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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OFDM 수신기 동기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방법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만 부심볼 신호가 존재하고 나머지 짝수번째 부반송파와 모든 홀수번째 부반송파에는 신호가 

없으며 시간영역에서 보면 심볼의 처음 반이 나머지 반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OFDM 기준심볼을 OFDM 신호 프레임

의 맨 처음에 다른 사용자 데이터 OFDM 심볼에 앞서 송신하는 과정; 송신된 상기 OFDM 신호 r(t)를 수신하는 과정; 

수신된 상기 아날로그 OFDM 신호를 디지탈로 변환하여 디지탈 OFDM 신호 샘플 r k 을 얻는 과정; 상기 디지탈 OF

DM 신호 샘플들에 연산을 수행하되, 상기 OFDM 기준심볼의 처음 반 심볼 샘플들이 나중 반 심볼샘플에 반복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타이밍 메트릭(timing metric)을 구하여 상기 OFDM 신호의 심볼/프레임의 시작점을 검출함으로써 

타이밍 동기화을 달성하는 과정,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만 부심볼 신호가 존재하고 나머지 짝수번

째 부반송파와 모든 홀수번째 부반송파에는 신호가 없는 상기 OFDM 기준심볼의 특성을 이용하여 반송파 주파수 동

기화를 달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종래의 OFDM 신호 송신부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일반적인 OFDM 신호의 주파수 영역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시간영역에서 본 일반적인 OFDM 심볼 시퀀스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일반적인 OFDM 부반송파 모양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일반적인 종래의 OFDM 신호 수신부 블록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사용자 데이터 심볼을 프레임 단위로 전송할 때 하나의 기준심볼이 프레임 내의 특정 위치하고 있음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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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기준심볼의 시간영역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기준 심볼의 주파수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동기화 수행 장치의 일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10은 주파수 오프셋 phgr; /T Hz가 OFDM 심볼 샘플에 가져다 주는 위상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하 주파수 오프셋 보정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 12는 샘플링 오차 ΔTs/Ts로 인해 R (1/2)n 과 R (2/2)n 에 더해지는 위상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nal frequency division multimplexing :이하 OFDM 라 함) 신호의 수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상기 OFDM 신호 수신기의 OFDM 신호에 대한 주파수 및 타이밍 동기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nal frequency division multimplexing :이하 OFDM 라 함)는 채널의 대역폭내에서

여러 개의 부반송파(sub-carrier)들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상기 부반송파들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FDM)와 같은 과거의 전송방식에 비하여 대역효율을 극대화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FDM 방식은 각 sub-carrier 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며 sub-carrier 간에 간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파수 보호(guard) 대역을 두기 때문에 오버헤드(over-head)가 많고 대역효율이 떨이진다.

그러나 상기 OFDM 방식은 각 sub-carrier 들이 주파수 영역에서 서로 겹쳐서 대역효율을 극대화하되, 각 sub-carri

er 의 중심 주파수에서 다른 sub-carrier 가 null(값이 0)이 되는 직교성이 되게 함으로써 sub-carrier 간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OFDM 심볼(symbol)은 채널 임펄스응답(impulse response)에 비하여 훨씬 길고 각 심

볼 간의 간섭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므로 다중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에 강한 특징이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OFDM 신호를 전송하는 OFDM 신호 송신부의 기능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입력 데이터 비트스

트림 bn은 Encoder(110)에 입력되어 서브 심볼(sub-symbol) Xn로 Encode 된다. 그리고나서 IFFT(115)로 N-poin

t IDCT(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 또는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된다. 여기서 n은 주파수

영역 인덱스(index)이며, sub-carrier 의 인덱스를 나타내기도 한다. IFFT(115)의 입력인 N개의 서브심볼 Xn은 주

파수 영역에서 하나의 OFDM 심볼을 정의하며, 보통 PSK(Phase Shift Keying) 또는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신호이다.

주파수 영역에서 OFDM 심볼은 흔히 도 2와 같이 주파수가 0인 DC와 passband edge 근처의 서브심볼을 0으로 지

정하고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 이 결과 송/수신부에서 아날로그 필터링을 쉽게할 수 있으며 수신신호에서 잡음(noi

se)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장점을 얻는다. IFFT(115)는 이 주파수 영역 OFDM 심볼을 시간영역 심볼로 변환시켜준

다.

수학식 1

x =1/N X e , k=0,tdot;,N-1

여기서 x K 는 시간영역 OFDM 심볼의 샘플을 나타내며, k는 시간 영역 인덱스이다.

