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8

     H04L 27/18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1월31일

10-0547758

2006년01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3-0012780 (65) 공개번호 10-2004-0077279

(22) 출원일자 2003년02월28일 (43) 공개일자 2004년09월04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김재열

경기도군포시산본2동산본9단지백두아파트960동1401호

김형관

서울특별시종로구낙원동284-615통2반낙원아파트913호

박성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시범단지)한양아파트325동801호

김선용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목동아파트913동405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김기완

(54)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수신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물리 계층 프레임의 프리앰블을 비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과,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 혹은 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주기

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로 각각 생성한 후, 상기 제1프리앰블과 상기 제2프리앰블을

다중화하여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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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피코넷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전송 속도가 11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4는 도 2의 물리 계층 프레임을 송신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5는 도 4의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에 상응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장치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6은 도 4의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에서 프리앰블 생성기 구조를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도 7은 일반적인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내 프리앰블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8은 일반적인 길이 16인 CAZAC 시퀀스의 엘리먼트 값들을 도시한 테이블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0은 주기적 시퀀스 자기 상관도 검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1은 비주기적 시퀀스의 자기 상관도 검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2는 도 9의 제1프리앰블(930)에 적용할 ARM 시퀀스 생성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도 9의 물리 계층 프레임을 송신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4는 도 13에 상응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5는 도 13에 상응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장치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6은 도 15에 상응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동기 획득용과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을 분리하여 프리앰블을 생성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광대역(UWB: Ultra Wide Band) 통신 시스템은 근거리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서,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5.3a 표준 규격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이다. 상기 초광대역 통

신 시스템은 근거리, 일 예로 10m이내의 근거리 고속 무선 통신을 위한 기술로서, 도 1을 참조하여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

스템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은 일반적인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피코넷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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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은 그 무선 통신 특성상 근거리 무선 통신을 타겟(target)으로 하

고 있으며, 따라서 홈 네트워크(home network) 혹은 근거리 레이터(radar)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은 그 무선 통신의 기본 단위로서 피코넷(Piconet)을 사용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피코넷(100)은 피코넷 조정기(PNC: Pico Net Coordinator)(100)와, 다수의 기기들, 즉 제1

기기(120)와, 제2기기(130)와, 제3기기(140)와, 제4기기(150)로 구성된다. 상기 피코넷 조정기(110)는 상기 제1기기

(120)와, 제2기기(130)와, 제3기기(140)와, 제4기기(150)로 비이콘(beacon)을 송신하여 상기 제1기기(120)와, 제2기기

(130)와, 제3기기(140)와, 제4기기(150)의 동작을 제어한다. 여기서, 상기 비이콘은 상기 피코넷 조정기(110)에서 발생하

는 일종의 제어 신호로서, 상기 비이콘을 수신한 제1기기(120)와, 제2기기(130)와, 제3기기(140)와, 제4기기(150)는 상

기 비이콘에 상응하게 그 동작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상기 피코넷 조정기(110)는 상기 제1기기(120)와, 제2기기(130)와,

제3기기(140)와, 제4기기(150)로 데이터(data)를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제1기기(120)와, 제2기기(130)와, 제3기

기(140)와, 제4기기(150) 각각간에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제1기기(120)와, 제2기기(130)와, 제3기기

(140)와, 제4기기(150)는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모든 기기들을 나타내며, 일 예로, 텔레비전과, 모뎀

(MODEM)과, VTR, 자동차 등과 같은 기기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무선 통신이 가능한 기기들간에는 상기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은 피코넷(100)을 형성할 수 있으며, 상기 피코넷(100)의 전반적인 동작 제어를 상기 피코넷 조정기(110)가 수행

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은 근거리 구간에서 비교적 낮은 전력으로 비교적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비교적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용량(capacity)은 대역폭(bandwidth)과

신호대 잡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와 비례한다.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은 신호의 확산 특성, 즉 시간 도메인

(domain) 상에서 주기가 매우 짧은 펄스(pulse)를 송신하게 되면, 상기 펄스 신호는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아주 넓게 확산

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시스템이다. 결과적으로, 매우 짧은 주기를 갖는 펄스열들을 확산시켜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펄스의

주기를 매우 짧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잡음의 전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파수당 송신 에너지 밀도보다 낮출 수 있도

록 하는 시스템이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이다.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에서는 펄스의 파형에 따라서 전송 주파수

대역이 결정된다. 주파수 특성상 초광대역 주파수는 확산 대역을 넓게 하므로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도 페이딩(fading)

현상에 강하며, 잡음보다 주파수당 송신 에너지 밀도가 낮으므로 전력소모가 작다.

한편,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와 수신기간에 동기가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동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초

광대역 통신 시스템 역시 무선 통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송신기와 수신기간의 동기가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한다. 일반적으

로, 상기 송신기와 수신기간의 동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물리 계층(physical layer) 프레임에서 프리앰블(preamble)

시퀀스를 사용한다.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는 2가지, 즉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와 및 55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제1프레임 구조와, 전송 속도가 11Mb/s 일 경우에 적

용되는 제2프레임 구조의 2가지 구조를 가진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제1프레임 구조를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는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상기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은 프리앰블(200)과, 물리(PHY: physical, 이하 "PHY"라 칭하기로 한

다) 헤더(header)(210)와, 매체 접속 제어(MAC: Media Access Control, 이하 "MAC"이라 칭하기로 한다) 헤더(220)와,

헤더 검사 시퀀스(HCS: Header Check Sequence, 이하 "HCS"라 칭하기로 한다)(230)와, 데이터 + 프레임 검사 시퀀스

(FSC: Frame Check Sequence, 이하 "FCS"라 칭하기로 한다)(240)와, 스터브 비트들(SB: Stuff Bits, 이하 "SB"라 칭하

기로 한다)(250)과, 테일 심벌들(TS: Tail Symbols, 이하 "TS"라 칭하기로 한다)(260)로 구성된다. 상기 프리앰블(200)은

길이 160의 QPSK(Quadrqture Phase Shift Keying) 심벌이며, 송수신기간 동기 획득 및 반송파(carrier)의 오프셋

(offset) 복구 및 수신 신호의 등화(equalization)를 위해 사용된다. 상기 PHY 헤더(210)는 2 옥텟(octet) 길이를 가지며,

스크램블링 코드(scrambling code)와 MAC 프레임의 전송 속도와, 데이터 길이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다. 여기서, 1옥텟은 8비트 길이를 의미한다. 상기 MAC 헤더(220)는 10 옥텟 길이를 가지며, 프레임 조정 신호와, 피코넷

