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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복PN시퀀스로 구성된 동기세그먼트 신호를 포함하는 OFDM신호를 수신하여 그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는 반송파

주파수복원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는 반복PN시퀀스를 소정의 지연시간 동안 지연하

는 지연기, 지연된 각 반복PN시퀀스의 공액복소수를 산출하는 공액복소수부, 수신된 OFDM신호의 각 반복PN시퀀스

에 산출된 각 공액복소수를 곱하는 곱셈기, 곱셈기로부터의 각 출력값에 대한 미끄럼 가산을 수행하여 수신된 OFDM

신호의 각 반복PN시퀀스와 지연된 각 반복PN시퀀스의 상관값을 산출하는 상관부, 상기 각 상관값으로부터 반복PN

시퀀스가 위치하는 구간별로 위상값을 추정하는 위상추정기, 및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기 위해 추정된 각 위상값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평균값산출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반송파 주파수 복원시 복원 가능한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TDS-OFDM 시스템, 반복 PN시퀀스, 동기세그먼트, 반송파 주파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TDS-OFDM 송신기에 의해 전송되는 OFDM신호의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OFDM 수신기의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를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도 2의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에 의해 복원 가능한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의 영역을 보여주는 특성곡선을 도시

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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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반복 PN시퀀스로 구성된 동기세그먼트 신호가 삽입된 OFDM 신호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를 도시한 블럭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에 의해 복원 가능한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의 영역을 보여주는 특성곡

선을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505: Tss/M-지연기 510: 공액복소수부

515: 곱셈기 520: 상관기

525: 절대값산출기 530: 최고점검출기

535: 위상추정기 540: 평균값산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TDS-OFDM(Time Domain Synchronous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시스템의 반

송파주파수복원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TDS-OFDM 시스템에서 OFDM 신호 내에 삽입되

어 있는 반복 PN(Pseudo Noise)시퀀스을 이용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보정범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송파주파

수복원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c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하 'OFDM'이라 칭함) 방식은 직렬 형태

로 입력되는 데이터 열을 소정의 블록 단위의 병렬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병렬화된 심벌들을 서로 직교인 상이한 반송

파 주파수로 다중화(Multiplexing)하여, 광대역 전송을 다수의 협대역 병렬 전송으로 바꾸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OFDM은 주파수 사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중 반송파를 사용하여 심볼 전송시간이 늘어나므로 다중 경로에 의한 간섭 신호(Ghost)에 강하고, 서로 직교

인 반송파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심볼간 간섭(Intersymbol Interference : ISI)에도 강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단일 주파수 망(Single Frequency Network : SFN)의 구성, 즉 전국을 하나의 주파수로 방송하는 것이 가능

해져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시간영역동기를 이용하여 OFDM신호를 전송하는 OFDM 송신기는, 기 설정된 주파수 대역에 대해 할당

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 축에 대해 형성된 OFDM신호를 시간축을 따라 재배열하는 역 이산퓨리에변환

을 수행한다.

OFDM 송신기는 역 이산퓨리에변환에 의해 시간축에 따라 형성된 OFDM신호의 앞에 신호간의 간섭을 억제하기 위

한 보호구간(Guard Interval : GI)을 삽입한다. 한편, OFDM 방식의 일종인 TDS-OFDM 방식에서는 보호구간의 앞

에 동기세그먼트(Sync Segment) 신호를 삽입하여 형성된 OFDM 프레임 신호를 전송한다.

도 1은 종래의 TDS-OFDM 송신기를 이용하여 OFDM신호를 전송할 때 형성되는 OFDM신호의 프레임 구조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OFDM신호의 프레임 구조를 살펴보면, OFDM신호 프레임은 실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가 포함된 유효심볼구간(Ts)

, 보호구간(Guard Interval : GI)(Tg) 및 동기세그먼트(Sync Segment)(Tss)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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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간(GI)은 무선채널에서 전송되는 신호가 다경로 채널환경에서 지연되어 수신되는 심볼이 연속해서 전송되는 

다음 심볼에 겹쳐져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심볼간 간섭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보호구간은 OFDM 무선 모뎀

의 수신기에서 주파수 및 위상 동기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한 반송파 복원(carrier recovery) 에도 사용된다. 즉, 송신

기에서 OFDM 신호에 삽입한 보호구간(GI)에 해당하는 구간은 도면에서 'a'로 나타나며, 이는 OFDM 신호의 유효심

벌구간의 마지막 부분인 'a''구간과 동일하게 구성되므로, 수신기는 수신된 OFDM 신호의 이 보호구간과 유효심벌구

간의 마지막 부분의 상대적 위상 회전차를 측정함으로써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할 수 있다.

