DA 변환부(2237)를 구비

한다. 상기 DSSS/CCK 변조부(2231)는 DSSS/CCK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변

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변조부(2233)는 OFDM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OFDM 변

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먹스부(2235)는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 상기 DSSS/CCK 변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변조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한다. 상기 DA 변환부(2237)는 상기 먹스부(2235)에서 출력되는 신호들 각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

환하여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수신 처리부(225)는, AD 변환부(2251), 보간부(2253), DSSS/CCK 복조부(2255), 및 OFDM 복조부(2257)를 구비

한다. 상기 AD 변환부(2251)는 상기 RF 모듈부(210)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보간부(2253)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소정 보간 처리하여 출력한다. 상기 DSSS/CCK 복조부

(2255)는 상기 소정 보간 처리된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복조부(2257)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소정 보간 처리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DSSS/CCK 규격의 전송 속도에 대응하는 샘플링 클럭에 동기시켜 출력할 때, 상기 샘플링 클

럭에 동기된 출력 신호는, 상기 디지털 신호의 크기를 3차 이상의 함수로 대응시킬 때, 상기 샘플링 클럭의 액티브 상태 시

의 상기 함수에 대응하는 디지털 값으로 하는 것이다.

상기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병렬 수신 처리 방식의 무선 랜 시스템의 동작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a 및 도 3b는 도 1의 무선 랜 시스템의 동작 설명을 위한 흐름도이다. 도 3a는 도 1의 무선 랜 시스템의 송신 처리 동

작 설명을 위한 흐름도이고, 도 3b는 도 1의 무선 랜 시스템의 수신 처리 동작 설명을 위한 흐름도이다.

도 3a를 참조하면, 도 1의 무선 랜 시스템의 송신 처리 동작에서는, 먼저, 상기 MAC층부(230)가 인터페이스 된 외부의 다

른 층들로부터 받는 정보(LND)를 수신하여(S310) MAC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하여 상기 패킷 신호(PKTS)를 출력한다

(S312). 이에 따라, 상기 PLCP 처리부(221)가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OFDM 규격 또는 DSSS/CCK 규격으로 구

분하여 해당 상위 층으로 출력되도록 상기 PLCP 중계 처리하면(S314), 상기 물리층부(220)의 송신 처리부(223)는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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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PKTS)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S316)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

날로그 신호를 출력(S318)한다. 상기 RF 모듈부(210)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OFDM 변조 신호 또는 DSSS/CCK 변조

신호(MODS)를 받아 반송파에 실어 무선으로 송신한다(S319).

도 3b를 참조하면, 도 1의 무선 랜 시스템의 수신 처리 동작에서는, 먼저, 상기 RF 모듈부(210)가 무선 공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RCA)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S320). 이에 따라, 상기 물리층부(220)의 수신 처리부(225)는 상기 RF 모듈부(210)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

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S322) 후, 소정 보간 처리하고(S324) 복조하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하여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소정 보간 처리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DSSS/CCK 규격의 전송 속도에 대응하는 샘플링 클럭에 동기시켜 출력할 때, 상기 샘플링 클럭에 동기된 출

력 신호는, 상기 디지털 신호의 크기를 3차 이상의 함수로 대응시킬 때, 상기 샘플링 클럭의 액티브 상태 시의 상기 함수에

대응하는 디지털 값으로 하는 것이다. 상기 MAC층부(230)는 PLCP 중계 처리되어 추출되는(S326)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받아 링크 분배하여(S328) 외부의 상기 다른 층들에 출력한다(S329).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직렬 수신 처리 방식의 무선 랜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직렬 수신 처리 방식의 무선 랜 시스템은, RF 모듈부(410), 물리층부

(420), 및 MAC층부(430)를 구비한다. 도 4에서, 물리층부(420)의 수신 처리부(425) 기능만이 도 2의 물리층부(220)의

수신 처리부(225) 기능과 다르고, 나머지 블록들의 기능은 도 2 및 도 4에서 같다. 즉, 도 4의 RF 모듈부(410), 및 MAC층

부(430) 각각의 기능은, 도 2의 RF 모듈부(210), 및 MAC층부(230)의 기능과 같고, 도 4의 물리층부(420)의 송신 처리부

(423) 기능이 도 2의 물리층부(220)의 송신 처리부(223) 기능과 같다.