식별자(PNID: PicoNet IDentifier, 이하 "PNID"라 칭하기로 한다)와, 데스티네이션 식별자(DestID: Destination

IDentifier, 이하 "DestID"라 칭하기로 한다)와, 소스 식별자(SrcID: Source IDentifier, 이하 "SrcID"라 칭하기로 한다)와,

분할 제어(Fragmentation control, 이하 "Fragmentation control"라 칭하기로 한다) 정보와, 스트림 인덱스(Stream

index)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HCS(230)는 2 옥텟 길이를 가지며, 상기 PHY 헤더(210)와 MAC 헤더(220)

의 오류 검출(error detection)을 위해 사용된다. 상기 데이터 + FCS(240)에서, 데이터는 0~2048 옥텟 길이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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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려는 정보와 암호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상기 데이터는 그 길이가 0~2048 옥텟 중 어느 길이를 가져

도 상관없으며, 따라서 유동적인 크기의 정보 및 암호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상기 데이터 + FCS(240)에서,

FCS는 4 옥텟 길이를 가지며, 상기 전송되는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SB(250)는 상기 데이터 +

FCS(240)의 크기가 전송하려는 전송 속도에 적용되는 심볼 크기의 정수배가 아닐 때, 상기 데이터 + FCS(240)의 크기를

상기 전송 속도에 적용되는 심볼 크기의 정수배로 생성하기 위해 삽입되는 일종의 더미 비트들(dummy bits)이다. 물론,

상기 데이터 + FCS(240)의 크기가 전송하려는 전송 속도에 적용되는 심볼 크기의 정수배가 되면 상기 SB(250)는 삽입될

필요가 없으며, 실제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속도가 11Mb/s일 경우 물리 계층 프레임에 상기 SB(250)는 삽

입되지 않는다. 이는 하기 도 3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TS(260)는

트렐리스(trellis)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상기 도 2에서는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

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3을 참조하여 전송 속도가 11Mb/s일 경우에 적용

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3은 전송 속도가 11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전송 속도가 11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은 프리앰

블(300)과, PHY 헤더 + MAC 헤더 + HCS(310)와, PHY 헤더 + MAC 헤더 + HCS(320)와, 데이터 + FCS(330) 및

TS(340)로 구성된다.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

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와 상기 도 3에 도시한 전송 속도가 11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상기 전송 속도가 11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은 헤더 부분의 오류 발생 비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PHY 헤더와,

MAC 헤더와, HCS가 한번 더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 삽입된 PHY 헤더 + MAC 헤더 + HCS(320)는 상기 데이터

+ FCS(330) 및 TS(340)와 함께 동일한 블록(block)처럼 취급되어 변복조된다. 그리고,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송 속도가 11Mb/s일 경우 상기 데이터 + FCS(330)의 크기가 전송하려는 속도, 즉 11Mb/s에 적용되는 심볼 크기의 정

수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SB를 삽입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상기 전송 속도가 11Mb/s일 경우 물리 계층 프레임에 상

기 SB는 삽입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도 4를 참조하여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s일 경우에 적용되

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를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설명의 편의상 상기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만을 설명하기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도 4는 도 2의 물리 계층 프레임을 송신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전송할 데이터(400)가 전달되면, 상기 데이터(400)는 PHY 헤더 생성기(405)와, MAC 헤더

생성기(410)와, 데이터 + FCS 생성기(415)로 입력된다. 상기 PHY 헤더 생성기(405)는 상기 입력되는 데이터(400)에 상

응하게 PHY 헤더, 즉 스크램블링 코드와, MAC 프레임의 전송 속도 및 데이터 길이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PHY 헤더

를 생성한 후 다중화기(MUX)(420) 및 다중화기(445)로 출력한다. 상기 MAC 헤더 생성기(410)는 상기 입력되는 데이터

(400)에 상응하게 MAC 헤더, 즉 프레임 조정 신호와, PNID와, DestID와, SrcID와, Fragmentation control 정보 및 스트

림 인덱스 정보를 포함하는 MAC 헤더를 생성한 후 상기 다중화기(420) 및 다중화기(435)로 출력한다. 상기 데이터 +

FCS 생성기(415)는 상기 입력되는 데이터(400)에 상응하게 데이터 + FCS를 생성한 후 상기 다중화기(435)로 출력한다.

여기서, 데이터 + FCS 생성기(415)는 생성된 데이터와, 상기 데이터에 상응하게 32비트 순환 리던던시 검사(CRC:

Cyclic Redundancy Check, 이하 "CRC"라 칭하기로 한다)인 FCS를 삽입하여 출력하는 것이다.

상기 다중화기(420)는 상기 PHY 헤더 생성기(405)와 상기 MAC 헤더 생성기(410)에서 출력한 신호들을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다중화한 후 HCS 생성기(430)로 출력한다. 상기 HCS 생성기(430)는 상기 다

중화기(420)에서 출력한 신호, 즉 PHY 헤더와, MAC 헤더에 상응하게 HCS를 생성한 후 상기 다중화기(435)로 출력한다.

상기 다중화기(435)는 상기 MAC 헤더 생성기(410)와 데이터 + FCS 생성기(415)에서 출력한 신호를 상기 도 2에서 설명

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다중화한 후 스크램블러(scrambler)(440)로 출력한다. 상기 스크램블러(440)는 상

기 다중화기(435)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미리 설정되어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가지고 스크램블링한 후 상기 다중

화기(445)로 출력한다. 상기 다중화기(445)는 상기 PHY 헤더 생성기(405)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스크램블러(440)에

서 출력한 신호를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다중화한 후 다중화기(455)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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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리앰블 생성기(425)는 프리앰블을 생성한 후 다중화기(455)로 출력하고, 또한 SB 생성기(450)는 상기 데이터 +

FCS의 크기가 전송 속도에 적용되는 심볼 크기의 정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상기 전송 속도에 적용되는 심볼 크기의 정수배

로 생성하기 SB를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기(455)로 출력한다. 상기 다중화기(455)는 상기 프리앰블 생성기(425)에서 출력

한 신호와, 상기 다중화기(445)에서 출력한 신호와, SB 생성기(450)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다중화한 후 다중화기(465)로 출력한다. 또한, TS 생성기(460)는 트렐리스 초기 상태

를 나타내기 위해 TS를 생성한 후 상기 다중화기(465)로 출력한다. 상기 다중화기(465)는 상기 다중화기(455)에서 출력

한 신호와 TS 생성기(460)에서 출력한 신호를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다중화한 후 안테

나(antenna)를 통해 에어(air) 상으로 전송한다.