TDS-OFDM 시스템에서는 시간간격 'Tss+Tg+Ts' 마다 동기세그먼트를 전송하며, 일반적으로 동기세그먼트는 단

일 PN(Pseudo Noise) 시퀀스로 구성된다.

도 2는 종래의 OFDM 수신기의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반송파주파수복원장

치는 지연기(205), 공액복소수부(210), 곱셈기(215), 상관기(220), 절대값산출기(225), 최고점검출기(230), 및 위상

추정기(235)를 포함한다.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는 상기한 바와같이 OFDM 신호의 프레임 구조를 이용하여 보호구간과 유효심벌구간의 상대

적인 위상회전차를 측정한다. 즉, 지연기(205)는 수신된 OFDM 신호를 유효심벌구간에 해당하는 시간(Ts) 만큼 지연

시키고, 공액복소수부(210)는 지연된 신호의 공액복소수를 산출한다. 곱셈기(215)는 수신된 신호에 산출된 공액복소

수를 곱한다. 최고점검출기(230)는 보호구간의 위치를 알아내고, 상관기(220)는 보호구간(도 1의 'a')과 보호구간으

로 부터 유효심벌구간에 해당하는 시간(Ts) 만큼 떨어진 유효심벌구간의 마지막구간(도 1의 'a'')과의 상관값을 산출

한다. 그리고, 위상추정기(235)는 산출된 상관값의 위상을 산출한다.

도 3은 도 2의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에 의해 복원 가능한 반송파 주파수 오 프셋의 영역을 보여주는 특성곡선을 도시

한 도면이다.

종래의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는 보호구간과 시간(Ts) 만큼 떨어진 유효심벌구간과의 위상 회전을 측정하는 방식이

므로,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은 특성곡선을 가진다. 도면을 참조하면, 종래의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에 따르면 복원 가

능한 주파수 오프셋의 영역이 '±1/2Ts'로 제한되어 매우 작은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수신된 TDS-OFDM신호에 삽입된 반복PN시퀀스로 구성된 

동기세그먼트(Sync Segment)을 이용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보정범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송파주파수복원장

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반복PN(Pseudo Noise)시퀀스로 구성된 동기세그먼트 신호를 포함하는 OFDM

신호를 수신하여 그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복PN시퀀스를 소정의 지연

시간 동안 지연하는 지연기, 상기 지연된 각 반복PN시퀀스의 공액복소수를 산출하는 공액복소수부, 상기 수신된 OF

DM신호의 각 반복PN시퀀스에 상기 산출된 각 공액복소수를 곱하는 곱셈기, 상기 곱셈기로부터의 각 출력값에 대한 

미끄럼 가산을 수행하여 상기 수신된 OFDM신호의 각 반복PN시퀀스와 상기 지연된 각 반복PN시퀀스의 상관값을 산

출하는 상관부, 상기 각 상관값의 절대값을 산출하는 절대값산출기, 상기 OFDM신호 내에서 상기 반복PN시퀀스가 

위치하는 구간을 검출하기 위해 상기 절대값의 최대값 을 검출하는 최고점검출부, 상기 각 상관값으로부터 위상값을 

추정하는 위상추정기, 및 상기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기 위해 추정된 상기 각 위상값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평균값산

출부를 포함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지연부는 상기 동기세그먼트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상기 반복 PN시퀀스의 개수로 나눈 시간만

큼 상기 반복PN시퀀스를 지연시킨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반복PN시퀀스로 구성된 동기세그먼트 신호를 포함하는 OFDM신호를 수

신하여 그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에 의해, 상기 반복PN시퀀스를 소정의 지연시간 동안 지

연하는 단계, 상기 지연된 각 반복PN시퀀스의 공액복소수를 산출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OFDM신호의 각 반복PN시

퀀스에 상기 산출된 각 공액복소수를 곱하는 단계, 상기 곱셈기로부터의 각 출력값에 대한 미끄럼 가산을 수행하여 

상기 수신된 OFDM신호의 각 반복PN시퀀스와 상기 지연된 각 반복PN시퀀스의 상관값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각 상