즉, 상기 RF 모듈부(410)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OFDM 변조 신호 또는 DSSS/CCK 변조 신호(MODS)를 받아 반송파

에 실어 무선으로 송신하며, 무선 공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RCA)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상기 물리층부(420)는 패킷 신호(PKTS)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

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RF 모듈부(410)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

털 신호로 변환한 후,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 DSSS/CCK 제어를 받아 복조하

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

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MAC층부(430)는 인터페이스 된 외부의 다른 층들로부터 받는 정보(LND)를 수신하여 MAC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하

여 상기 패킷 신호(PKTS)를 출력하며, PLCP 중계 처리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복조 신호(MCD)

를 받아 링크 분배하여 외부의 상기 다른 층들에 출력한다.

상기 물리층부(420)는, PLCP 처리부(421), 송신 처리부(423), 및 수신 처리부(425)를 구비한다. 상기 PLCP 처리부(421)

는 상기 패킷 신호(PKTS) 및 상기 복조 신호들 각각을 받아 OFDM 규격 또는 DSSS/CCK 규격으로 구분하여 해당 상위

층으로 출력되도록 상기 PLCP 중계 처리하고, 상기 물리층부(420)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송신 처리부(423)

는 상기 PLCP 처리부(421)에서 출력되는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수신 처리부(425)는 상기 RF 모듈부(410)

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받아 복조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

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는, 제2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

호를 출력시키고, 상기 DSSS/CCK 복조부(2255)에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생성할 때,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

보가 제2 논리 상태로 된 후 소정 제2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소정 제1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여, OFDM 규격에 해당하면 제1 논리 상태를 유

지하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된다. 상기 소정 제2 시간은, 40㎲이고, 상기 소정 제1 시간

은, 16㎲이다.

상기 송신 처리부(423)는, DSSS/CCK 변조부(4231), OFDM 변조부(4233), 먹스부(4235), 및 DA 변환부(4237)를 구비

한다. 상기 DSSS/CCK 변조부(4231)는 DSSS/CCK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변

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변조부(4233)는 OFDM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PKTS)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OFDM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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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먹스부(4235)는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 상기 DSSS/CCK 변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변조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한다. 상기 DA 변환부(4237)는 상기 먹스부(4235)에서 출력되는 신호들 각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

환하여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수신 처리부(425)는, AD 변환부(4251), DSSS/CCK 제어부(4253), DSSS/CCK 복조부(4255), 및 OFDM 복조부

(4257)를 구비한다. 상기 AD 변환부(4251)는 상기 RF 모듈부(410)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DSSS/CCK 제어부(4253)는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

하는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의 출력을 제어한다. 상기 DSSS/CCK 복조부(4255)

는 상기 DSSS/CCK 제어부(4253)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OFDM 복

조부(4257)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를 생성하고,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는, 제2 논리 상

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시키고, 상기 DSSS/CCK 복조부(4255)에

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생성할 때,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가 제2 논리 상태로 된 후 소정 제2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소정 제1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여, OFDM 규격에 해당하면 제1 논리 상태를 유지하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된다. 상기 소정 제2 시간은, 40㎲이고, 상기 소정 제1 시간은, 16㎲이다.

상기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직렬 수신 처리 방식의 무선 랜 시스템의 동작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는 도 4의 무선 랜 시스템의 동작 설명을 위한 흐름도이다. 도 4의 무선 랜 시스템의 송신 처리 동작은 도 2에서의 송

신 처리 동작과 같으므로, 도 4의 무선 랜 시스템의 송신 처리 동작은 도 3a를 참조하면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도

5를 참조하여, 도 4의 무선 랜 시스템의 수신 처리 동작만을 설명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도 4의 무선 랜 시스템의 수신 처리 동작에서는, 먼저, 상기 RF 모듈부(410)가 무선 공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RCA)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S510). 이에 따라, 상기 물리층부(420)는 상기 RF 모듈부(410)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

호로 변환한(S520) 후,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 DSSS/CCK 제어를 받아 복조