상기 도 4에서는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

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생성 장치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

와, 44Mb/s일 경우 및 55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장치를 도 5를 참조하

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5는 도 4의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에 상응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장치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안테나를 통해 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신호는 역다중화기(DEMUX)(500)로 입력된다.

상기 역다중화기(500)는 상기 수신 신호를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역다중화하여 역다중

화기(505) 및 프리앰블 검사기(510)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역다중화기(500)는 상기 수신 신호를 상기 도 2에서 설명

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역다중화하여, 즉 프리앰블과 나머지 필드들, 즉 PHY 헤더와, MAC 헤더와, HCS와,

데이터 + FCS와, SB 및 TS로 역다중화하여 상기 프리앰블은 프리앰블 검사기(510)로 출력하고, 나머지 필드들은 역다중

화기(505)로 출력한다. 여기서, 설명의 편의상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에서 상기 프리앰블을 제외한 나머지 필드들중에서

상기 SB 및 TS에 대해서는 본 발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프리

앰블 검사기(510)은 상기 역다중화기(500)에서 출력한 프리앰블을 입력하고, 상기 입력한 프리앰블을 가지고 송신기와 동

기를 획득하고, 또한 채널 추정(channel estimation)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역다중화기(505)는 상기 역다중화기(500)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

임 구조에 상응하게 역다중화하여 디스크램블러(de-scrambler)(515) 및 PHY 헤더 분석기(525)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

기 역다중화기(505)는 상기 프리앰블이 제거된 나머지 필드들중 PHY 헤더를 상기 PHY 헤더 분석기(525)로 출력하고, 나

머지 필드들은 다시 디스크램블러(515)로 출력하는 것이다. 상기 PHY 헤더 분석기(525)는 상기 역다중화기(505)에서 출

력한 PHY 헤더를 분석하여 스크램블링 코드와 MAC 프레임의 전송 속도와, 데이터 길이 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 후 데이

터 복원기(540)로 출력한다. 상기 디스크램블러(515)는 상기 역다중화기(505)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물리 계층 송

신기에서 적용한 스크램블링 코드와 동일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가지고 디스크램블링한 후 역다중화기(520)로 출력한다.

상기 역다중화기(520)는 상기 디스크램블러(515)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

조에 상응하게 역다중화하여 MAC헤더는 MAC 헤더 분석기(530)로, HCS는 헤더 에러 검출기(535)로, 데이터 + FCS는

상기 데이터 복원기(540)로 출력한다.

상기 MAC 헤더 분석기(530)은 상기 역다중화기(520)에서 출력한 MAC 헤더를 입력하여, 프레임 조정 신호와, PNID와,

DestID와, SrcID와, Fragmentation control 정보 및 스트림 인덱스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데이터 복원기(540)로 출력한

다. 상기 헤더 에러 검출기(535)는 상기 역다중화기(520)에서 출력한 HCS를 입력하여, 상기 PHY 헤더와 MAC 헤더의 에

러를 여부를 검출한 후 그 결과를 상기 PHY 헤더 분석기(525) 및 MAC 헤더 분석기(530)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헤더 에

러 검출기(535)는 상기 PHY 헤더와 MAC 헤더에 에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 처리 과

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상기 데이터 복원기(540)는 상기 PHY 헤더 분석기(525)에서 출력한 정보와, MAC 헤더 분석

기(530)에서 출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역다중화기(520)에서 출력한 데이터를 복원한다. 여기서, 상기 역다중화기

(520)는 데이터 + FCS를 출력하였으며, 상기 데이터 복원기(540)는 상기 FCS를 가지고 에러 발생 여부를 판단하며, 상

기 판단 결과 상기 데이터가 에러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기 데이터에 대한 복원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기 데이

터 복원기(540)에서 복원된 데이터(545)가 송신기에서 전송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 6을 참조하여 도 4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에서 프리앰블 생성기(425) 구조를 설명하기로 한

다.

상기 도 6은 도 4의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에서 프리앰블 생성기 구조를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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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6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도 6에 도시한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는 상기 도 4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와 동일한 장치이며, 다만 상기 도 4에서 설명한 프리앰블 생성기(425) 구조를 상세하게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할 뿐이다. 또한, 상기 프리앰블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에서 상기 프리앰블을 제외한

나머지 신호들, 즉 PHY 헤더와, MAC 헤더와, HCS와, 데이터 + FCS와, SB 및 TS를 "물리 데이터"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CAZAC(Constant Amplitude Zero Auto Correlation) 시퀀스 발생기(600)는 길이 16의

CAZAC 시퀀스를 발생한 후 반복기(repeater)(620) 및 -1 승산기(630)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

이 그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s일 경우에 적용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에서 프리앰블은 길이 160의 심벌들을 가지기 때문에 상기 CAZAC 시퀀스 발생기(600)에서 발생된 길이 16의 CAZAC

시퀀스는 반복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상기 CAZAC 시퀀스 발생기(600)에서 발생된 길이 16의 CAZAC 시퀀스는 상기 반

복기(620)로 출력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프리앰블을 제외한 기타신호(610)는 다중화기(650)로 입력된다.

상기 반복기(620)는 상기 CAZAC 시퀀스 발생기(600)에서 출력한 길이 16의 CAZAC 시퀀스를 9번 반복한 후 다중화기

(640)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1 승산기(630)는 상기 CAZAC 시퀀스 발생기(600)에서 출력한 길이 16의 CAZAC 시퀀스

에 -1을 곱한 후 상기 다중화기(640)로 출력한다. 상기 다중화기(640)는 상기 반복기(620)에서 출력한 길이 144의

CAZAC 시퀀스와, 상기 -1 승산기(630)에서 출력한 -1이 곱해진 길이 16의 CAZAC 시퀀스를 다중화하여 다중화기(650)

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다중화기(640)는 상기 반복기(620)에서 출력한 길이 144의 CAZAC 시퀀스에 연속하여 상기 1

승산기(630)에서 출력한 -1이 곱해진 길이 16의 CAZAC 시퀀스를 가산하여 프리앰블 신호를 생성한다. 상기 -1 승산기

(630)가 상기 CAZAC 시퀀스 발생기(600)에서 출력한 길이 16의 CAZAC 시퀀스에 -1을 곱하는 이유는 상기 -1이 심벌

이 곱해진 CAZAC 시퀀스로 프리앰블이 종료됨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상기 다중화기(650)는 상기 다중화기(640)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기타신호(610)를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다중화여 물리 계층 프레임

