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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하향링크 신호의 구성 방법과동기화 방법 및 그 장치 그리고 이를 이
용한 셀 탐색 방법

요약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기반의 셀룰러 시스템에서,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이 하나의 공통 슬롯과 복수의
트래픽 슬롯으로 이루어진다. 공통 슬롯은 동기화 프리앰블과 셀 탐색 프리앰블을 포함한다. 동기화 프리앰블은 시
간 및 주파수 동기를 맞추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며, 셀 탐색 프리앰블은 셀 탐색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트래픽 슬롯에는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분산된 파일럿 심볼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먼저 OFDM 송신 신호의 주기
적 프리픽스를 이용하여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하고, 추정된 초기 심볼 동기와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한다. 다음, 동기화 프리앰블과 셀 탐색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 그리고 시간
및 주파수 동기가 맞추어진 후 셀 탐색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셀 탐색을 추정한다. 초기 동기화를 수행한 다음에,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를 이용하여 주파수 추적을 수행하고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심볼 동기
추적을 수행한다. 그리고 셀 탐색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를 추적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OFDMA, 셀룰러, 프리앰블, 동기화, 셀 탐색, 주파수 동기, 심볼 동기, 파일럿, 주기적 프리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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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의 개략적인 구
조도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개략적인 전체 구조도
이다.

도 2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초기 심볼 동기 추정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프리앰블의 개략적인 구
조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동기 추정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동기 추정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심볼 동기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셀 탐색 프리앰블의 개략
적인 구조도이다.

도 9 및 도 10은 각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파일럿의 패턴
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a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개략적인 전체 구조도
이다.

도 11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슬롯 동기 추정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트래픽 슬롯의 개략적
인 구조도이다.

도 14는 도 13에서의 파일럿의 패턴과 위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6 및 도 17은 각각 본 발명의 제4 및 제5 실시예에 따른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에서 인접
셀을 탐색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셀 탐색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9 및 도 20은 각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의 동기화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의 개략적
인 블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하향링크 신호의 구성 방법과 동기화 방법 및 그 장치, 그리고 이를 이용한 셀 탐
색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방식의 셀룰러 시스템의 하향링크에 적합한 프리앰블 및 파일럿의 구조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단말기에
서 동기화와 셀 탐색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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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셀룰러(cellular) 시스템에서는 초기 동기를 위해 단말기가 기지국의 신호를 보고 시간 동기와 주파수
동기를 맞출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셀 탐색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말기가 초기 동기를 잡은 이후에는 시
간과 주파수를 추적(tracking)할 수 있어야 하며, 핸드오버(handover)를 위해 인접 셀의 시간, 주파수 동기와 셀 탐
색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시분할 다중 접속(TDMA, time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방식의 셀룰러 시스템인 GSM이나 부호 분
할 다중 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방식의 셀룰러 시스템인 IS-95, cdma2000, W-CDMA
등에는 초기 동기화, 셀 탐색, 추적(tracking), 인접 셀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향링크가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W-CDMA에서는 256칩 길이의 P-SCH(primary synchronization channel)와 S-SCH(secondary
synchronization channel)를 매 슬롯 시작점에 두어 P-SCH를 사용하여 슬롯 동기를 추정하고 S-SCH를 사용하여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 번호와 프레임 동기를 추정한다. 이때, 각 셀의 매 슬롯에 같은 패턴의 P-SCH를 사용함으로
써 동기 추정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S-SCH는 64개의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마다 다른 패턴을 사용하고
슬롯마다 다른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프레임 동기와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P-
CPICH(primary common pilot channel)를 이용하여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 내의 8개의 다른 주요 스크램블링 코드
중 하나를 찾고, 이를 이용하여 P-CCPCH(primary common control channel)에 실린 셀 정보를 복조하여 셀의 정
보를 획득함으로써 셀 탐색을 완료한다.

기존의 OFDMA 기반의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 IEEE 802.11a,
Hiperlan/2 등이 있다. 이 중 DAB는 널 심볼과 위상 기준 심볼(phase reference symbol)을 프레임 동기에 사용하
고 DVB는 파일럿을 프레임 동기에 사용한다. 또한, IEEE802.11a나 Hiperlan/2에서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하향
링크 버스트(burst)의 동기를 잡도록 한다. 하지만, 기존의 OFDMA기반의 시스템들은 셀룰러 시스템이 아니기 때
문에 OFDMA기반의 셀룰러 시스템에서 기존의 구조로 동기화 및 셀 탐색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적은 계산량으로도 OFDMA기반의 셀룰라 시스템에서 하향링크 동기화 및
셀 탐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앰블과 파일럿의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는, 각각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발생시키는 제1 및 제2 프리앰블 발생기와
파일럿 패턴을 발생시키는 파일럿 패턴 발생기를 포함한다. 제1 프리앰블은 시간 및 주파수 동기화를 위해 위상차
가 180°인 제1 및 제2 심볼로 이루어진다. 제2 프리앰블은 적어도 하나의 전송 심볼로 이루어지며 셈 탐색을 위해
복수의 셀에 대해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진다. 파일럿 패턴은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분산되는 복수의 파일럿 심
볼에 할당된다. 그리고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은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가지는 제1 슬롯, 그리고 복수의 파일
럿 심볼이 분산되어 있는 복수의 제2 슬롯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하향링크 신호 동기화 장치는,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 프레임 동기 추정기 및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로 이루어지는 초기 동기 추정기와 셀 탐색기를 포함한다. 이때,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은, 시간 및 주파
수 동기를 맞추기 위한 제1 프리앰블 및 셀 탐색을 위해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는 제2 프리앰블을 포함하는 제1
슬롯, 그리고 복수의 파일럿 심볼이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수의 제2 슬롯을 포함한다.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는 하향링크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yclic prefix)를 이용하여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하며, 프레임 동
기 추정기는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에서 추정된 심볼 동기 및 제1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추정한다. 시
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는 추정된 프레임 동기와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미세 심볼 동기 및 주파수 동기
를 추정한다. 그리고 셀 탐색기는 초기 동기 추정기에서 심볼 동기와 주파수 동기가 맞추어진 후 제2 프리앰블의 셀
마다 고유한 패턴을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하향링크 신호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서,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은 유효 심볼 길이를 가지
는 제1 심볼과 제1 심볼을 180°위상 회전시킨 심볼의 일부에 해당하는 제2 심볼을 가지는 제1 프리앰블 및 셀 탐색
을 위해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는 제2 프리앰블을 포함하는 제1 슬롯, 그리고 복수의 파일럿 심볼이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수의 제2 슬롯을 포함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먼저 하향링크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
스와 유효 심볼의 자기상관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심볼 타이밍으로 추정하여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한다. 다음, 추
정한 초기 심볼 동기와 제1 및 제2 심볼의 자기상관의 실수부가 음의 부호를 가진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
를 추정하고, 추정된 프레임 동기와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 그리고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맞춘 후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인접 셀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서,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은, 유효 심볼 길이를 가지는 제1
심볼과 제1 심볼을 180°위상 회전시킨 심볼의 일부에 해당하는 제2 심볼을 가지는 제1 프리앰블 및 셀 탐색을 위해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는 제2 프리앰블을 포함하는 제1 슬롯, 그리고 복수의 파일럿 심볼이 시간축과 주파수축
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수의 제2 슬롯을 포함한다.

인접 셀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먼저 하향링크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와 유효 심볼의 자
기상관을 계산하고, 자기상관의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자기상관이 최대
로 되는 지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한다. 다음, 추정된 인접 셀의 초기 심볼 동기를 이용하여
제1 프리앰블의 자기상관을 추정하고, 추정된 자기상관의 결과에서 현재 셀의 프레임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자기상관의 결과가 최대로 되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프레임 동기를 추정한다. 추정된 인접 셀의 프레
임 동기와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인접 셀의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 그리고 제2 프리앰블을 이
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하고 셀 탐색 결과에서 현재 셀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여 인접 셀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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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셀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먼저 하향링크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와 유효 심볼의
자기상관을 계산하고, 자기상관의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자기상관이 최
대로 되는 지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한다. 다음, 추정된 인접 셀의 심볼 동기를 이용하여 상
기 셀마다 공통인 파일럿 패턴을 신호 처리하고, 신호 처리 결과에서 현재 셀의 슬롯 위치를 제외하고 신호 처리 결
과를 최대로 하는 점을 선택하여 인접 셀의 슬롯 동기를 추정한다. 그리고 추정된 인접 셀의 슬롯 동기를 이용하여
제1 프리앰블의 자기상관을 추정하고, 추정된 자기상관의 결과에서 현재 셀의 프레임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자기상관의 결과가 최대로 되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프레임 동기를 추정한다. 다음, 추정된 인접 셀
의 프레임 동기와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인접 셀의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 그리고 제2 프리앰
블을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하고 셀 탐색 결과에서 현재 셀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여 인접 셀을 탐색한다.