하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는, 상기 OFDM 복조부(4257)에서 상

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소정 제1 시간, 즉, OFDM 규격에서의 16㎲ 프리앰블 기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여

(S530), OFDM 규격에 해당하면 제1 논리 상태를 유지하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된다.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는, 제2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

시키고, 상기 DSSS/CCK 복조부(4255)에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생성할 때,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가 제2

논리 상태로 된 후 소정 제2 시간, 즉, OFDM 규격에서의 56㎲ 프리앰블 기간 중 상기 소정 제1 시간 경과 후 남아있는 40

㎲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S540). 상기 MAC층부(430)는 PLCP 중계 처리되어 추출되는(S550) 상

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받아 링크 분배하여(S560) 외부의 상기 다른 층들에 출력한다

(S570).

도 6은 도 4의 무선 랜 시스템에서, DSSS 및 OFDM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OFDM 규격에서는 2.4G ~ 2.4835GHz중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를 추출하여, 신호 판별에 필요

한 유효한 크기로 증폭하는 AGC(auto gain control) 과정을 거쳐, 프리앰블 처리되는 기간이 16㎲ 정도이다. 따라서, 상기

OFDM 복조부(4257)에서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소정 제1 시간, 즉, OFDM 규격에서의 16㎲ 프리앰블 기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여(S530),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가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된

다. 이에 따라, 상기 DSSS/CCK 제어부(4253)는, 제2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시키고, 상기 DSSS/CCK 복조부(4255)에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생성할 때,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가 제2 논리 상태로 된 후 소정 제2 시간, 즉, OFDM 규격에서의 56㎲ 프리앰블 기간 중 상기 소정 제1 시간 경

과 후 남아있는 40㎲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도록 제어한다(S540).

도 6에서, 상기 소정 제2 시간, 즉, 40㎲ 기간은 OFDM 샘플링 클럭에서 DSSS/CCK 샘플링 클럭으로의 전환 시의 안정화

를 위한 세틀링 타임(settling time), 신호 판별에 필요한 유효한 크기로 증폭하는 AGC 기간, 바커 코드(Barker code)로

확산하여 유효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ACQ(acquired) 기간, 데이터를 추출하는 싱크(sync) 기간 등으로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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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랜 시스템은, 병렬 수신 처리 방식 또는 직렬 수신 처리 방식으로 OFDM 프

리앰블 또는 DSSS/CCK 프리앰블을 판별하여 변조할 수 있는 물리층 장치를 구비한다. 즉, 병렬 수신 처리 방식의 물리층

장치는 수신 시에 상기 RF 모듈부(410)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소정 보

간 처리하고 복조하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하여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직렬 수신 처리 방식의 물리층 장치는 수신 시에 상기 RF 모듈부(410)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 DSSS/CCK 제

어를 받아 복조하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제1 논리 상태의 상

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

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

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랜 시스템은, 다양한 규격의 신호들을 송신할 수 있고, 수신 시에는 상기 다양한 규

격의 신호들의 프리앰블 기간, 특히, OFDM 규격에서의 16㎲ 프리앰블 기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를 하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머지 프리앰블 기간 이내에 DSSS/CCK 규격을

판별하여 수신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IEEE 802.11.g에서 제안되는 통합 무선 랜 시스템에서 DSSS/CCK 및 OFDM 신

호들을 안정적으로 송수신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DSSS/CCK 복조 신호, OFDM 복조 신호, MAC 층에서 입력되는 패킷 신호 각각을 받아 OFDM 규격 또는 DSSS/CCK 규

격으로 구분하여 해당 상위 층으로 출력되도록 PLCP 중계 처리하고,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PLCP 처리부;

상기 PLCP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송신 처리부; 및

RF 모듈에서 처리된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소정 보

간 처리하고 복조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한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상기

PLCP 처리부에 출력하는 수신 처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처리부는,

DSSS/CCK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변조 신호를 출력하는 DSSS/CCK 변조부;

OFDM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OFDM 변조 신호를 출력하는 OFDM 변조부;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 상기 DSSS/CCK 변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변조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먹스부; 및

상기 먹스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들 각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