(660)으로 출력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도 6의 다중화기(640)에서 출력하는 프리앰블 구조를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7은 일반적인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내 프리앰블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도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은 프리앰블로서 CAZAC 시퀀스를 사용한

다. 그리고, 상기 도 6의 AZAC 신호 발생기(600)에서 출력한 길이 16의 CAZAC 시퀀스를 P0라고 할 때, 상기 P0는 반복

기(620)에서 9번 반복된다. 상기 도 7에서 상기 P0가 9번 반복되어 P0 내지 P8로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상기 도 6의 -1

승산기(630)에서 상기 P0에 -1을 승산한 CAZAC 시퀀스를 E라고 한다. 상기 도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E는 프리앰

블이 종료됨을 나타낸다. 즉, 상기 P0 내지 P8과, E가 순차적으로 연집되어 하나의 프리앰블을 생성하고, 상기 P0 내지 P8

과, E가 순차적으로 연집된 프리앰블을 가지고 동기 획득 및 채널 추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 8을 참조하여 CAZAC 시퀀스의 엘리먼트들 값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8은 일반적인 길이 16인 CAZAC 시퀀스의 엘리먼트 값들을 도시한 테이블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CAZAC 시퀀스는 모든 엘리먼트(element)들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며, 영 자기

상관(zero autocorrelation) 특성을 가진 시퀀스를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영 자기상관 특성이란 동기가 일치했을 경우에

는 자기 상관도가 시퀀스값과 상기 엘리먼트들의 크기값의 곱의 값을 가지게 되고, 동기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

상관도가 0을 가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상기 CAZAC 시퀀스는 상관도 특성이 우수하고, 채널 추정에 대해 좋은 특성을 가

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변조 방식에 따라서 시퀀스 크기가 제한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일 예로,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 변조 방식을 사용할 경우 그 길이가 22(=4), QPSK 변조 방식을 사용할 경우 그 길이가 24(=16),

8PSK 변조 방식을 사용할 경우 그 길이가 28(=256)로 변조 방식에 따라 시퀀스 크기가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프리앰블을 사용하여 송수신기간의 동기 획득 및 채널 추정을 수행하며, 프레임의 시

작 부분을 확인하게 된다. 현재 초광대역 무선 통신 시스템에는 프리앰블로 길이 16의 CAZAC 시퀀스를 사용하도록 제안

되어 있다. 그러나, 변조 방식으로 QPSK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 및 수신기의 하드웨

어 구현이 난이하고, 실제 송신기 및 수신기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경우 그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에서는 변조방식으로 상기 QPSK 방식 대신 BPSK 방식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렇게 변조 방식으로 상기 BPSK 방식을 사용할 경우 송신기 및 수신기의 하드웨어 구현은 용이하게 되나, 상기 CAZAC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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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스의 특성상 시퀀스 길이에 제한이 발생된다. 즉,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조 방식으로 BPSK 방식을 사용할 경우

상기 CAZAC 시퀀스의 길이는 4로 제한된다. 상기 CAZAC 시퀀스는 시퀀스 특성상 상관도 특성이 우수하고, 채널 추정에

우수하지만 변조 방식으로 BPSK 방식을 사용할 경우 시퀀스 길이가 짧아 동기를 획득하는 것이 난이하다.

여기서, 길이가 4인 CAZAC 시퀀스를 프리앰블로 적용했을 경우 동기를 획득하는 것이 난이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길이가 4인 CAZAC 시퀀스를 반복하여 길이 160의 프리앰블을 생성했을 경우, 상기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동기를 획득하

는 과정에서 실제 동기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관도 값이 실제 동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획득되는 상관도 값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동기가 일치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난이하고, 따라서 동

기를 획득하는 것 역시 난이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길이 4의 CAZAC 시퀀스를 프리앰블로 사용하지 않고도 동기

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프리앰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에서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에서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과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을 분리하여 생성하는 장

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에서 프리앰블을 그 목적에 따라 비주기적 시퀀스 혹은 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생성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송신 장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장치에

있어서, 비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제1

프리앰블 발생기와,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제2프리앰블 발

생기와, 상기 제1프리앰블과 상기 제2프리앰블을 다중화하여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로 송신하는 송신기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송신 장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장치에

있어서, 비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제1

프리앰블 발생기와, 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을 생성하

는 제2프리앰블 발생기와, 상기 제1프리앰블과 상기 제2프리앰블을 다중화하여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로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송신 방법은;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방법에

있어서, 비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을 생성하는 과정

과,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1프리앰블과 상기

제2프리앰블을 다중화하여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송신 방법은;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방법에

있어서, 비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을 생성하는 과정

과, 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1프리앰블과 상기 제2프리앰블을 다중화하여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수신 장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장치에 있어서, 수신 신호

를 역다중화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과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과, 데이터로 출력하는 역

다중화기와, 상기 제1프리앰블을 가지고 동기 획득을 수행하고, 상기 동기 획득 수행 결과에 따른 동기 정보를 출력하는

상관도 검사기와, 상기 제2프리앰블을 가지고 채널 추정을 수행하고, 상기 채널 추정 결과에 따른 채널 추정값을 출력하는

채널 추정기와, 상기 동기 정보와 상기 채널 추정값을 가지고 상기 데이터를 원래 정보 데이터로 복원하는 데이터 복원기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수신 방법은;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방법에 있어서, 수신 신호

를 역다중화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과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과, 데이터로 출력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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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상기 제1프리앰블을 가지고 동기 획득을 수행하고, 상기 동기 획득 수행 결과에 따른 동기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제2프리앰블을 가지고 채널 추정을 수행하고, 상기 채널 추정 결과에 따른 채널 추정값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동

기 정보와 상기 채널 추정값을 가지고 상기 데이터를 원래 정보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

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

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초광대역(UWB: Ultra Wide Band)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preamble)을 동기 획득용과, 채널 추정(channel

estimation)용으로 분할하고, 상기 동기 획득용으로 사용되는 프리앰블과 채널 추정용으로 사용되는 프리앰블 각각의 특

성에 상응하도록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상 상기 동기 획득용으로 사용되는 프리앰블을

"제1프리앰블"이라 칭하기로 하며, 상기 채널 추정용으로 사용되는 프리앰블을 "제2프리앰블"이라 칭하기로 한다. 특히,

본 발명은 제1프리앰블을 비주기적(apreiodic) 시퀀스를 사용하여 생성하고, 제2프리앰블 역시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