본 발명에 따른 하향링크 신호 구성 방법에 따르면, 먼저 제1 심볼과 제1 심볼에 대해 위상차가 180°인 제2 심볼을
포함하는 제1 프리앰블을 생성하고, 복수의 셀에 대해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는 제2 프리앰블을 생성한다. 다
음,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하나의 제1 슬롯으로 생성한다. 그리고 복수의 파일럿 심볼을 시간축 및 주파수축을 분
산시켜 배열하여 제2 슬롯을 생성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
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하향링크 신호의 구성 방법과 동기화 방법 및 그 장치 그리
고 이를 이용한 셀 탐색 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의 프리앰블 및 파일럿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
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은 NP개의 슬롯(10, 20)을 포함

하며, 한 개의 슬롯(10, 20)은 NS개의 심볼로 이루어진다. NP개의 슬롯(10, 20) 중 하나의 슬롯(10)이 공통 슬롯이

며 나머지 NP -1개의 슬롯(20)이 트래픽 슬롯이다.

공통 슬롯(10)의 앞 부분에는 TP 길이를 가지는 프리앰블(100)이 있으며, 프리앰블(100)은 TPS의 길이를 가지는

동기화 프리앰블(110)과 TPC(=TP-T PS)의 길이를 가지는 셀 탐색 프리앰블(120)로 이루어진다. 동기화 프리앰블

(110)은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맞추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며, 셀 탐색 프리앰블(120)은 셀 탐색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공통 슬롯(10)은 프리앰블(100) 이외에 셀 공통 정보 등을 전송하는 채널과 이에 필요한 파일럿 심
볼을 더 포함할 수 있다. 트래픽 슬롯(20)은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분산된 파일럿 심볼(200)을 포함한다. 이러한
파일럿 심볼(200)은 주파수축으로 Nf개의 부반송파마다 시간축으로 Nt개의 심볼마다 삽입된다.

아래에서는 도 2a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다.

도 2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개략적인 전체 구조도
이며, 도 2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a 및 도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동기화를 위해, 먼저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 cyclic
prefix)를 이용하여 초기 심볼 동기가 추정된다(S210). 추정된 초기 심볼 동기와 프리앰블(100)의 동기화 프리앰블
(110)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가 추정된다(S220). 다음, 프리앰블(100)의 동기화 프리앰블(110)과 셀 탐색 프리앰
블(120)을 이용하여 시간 및 주파수 동기가 추정된다(S230). 그리고 단계 S230에서 시간 및 주파수 동기가 맞추어
진 후, 셀 탐색 프리앰블(120)을 이용하여 셀 탐색이 추정된다(S240). 이러한 단계 S210 내지 S240을 거쳐 초기 동
기화가 수행된다.

그리고 단계 S230에서는 다음의 단계 S231 내지 S233을 거쳐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맞출 수 있다. 즉, 먼저 동기
화 프리앰블(110)을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여 대략적인 주파수 동기가 추정된다(S231). 다음, 동기화 프리
앰블(110)을 이용하여 미세 심볼 동기가 추정되고(S232) 셀 탐색 프리앰블(120)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가
추정되어(S233), 시간 및 주파수 동기가 맞추어질 수 있다.

초기 동기화를 수행한 다음에 주파수 및 시간이 추적된다. 주파수와 시간을 추적하기 위해, 먼저 OFDM 송신 신호
의 주기적 프리픽스(CP)와 주기적 프리픽스(CP)와 같은 신호로 이루어진 유효 OFDM 심볼(전송 심볼) 사이의 위상
차를 이용하여 주파수 추적이 수행된다(S250). 다음, 동기화 프리앰블(110)을 이용하여 심볼 동기 추적이 수행되고
(S260), 셀 탐색 프리앰블(120)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가 추적된다(S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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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도 2a 및 도 2b에서 설명한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 대해서 도 3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
명한다.

먼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서 초기 심볼 동기 추정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초기 심볼 동기 추정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심볼 동기 추정 장치(300)는 지연기(310), 상관기(320), 이동 평균기(330, 340), 전
력 검출기(350), 정규화기(360) 및 비교기(370)를 포함한다.

OFDM 수신 신호( )는 지연기(310)에서 유효 OFDM 심볼의 길이(N)만큼 지연되고, 지연된 신호

( )는 상관기(320)에서 상관된다. 이동 평균기(330)는 지연 신호의 상관값( )과 수신된 신호

( )의 이동 평균( )을 계산하고, 이동 평균기(340)는 전력 검출기(350)에서 검출된

신호 전력의 이동 평균( )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동 평균( )은 정규화기(360)

에서 이동 평균( )으로 정규화된다. 정규화된 상관값을 최대로 하는 타이밍(n)이 비교기(370)에서

심볼 타이밍( )으로 결정되어 초기 심볼 동기가 추정된다.

즉, 초기 심볼 동기에서는 1개의 OFDM 심볼 구간동안 OFDM 심볼의 주기적 프리픽스(CP)와 유효 OFDM 심볼의
자기상관이 최대가 되는 위치가 추정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M 심볼에 대해 반복해서 추정하면 초기 심

볼 동기의 성능이 향상된다. 초기 심볼 동기 장치(300)에서 추정된 심볼 타이밍( )과 M회 반복해서 추정된 심볼

타이밍( )은 [수학식 1]과 같이 주어진다. 이러한 초기 심볼 동기 장치(300)는 전용 하드웨어나 범용 처리 장치에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으며, 또는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어 구현될 수도 있다.

여기서, 은 심볼 타이밍이며 은 M회 반복되어 추정된 심볼 타이밍이다. Nsym은 OFDM 심볼의 길이이며 y(n)은

OFDM 수신 신호이다. NCP는 OFDM 심볼의 주기적 프리픽스 길이이며 N은 OFDM 심볼의 유효 OFDM 심볼의 길

이로서 Nsym-NCP로 주어진다.

다음,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서 프레임 동기 추정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프리앰블의 개략적인 구
조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동기 추정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기화 프리앰블(110)은 1개의 S 심볼(111)과 1개의 IS' 심볼(112)로 이루어지며 TPS의

길이를 가진다. TPS는 OFDM 심볼 1개의 길이와 같으며, S 심볼(111)은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

의 길이(TCP)를 제외한 길이인 유효 OFDM 심볼 길이(TPS-TCP)이다. IS' 심볼(112)은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와 같은 길이(TCP)이며 S 심볼(111)을 180˚ 회전시킨 심볼에서 앞에서부터 주기적 프리픽스(CP)의

길이(TCP)만큼을 취해 사용된다.

이러한 동기화 프리앰블(110)의 구조는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주파수와 시간의 초
기 동기화에 적합하다. S 심볼(111)과 IS' 심볼(112)은 180˚ 위상차를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S 심볼(111)과
IS' 심볼(112)의 자기상관의 실수부는 음의 부호를 가진다. 동기화 프리앰블(110)과 동일한 형태의 자기상관을 동
기화 프리앰블(110)을 제외한 연속적으로 전송되는 OFDM 심볼에 적용하면, 자기상관의 실수부는 양의 부호를 가
지게 된다. 따라서 동기화 프리앰블(110)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에 의해 프레임의 타이밍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S 심볼(111)은 Sa 심볼(111a)이 NSsym번 반복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시간 영역 자기상

관의 위상값을 이용하여 -NSsym/2에서 NSsym/2 범위의 부반송파 간격으로 정규화된 주파수 옵셋을 추정할 수 있

다. 또한 동기화 프리앰블(110)은 1개의 S 심볼(111)과 1개의 IS' 심볼(112)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S 심볼(111)과
IS' 심볼(112)의 교차상관이나 자기상관을 구하여 미세 심볼 동기(심볼의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심볼 타이밍)를 추
정할 수 있다.