관값의 절대값을 산출하고, 상기 OFDM신호 내에서 상기 반복PN시퀀스가 위치하는 구간을 검출하기 위해 상기 절대

값의 최대값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각 상관값으로부터 위상값을 추정하는 단계, 및 상기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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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추정된 상기 각 위상값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지연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동기세그먼트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상기 반복PN시퀀스의 개수로 나눈 시간만큼 

상기 반복PN시퀀스를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반복 PN시퀀스로 구성된 동기세그먼트 신호가 삽입된 OFDM 신호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

명은, 일반적인 단일 PN시퀀스 대신에, 도 4와 같은 반복 PN시퀀스로 동기세그먼트 신호를 구성하고 이를 OFDM 신

호에 삽입하여 전송하는 통신 환경하에서 적용될 수 있다.

도면을 참조하면, OFDM 심벌의 앞단에 삽입된 동기세그먼트 신호는 'M'개의 반복 PN시퀀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PN시퀀스가 전송되는 시간은 'Tss/M'에 해당한다. 본 발명에 따른 TDS-OFDM 시스템은 이러한 반복 PN시퀀스 간

의 위상변화를 측정하여 반송파주파수복원에 이용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는 Tss/M-지연기(505), 공액복수수부(510), 곱셈기(515), 상관기(520), 절

대값산출기(525), 최고점검출기(530), 위상추정기(535) 및 평균값산출기(540)를 포함한다.

Tss/M-지연기(505)는 반복 PN시퀀스로 구성된 동기세그먼트 신호를 시간 'Tss/M' 동안 지연시킨다. 따라서, 동기

세그먼트 신호는 하나의 PN시퀀스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지연된다. 공액복소수부(510)는 지연된 PN시퀀스의 공액복

소수를 산출하고, 곱셈기(515)는 산출된 공액복소수를 수신된 PN시퀀스에 곱한다. 수신된 PN시퀀스는 지연된 PN시

퀀스와 시간 'Tss/M' 만큼 떨어진 타 PN시퀀스이다. 따라서, PN시퀀스의 공액복소수와 시간 'Tss/M' 만큼 떨어진 이

웃하는 PN시퀀스가 곱해지게 된다.

상관기(520)는 수신된 PN시퀀스와 지연된 PN시퀀스의 상관값을 산출하기 위해, 하나의 PN시퀀스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 'Tss/M' 동안 수신된 PN시퀀스와 지연된 PN시퀀스의 공액복소수의 곱에 대해 미끄럼 가산을 수행한다. 미끄럼

가산은 시간 'Tss/M' 동안, 수신된 PN시퀀스와 지연된 PN시퀀스의 공액복소수의 곱을 계속적으로 모두 가산하는 것

이다. 이와같이 가산되어 산출되는 상관값은 동기세그먼트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 'Tss' 동안에는 총 'M-1'개가 된다.

최고점검출기(530)는 반복 PN시퀀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절대값산출기(525)는 상관기(520)의 출력인 

상관값에 대한 절대값을 산출하고, 최고점검출기(530)는 이들 절대값 중에서 최고값을 검출함으로써 반복 PN시퀀스

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위상추정기(535)는 산출된 상관값의 위상을 측정한다. 이경우, 동기세그먼트 신호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 'Tss' 동안 

총 'M-1'개의 위상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평균값산출기(540)는 이러한 'M-1'개의 위상측정값의 평균을 구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에 의해 복원 가능한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의 영역을 보여주는 특성곡

선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는 그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보정범위가 '±M/2Tss'이다. 여

기서, 'M'은 동기세그먼트 내의 PN시퀀스의 총 개수이므로, 'M' 값이 커질수록, 즉 반복 PN시퀀스의 개수를 크게 할 

수록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보정영역을 넓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TDS-OFDM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동기세그먼트 신호 구간 'Tss'는 유효심벌구간 'Ts'의 1/10를 넘지 않

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방식에 의한 보정영역 '±1/2Ts'에 비해 '10 X M'배 정도로 반송파 주파수 오

프셋 보정영역을 넓힐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TDS-OFDM 시스템에서 OFDM 신호를 수신하면(S710),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는 수신된 신호를 

하나의 PN시퀀스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 'Tss/M' 동안 지연시킨다(S715). 지연된 PN시퀀스에 대한 공액복소수를 수

신된 PN시퀀스, 즉 지연된 PN시퀀스로부터 'Tss/M' 만큼 떨어진 타 PN시퀀스에 곱한다(S720).