여 생성하는 제1실시예와, 제1프리앰블을 비주기적(apreiodic) 시퀀스를 사용하여 생성하고, 제2프리앰블은 주기적

(preiodic) 시퀀스를 사용하여 생성하는 제2실시예의 두가지 실시예들을 가진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로

서 비주기적 순환 다중화(ARM: Apreiodic Recursive Multiplex, 이하 "ARM"이라 칭하기로 한다) 시퀀스를 사용하는 경

우를 가정하며, 상기 주기적 시퀀스로서 CAZAC(Constant Amplitude Zero Auto Correlation) 시퀀스를 사용하는 경우

를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하며,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로서 상기 ARM 시퀀스 이외의 비주기적 특성을 가지는 어떤 시퀀스

라도 사용 가능하며, 또한 상기 주기적 시퀀스로서 상기 CAZAC 시퀀스 이외의 주기적 특성을 가지는 어떤 시퀀스를 사용

가능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실시예는 제1프리앰블 및 제2프리앰블 모두를 ARM 시퀀스를 사용하여 생성하

고, 본 발명의 제2실시예는 제1프리앰블을 ARM 시퀀스를 사용하여 생성하고, 제2프리앰블을 CAZAC 시퀀스를 사용하여

생성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9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은 종래 기술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은 프

리앰블과, 물리(PHY: physical, 이하 "PHY"라 칭하기로 한다) 헤더(header)와, 매체 접속 제어(MAC: Media Access

Control, 이하 "MAC"이라 칭하기로 한다) 헤더와, 헤더 검사 시퀀스(HCS: Header Check Sequence, 이하 "HCS"라 칭하

기로 한다)와, 데이터 + 프레임 검사 시퀀스(FSC: Frame Check Sequence, 이하 "FCS"라 칭하기로 한다)와, 스터브 비

트들(SB: Stuff Bits, 이하 "SB"라 칭하기로 한다)과, 테일 심벌들(TS: Tail Symbols, 이하 "TS"라 칭하기로 한다)로 구성

된다. 상기와 같은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는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s

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전송 속도가 11Mb/s일 경우에는 상기 전송 속도가 22Mb/s일 경우와, 33Mb/s일 경우와,

44Mb/s일 경우 및 55Mb/s일 경우와는 다르게 프리앰블과, PHY 헤더 + MAC 헤더 + HCS와, PHY 헤더 + MAC 헤더 +

HCS와, 데이터 + FCS 및 TS로 구성된다. 이하,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서 상기 프리앰블

을 제외한 나머지 신호들은 모두 "물리 데이터"라 칭하기로 한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먼저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은 프리앰블(preamble)(910)과, 물리 데이터(920)로 구분된다. 또한,

상기 프리앰블(910)은 제1프리앰블(930)과, 제2프리앰블(940)로 구성된다. 상기 제1프리앰블(930)은 송신기와 수신기간

의 동기 획득을 위해 사용되며, 상기 제2프리앰블(940)은 채널 추정을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프리앰블(930) 및 제2프리앰블(940) 모두를 자기 상관(autocorrelation) 특성이 우수한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

하여 생성하며,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프리앰블(930)은 주기 상관 특성이 우수한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

여 생성하며, 제2프리앰블(940)은 채널 추정 특성이 우수한 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생성한다. 상기 종래 기술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은 프리앰블로서 CAZAC 시퀀스를 사용하고, 변조 방식으로

QPSK(Quadrqture Phase Shift Keying) 방식을 사용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에서 변조방식으

로 QPSK 방식을 사용할 경우 송신기 및 수신기의 하드웨어 구현이 난이하고, 실제 송신기 및 수신기를 하드웨어적으로 구

현한다고 할 경우라도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기 QPSK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난이하여 BPSK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BPSK 방식을 사용할 경우 상기 CAZAC 시퀀스 특성상 길이 4의 시퀀스로 시퀀스 길이가 한

정되고, 상기 길이 4의 CAZAC 시퀀스를 프리앰블로 사용하는 것은 상기 종래 기술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기 획득

을 난이하게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프리앰블(910)을 동기 획득을 위한 제1프리앰블(930)과,

채널 추정을 위한 제2프리앰블(940)로 분할하여, 상기 제1프리앰블(930)은 비주기적 시퀀스인 ARM 시퀀스를 사용하여

생성하고, 상기 제2프리앰블(940)은 ARM 시퀀스를 사용하여 생성하거나 혹은 주기적 시퀀스인 상기 CAZAC 시퀀스를

사용하여 생성한다.

등록특허 10-0547758

- 8 -



그러면 여기서 상기 주기적 시퀀스의 자기 상관 특성을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0은 주기적 시퀀스 자기 상관도 검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0을 설명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수신 신호의 동기가 획득??는지 여부는 수신 신호의 자기 상관 함수를 사용하

여 판단할 수 있다. 비연속 전송을 위한 상관도에서는 두 가지의 상관도 계산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주기적 상관도

계산이고, 두 번째 방식은 비주기적 상관도 계산 방식이다. 이렇게 상기 두 가지 상관도 계산 방식중 어느 방식을 사용하여

자기 상관도를 계산할지는 자기 상관도를 구하고자 하는 신호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상기 도 10은 상기 주기적 상관

도 계산 방식에 상응하게 자기 상관도를 검출하는 방식을 도시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먼저 상관도 구간은 수신 신호에 대한 상관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체 구간을 나타낸다. 상기 상관도

구간중 유효 상관도 구간은 수신 신호들간의 자기 상관도를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나타낸다. 상기

유효 상관도 구간에서 자기 상관도를 구하면 하기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x(t)는 수신 신호를 나타나며, 는 상기 수신신호 x(t)의 자기 상관 함수를 나타낸다. 상기 수학식

1에서, 상기 자기 상관 함수 는 t 시점과 t+τ에서의 값의 곱을 미리 설정된, 충분히 큰 시간 T에 걸쳐 평균한 값이

다. 이렇게, 상기 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는 경우 자기 상관 특성이 높을수록 우수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상기 도 10에서는 주기적 상관도 계산 방식에 상응하게 자기 상관도를 검출하는 방식을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11을

참조하여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의 자기 상관 특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1은 비주기적 시퀀스의 자기 상관도 검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먼저 상관도 구간은 수신 신호에 대한 상관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체 구간을 나타낸다. 상기 상관도

구간중 유효 상관도 구간은 수신 신호들간의 자기 상관도를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나타낸다. 여기