도 5를 보면, 프레임 동기 추정 장치(500)는 지연기(510), 상관기(520), 이동 평균기(530), 실수화부(540), 그리고
부호 검출 및 비교기(55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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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동기 추정 장치(500)에서, OFDM 수신 신호( )는 지연기(510)에서 유효 OFDM 심볼의 길이(N)만

큼 지연되고, 지연된 신호( )는 상관기(520)에서 상관값이 결정된다. 지연 신호의 상관값( )과 수신

신호( )의 이동 평균(fn)이 이동 평균기(530)에서 계산된다. 그리고 부호 검출 및 비교기(550)는 실수화

부(540)에서 결정된 이동 평균의 실수부( )의 부호를 검출하고 절대값을 비교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

기화 프리앰블(110)의 S 심볼(111)과 IS' 심볼(112)의 자기상관은 음의 부호의 실수부를 가지므로, 실수부( )

의 부호가 -1이 되고 절대치가 최대인 타이밍(n)이 프레임 타이밍( )으로 결정된다. 프레임 동기 추정 장치(500)에

서 결정된 이동 평균(fn)과 프레임 타이밍( )은 [수학식 2]와 같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 동기 추정 장치

(500)는 전용 하드웨어나 범용 처리 장치에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으며, 또는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어 구현될
수도 있다.

,

여기서, NCP는 OFDM 심볼의 주기적 프리픽스 길이이며 N은 OFDM 심볼의 유효 OFDM 심볼의 길이로서 Nsym-

NCP로 주어진다.

다음,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서 주파수 동기 추정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동기 추정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며,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
에 따른 심볼 동기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2a 및 도 2b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파수 동기는 동기화 프리앰블(110)의 S 심볼(111)의 반복되는 성질을 이용한
대략적인 주파수 동기 과정과 셀 탐색 프리앰블(120)의 주기적 프리픽스(CP)를 이용한 미세 주파수 동기 과정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두 단계에 걸친 주파수 동기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전송되는 동일한 신호 사이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추정된다.

먼저 도 6을 참조하여 대략적인 주파수 동기 추정에 대해 설명한다. 도 6을 보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주파
수 동기 추정 장치(600)는 지연기(610), 상관기(620), 이동 평균기(630) 및 주파수 옵셋 검출기(640)를 포함한다.

OFDM 수신 신호( )는 지연기(610)에서 반복되는 시간차(D)만큼 지연되고, 지연된 신호( )는 상관

기(620)에서 상관값이 결정된다. 지연 신호의 상관값( )과 수신 신호( )의 이동 평균

( )이 이동 평균기(630)에서 계산된다. 그리고 주파수 옵셋 검출기(640)는 이동 평균의 위상을

검출하여 주파수 옵셋( )을 구하여 대략적인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 주파수 옵셋( )은 [수학식 3]과 같이 주어진
다. 이러한 주파수 동기 추정 장치(600)는 전용 하드웨어나 범용 처리 장치에 소프트웨어,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
하여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대략적인 주파수 동기 과정에서는 D=N/NSsym으로 된다.

여기서, L은 평균 회수이며 D는 반복 신호간의 시간차이다.

다음, 도 7을 참조하여 미세 심볼 동기 추정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 7을 보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미세
심볼 동기 추정 장치(700)는 동기화 프리앰블 저장기(710), 상관기(720), 교차 상관기(730) 및 비교기(740)를 포함

한다. 교차 상관기(730)는 동기화 프리앰블 저장기(710)에 저장된 동기화 프리앰블의 패턴( )이 상관기(720)에

서 상관된 값을 OFDM 수신 신호( )와 교차 상관시킨다. 비교기(740)는 교차 상관값이 최대가 되는 타이밍(n)
을 심볼 타이밍( )으로 검출하며, 이러한 심볼 타이밍( )은 [수학식 4]와 같이 주어진다. 즉, 미세 심볼 동기는
OFDM 수신 신호와 동기화 프리앰블의 패턴을 교차 상관하여 최대값을 갖는 타이밍(n)을 검출함으로써 추정된다.
이러한 미세 심볼 동기 추정 장치(700)는 전용 하드웨어 또는 범용 처리 장치에 소프트웨어,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사
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수학식 4]는 심볼 동기를 추정하는 방법의 일례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는 심볼 타이밍이며 L은 교차상관의 길이이다.

다음, 도 8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서 셀 탐색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셀 탐색 프리앰블의 개략
적인 구조도이다. 도 9 및 도 10은 각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
호의 파일럿의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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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셀 탐색 프리앰블(120)은 TPC의 길이를 가지며 셀마다 고유

한 패턴을 갖는다. 하나의 예로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8L개의 셀 종류가 있고 TPC는 OFDM 심볼 L

개의 길이와 같은 경우, 셀 번호( )에 따라, k번째 심볼의 주파수 축에서 8개의 다른 직교하는 패턴 중

번째(m=0, ..., M-1) 부반송파에만 정해진 패턴이 송신된다. 단말기에서는 번째(m=0, ..., M-1) 부반송파
에서 수신된 수신 전력을 최대로 하는 ck(k=1, .., L-1)를 구해 셀을 탐색할 수 있다. 이 경우 8개 패턴의 교차 상관

계산을 L번 수행하는 것만으로 8L개의 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도 8에서 82=64개의 셀 종류가 있고 TPC는 OFDM 심볼 1개의 길이와 같은 경우, 셀 번호

C=8c1+c2에 따라 번째(m=0, ..., M-1)의 부반송파에만 정해진 패턴이 송신된다. 이때, 송신되는 부반송파에

길이가 M이고 교차 상관 특성이 좋은 수열 중 c2번째 수열을 실어, 단말기에서 셀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셀 탐색

프리앰블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c1에 따른 8가지의 부반송파 집합에 대해 전력의 합을 최대로 하는 c1을 찾은

후, 해당 부반송파 집합에 8개의 패턴에 따른 교차 상관을 구하여 64개의 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송신되는 시간, 송신되는 부반송파 및 신호 패턴에 따라 구분되는 복수의 셀 탐색 프리앰블(120)로 이루
어지는 셀 탐색 프리앰블 집합에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셀의 수가 셀 탐색 프리앰블(120)의 수 이하이면 각 셀
마다 고유한 셀 탐색 프리앰블(120)을 할당하고, 셀의 수가 셀 탐색 프리앰블(120)의 수보다 많으면 셀을 셀 탐색
프리앰블(120)의 수만큼의 셀로 그룹화하여 셀마다 고유한 셀 탐색 프리앰블(120)을 할당한다. 또한, 서로 다른 두
셀 탐색 프리앰블(120)에서, 셀 탐색 프리앰블(120)이 전송되는 심볼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심볼에서는 하나의 셀
탐색 프리앰블(120)이 신호를 전송하는 부반송파에서는 다른 셀 탐색 프리앰블(120)은 신호를 전송하지 않도록 한
다.

또한, 고유한 셀 탐색 프리앰블(120)의 수를 늘이기 위해, 셀 탐색 프리앰블(120)을 그룹화하고,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두 셀 탐색 프리앰블에서(120)는 앞의 방법과 같이 셀 탐색 프리앰블(120)이 전송되는 심볼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심볼에서는 하나의 셀 탐색 프리앰블이 신호를 전송하는 부반송파에서는 다른 셀 탐색 프리앰블(120)은 신
호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두 셀 탐색 프리앰블(120)에서 같은 전송 심볼에는 같은 부반송
파를 사용하되 미리 정해진 수신 신호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는 신호 패턴을 할당한다.

아래에서는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여 파일럿 패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9에는 전체 부반송파의 수가 N개, 파일럿 심볼의 부반송파 간격이 Nf, 파일럿 심볼의 시간 간격이 Nt인 경우가

도시되어 있다. 이때, s1번째 심볼(910)에서 Nf개의 부반송파마다 하나씩 삽입된 파일럿 심볼은 N/Nf개이며 각각

패턴( )을 가진다. 여기서 c는 셀의 번호이고 i는 s1번째 OFDM심볼에서 i번째 파일럿 부반송파를 의미하며,

이러한 패턴( )은 c와 s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셀마다 고유한 파일럿 패턴을 사용하고, 가능한 패턴에
대해 교차상관을 구함으로써 슬롯 동기와 프레임 동기를 추정하고 셀 탐색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일럿 심볼이 전송되는 전송 심볼의 부반송파에 전송되는 신호 패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파일럿 패
턴의 집합을 형성하고,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의 수가 파일럿 패턴의 수 이하이면 셀마다 고유한 파일럿 패턴을
할당하고 셀의 수가 파일럿 패턴의 수보다 많으면 파일럿 패턴의 수만큼의 셀을 그룹화하여 한 그룹 내에서는 서로
다른 파일럿 패턴을 할당한다.