DSP(120)는 IFFT(115)의 출력 시퀀스(sequence) N개 샘플 앞에 G개 샘플의 cyclic prefix 또는 guard interval 을 

첨가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OFDM 심볼을 시간영역에서 보면 도 3과 같이 G+N개 샘플로 이루어져 있다. 이 cyclic 

prefix 는 IFFT(115)의 출력에서 마지막 G개 샘플이다. 수신부는 일반적으로 수신신호에서 상기 cyclic prefix 를 제

거하고 N개 샘플만 선택하고 데이터 검출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 cyclic prefix는 채널 임펄스 응답(channel imp

ulse response) 보다 길게 되며, 따라서 각 OFDM 심볼 간의 간섭을 막는 효과를 갖는다.

DSP(120)의 출력은 실수부(real part)와 허수부(imaginary part)로 나누어 져서, 각각 D/A 변환기(130,135)를 통과

하며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고 저역통과필터(140, 145)를 통과하여 in-phase 와 quadrature OFDM 아날로그 신호

로 변환된다. 이때 D/A 변환기는 Clock(125)의 주파수 fs=1/Ts Hz로 동작한다.

이상의 IFFT와 D/A 변환 및 저역통과 필터링의 결과, OFDM 심볼의 N개 서브심볼은 N개의 부반송파에 실려서 전송

된다. 각 부반송파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sinc(x)=sin(x)/x의 모양을 하고 피크(peak) 지점의 주파수가 서로 fs/

N=1/NTs Hz 씩 떨어져 있게 된다. OFDM 심볼의 N개 샘플 시간을 T라고 하면, T = NTs 이다. 또한 각 부반송파는 

다른 부반송파와 주파수 영역에서 서로 겹쳐서 위치하되, 어느 한 부반송파의 피크 지점에서 다른 부반송파들은 null 

이 되므로 각 부반송파의 피크 지점에서는 부반송파간의 직교성이 이루어진다. Mixer(160, 165)는 저역통과 필터 출

력신호를 각각 in-phase intermediate frequency(IF) 신호와 quadrature (90°phase shifted) IF 신호로 만든다. 합

산기(167)는 상기 두 mixer (160, 165)의 출력신호를 합한다. 그 다음 상기 IF OFDM 신호는 radio frequency (RF)

신호 송신부(170)를 거쳐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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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F 신호 송신부(170)는 대역통과 필터(BPF, 175), RF mixer(183), RF 반송파 주파수 지역 오실레이터(carrier

frequency local oscillator,180), 대역통과필터(BPF, 185), RF 파워증폭기(190), 안테나(195)로 이루어진다. 합산

기(167)의 출력 IF 신호는 대역통과 필터(BPF, 175)로 필터링 되고, 다시 mixer(183)에 의해 Lo(180)의 주파수 만

큼 IF 신호 주파수를 이동시킨다. 그 다음 다시 대역통과 필터(BPF, 185)로 필터링되고 RF 파워증폭기(190)로 신호

가 증폭된 다음 최종적으로 안테나(195)를 통하여 신호가 전송된다. Lo(150, 180)의 주파수 합을 편의상 fc 라고 하

면, fc 는 passband 신호의 중심 주파수, 즉 반송파 주파수이다. 클럭(125)의 주파수 fs는 전송되는 신호의 대역폭(ba

ndwidth )과 부반송파 주파수 간격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고 원래의 데이터 비트를 복원하는 수신부는 기본적으로 송신부와 반

대 순서로 구성된다. 도 5는 일반적인 OFDM 신호 수신부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RF 수신부(210)는 일반

적으로 안테나(212), 저잡음증폭기(215), 대역통과 필터(BPF, 217), 자동이득제어기(AGC), 회로(220), RF mixer(2

22), RF 반송파 주파수 local oscillator(225), IF 대역통과 필터(BPF, 225)로 이루어진다. 상기 안테나(212)로 수신

되는 RF 신호는 저잡음 증폭기(215)로 증폭되고, 다시 BPF(217)로 대역통과 필터링된다. 그 다음 AGC(220)로 신호

의 크기가 자동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크기로 조절되며, mixer(222)는 RF 신호를 IF 신호로 변환시키고, BPF(225)는

mixer(222)의 출력을 대역통과 필터링하여 원하는 IF 신호만 통과시킨다. Lo(225)는 RF 신호를 IF 신호로 변환시킬

때 주파수 천이 정도를 결정한다.

