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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multicarrier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직-병렬 혼합 pseudo-noise (PN) 코드 동기 획득 
기술을 제안 했으며 다 경로 페이딩 채 에서 multiple access interference (MAI) 의 향을 분석하

다. 직-병렬 혼합 동기 획득 방식은 입력되는 코드 상의 불확정 역 체를 직렬 획득 방식과 병렬 

획득 방식을 조합하여 탐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완  병렬획득보다 MAI의 환경에서 mean 
acquisition time (MAT)이 조  늦어지지만 하드웨어의 구조를 훨씬 단순화 할 수 있다. 검   오경보 

확률을 closed-form 표 으로 mean acquisition time (MAT)를 유도하 다. 

1. 서론

   MC-CDMA 시스템의 수신기에서의 코드 동기화

는 획득(Acquisition)과 추 (Tracking)의 두 단계로 

나  수 있다. 획득 과정은 송신기에서 사용한 PN

코드와 수신기에서 사용한 PN코드와의 상차를 1

칩 이내로 맞추는 과정이며, PN 코드에 한 획득

이 이루어진 후 상차를 이면서 동기를 유지하기 

한 추  과정이 수행된다. MC-CDMA 시스템에

서 동기 획득방식은 탐색 략에 따라서 직렬탐색

(Serial search), 병렬탐색(Parallel search), 순차  

평가(Sequential estimation)로 구분할 수 있다[1]. 

직렬획득 방식은 입력 신호와 일치하는지의 단 가

부를 한 시 에서 하나의 상을 측하게 됨으로 

시스템은 간단하나 획득에 소요되는 평균획득시간

(Tacq)이 상 으로 길며, 병렬 획득은 모든 가능한 

상이 동시에 테스트 되어 코드 획득 시간이 직렬 

획득에 비해 상당히 짧아지나 하드웨어 복잡성은 매

우 증가하게 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Sequential 

estimation방식은 sequence 발생기를 사용하여 실시

간 신뢰도 결정이 가능하나 간섭에 매우 취약한 단

을 가지고 있어 한정된 분야에만 용가능한 방식

이다. 이러한 장⋅단 들로 인하여 응용분야에 따라 

하게 검색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 제안된 직-병렬 혼합 동

기 획득 기술은 열악한 무선통신 환경에서 획득 속

도와 시스템의 복잡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

으며, 직⋅병렬 랜치수를 양 으로 주어져 평균획

득 시간을 분석하여 시스템 변수들을 시스템의 디자

인 기 과 채 의 특성에 따라 동기 획득 성능을 최

화 할 수 있다. 

2. MC-CDMA 시스템

   MC-CDMA 시스템에서 송신되는 신호는

   
∞

∞


 




 



        
⋅      


 

          (1)

여기서   은 k 사용자의 i번째 데이터 부스트림

이고,   은 동일 확률로 +1 는 -1의 값을 가지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1248

는 랜덤 변수로 추정한다.   는 k 사용자의 확산

코드         의 j 번째 칩이며, 이 

값 한 동일한 확률 1/2값을 가지는 랜덤변수로 추

정한다. 변수   는 만약  ≦  ≦ 이면 

    그 외에는 0으로 정의되는 구형 변조 형

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 는 i번째 데이터 부스 

트림과 확산코드 (j-1)번째 칩과 조합된 부반송  

주 수이다. 마지막으로  는 반송  변조에 의해 

도입되는 랜덤 상으로 ( )에서 균일하게 분포

되어있다 추정한다. 여기서 k번째 사용자의 송신기

와 그에 상응하는 수신기 사이는 Rician 페이딩 채

이라 추정한다[2]. 시스템에서는  K 사용자이거나 

아니면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수의 부반송 (U)를 

가지며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수신 력을 가진다. 

따라서 K신호는 수식(1)에 의존하여 Rician 페이딩 

채 을 통과하게 되며, 수신된 신호를 표 하면

   
 




∞

∞


 




 



  

       

⋅       

    

     (2)

여기서   

  


  이고, 랜덤 상 

 는 채 에 의해 생성되는 k사용자의 부반송  

주 수 에 상응하는 상이다. 상  는 

  에서 랜덤 변수로 정형화된 분포를 갖는다. 

수식 (2)에서 는 기 사용자에 하여 k사용자의 

지연이다. 우리는 수신기에서 k=1이고   이라 

추정한다. n(t)는 백색 가우시안 노이즈(AWGN)의 

평균이고, 인 양측  력스펙트럼 도를 

가진다. 게다가  는 페이딩 채 의 다  경로 감

쇄를 나타내며, Rician 분포 랜덤 변수의 확률 도 

함수 (pdf)는

   

  

   


 


  ≧      (3)

로 나타내어진다.