도 10에서는 도 9에 나타낸 파일럿 패턴에서 한 슬롯에 2r(=Ns)개의 OFDM 심볼이 있을 때, 파일럿의 시간 간격

(Nt)을 r로 하고 패턴 을 Q개의 패턴의 조합, 즉 , 가 되도록 형성한 경우가

도시되어 있다. 이때, Q개의 패턴 중 Q1개의 패턴은 모든 셀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Q2(=Q-Q 1)개의 패턴은

셀마다 다르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여, Q1개의 공통 패턴을 이용하여 슬롯 동기를 적은 계산량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Q2개의 패턴을 사용하거나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에서는 도 1과 같은 구조를 가진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에서 도 10에 나타낸 파일
럿 패턴을 사용하는 실시예에 대해서 도 11a, 도 11b 및 도 12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도 11a 및 도 11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다.

도 11a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개략적인 전체 구조도
이며, 도 11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초기 동기화를 위해, 먼저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를 이용하여 초기 심볼 동기가 추정된다
(S1110). 추정된 심볼 동기 및 각 셀마다 공통인 파일럿의 패턴을 이용하여 슬롯 동기가 추정된다(S1120). 추정된
슬롯 동기 및 프리앰블(100)의 동기화 프리앰블(110)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가 추정된다(S1130). 그리고 프리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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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의 동기화 프리앰블(110)과 셀 탐색 프리앰블(120)을 이용하여 시간 및 주파수 동기가 추정된다(S1140). 단계
S1140에서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맞춘 후, 셀 탐색 프리앰블(120)과 파일럿의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각각 또는 같
이 이용하여 셀 탐색이 수행된다(S1150). 이러한 단계 S1110 내지 S1150을 거쳐 초기 동기화가 수행된다.

여기서, 단계 S1140에서는 단계 S1141 내지 S1143을 거쳐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프리앰블
의 동기화 프리앰블(110)을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여 대략적인 주파수 동기가 추정된다(S1141). 다음, 프
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110)을 이용하여 미세 심볼 동기가 추정되고(S1142), 셀 탐색 프리앰블(120)을 이용하
여 미세 주파수 동기가 추정된다(S1143).

그리고 초기 동기화를 수행한 다음에 주파수 및 시간을 추적한다. 주파수 및 시간을 추적하기 위해, 먼저 OFDM 송
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와 주기적 프리픽스(CP)와 같은 신호로 이루어진 유효 OFDM 심볼 사이의 위상차
를 이용하여 주파수 추적이 수행된다(S1160). 다음, 동기화 프리앰블(110)을 이용하여 심볼 동기 추적이 수행되고
(S1170), 동기화 프리앰블(110)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가 추적된다(S1180). 이러한 단계 S1160 내지
S1180을 반복함으로써 주파수 및 시간 추적이 수행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단계 S1120 및 S1130을 제외하면 제1 실시예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기화 및 셀 탐
색이 수행된다. 즉, 제1 실시예와 달리, 제2 실시예에서는 심볼 동기와 각 셀마다 공통인 파일럿의 패턴을 이용하여
슬롯 동기를 추정하고, 추정된 슬롯 동기와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추정한다.

아래에서는 도 1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서 슬롯 동기 추정 방법에 대
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슬롯 동기 추정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슬롯 동기 추정 장치(1200)는 FFT(fast Fourier
transform)기(1210), 셀 공통 파일럿 선택기(1220), 파일럿 패턴 저장기(1230), 교차 상관기(1240) 및 비교기
(1250)를 포함한다.

먼저, FFT기(1210)는 도 3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추정된 심볼의 초기 타이밍을 이용하여 OFDM 수신 신호를 푸

리에 변환하고, 셀 공통 파일럿 선택기(1220)는 푸리에 변환된 신호에서 공통 파일럿 수신 신호( )를 선택한다.

다음, 교차 상관기(1240)에서 파일럿 패턴 저장기(1230)에 저장된 셀 공통 파일럿 패턴( )의 상관값과 공통 파

일럿 수신 신호( )가 교차 상관된다. 비교기(1250)는 교차 상관값( )을 최대로 하는 심볼 위치(n)를 슬롯 타

이밍( )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슬롯 타이밍( )은 [수학식 5]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은 교차 상관값, 은 n시간에 푸리에 변환된 OFDM 수신 신호, 은 m번째 셀 공통 파일럿의 부반송파

위치, 은 m번째 셀 공통 파일럿, M은 셀 공통 파일럿의 수, 는 슬롯 타이밍, Ns는 한 슬롯의 심볼 수, L은 반

복 누적 회수를 나타낸다.

도 12에 나타낸 슬롯 동기 추정 장치를 사용할 때, 셀 공통 파일럿이 있는 대역에서 주파수 선택적 감쇄로 인해 채널
이 변한다면, [수학식 5]에 의한 방법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때는 [수학식 6]에 나타낸 방법으로 셀 공통 파
일럿을 배치하고 교차 상관을 구할 수 있다.

이때, M은 짝수로 하고, k2m과 k2m+1은 채널이 많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한다. 예를 들어, [수학식 6]에서

Z2m과 Z2m+1을 각각 다른 시퀀스(sequence)로 형성하고 k2m과 k2m+1을 인접한 주파수로 형성하면 좋은 교차 상관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수학식 6] 대신에 [수학식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개의 다른 시간에 셀 공통 파일럿을 나누어 보내고 각 시간
에서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교차상관을 구할 수도 있다. 이때는 n1과 n2를 채널이 많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한다.

다음,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에서 하나 이상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하는 실시예에 대해서 도
13 내지 도 15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도 13 및 도 1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
의 트래픽 슬롯에서의 파일럿 패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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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의 트래픽 슬롯의 개략적
인 구조도이며, 도 14는 도 13에서의 파일럿의 패턴과 위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하향링크 신호의 구조는 도 1에 나타낸 구조와 트래픽 슬
롯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공통 슬롯(10)은 TP 길이의 프리앰블(100)을 가지며, 프리앰블(100)은 TPS 길이의 동기화 프

리앰블(110)과 TPC(=TP-TPS ) 길이의 셀 탐색 프리앰블(120)로 이루어진다. 동기화 프리앰블(110)은 여러 개의

송신 안테나 중에서 미리 정한 하나의 송신 안테나로만 송신되거나 몇 개의 프레임마다 번갈아 가며 송신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셀 탐색 프리앰블(120)도 여러 개의 송신 안테나 중에서 미리 정한 하나의 송신 안테나로만 송신되
거나 몇 개의 프레임마다 번갈아 가며 송신될 수 있다. 그리고 셀 탐색 프리앰블(120)이 하나 이상의 OFDM 심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볼마다 다른 안테나를 통하여 전송될 수도 있다.

트래픽 슬롯(20)에는 안테나 별로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분산된 파일럿 심볼이 주파수축으로는 Nf개의 부반송파

마다 시간축으로는 Nt개의 심볼마다 삽입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 13에는 2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도시되

어 있다. 안테나 0의 파일럿 심볼(AP0)과 안테나 1의 파일럿 심볼(AP1)이 각각 주파수축으로는 Nf개의 부반송파마

다 시간축으로는 Nt개의 심볼마다 삽입되어 있다. 도 13에서는 안테나가 2개일 때를 예시하였지만, 안테나의 개수

가 Nf보다 작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파일럿 심볼이 삽입될 수 있다.

다음, 도 14를 참조하여 이러한 파일럿 심볼의 패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3 실시예에 따른 파일럿 슬롯(20)에는 도 10에 나타낸 파일럿 패턴이 모든 안테나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리고 각각의 안테나에 따른 파일럿 심볼(AP0, AP1, AP2, AP3)의 위치가 일정 주기마다 바뀌고, 각각의 안테나에 따

른 파일럿 심볼(AP0, AP1, AP2, AP3)의 위치를 바꾸는 패턴이 셀(C 1, C2)마다 다르게 할당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송신 안테나가 여러 개일 때 각각의 안테나의 파일럿 송신 전력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셀의
공통 채널, 제어 채널 등은 고정 전송률을 가지며 기본 안테나 2개를 사용하고, 데이터 채널은 채널 상황에 따라 가
변 전송률을 가지며 안테나를 4개까지 사용한다. 이러한 다중입력 다중출력(multi-input multi-output, MIMO) 기
법 등을 통해 고속의 전송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주로 기지국에 가까이 있는 사용자라
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안테나를 제외한 나머지 안테나 2개는 기본 안테나보다 훨씬 적은 전력으로 신호를
송신하게 될 것이다. 이때, 안테나에 따른 파일럿 심볼의 위치를 인접 셀끼리 적절히 다르게 하여 높은 전력으로 송
신하는 기본 안테나의 파일럿 심볼을 전송되는 부반송파가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인접 셀의 파일럿 심볼에
의한 간섭을 줄일 수 있다.