BPF(224)의 출력 IF 신호는 mixer(230, 235), 저역통과 필터(250, 255)를 통과하면서 아날로그 baseband in-phas

e와 quadrature 신호로 변환된다. Lo(245)는 IF 신호를 baseband 신호로 변환할 때 주파수 천이정도를 결정한다. L

PF(250, 255)의 출력 아날로그 신호는 A/D 변환기(260, 265)에 의해 디지탈 신호로 변환되며, 하나의 complex 신

호 r k 로 결합된다. A/D 변환기(260, 265)의 동작 주파수는 Clock(270)의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DSP(275)는 수신된 complex 샘플 신호 r 를 각 OFDM 심볼에서 cyclic prefix 를 제거하고, FFT 시작지점을 찾아

서 N개 샘플을 FFT(275)의 입력으로 출력한다. FFT(280)는 cyclic prefix 가 제거된 신호를 FFT한다. FFT결과 주

파수 영역 신호 Rn를 얻으며 다음 수식과 같다.

수학식 2

R = r e , n=0,tdot;,N-1

DETECT/DECODE(285)는 FFT(275)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원래 송신된 서브 심볼을 검출하고 디코딩하여 이진 

데이터 시퀀스를 출력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OFDM 신호를 발생하고 송/수신하여 원래 데이터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수신부는 송신부와 동기(

synchronization)가 정확히 맞아야 한다. OFDM 신호를 올바로 수신하기 위한 동기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이

루어진다.

첫째, 수신부는 각 OFDM 심볼의 FFT 시작점을 정확히 찾아서 cyclic prefix를 제거하고 FFT를 한다. 수신신호에서

OFDM 심볼의 FFT 시작시점을 정확히 찾지 못하면 수신부의 FFT 출력은 인접 OFDM 심볼이 간섭을 일으켜서 데이

터 검출 오류가 증가한다.

둘째, 수신부에서 local 오실레이터들의 주파수 합 f'c 이 송신부의 local 오실레이터 주파수 합 fc 와 일치해야 한다. 

송신부의 local 오실레이터 주파수 fc 는 송신신호의 반송파 주파수와 같다. 수신부의 local 오실레이터 주파수 f'c를 f

c 와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수신된 complex 신호 r k 에는 그 차이 Delta;f =fprime; -f 만큼의 주파수 오프셋이 존재

한다. OFDM 신호는 이러한 주파수 오프셋에 매우 민감하여, 수신신호는 부반송파 간의 간섭이 발생하고 데이터 검출

오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셋째, 수신부 A/D 변환기 클럭 주파수 f's가 송신부 D/A 변환기 클럭 주파수 fs와 일치하여야 한다. 샘플링 클럭 주파

수가 맞지 않으면 주파수 영역 신호는 주파수 인덱스에 비례하여 부반송파 간의 간섭이 증가하고 서브심볼의 위상이 

변화하여 데이터 오류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종래에는 상기 심볼타이밍동기화, 반송파주파수동기화 및 샘플링클럭동기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개의 기

준심볼(reference symbol)을 사용하였다.(미국 특허 No. 5,732,11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하나의 기준심볼을 사용하여 OFDM 신호의 심볼/프레임 타이밍 동기화, 반송

파 주파수 동기화, 샘플링 클럭 주파수 동기화를 달성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OFDM수신기 동기화 방법은, a)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만 부심볼 신호가 존재하고 나머지 짝수번째 부반송파와 모든 홀수번째 부반송파에는

신호가 없으며 시간영역에서 보면 심볼의 처음 반이 나머지 반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OFDM 기준심볼을 OFDM 신호

프레임의 맨 처음에 다른 사용자 데이터 OFDM 심볼에 앞서 송신하는 과정; b) 송신된 상기 OFDM 신호 r(t)를 수신

하는 과정; c) 수신된 상기 아날로그 OFDM 신호를 디지탈로 변환하여 디지탈 OFDM 신호 샘플 r k 을 얻는 과정; d)

상기 디지탈 OFDM 신호 샘플들에 연산을 수행하되, (i) 상기 OFDM 기준심볼의 처음 반 심볼 샘플들이 나중 반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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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에 반복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타이밍 메트릭(timing metric)을 구하여 상기 OFDM 신호의 심볼/프레임의 시작점

을 검출함으로써 타이밍 동기화을 달성하는 과정, (ii)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만 부심볼 신호가 존

재하고 나머지 짝수번째 부반송파와 모든 홀수번째 부반송파에는 신호가 없는 상기 OFDM 기준심볼의 특성을 이용

하여 반송파 주파수 동기화를 달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OFDM 기준심볼을 만드는 방법은 랜덤 또는 수도랜덤(pseudo-random) 시퀀스로부터 주파수 영역 부심볼 Cn