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DA 변환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

등록특허 10-0539230

- 10 -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처리부는,

상기 RF 모듈에서 처리된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변환부;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소정 보간 처리하여 출력하는 보간부;

상기 소정 보간 처리된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DSSS/CCK 복조부;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OFDM 복조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보간 처리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DSSS/CCK 규격의 전송 속도에 대응하는 샘플링 클럭에 동기시켜 출력할 때, 상기 샘플

링 클럭에 동기된 출력 신호는, 상기 디지털 신호의 크기를 3차 이상의 함수로 대응시킬 때, 상기 샘플링 클럭의 액티브 상

태 시의 상기 함수에 대응하는 디지털 값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

청구항 5.

DSSS/CCK 복조 신호, OFDM 복조 신호, MAC 층에서 입력되는 패킷 신호 각각을 받아 OFDM 규격 또는 DSSS/CCK 규

격으로 구분하여 해당 상위 층으로 출력되도록 PLCP 중계 처리하고,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PLCP 처리부;

상기 PLCP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송신 처리부; 및

RF 모듈에서 처리된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 DSSS/CCK 제어를 받아 복조하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

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수신 처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처리부는,

DSSS/CCK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변조 신호를 출력하는 DSSS/CCK 변조부;

OFDM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OFDM 변조 신호를 출력하는 OFDM 변조부;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 상기 DSSS/CCK 변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변조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먹스부; 및

상기 먹스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들 각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

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DA 변환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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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처리부는,

상기 RF 모듈에서 처리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변환부;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변환된 디

지털 신호의 출력을 제어하는 DSSS/CCK 제어부;

상기 DSSS/CCK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DSSS/CCK 복조부;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를 생성하고,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

보에 응답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OFDM 복조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

청구항 8.

제 5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는,

제2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시키고, 상기 DSSS/CCK 복조

부에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생성할 때,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가 제2 논리 상태로 된 후 소정 제2 시간 이내

에 프리앰블 처리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

청구항 9.

제 5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소정 제1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여, OFDM 규격에 해당하면 제1 논리 상태를 유

지하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제2 시간은, 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제1 시간은, 1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의 물리층 장치.

청구항 12.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OFDM 변조 신호 또는 DSSS/CCK 변조 신호를 받아 반송파에 실어 무선으로 송신하며, 무선 공

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추출하여

출력하는 RF 모듈부;

패킷 신호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

호를 출력하고,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소정 보간 처리

하고 복조하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하여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물리층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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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된 외부의 다른 층들로부터 받는 정보를 수신하여 MAC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하여 상기 패킷 신호를 출력하

며, PLCP 중계 처리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받아 링크 분배하여 외부의 상기 다른 층

들에 출력하는 MAC층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층부는,

상기 패킷 신호 및 상기 복조 신호들 각각을 받아 OFDM 규격 또는 DSSS/CCK 규격으로 구분하여 해당 상위 층으로 출력

되도록 상기 PLCP 중계 처리하고, 상기 물리층부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PLCP 처리부;

상기 PLCP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송신 처리부; 및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소정 보간 처리하고

복조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한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상기 PLCP 처리

부에 출력하는 수신 처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처리부는,

DSSS/CCK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변조 신호를 출력하는 DSSS/CCK 변조부;

OFDM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OFDM 변조 신호를 출력하는 OFDM 변조부;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 상기 DSSS/CCK 변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변조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먹스부; 및

상기 먹스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들 각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

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DA 변환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처리부는,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변환부;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소정 보간 처리하여 출력하는 보간부;

상기 소정 보간 처리된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DSSS/CCK 복조부;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OFDM 복조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16.