3. 정 변수

   상 기 출력의 in-phase 랜치를 표 하면[3],

  



      ⋅  

  
 

  

    
 




 

  

     
   

(4)

수식(4)에서     신호 성분을 표 하면, 

 



              

(5)

다  속 간섭(MAI) 부분, 즉    을 표 하면

    



    

   

  

       (6)

로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간섭신

호의 평균 수신 력, 는 기 신호의 력)이며 

   는 k번째 사용자의 확산 시 스와 국부발

진기의 확산 시 스 사이의 부분 상호 상 으로 다

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7)

끝으로 수식(5)의 잡음 부분 은 AWGN 상황에서 

n(t)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8)

상 기의 Quadrature출력 는 수식 (4)의 

in-phase성분으로 표 할 수 있다. 수식 (5),(6)에서 

cos(‧)을 -sin(‧)으로 바꾸고, 수식(8)에서는 cos(‧)

을 sin(‧)로 바꾸어놓으면 된다. 수식(5)에서 번째 

경로의 두 인 하는 ‘’ 의   평균값을 표 하

면,

            


       (9)

정규화된 의 분산을 표 하면, 

   
 


  


 
    

(10)

여기서    이고,   로 chip당 신

호 잡음비를 의미한다. Quadrature-phase 성분 

의 통계도 같은 방법으로 얻어지며, 

            


     (11)

이고 정규화된 의 분산은       

에 의해 주어진다. 결정 변수   

  


  은 ‘’

상태나 ‘’상태 둘  하나를 나타내게 되며, ‘’

샘 로 결정되고이 chi-square 분포로 주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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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DF를 표 하면[1][2],

   


 

 


 



  ≧    

(12)

여기서

        

  


   


   


    

(13)

은 다  경로 페이딩 채 에서 step size 가 



일 때 의 정규화 된 non-central metric 으로 

  

  로 신 할 수 있다[1]. ‘’샘 로 결

정되고  central chi-square 분포로 주어질 때 의 

PDF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14)

4. 직-병렬 혼합 획득

   입력 코드 상의 불확정 역은 과 가 (코

드길이)일때    길이를 가지는 부 

역으로 나 어진다. 과 는 각각 병렬탐색 수

()와 직렬 획득 탐색의 수(=) 로 묘사된다. 각 

부코드에서 불확정 역의 코드 상은 의 스텝크

기로 분리되었으며, 정규화 된 칩 주기는 이다. 

이 논문은 이  분 탐색(double dwell search)을 

탐색모드와 확인모드에서 사용하 다.

첫 번째 dwell 에서의 검  확률은 

  


∞

   




   
  

   (15)

식(12),(14)를 치환하여 (15)에 입하면,

  
 

  

  


 




⋅  

   


⋅


   
 


   




    (16)

여기서 Q(a,b)는 Marcum Q-function으로,

   


∞

 
  


    로 정의된

다. missing 확률 은 탐색 모드에서의 조건 확률

이며 

  



   




   

      

(17)

이식을 수식(12), (15)로부터 유도하면,

   


  

⋅ 






             (18)

‘’상태에 해당하는 오 경보 확률은

                              (19)

‘’상태에 상응하는 오 경보 확률은

 

 



∞

   




   


. 

(20)

수식(20)을 치환하여 을 단순화 하면, 

    


            (21)

확인모드에서 threshold 를 사용할 때  검   

오 경보 확률은 다음과 같다.

  


∞

    





        (22)

  


∞

    



         (23)

이  분 탐색을 사용한 체 확률 (overall 

probabilities)은

  ,   ,        (24)

그림1에서 기능 천이 함수는 수식 (25)와 같이 유도

할 수 있다.

 
 

        
  

⋅
 




  

  


    



         
    

⋅ 


  

                                            (25)

여 기 서         이 며 

와   는 랜치 게인에 상응하는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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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보와 오경보 이며 각각 ‘’상태에서 정의하면,

    
 

    
    (26)

    




 
                          (27)

다른 랜치 게인은

  
 

 

 
                      (28)

    
 

 

 
                     (29)

   
 

    



   

         (30)

 는 오경보 상태에서획득 시스템으로 들어오

는 치 게인으로 KT 페 티 타임이 용되며, 

   
  로 표 할 수 있다.

평균 획득 시간을 표 하면,

  
 


│  

 

  

    

        

(31)

평균 획득 시간의 분산을 표 하면,

   
 


  


   


│     

(32)

5. 실험결과  결론

   그림2는 사용자의 수 (L-1)의 함수로 칩의 평균 

획득 시간을 SNR/chip 과 k 변수가 각각 -5와 0dB

이고 M이 a)256, b)512, c)1024 일 때를 선택하 다. 

  인 완  병렬 획득과   인 직-병렬 혼

합획득 방식을 비교하여 분석하 다. 큰 M의 값이 

선택되면 평균획득시간이 감소하며,   ≧ 일때 

M=1024 이면 최상의 성능을 보이고, M=256일때 최

하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MAI (multiple access 

interference)가 아닌 (L-1=0) 상황에서는 M값에 무

하게 직-병렬 혼합 동기 획득 보다 완  병렬 획

득 방식이 하드웨어의 복잡성은 증가하나 더 나은 

성능을 보 으며,   ≧ 인 MAI 환경에서는 

완 병렬획득과 직-병렬 혼합 획득 방식간의 획득 

시간차가 비선형 으로 M=256, 1024의 경우 감소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직-병렬 혼합 획득은 완  병렬 방식보다 수

신기의 하드웨어 구조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며 동일

한 시간에 완  직렬방식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임

을 확인하 다.

(a)

(b)

(c)

(그림2) L-1 사용자  평균획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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