이어서, 수신된 PN시퀀스와 지연된 PN시퀀스의 공액복소수의 상관값을 취한다(S725). PN시퀀스와 공액복소수의 

상관값은 수신된 PN시퀀스와 지연된 PN시퀀스의 공액복소수의 곱에 대해 시간 'Tss/M' 동안 미끄럼 가산을 수행함

으로써 산출된다. 하나의 동기세그먼트 신호에 포함된 PN시퀀스는 총 'M'개이므로 여기서 상관값은 모두 'M-1'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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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다.

산출된 상관값에 대한 위상을 측정한다(S730). 따라서, 총 'M-1'개의 위상값이 산출된다. 반복 PN시퀀스의 위치는 

상관값에 대한 절대값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최고값을 검출함으로써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보정하기 위해, 하나의 동기세그먼트 신호 구간 'Tss' 동안 얻은 총 'M-1'개의 

위상측정값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S735).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반복 PN시퀀스로 구성된 동기세그먼트 신호를 포함하는 OFDM 신호에 대해, 수신측에서 반송파

주파수복원을 위해 수신된 각 PN시퀀스에 대해 하나의 PN시퀀스 주기 만큼 떨어진 타 PN시퀀스와 상관값을 취하여

위상을 추정하고, 산출된 위상값의 평균값을 구함으로써, 복원 가능한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복원 가능한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영역을 넓히기 위해 별도의 신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추

가적인 정보 또는 하드웨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장비를 이용하여 복원가능한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복PN(Pseudo Noise)시퀀스로 구성된 동기세그먼트 신호를 포함하는 OFDM신호를 수신하여 그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복PN시퀀스를 소정의 지연시간 동안 지연하는 지연기;

상기 지연된 각 반복PN시퀀스의 공액복소수를 산출하는 공액복소수부;

상기 수신된 OFDM신호의 각 반복PN시퀀스에 상기 산출된 각 공액복소수를 곱하는 곱셈기;

상기 곱셈기로부터의 각 출력값에 대한 미끄럼 가산을 수행하여 상기 수신된 OFDM신호의 각 반복PN시퀀스와 상기 

지연된 각 반복PN시퀀스의 상관값을 산출하는 상관부;

상기 각 상관값으로부터 상기 반복PN시퀀스가 위치하는 구간별로 위상값을 추정하는 위상추정기; 및

상기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기 위해 추정된 상기 각 위상값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평균값산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상관값의 절대값을 산출하는 절대값산출기; 및

상기 절대값의 최대값을 검출하여 상기 OFDM신호 내에서 상기 반복PN시퀀스가 위치하는 구간을 상기 위상추정기

에 제공하는 최고점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부는 상기 동기세그먼트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상기 반복 PN시퀀스의 개수로 나눈 시간만큼 상기 반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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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시퀀스를 지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장치.

청구항 4.
반복PN(Pseudo Noise)시퀀스로 구성된 동기세그먼트 신호를 포함하는 OFDM신호를 수신하여 그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방법에 있어서,

상기 반복PN시퀀스를 소정의 지연시간 동안 지연하는 단계;

상기 지연된 각 반복PN시퀀스의 공액복소수를 산출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OFDM신호의 각 반복PN시퀀스에 상기 산출된 각 공액복소수를 곱하는 단계;

상기 곱셈기로부터의 각 출력값에 대한 미끄럼 가산을 수행하여 상기 수신된 OFDM신호의 각 반복PN시퀀스와 상기 

지연된 각 반복PN시퀀스의 상관값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각 상관값의 절대값을 산출하고, 상기 OFDM신호 내에서 상기 반복PN시퀀스가 위치하는 구간을 검출하기 위해

상기 절대값의 최대값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각 상관값으로부터 위상값을 추정하는 단계; 및

상기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기 위해 추정된 상기 각 위상값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각 상관값의 절대값을 산출하는 단계;및

상기 절대값의 최대값을 검출하여 상기 OFDM신호 내에서 상기 반복PN시퀀스가 위치하는 구간을 상기 위상추정기

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동기세그먼트 구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상기 반복PN시퀀스의 개수로 나눈 시간만큼 상기 반복PN시퀀스를 지연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송파주파수복원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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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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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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