[표 1]에는 기본 안테나(안테나 0 및 1)를 2개 사용하고 고속 전송을 위해 2개의 안테나(안테나 2 및 3)를 더 사용
하는 경우에, 인접한 6개의 셀(셀 A 내지 F) 간에서 기본 안테나의 파일럿 심볼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일럿 심볼 위치를 할당하는 방법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부반송파 그룹 번호(그룹 0 내지 3)는, 하나의 안테나의
파일럿 심볼들을 전송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파일럿 심볼이 전송되는 부반송파들의 위치이며, 모든 셀에서 공통
적으로 사용된다. 안테나 2와 안테나 3은 안테나 0과 안테나 1에 비해 적은 전력으로 신호를 전송한다고 가정하고,
안테나 2와 안테나 3을 통한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기는 기지국에 가까이 있어 다른 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셀 간에서 안테나 0이나 안테나 1을 통해 송신되는 그룹이 겹치면 파일럿 심볼에 간
섭이 일어나게 되며, 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표 1.

[표 2]에는 [표 1]의 경우에 서로 다른 두 셀 간에 안테나 0이나 안테나 1이 송신하는 그룹이 겹치는 수를 나타낸
다. 계속 일정한 위치가 겹치거나 특정 두 셀 간에 겹치는 수가 다른 두 셀 간에 겹치는 수가 다를 때에는 두 셀에 따
라 겹치는 위치와 수가 다른 [표 1]과 같은 패턴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일정 주기마다 바꾸어 송신할 수 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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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에서 하나 이상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할 때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에 대해서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초기 동기화를 위해, 먼저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를 이용하여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하고
(S1510), 추정된 초기 심볼 동기를 이용하여 각 송신 안테나 별로 신호 전력을 추정한다(S1520). 다음, 단계 S1520
에서 추정한 송신 안테나 별 신호 전력을 이용하여 최대의 전력을 갖거나 미리 정한 기준치 이상의 전력을 갖는 송
신 안테나의 공통 파일럿 패턴 부분을 선택 또는 결합하여 슬롯 동기를 추정한다(S1530). 단계 S1530에서 추정한
슬롯 동기와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110)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추정한다(S1540). 다음, 프리앰블의 동
기화 프리앰블(110)을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고(S1551),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110)을 이용하여
미세 심볼 동기를 추정하고(S1552), 셀 탐색 프리앰블(120)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S1553). 그
리고 이러한 단계 S1551 내지 S1553의 동기화 과정을 거쳐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맞춘 후(S1550), 셀 탐색 프리
앰블(120)을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한다(S1560). 단계 S1560에서는 셀 탐색 프리앰블(120) 대신에 파일럿의 셀
마다 고유한 패턴을 이용하거나 셀 탐색 프리앰블(120)과 고유한 패턴을 같이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에서 셀 간 동기가 지리 측정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을 사용해 맞추어져 있는 경우에 인접 셀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도 1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에서 인접 셀을 탐색하는 방법을 나타내
는 흐름도이다.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를 이용하여 심볼의 자기상관을 구하고
(S1610), 자기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최대값을 갖는 지점을 추정하
여 인접 셀의 심볼 동기를 추정한다(S1620). 그리고 단계 S1620에서 추정한 인접 셀의 심볼 동기 및 프리앰블의 동
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추정하고(S1630), 자기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프레임 시작 위치에 해당하
는 결과를 제외하고 최대값을 갖는 지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프레임 동기를 추정한다(S1640).

다음,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고(S1651),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
용하여 심볼 동기 상관을 추정한다(S1652). 그리고 단계 S1652의 심볼 동기 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
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최대값을 갖는 지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미세 심볼 동기를 추정하고(S1653), 셀
탐색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S1654).

그리고 단계 S1651 내지 S1654의 동기화 과정을 거쳐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맞춘 후(S1650), 셀 탐색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셀 탐색 결과를 얻고(S1660), 단계 S1660에서 얻은 결과에서 현재 셀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한 후 인접
셀 탐색을 수행한다(S1670). 단계 S1660에서는 셀 탐색 프리앰블 대신에 파일럿의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이용하거
나 셀 탐색 프리앰블과 고유한 패턴을 같이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에서 셀 간 동기가 맞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 인접 셀을 탐색하
는 방법에 대해 도 1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
템의 하향링크에서 인접 셀을 탐색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를 이용하여 심볼의 자기상관을 구하고
(S1710), 자기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최대값을 갖는 지점을 추정하
여 인접 셀의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한다(S1720). 단계 S1720에서 추정한 인접 셀의 심볼 동기 및 각 셀마다 공통
인 파일럿의 패턴을 이용하여 상관을 추정하고(S1730), 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에 해당하는 지점을 제외하고 슬롯
동기를 추정한다(S1740). 그리고 단계 S1740에서 얻어진 슬롯 동기 및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자
기상관을 추정하고(S1750), 자기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프레임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최대값을
갖는 지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프레임 동기를 추정한다(S1760).

다음,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고(S1771),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
용하여 심볼 동기 상관을 구한다(S1772). 그리고 단계 S1772에서 구한 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위치에 해당
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최대값을 갖는 지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미세 심볼 동기를 추정하고(S1773), 셀 탐색 프리
앰블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S1774).

단계 S1771 내지 S1774의 동기화 과정을 거쳐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맞춘 후(S1770), 셀 탐색 프리앰블을 이용하
여 셀 탐색 결과를 얻고(S1780), 셀 탐색 결과에서 현재 셀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한 후 인접 셀 탐색을 수행한다
(S1790). 단계 S1780에서는 셀 탐색 프리앰블 대신에 파일럿의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이용하거나 셀 탐색 프리앰
블과 고유한 패턴을 같이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479864

- 10 -



도 16 및 도 17에 나타낸 실시예의 하향링크에서 하나 이상의 송신 안테나를 가질 때는 도 15에서 설명한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 즉, 도 15에 나타낸 실시예처럼, 슬롯 동기를 추정할 때 안테나 별로 전력을 추정하여 최대의 전력을
갖거나 미리 정한 기준치 이상의 전력을 갖는 안테나의 공통 파일럿 패턴 부분을 선택 또는 결합하여 슬롯 동기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도 2b, 도 11b, 도 15, 도 16 및 도 17에 각각 나타낸 실시예에서 단말기가 하나 이상의 수신 안테나를 갖고 있
을 때는, 각 단계마다 수신 안테나 별로 수신된 신호를 각각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적절하게 선택 또는 결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음,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추적 및 심볼 동기 추적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
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추적 및 심볼 동기 추적 장치는 각각 도 6 및 도 7에 나타낸 주파수 동기 추
정 장치(600) 및 미셀 심볼 동기 추정 장치(700)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주파수 추적 및 심볼 동기 추적 장치가 각
각 주파수 동기 추정 장치(600) 및 미셀 심볼 동기 추정 장치(700)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므로, 이들은 각각 하나의
장치로 공유될 수도 있으며 별개의 장치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OFDM 수신 신호( )는 지연기(610)에서 유효 OFDM 심볼의 길이(N)만큼 지연

된 후 상관기(620)에서 상관된다. 이동 평균기(630)는 OFDM 수신 신호( )와 지연 신호의 상관값

( )의 이동 평균을 계산하고, 주파수 옵셋 검출기(640)는 이동 평균의 위상을 검출하여 주파수 옵셋( )을 구

한다. 주파수 옵셋( )은 [수학식 8]과 같이 주어진다. 이러한 주파수 추적은 OFDM 심볼마다 수행되며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와 주기적 프리픽스(CP)와 같은 신호로 이루어진 유효 OFDM 심볼 사이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는 주파수 옵셋, L은 평균 회수, N은 OFDM 심볼에서 유효 OFDM 심볼의 길이(Nsym-NCP)를 나타낸다.

그리고 주파수 추적을 수행하다가 새로운 프레임이 수신되면, 동기화 프리앰블과 셀 탐색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도
7에 나타낸 장치와 [수학식 4]에 따라 심볼 동기 추적이 수행되고 도 6에 나타낸 장치와 [수학식 8]에 따라 미세 주
파수 동기 추적이 수행된다.