서, 상기 유효 상관도 구간은 상기 도 10에서 설명한 주기적 상관도 계산 방식의 유효 상관도 구간과는 상이하며, 그 이유

는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가 연속되어 수신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기 비주기적 상관도 계산 방식에서는 수신 신호가 단

일파라고 고려하고, 일정 시간 지연이 발생했을 때 상기 지연된 일정 시간만큼의 구간이 상기 유효 상관도 구간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유효 상관도 구간이 줄어든다. 이는 상기 수신 신호가 지연된 후의 값들은 모두 "0"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상기 유효 상관도 구간에서 상기 비주기적 상관도 계산 방식으로 자기 상관도를 구하면 하기 수학식 2와 같

다.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2에서, x(t)는 수신 신호를 나타나며, 는 상기 수신신호 x(t)의 자기 상관 함수를 나타낸다. 상기 수학식

2에서, 상기 자기 상관 함수 는 t 시점과 t+τ에서의 값의 곱을 미리 설정된, 충분히 큰 시간 T에 걸쳐 평균한 값이

다. 이렇게,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는 자기 상관도가 낮을수록 좋은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동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상관도 값이 낮고 동기가 일치하는 경우에 자기 상관도 값이 큰 시퀀스가 우수한 시퀀스라고 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기적 상관도 계산 방식과 비주기적 상관도 계산 방식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 상관도를

계산함에 있어 유효 상관도 구간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상기 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신호가 반복되어 수

신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유효 상관도 구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상기 반복된 동일한 신호들이 자기 상관도를 구하는데 영

향을 미치지만,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할 경우 특정 신호가 한번만 수신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상기 신호 이후에

연속적으로 수신되는 다른 신호들은 자기 상관도를 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 예로, 길이 4인 CAZAC 시퀀스

1101을 가지고 주기적 자기 상관도와 비주기적 자기 상관도를 구하면 하기와 같다. 여기서, 수신 신호의 지연 시간은 1심

벌 길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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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기적 자기 상관도와 비주기적 자기 상관도 계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일한 신호, 즉 동일한

시퀀스가 반복되어 수신되는지 혹은 한번만 수신되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프리앰블은 해당 물리 계층 프레임당 반복

되어 송신되는 신호가 아니라 한번만 송신되는 신호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수신기는 프리앰블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

할 경우 다음번 프리앰블 수신할 때까지는 다른 동작을 수행하기가 난이하다. 이런 프리앰블의 특성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서는 상기 프리앰블에 주기적 자기 상관도를 가지는 주기적 시퀀스보다는 비주기적 자기 상관도를 가지는 비주기적 시퀀

스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표준 규격인 IEEE 802.15.3a에서는 길이 16의 CAZAC 시퀀스를 프리앰블로 사용하

도록 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수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프리앰블에 128비트의 비주

기적 ARM 시퀀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길이 4의 CAZAC 시퀀스를 동기 획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길이 4의 CAZAC 시퀀스를 반복함으로써 길이를 늘릴수 있으나, 상기 CAZAC 시퀀스의 특성상 주기적 자

기 상관도를 구하면 동기를 획득하였다 할지라도 동기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주기적 자기 상관도가 높지 않

아 실제 동기가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난이하다. 즉, 상기 길이 4의 CAZAC 시퀀스를 반복하여 전송할 경우

주기적 자기 상관도를 구하면 동기를 획득했을 때 출력되는 자기 상관도에 비해 상기 길이 4의 CAZAC 시퀀스만큼 지연되

어 있는 시점에서 구한 자기 상관도가 상기 CAZAC 시퀀스의 길이만큼 차이를 나타낸다. 결국,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

에서 BPSK 방식을 사용할 경우 상기 길이 4의 CAZAC 시퀀스를 반복하여 프리앰블을 전송할 경우 동기를 획득했을때와

동기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의 자기 상관도들간에는 4의 차이를 가지게 되며, 4라는 차이는 에너지 레벨(energy level)에

서 실제 구별하는 것이 난이하고, 따라서 동기 획득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제1프리앰블(930)에 사용할 비주기적 시퀀스, 즉 ARM 시퀀스를 생성하는 장치를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2는 도 9의 제1프리앰블(930)에 적용할 ARM 시퀀스 생성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2는 특히 길이 128의 ARM 시퀀스를 생성하는 장치로서, 먼저, 2비트의 모든 가능한 실수의 조합(00 또는 01 또

는 10 또는 11)중 하나가 입력 신호로 입력되면 그대로 상기 입력 신호가 제1다중화기(1200)로 입력되고, 이와 동시에 상

기 입력 신호가 배타적 논리합(XOR) 가산기(1205)로 입력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신호 발생기(1203)는 01 또는 10의 신

호를 발생하여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05)로 출력한다.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05)는 상기 신호 발생기

(1203)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입력 신호를 배타적 논리합하여 상기 제1다중화기(1200)로 출력한다. 상기 제1다중화기

(1200)는 상기 입력 신호와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05)에서 출력한 신호를 시간적으로 번갈아 다중화하여 4비트의

ARM 시퀀스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4비트 ARM 시퀀스를 제2다중화기(1210)와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15)로 출력

한다.

이렇게, 상기 제1다중화기(1200)에서 제2다중화기(1210)로 4비트 ARM 시퀀스가 입력됨과 동시에, 신호 발생기(1213)

는 0101 또는 1010의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15)로 출력한다.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15)

는 상기 신호 발생기(1213)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제1다중화기(1200)에서 출력한 4비트 ARM 시퀀스를 배타적 논리합

하여 상기 제2다중화기(1210)로 출력한다. 상기 제2다중화기(1210)는 상기 입력 신호와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

(1215)에서 출력한 신호를 시간적으로 번갈아 다중화하여 8비트의 ARM 시퀀스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8비트 ARM 시

퀀스를 제3다중화기(1220)와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25)로 출력한다.

이렇게, 상기 제2다중화기(1210)에서 제3다중화기(1220)로 8비트 ARM 시퀀스가 입력됨과 동시에, 신호 발생기(1223)

는 01010101 또는 10101010의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25)로 출력한다.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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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1225)는 상기 신호 발생기(1223)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제2다중화기(1210)에서 출력한 8비트 ARM 시퀀스를 배

타적 논리합하여 상기 제3다중화기(1220)로 출력한다. 상기 제3다중화기(1220)는 상기 입력 신호와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25)에서 출력한 신호를 시간적으로 번갈아 다중화하여 16비트의 ARM 시퀀스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16비트

ARM 시퀀스를 제4다중화기(1230)와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35)로 출력한다.