제 12항, 제 13항, 또는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보간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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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DSSS/CCK 규격의 전송 속도에 대응하는 샘플링 클럭에 동기시켜 출력할 때, 상기 샘플

링 클럭에 동기된 출력 신호는, 상기 디지털 신호의 크기를 3차 이상의 함수로 대응시킬 때, 상기 샘플링 클럭의 액티브 상

태 시의 상기 함수에 대응하는 디지털 값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17.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 OFDM 변조 신호 또는 DSSS/CCK 변조 신호를 받아 반송파에 실어 무선으로 송신하며, 무선 공

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추출하여

출력하는 RF 모듈부;

패킷 신호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

호를 출력하고,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OFDM 규격인지

를 알리는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 DSSS/CCK 제어를 받아 복조하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OFDM 복조 신호

를 출력하는 물리층부; 및

인터페이스 된 외부의 다른 층들로부터 받는 정보를 수신하여 MAC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하여 상기 패킷 신호를 출력하

며, PLCP 중계 처리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받아 링크 분배하여 외부의 상기 다른 층

들에 출력하는 MAC층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층부는,

상기 패킷 신호 및 상기 복조 신호들 각각을 받아 OFDM 규격 또는 DSSS/CCK 규격으로 구분하여 해당 상위 층으로 출력

되도록 상기 PLCP 중계 처리하고, 상기 물리층부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PLCP 처리부;

상기 PLCP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OFDM 변조 또는 DSSS/CCK 변조 한 후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송신 처리부; 및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받아 복조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

하며,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수신 처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처리부는,

DSSS/CCK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변조 신호를 출력하는 DSSS/CCK 변조부;

OFDM 규격의 상기 패킷 신호를 받아 처리하여 상기 OFDM 변조 신호를 출력하는 OFDM 변조부;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 상기 DSSS/CCK 변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변조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먹스부; 및

상기 먹스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들 각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상기 DSSS/CCK 아

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DA 변환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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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처리부는,

상기 RF 모듈부에서 출력된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상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변환부;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변환된 디

지털 신호의 출력을 제어하는 DSSS/CCK 제어부;

상기 DSSS/CCK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DSSS/CCK 복조부; 및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를 생성하고,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

보에 응답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OFDM 복조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21.

제 17항, 제 18항, 또는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는,

제2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시키고, 상기 DSSS/CCK 복조

부에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생성할 때,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가 제2 논리 상태로 된 후 소정 제2 시간 이내

에 프리앰블 처리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22.

제 17항, 제 18항, 또는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소정 제1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여, OFDM 규격에 해당하면 제1 논리 상태를 유

지하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제2 시간은, 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제1 시간은, 1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시스템.

청구항 25.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무선 공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

CCK 아날로그 신호를 추출하여 출력하는 단계;

상기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소정 보간 처리하여 출력하는 단계;

상기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상기 소정 보간 처리된 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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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직접 처리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PLCP 중계 처리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받아 링크 분

배하여 외부의 상기 다른 층들에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방법.

청구항 2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보간 처리는,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상기 DSSS/CCK 규격의 전송 속도에 대응하는 샘플링 클럭에 동기시켜 출력할 때, 상기 샘플

링 클럭에 동기된 출력 신호는, 상기 디지털 신호의 크기를 3차 이상의 함수로 대응시킬 때, 상기 샘플링 클럭의 액티브 상

태 시의 상기 함수에 대응하는 디지털 값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방법.

청구항 27.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무선 공중파를 수신하여 할당된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로부터 OFDM 아날로그 신호 또는 DSSS/

CCK 아날로그 신호를 추출하여 출력하는 단계;

상기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호들 각각을 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OFDM 규격인지를 알리는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변환

된 디지털 신호의 출력을 제어하는 단계;

상기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를 받아 출력된 상기 신호를 처리하여 DSSS/CCK 복조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제1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출력하

는 단계; 및

상기 무선 랜 시스템에 의하여, PLCP 중계 처리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 또는 상기 OFDM 복조 신호를 받아 링크 분

배하여 외부의 다른 층들에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DSSS/CCK 제어는,

제2 논리 상태의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시키고, 상기 DSSS/CCK 복조

부에서 상기 DSSS/CCK 복조 신호를 생성할 때,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가 제2 논리 상태로 된 후 소정 제2 시간 이내

에 프리앰블 처리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방법.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판별 플래그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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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소정 제1 시간 이내에 프리앰블 처리하여, OFDM 규격에 해당하면 제1 논리 상태를 유

지하고, OFDM 규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방법.

청구항 30.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제2 시간은, 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방법.

청구항 31.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제1 시간은, 1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랜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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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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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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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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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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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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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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