다음, 도 18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셀 탐색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
시예에 따른 셀 탐색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셀 탐색 장치는 직렬/병렬 변환기(1810), FFT기(1820) 및 셀
탐색기(1830)를 포함하며, 셀 탐색기(1830)는 상관기(1831), 패턴 발생기(1832) 및 비교기(1833)로 이루어진다.
수신된 셀 탐색 프리앰블은 직렬/병렬 변환기(1810)에서 병렬로 변환되고 FFT기(1820)에서 푸리에 변환되어 셀
탐색기(1830)에 입력된다. 패턴 발생기(1832)는 FFT기(1820)에서 입력되는 셀 탐색 프리앰블의 주파수 영역 신호
로부터 각 셀에 해당하는 셀 탐색 프리앰블 패턴을 발생시킨다. 상관기(1831)는 셀 탐색 프리앰블 패턴과 입력 신호
의 교차 상관을 구하고, 비교기(1833)는 교차 상관을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을 갖는 셀 번호를 선택함으로써 셀을 탐
색한다.

다음, 도 19 및 도 20을 참조하여 도 1 내지 도 18에서 설명한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이 수행되는 단말기 동기화 장
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9 및 도 20은 각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의 동기화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 동기화 장치(1900)는 초기 동기 추정기(1910), 셀 탐색
기(1920), 저장기(1930), 그리고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적기(1940)를 포함하며, 도 1 내지 도 10에서 설명한 제1
실시예에 적용된다.

초기 동기 추정기(1910)는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1911), 프레임 동기 추정기(1912),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
(1913)로 이루어진다.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1911)는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를 이용하여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하며, 프레임 동기 추정기(1912)는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1911)에서 추정된 심볼 동기 및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추정한다.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1913)는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과
셀 탐색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1913)에서 심볼 동기와
주파수 동기를 맞춘 후, 셀 탐색기(1920)는 셀 탐색 프리앰블과 파일럿의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각각 또는 같이 이
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한다.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적기(1940)는 주파수 동기 추적기(1941) 및 미세 심볼 동기 추적기(1942)로 이루어진다. 주
파수 동기 추적기(1941)는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와 주기적 프리픽스(CP)와 같은 신호로 이루어
진 유효 OFDM 심볼 사이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주파수 추적을 수행하고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추적을 수행한다. 미세 심볼 동기 추적기(1942)는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심볼 동기 추적을 수행한다. 그리고
저장기(1930)는 현재 셀의 동기 정보와 셀 정보를 각각 저장하는 동기 정보 저장기(1931) 및 셀 정보 저장기(1922)
로 이루어진다.

인접 셀 탐색 시에는 초기 동기 추정기(1910) 및 셀 탐색기(1920)에서 동기 정보 저장기(1931)와 셀 정보 저장기
(1932)에 저장된 현재 셀 정보에 해당하는 점을 제외하여 인접 셀의 동기화와 셀 탐색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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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1913)는 주파수 동기 추정기(1913a) 및 미세 심볼 동기 추정기(1913b)로 이루
어질 수 있다. 주파수 동기 추정기(1913a) 는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고 셀
탐색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 미세 심볼 동기 추정기(1913b)는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
앰블을 이용하여 심볼 동기를 추정한다. 또한, 앞에서 설 명한 것처럼 미세 심볼 동기 추정기(1913b)와 미세 심볼
동기 추적기(1942)는 하나의 장치로 공유될 수도 있고, 주파수 동기 추정기(1913a)와 주파수 동기 추적기(1941)도
하나의 장치로 공유될 수도 있다.

도 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동기화 장치(2000)는 도 19와 같이 초기 동기 추정기
(2010), 셀 탐색기(2020), 저장기(2030), 그리고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2040)를 포함한다. 도 20에 나타낸
동기화 장치(2000)는 초기 동기 추정기(2010)를 제외하면 도 19에 나타낸 동기화 장치(1900)와 동일한 구조를 가
진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초기 동기 추정기(2010)는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2011), 슬롯 동기 추정기(2012), 프레임 동
기 추정기(2013), 그리고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2014)를 포함한다.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2011)는 OFDM
송신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CP)를 이용하여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하며, 슬롯 동기 추정기(2012)는 초기 심볼 동
기 추정기(2011)에서 추정된 심볼 동기 및 각 셀마다 공통인 파일럿의 패턴을 이용하여 슬롯 동기를 추정한다. 프레
임 동기 추정기(2013)는 슬롯 동기 추정기(2012)에서 추정된 슬롯 동기 및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
여 프레임 동기를 추정하며,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2014)는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과 셀 탐색 프리앰블
을 이용하여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2014)에서 심볼 동기와 주파수 동기를
맞춘 후, 셀 탐색기(2020)는 셀 탐색 프리앰블과 파일럿의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각각 또는 같이 이용하여 셀 탐색
을 수행한다.

그리고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2014)는 주파수 동기 추정기(2014a) 및 미세 심볼 동기 추정기(2014b)로 이루
어지며, 미세 심볼 동기 추정기(2014b)에는 안테나 신호 선택 결합기(2014c)가 포함될 수 있다. 주파수 동기 추정
기(2014a)는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고 셀 탐색 프리앰블 부분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를 추정한다. 미세 심볼 동기 추정기(2014b)는 프리앰블의 동기화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심볼 동기
를 추정한다.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적기(2040)는 주파수 동기 추적기(2041) 및 미세 심볼 동기 추적기(2042)로 이루어지며, 도
19의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적기(1940)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저장기(2030)는 동기 정보 저장기(2031) 및 셀 정
보 저장기(2032)로 이루어지며 도 19의 저장기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인접 셀 탐색 시에는 초기 동기 추정기
(2010) 및 셀 탐색기(2020)에서 동기정보 저장기(2031)와 셀 정보 저장기(2032)에 저장된 현재 셀 정보에 해당하
는 점을 제외하여 인접 셀의 동기화와 셀 탐색을 수행한다.

도 20에서, 하향링크 송신 안테나가 하나 이상일 때는 도 20의 동기화 장치(2000)는 안테나 전력 비교기(2050)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미세 심볼 동기 추정기(2014b) 및 셀 탐색기(2020)는 각각 안테나 신호 선택 결합기(2014c,
2021)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안테나 전력 비교기(2050)는 송신 안테나의 파일럿 전력을 추정 및 비교하고, 안테나
신호 선택 결합기(2014c, 2021)는 안테나 별로 처리한 결과를 선택 및 결합하여 사용한다.

다음, 도 2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의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2100)는 프리앰블 발생기(2110), 파일럿 패턴 발생기(2120)
및 시간-주파수-안테나 매핑기(2130)를 포함한다. 프리앰블 발생기(2110)는 외부로부터 셀 번호 정보를 받아 프
리앰블을 발생시키며, 동기화 프리앰블 발생기(2111) 및 셀 탐색 프리앰블 발생기(2112)를 포함한다. 동기화 프리
앰블 발생기(2111)는 셀 번호 정보를 받아 동기화 프리앰블 패턴을 발생시키며, 셀 탐색 프리앰블 발생기(2112)는
셀 번호 정보를 받아 셀 탐색 프리앰블 패턴을 발생시킨다. 파일럿 패턴 발생기(2120)는 셀 번호 정보를 입력받아
송신 안테나 별로 파일럿 패턴을 발생시킨다. 시간-주파수-안테나 매핑기(2130)는 외부로부터 프리앰블-송신 안
테나 매핑 정보, 파일럿 부반송파 그룹-송신 안테나 매핑 정보, 프레임 구조 정보 및 전송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
고, 이 데이터를 시간, 주파수 및 안테나로 매핑하여 각 송신 안테나(2102) 별 OFDM 송신기(2101)로 출력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OFDMA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에서의 초기 동기화, 셀 탐색, 인접 셀 탐
색에 적합한 프리앰블과 파일럿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여 초기 심볼 동기, 슬롯 동기, 프레임 동
기, 심볼 동기 및 셀 탐색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적은 계산량으로도 OFDMA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하
향링크 동기화 및 셀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하향링크 신호를 구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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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주파수 동기화를 위해, 제1 및 제2 심볼로 이루어지는 제1 프리앰블에서 상기 제1 및 제2 심볼의 위상차가
180°가 되도록 상기 제1 프리앰블을 발생시키는 제1 프리앰블 발생기,

셈 탐색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전송 심볼로 이루어지는 제2 프리앰블이 복수의 셀에 대해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
지도록 상기 제2 프리앰블을 발생시키는 제2 프리앰블 발생기, 그리고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분산되는 복수의 파일럿 심볼에 할당되는 파일럿 패턴을 발생시키는 파일럿 패턴 발생기