이렇게, 상기 제3다중화기(1220)에서 제4다중화기(1230)로 16비트 ARM 시퀀스가 입력됨과 동시에, 신호 발생기(1233)

는 0101010101010101 또는 1010101010101010의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35)로 출력한다. 상

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35)는 상기 신호 발생기(1233)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제3다중화기(1220)에서 출력한 16비

트 ARM 시퀀스를 배타적 논리합하여 상기 제4다중화기(1230)로 출력한다. 상기 제4다중화기(1230)는 상기 입력 신호와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35)에서 출력한 신호를 시간적으로 번갈아 다중화하여 32비트의 ARM 시퀀스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32비트 ARM 시퀀스를 제5다중화기(1240)와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45)로 출력한다.

이렇게, 상기 제4다중화기(1230)에서 제5다중화기(1240)로 32비트 ARM 시퀀스가 입력됨과 동시에, 신호 발생기(1243)

는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또는 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의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배

타적 논리합 가산기(1245)로 출력한다.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45)는 상기 신호 발생기(1243)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제4다중화기(1230)에서 출력한 32비트 ARM 시퀀스를 배타적 논리합하여 상기 제5다중화기(1240)로 출력한다. 상

기 제5다중화기(1240)는 상기 입력 신호와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45)에서 출력한 신호를 시간적으로 번갈아 다중

화하여 64비트의 ARM 시퀀스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64비트 ARM 시퀀스를 제6다중화기(1250)와 배타적 논리합 가산

기(1255)로 출력한다.

이렇게, 상기 제5다중화기(1240)에서 제6다중화기(1250)로 64비트 ARM 시퀀스가 입력됨과 동시에, 신호 발생기(1253)

는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또는

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의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배타적 논

리합 가산기(1255)로 출력한다.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55)는 상기 신호 발생기(1253)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제

5다중화기(1240)에서 출력한 64비트 ARM 시퀀스를 배타적 논리합하여 상기 제6다중화기(1250)로 출력한다. 상기 제6

다중화기(1250)는 상기 입력 신호와 상기 배타적 논리합 가산기(1255)에서 출력한 신호를 시간적으로 번갈아 다중화하여

128비트의 ARM 시퀀스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128비트 ARM 시퀀스가 결과적으로 상기 제1프리앰블(930)로 사용되

는 것이다. 한편, 상기 도 12에서는 128비트 ARM 시퀀스를 생성하는 경우를 일 예로 설명하였으나, 256, 512, ... 등과 같

은 2의 멱승을 가지는 길이의 ARM 시퀀스는 상기 도 1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구조를 확장할 경우 생성 가능함은 물론이

다.

다음으로 도 1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물리 계층 프레임 생성 장치를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3은 도 9의 물리 계층 프레임을 송신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3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도 13에 도시한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는 상기 프리앰블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

기 위해서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에서 상기 프리앰블을 제외한 나머지 신호들, 즉 PHY 헤더와, MAC 헤더와, HCS와, 데이

터 + FCS와, SB 및 TS를 "물리 데이터"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먼저, 제1프리앰블 발생기(1300)는 상기 도 1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길이 128의 ARM 시퀀스를 발생하여 다중화기

(1330)로 출력한다. 또한, 제2프리앰블 발생기(1310)는 길이 32의 ARM 시퀀스를 발생하거나 혹은 길이 4의 CAZAC 시

퀀스를 8번 반복하여 상기 다중화기(1330)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상기 제2프리앰블에는

ARM 시퀀스를 사용하므로 상기 본 발명의 제1실시예가 적용될 경우 상기 제2프리앰블 발생기(1310)는 길이 32의 ARM

시퀀스를 발생하고, 이와는 달리 상기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는 상기 제2프리앰블에는 CAZAC 시퀀스를 사용하므로 본

발명의 제2실시예가 적용될 경우 상기 제2프리앰블 발생기(1310)는 길이 4의 CAZAC 시퀀스를 8번 반복 발생한다. 그리

고, 상기 제1프리앰블 길이가 128이기 때문에, 상기 제2프리앰블 길이는 자동적으로 32가 되며, 따라서 길이 4의 CAZAC

시퀀스는 8번 반복되어 상기 제2프리앰블로 생성되는 것이다. 상기 다중화기(1330)는 상기 제1프리앰블 발생기(1300)에

서 출력한 제1프리앰블과, 상기 제2프리앰블 발생기(1310)에서 출력한 제2프리앰블을 상기 도 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다중화한 후 다중화기(1340)로 출력한다. 한편, 물리 데이터(1320) 역시 상기 다중화

기(1340)로 입력되고, 상기 다중화기(1340)는 상기 다중화기(1330)에서 출력한 신호, 즉 프리앰블과 상기 물리 데이터

(1320)를 상기 도 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다중화하여 물리 계층 프레임으로 생성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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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3에서는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 내부 구조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14를 참조하여 상기 물리 계층 프

레임을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4는 도 13에 상응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14를 참조하면, 먼저 상기 도 1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는 1400단계에서 동기 획득용

인 제1프리앰블을 생성하고 1420단계로 진행한다. 또한,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는 1410단계에서 채널 추정용

인 제2프리앰블을 생성하고 142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420단계에서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는 상기 생성된

제1프리앰블과 제2프리앰블을 시간적으로 연집하여 프리앰블로서 생성하고 143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430단계에서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는 상기 생성된 프리앰블과 물리 데이터를 상기 도 9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

에 상응하게 다중화하여 물리 계층 프레임으로 생성하고 144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440단계에서 상기 물리 계층 프레

임 송신 장치는 상기 생성된 물리 계층 프레임을 에어(air)상으로 전송하고 종료한다.

상기 도 13 및 도 14에서는 물리 계층 프레임 송신 장치 및 송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15 및 도 16을

참조하여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장치 및 수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5는 도 13에 상응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장치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5를 참조하면, 먼저 에어상으로부터 물리 계층 프레임(1500)이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물리 계층 프레임(1500)

은 역다중화기(DEMUX)(1510)로 입력된다. 상기 역다중화기(1510)는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1500)을 상기 도 9에서 설

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역다중하여 프리앰블은 역다중화기(1520)로 출력하고, 물리 데이터는 데이터 복

원기(1550)로 출력한다. 상기 역다중화기(1520)는 상기 역다중화기(1510)에서 출력한 프리앰블을 상기 도 9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역다중하여 제1프리앰블은 상관도 검사기(1530)로 출력하고, 제2프리앰블은 채널 추

정기(channel estimator)(1540)로 출력한다.