를 포함하며,

상기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은 상기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가지는 제1 슬롯, 그리고 상기 복수의 파일럿 심볼
이 분산되어 있는 복수의 제2 슬롯을 포함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심볼은 일정 시간 주기마다 반복되는 심볼이며, 상기 제2 심볼은 상기 제1 심볼의 위상을 180°회전한 심
볼의 일부분인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심볼은 상기 전송 심볼의 길이와 주기적 프리픽스(cyclic prefix)의 길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유효 심볼 길
이를 가지며,

상기 제2 심볼은 상기 제1 심볼의 위상을 180°회전한 심볼에서 앞에서부터 상기 주기적 프리픽스 길이 만큼에 해당
하는 부분인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프리앰블 발생기는,

송신되는 시간, 송신되는 부반송파 및 신호 패턴에 따라 구분되는 복수의 제2 프리앰블로 이루어지는 제2 프리앰블
집합에서,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셀의 수가 상기 제2 프리앰블의 수 이하이면 각 셀마다 고유한 제2 프리앰블을 할당하
고, 상기 셀의 수가 상기 제2 프리앰블의 수보다 많으면 상기 셀을 상기 제2 프리앰블의 수만큼의 셀로 그룹화하여
셀마다 고유한 제2 프리앰블을 할당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프리앰블 발생기는, 서로 다른 두 제2 프리앰블에서, 상기 제2 프리앰블이 신호를 전송하는 심볼 중 적어
도 하나의 심볼에서, 하나의 제2 프리앰블이 신호를 전송하는 부반송파에서는 다른 제2 프리앰블은 신호를 전송하
지 않도록 상기 제2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프리앰블 발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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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두 제2 프리앰블에서, 상기 제2 프리앰블이 신호를 전송하는 심볼 중 적어도 하나의 심볼
에서, 하나의 제2 프리앰블이 신호를 전송하는 부반송파에서는 다른 셀 탐색 프리앰블은 신호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두 제2 프리앰블에는 같은 전송 심볼에서 같은 부반송파를 사용하고 미리 정해진 수신 신호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는 신호 패턴을 할당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심볼은 미리 정해진 전송 심볼 위치와 해당 전송 심볼에서 미리 정해진 부반송파에서 전송되며,

상기 파일럿 패턴 발생기는 상기 파일럿 심볼이 전송되는 전송 심볼의 부반송파에 전송되는 신호 패턴에 따라 구분
될 수 있는 파일럿 패턴의 집합을 형성하고,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의 수가 파일럿 패턴의 수 이하이면 셀마
다 고유한 파일럿 패턴을 할당하고 상기 셀의 수가 파일럿 패턴의 수보다 많으면 상기 파일럿 패턴의 수만큼의 셀을
그룹화하여 한 그룹 내에서는 서로 다른 파일럿 패턴을 할당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패턴은 상기 파일럿 패턴 집합 내의 파일럿 패턴에 공통되는 제1 패턴 및 상기 파일럿 패턴 집합 내의
파일럿 패턴이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제2 패턴을 포함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롯 슬롯은 송신 안테나 별로 시간축 및 주파수축으로 분산되어 있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송신 안테나의 파일럿 심볼을 전송하는 부반송파는 서로 다른 위치에 형성되며, 한 전송 심볼 내의 부반
송파에 걸쳐 파일럿 패턴은 복수의 송신 안테나에 대해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인접한 두 셀에서, 상기 두 셀에 공통으로 최대 송신 안테나 수만큼의 파일럿 심볼을 전송하는 부반송파 그룹을 형
성하고 상기 두 셀의 부반송파 그룹에서 각 송신 안테나에 해당하는 파일럿 심볼의 매핑을 다르게 형성하는 하향링
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심볼의 매핑은 일정 주기마다 변경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장치.

청구항 13.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를 동기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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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은,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맞추기 위한 제1 프리앰블 및 셀 탐색을 위해 셀마다 고
유한 패턴을 가지는 제2 프리앰블을 포함하는 제1 슬롯, 그리고 복수의 파일럿 심볼이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분산
되어 있는 복수의 제2 슬롯을 포함하며,

상기 하향링크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를 이용하여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하는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 상기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에서 추정된 심볼 동기 및 상기 제1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추정하는 프레임 동기 추
정기, 및 상기 추정된 프레임 동기와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미세 심볼 동기 및 주파수 동기를 추정하는 시
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를 포함하는 초기 동기 추정기, 그리고

상기 초기 동기 추정기에서 심볼 동기와 주파수 동기가 맞추어진 후 상기 제2 프리앰블의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이
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하는 셀 탐색기

를 포함하는 동기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는 1개의 전송 심볼 구간동안 상기 전송 심볼의 주기적 프리픽스와 유효 심볼의 자기상
관이 최대가 되는 위치를 심볼 타이밍으로 추정하는 동기화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리앰블은 유효 심볼 길이를 가지는 제1 심볼 및 상기 제1 심볼을 180°위상 회전시킨 심볼의 일부에 해
당하는 제2 심볼을 포함하는 동기화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동기 추정기는,

상기 수신 신호를 상기 유효 심볼 길이만큼 지연시키는 지연기,

상기 지연기에서 지연된 신호의 상관값과 상기 수신 신호의 이동 평균을 계산하는 이동 평균기, 그리고

상기 이동 평균의 실수부의 부호를 검출하여 상기 실수부의 부호가 -1이 되고 절대치가 최대인 타이밍을 프레임 타
이밍으로 결정하는 부호 검출 및 비교기

를 포함하는 동기화 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는,

상기 제1 프리앰블의 패턴을 저장하는 프리앰블 저장기,

상기 하향링크 신호와 상기 제1 프리앰블 패턴의 상관값을 계산하는 상관기, 그리고

상기 상관값이 최대가 되는 점을 추정하여 미세 심볼 동기를 추정하는 비교기

를 포함하는 동기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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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슬롯에서 상기 파일럿 심볼의 파일럿 패턴은 셀마다 공통인 제1 패턴 및 셀마다 다른 제2 패턴을 포함하
며,

상기 초기 동기 추정기는 상기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에서 추정된 심볼 동기 및 상기 제1 패턴을 이용하여 슬롯 동기
를 추정하는 슬롯 동기 추정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레임 동기 추정기는 상기 슬롯 동기 추정기에서 추정된 슬롯 동기와 상기 제1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추정하는 동기화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슬롯 동기 추정기는,

상기 추정된 심볼 동기를 이용하여 상기 하향링크 신호를 푸리에 변환하여 셀 공통 파일럿 신호를 선택하는 셀 공통
파일럿 선택기,

상기 공통 파일럿 신호와 상기 제1 패턴의 상관값을 계산하는 상관기, 그리고

상기 상관값을 최대로 하는 점을 슬롯 타이밍으로 선택하여 슬롯 동기를 추정하는 비교기

를 포함하는 동기화 장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슬롯에서 상기 파일롯 슬롯은 송신 안테나 별로 시간축 및 주파수축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상기 추정된 초기 심볼 동기를 이용하여 각 송신 안테나 별로 신호 전력을 추정하고 상기 신호 전력을 미리 정해진
기준치와 비교하는 안테나 전력 비교기, 그리고

상기 기준치보다 큰 전력을 갖는 송신 안테나의 제1 패턴을 선택 또는 결합하여 상기 슬롯 동기 추정기에서 슬롯 동
기를 추정하도록 하는 안테나 신호 선택/결합기

를 더 포함하는 동기화 장치.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는 상기 전송 심볼의 주기적 프리픽스와 유효 심볼의 자기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자기상관 결과가 최대로 되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심볼 동기를 추
정하며,

상기 슬롯 동기 추정기는 상기 추정한 인접 셀의 심볼 동기 및 상기 제1 패턴을 이용하여 상관을 추정하고 상기 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에 해당하는 지점을 제외하여 인접 셀의 슬롯 동기를 추정하며,

상기 프레임 동기 추정기는 추정한 인접 셀의 슬롯 동기 및 상기 제1 프리앰블의 자기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프레
임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자기상관 결과가 최대로 되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프레임 동기
를 추정하며,

상기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는 상기 하향링크 신호와 상기 제1 프리앰블 패턴의 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상관 결과가 최대로 되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미세 심볼 동기를
추정하는 동기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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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셀 탐색기는 상기 셀 탐색 결과에서 현재 셀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여 인접 셀 탐색을 수행하는 동기화 장
치.

청구항 23.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심볼 동기 추정기는 상기 전송 심볼의 주기적 프리픽스와 유효 심볼의 자기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자기상관 결과가 최대로 되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심볼 동기를 추
정하며,

상기 프레임 동기 추정기는 추정한 인접 셀의 심볼 동기 및 상기 제1 프리앰블의 자기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프레
임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자기상관 결과가 최대로 되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프레임 동기
를 추정하며,

상기 시간 및 주파수 동기 추정기는 상기 하향링크 신호와 상기 제1 프리앰블 패턴의 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상관 결과가 최대로 되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미세 심볼 동기를
추정하는 동기화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셀 탐색기는 상기 셀 탐색 결과에서 현재 셀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여 인접 셀 탐색을 수행하는 동기화 장
치.

청구항 25.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를 동기화하고 셀을 탐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은, 유효 심볼 길이를 가지는 제1 심볼과 상기 제1 심볼을 180°위상 회전시킨 심볼
의 일부에 해당하는 제2 심볼을 가지는 제1 프리앰블 및 셀 탐색을 위해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는 제2 프리앰블
을 포함하는 제1 슬롯, 그리고 복수의 파일럿 심볼이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수의 제2 슬롯을 포함
하며,

상기 하향링크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와 유효 심볼의 자기상관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심볼 타이밍으로 추정하여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하는 제1 단계,

상기 추정한 초기 심볼 동기와 상기 제1 및 제2 심볼의 자기상관의 실수부가 음의 부호를 가진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추정하는 제2 단계,

상기 추정한 프레임 동기와 상기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추정하는 제3 단계, 그리
고

상기 제3 단계의 동기화 과정을 거쳐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맞춘 후 상기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
하는 제4 단계

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신호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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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향링크 신호를 반복되는 시간차만큼 지연시킨 신호와 상기 하향링크 신호의 이동 평균의 위상을 검출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는 단계,

상기 제1 프리앰블의 패턴과 상기 하향링크 신호의 상관 결과가 최대로 되는 점을 추정하여 미세 심볼 동기를 추정
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를 추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신호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슬롯에서 상기 파일럿 심볼의 파일럿 패턴은 셀마다 공통인 제1 패턴 및 셀마다 다른 제2 패턴을 포함하
며,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추정된 심볼 동기와 상기 제1 패턴을 이용하여 슬롯 동기를 추정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추정된 슬롯 동기와 상기 제1 및 제2 심볼의 자기상관의 실수부가 음의 부호를 가진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프레
임 동기를 추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신호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슬롯에서 상기 파일롯 슬롯은 송신 안테나 별로 시간축 및 주파수축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상기 슬롯 동기를 추정하는 단계는,

상기 추정된 초기 심볼 동기를 이용하여 각 송신 안테나 별로 신호 전력을 추정하는 단계,

상기 추정된 송신 안테나별 신호 전력을 미리 정해진 기준치와 비교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기준치보다 큰 전력을 갖는 송신 안테나의 상기 제1 패턴을 선택 또는 결합하여 슬롯 동기를 추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신호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

청구항 29.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로부터 인접 셀을 동기화하고 탐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은, 유효 심볼 길이를 가지는 제1 심볼과 상기 제1 심볼을 180°위상 회전시킨 심볼
의 일부에 해당하는 제2 심볼을 가지는 제1 프리앰블 및 셀 탐색을 위해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는 제2 프리앰블
을 포함하는 제1 슬롯, 그리고 복수의 파일럿 심볼이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수의 제2 슬롯을 포함
하며,

상기 하향링크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와 유효 심볼의 자기상관을 계산하는 제1 단계,

상기 자기상관의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자기상관이 최대로 되는 지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하는 제2 단계,

상기 추정된 인접 셀의 초기 심볼 동기를 이용하여 상기 제1 프리앰블의 자기상관을 추정하는 제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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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3 단계에서 추정된 자기상관의 결과에서 현재 셀의 프레임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자
기상관의 결과가 최대로 되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프레임 동기를 추정하는 제4 단계,

상기 추정된 인접 셀의 프레임 동기와 상기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인접 셀의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추정
하는 제5 단계, 그리고

상기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하고 상기 셀 탐색 결과에서 현재 셀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여 인
접 셀을 탐색하는 제6 단계

를 포함하는 인접 셀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5 단계는,

상기 제1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는 단계,

상기 제1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심볼 동기 상관을 추정하는 단계,

상기 심볼 동기 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상관 결과가 최대로 되
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미셀 심볼 동기를 추정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를 추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접 셀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6 단계는 상기 파일럿 심볼의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더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하는 인접 셀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

청구항 32.

이동 통신 시스템의 하향링크 신호로부터 인접 셀을 동기화하고 탐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하향링크 신호의 한 프레임은, 유효 심볼 길이를 가지는 제1 심볼과 상기 제1 심볼을 180°위상 회전시킨 심볼
의 일부에 해당하는 제2 심볼을 가지는 제1 프리앰블 및 셀 탐색을 위해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는 제2 프리앰블
을 포함하는 제1 슬롯, 그리고 복수의 파일럿 심볼이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수의 제2 슬롯을 포함
하며, 상기 제2 슬롯에서 상기 파일럿 심볼의 파일럿 패턴은 셀마다 공통인 제1 패턴 및 셀마다 다른 제2 패턴을 포
함하며,

상기 하향링크 신호의 주기적 프리픽스와 유효 심볼의 자기상관을 계산하는 제1 단계,

상기 자기상관의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자기상관이 최대로 되는 지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초기 심볼 동기를 추정하는 제2 단계,

상기 추정된 인접 셀의 심볼 동기를 이용하여 상기 제1 패턴을 신호 처리하는 제3 단계,

상기 제3 단계의 신호 처리 결과에서 현재 셀의 슬롯 위치를 제외하고 상기 신호 처리 결과를 최대로 하는 점을 선택
하여 인접 셀의 슬롯 동기를 추정하는 제4 단계,

상기 추정된 인접 셀의 슬롯 동기를 이용하여 상기 제1 프리앰블의 자기상관을 추정하는 제5 단계,

상기 제5 단계에서 추정된 자기상관의 결과에서 현재 셀의 프레임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자
기상관의 결과가 최대로 되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프레임 동기를 추정하는 제6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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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정된 인접 셀의 프레임 동기와 상기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인접 셀의 시간 및 주파수 동기를 추정
하는 제7 단계, 그리고

상기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하고 상기 셀 탐색 결과에서 현재 셀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여 인
접 셀을 탐색하는 제8 단계

를 포함하는 인접 셀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7 단계는,

상기 제1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는 단계,

상기 제1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심볼 동기 상관을 추정하는 단계,

상기 심볼 동기 상관 결과에서 현재 셀의 심볼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상기 상관 결과가 최대로 되
는 점을 추정하여 인접 셀의 미셀 심볼 동기를 추정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제2 프리앰블을 이용하여 미세 주파수 동기를 추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접 셀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8 단계는 상기 파일럿 심볼의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더 이용하여 셀 탐색을 수행하는 인접 셀의 동기화 및 셀
탐색 방법.

청구항 35.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하향링크 신호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심볼과 상기 제1 심볼에 대해 위상차가 180°인 제2 심볼을 포함하는 제1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제1 단계,

복수의 셀에 대해 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는 제2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제2 단계,

상기 제1 및 제2 프리앰블을 하나의 제1 슬롯으로 생성하는 제3 단계,

복수의 파일럿 심볼을 시간축 및 주파수축을 분산시켜 배열하여 제2 슬롯을 생성하는 제4 단계

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서로 다른 두 제2 프리앰블에서, 상기 제2 프리앰블이 신호를 전송하는 심볼 중 적어도 하나의 심
볼에서, 하나의 제2 프리앰블이 신호를 전송하는 부반송파에서는 다른 제2 프리앰블은 신호를 전송하지 않도록 상
기 제2 프리앰블을 생성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방법.

청구항 37.

등록특허 10-047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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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그룹화된 셀 탐색 프리앰블 집합에서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두 제2 프리앰블에서, 상기 제2 프리앰블이 신호를
전송하는 심볼 중 적어도 하나의 심볼에서 하나의 제2 프리앰블이 신호를 전송하는 부반송파에서는 다른 제2 프리
앰블은 신호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두 제2 프리앰블에는 같은 전송 심볼에서 같은 부반송파를 사용하고 미리 정해진 수신 신호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는 신호 패턴을 할당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방법.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파일럿 심볼이 전송되는 전송 심볼의 부반송파에 전송되는 신호 패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파일럿 패턴의 집
합을 형성하고 셀마다 고유한 파일럿 패턴을 할당하는 하향링크 신호 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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