상기 상관도 검사기(1530)는 상기 역다중화기(1520)에서 출력한 제1프리앰블을 가지고 자기 상관도를 검사하고, 상기 자

기 상관도 검사 결과 미리 설정한 설정 상관도를 초과할 경우 동기가 획득되었다고 판단하며, 상기 획득된 동기 정보

(1570)를 상기 채널 추정기(1540) 및 데이터 복원기(1550)로 출력한다. 한편, 상기 채널 추정기(1540)는 상기 역다중화

기(1520)에서 출력한 제2프리앰블과, 상기 상관도 검사기(1530)에서 출력한 동기 정보(1570)를 가지고 채널 추정하고,

그 채널 추정 결과를 상기 데이터 복원기(1550)로 출력한다. 상기 데이터 복원기(1550)는 상기 상관도 검사기(1530)에서

출력한 동기 정보(1570)와, 상기 채널 추정기(1540)에서 출력한 채널 추정 정보를 가지고 상기 역다중화기(1510)에서 출

력한 물리 데이터를 복원하여 실제 복원된 물리 데이터(1560)로 출력한다. 물론, 상기 상관도 검사기(1530)에서 검사 결

과 동기가 획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동작, 즉 채널 추정 및 물리 데이터 복원 등의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상기 도 15에서는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16을 참조하여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6은 도 15에 상응하는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16을 참조하면, 먼저 1600단계에서 에어상으로부터 물리 계층 프레임을 수신하면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장치는

161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610단계에서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장치는 상기 수신한 물리 계층 프레임을 상기 도 9

에서 설명한 물리 계층 프레임 구조에 상응하게 역다중화하여 제1프리앰블과, 제2프리앰블 및 물리 데이터로 역다중화한

다. 이렇게 역다중화된 제1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장치는 동기 획득 과정을 수행하여 동기 정보

를 검출한후 1640단계로 진행한다. 또한, 상기 역다중화된 제2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상기 물리 계층 프레임 수신 장치는

채널 추정 과정을 수행하여 채널 추정값을 검출한 후 상기 164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640단계에서 상기 물리 계층 프레

임 수신 장치는 상기 동기 정보와 채널 추정값을 이용하여 상기 물리 데이터를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하고 종료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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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에서 물리 계층 프레임의 프리앰블을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과 채널 추

정용 프리앰블로 분할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비주기적 시퀀스 혹은 주기적 시퀀스를 적용함으로써 동기 획득 및 채널

추정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이점을 가진다. 특히,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이 변조 방식으로 BPSK 방식을 사용할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CAZAC 시퀀스의 경우 동기 획득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본 발명과 같이 동기 획득용으로 사용되는 프리앰

블에는 ARM 시퀀스를 사용하고 채널 추정용으로 사용되는 프리앰블에는 ARM 시퀀스 혹은 CAZAC 시퀀스를 무선 채널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동기 획득 및 채널 추정 효율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 전체 시

스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장치에 있어서,

비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제1프리앰블

발생기와,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제2프리앰블 발생기와,

상기 제1프리앰블과 상기 제2프리앰블을 다중화하여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로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는 비주기적 순환 다중화(ARM: Apreiodic Recursive Multiplex) 시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

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장치.

청구항 3.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장치에 있어서,

비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제1프리앰블

발생기와,

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제2프리앰블 발

생기와,

상기 제1프리앰블과 상기 제2프리앰블을 다중화하여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로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는 비주기적 순환 다중화(ARM: Apreiodic Recursive Multiplex) 시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

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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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주기적 시퀀스는 CAZAC(Constant Amplitude Zero Auto Correlation) 시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장치.

청구항 6.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장치에 있어서,

수신 신호를 역다중화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과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과, 데이터로 출

력하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제1프리앰블을 가지고 동기 획득을 수행하고, 상기 동기 획득 수행 결과에 따른 동기 정보를 출력하는 상관도 검사기

와,

상기 제2프리앰블을 가지고 채널 추정을 수행하고, 상기 채널 추정 결과에 따른 채널 추정값을 출력하는 채널 추정기와,

상기 동기 정보와 상기 채널 추정값을 가지고 상기 데이터를 원래 정보 데이터로 복원하는 데이터 복원기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리앰블 및 제2프리앰블은 비주기적 시퀀스이며,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는 비주기적 순환 다중화(ARM:

Apreiodic Recursive Multiplex) 시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리앰블은 비주기적 시퀀스이며,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는 비주기적 순환 다중화(ARM: Apreiodic Recursive

Multiplex) 시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프리앰블은 주기적 시퀀스이며, 상기 주기적 시퀀스는 CAZAC(Constant Amplitude Zero Auto Correlation) 시

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장치.

청구항 10.

등록특허 10-0547758

- 14 -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방법에 있어서,

비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1프리앰블과 상기 제2프리앰블을 다중화하여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는 비주기적 순환 다중화(ARM: Apreiodic Recursive Multiplex) 시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

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방법.

청구항 12.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방법에 있어서,

비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비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을 생성하는 과정과,

주기적 상관 특성을 가지는 주기적 시퀀스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1프리앰블과 상기 제2프리앰블을 다중화하여 상기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는 비주기적 순환 다중화(ARM: Apreiodic Recursive Multiplex) 시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

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주기적 시퀀스는 CAZAC(Constant Amplitude Zero Auto Correlation) 시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송신 방법.

청구항 15.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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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신호를 역다중화하여 동기 획득용 프리앰블인 제1프리앰블과 채널 추정용 프리앰블인 제2프리앰블과, 데이터로 출

력하는 과정과,

상기 제1프리앰블을 가지고 동기 획득을 수행하고, 상기 동기 획득 수행 결과에 따른 동기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제2프리앰블을 가지고 채널 추정을 수행하고, 상기 채널 추정 결과에 따른 채널 추정값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동기 정보와 상기 채널 추정값을 가지고 상기 데이터를 원래 정보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리앰블 및 제2프리앰블은 비주기적 시퀀스이며,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는 비주기적 순환 다중화(ARM:

Apreiodic Recursive Multiplex) 시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리앰블은 비주기적 시퀀스이며, 상기 비주기적 시퀀스는 비주기적 순환 다중화(ARM: Apreiodic Recursive

Multiplex) 시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프리앰블은 주기적 시퀀스이며, 상기 주기적 시퀀스는 CAZAC(Constant Amplitude Zero Auto Correlation) 시

퀀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초광대역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수신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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