을 생성하는 단계; 0과 1의 값을 갖는 랜덤 또는 수도랜덤 이진 시퀀스 Bn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Cn과 Bn을 곱하여 

주파수 영역 OFDM 기준심볼

X =

을 생성하는 단계; 및 주파수 영역 OFDM 기준심볼을 IFFT(Inverse FFT)하여 시퀀스의 처음 반이 나중 반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시간영역 OFDM 기준심볼을 생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상기 OFDM 기준심볼에서 주파수 영역 서브심볼 Cn은 위상천이키잉(PSK) 서브심볼임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디지탈 신호 샘플들 r k 에 연산을 수행하여 타이밍 메트릭을 구하는 방법은, a) 주어진 타이밍 인덱스에서 상관

도(correlation)

S(d)= r r

을 계산하는 단계; b) 상관도의 파워 |S(d)| 2 를 계산하는 단계; c) 상기 |S(d)| 2 를 소정의 문턱치 값과 비교하는 

단계; d) 타이밍 인덱스 d를 증가하는 단계; e) 상기 단계 a), b), c) 및 d)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고, |S(d)| 2

값이 상기 문턱치 값보다 큰 시간 중에서 그 값을 최대화 하는 인덱스 d opt 를 검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

다.

상기 OFDM 신호가 반송파 주파수 f c 로 상기 수신기로 송신될 때, a) 검출한 최적의 타이밍 시점 d opt 에서 상관도

(correlation)

S(d )= r r

를 계산하는 단계; 및 b) cyclic prefix 를 제외한 심볼시간을 T 이라 할 때, 시점 d opt 에서 상관도 S(d opt )의 위상 

값

pi;epsi=ang;S(d )=tan

으로부터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Δf c 의 추정치 ε/T Hz 를 구하는 단계를 통하여 상기 수신부가 -1/T ~ +1/T Hz 

범위내의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여 반송파 주파수 동기화를 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수신부가 부반송파 대역폭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큰 주파수 오프셋까지도 추정하고 상기 OFDM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 동기화을 달성하는 단계는, a) 상기 기준심볼의 수신 샘플들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의 일부를 보정하

는 단계; b) 상기 보정된 기준심볼의 N개 샘플들을 N-point 이산 푸리에 변환으로 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의 서브심볼

들 Rn을 얻는 단계; c) 상기 수신신호의 파워 스펙트럼 |Rn| 2 과 상기 기준심볼의 파워스펙트럼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스펙트럼의 주파수 오프셋으로부터 수신신호에 남아있는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 수신신호의 파워스펙트럼 |Rn| 2 특성에 상기 기준심볼의 파워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는 방법은 a) 주어진 주파수 오프셋 인덱스 u에 대하여 다음 메트릭 P(u)

P(u)= B

을 구하는 단계; b) 주파수 오프셋 인덱스 u를 증가시키는 단계; 및 c) 소정의 고정된 수 K가 주어졌을 때, 상기 단계 

a)와 b)를 u = -K ~ +K 까지 수행하여 P(u) 값을 구한 다음, 상기 P(u)를 최대화하는 오프셋 u opt 를 검출하였을 때

2u opt /T Hz 가 남아있는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값인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수신부가 상기 샘플링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고 상기 OFDM 신호의 클럭 주파수 동기화을 달성하기 위해, a) 

상기 기준 심볼의 수신 샘플들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보정하는 단계; b) 상기 보정된 기준심볼의 N개 샘

플들 중에서 처음 N/2 샘플들과 나중 N/2 샘플들을 나누어 각각 N/2-point 이산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N/2개의 

주파수 영역 시퀀스 R (1/2)n 과 R (2/2)n 를 얻는 단계; 및 c) Q를 상기 OFDM 기준심볼에서 신호가 전송되는 주파수

의 집합을 Q = {n:Bn=1}라고 하고, f s =1/T s 와 f' s =1/(ΔT s + T s )를 각각 송신부의 클럭 주파수와 수신부의

샘플링 클럭 주파수라고 할 때, 샘플링 클럭 주파수 오차로 인해 수신 신호의 각 부반송파에서 발생하는 위상변화를 

통하여 수학식 12로 표현되는 샘플링 주기 오차 비 ΔT s /T s 를 추정하는 수단 또는 수학식 13으로 표현되는 샘플

링 주기 오차 비 ΔT s /T s 를 추정하는 단계

Delta;T /T =

Delta;T /T =

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한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OFDM 수신기 동기화 장치는, a) OFDM 기준심볼이 주파수 영역에서 보

면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만 부심볼 신호가 존재하고 나머지 짝수번째 부반송파와 모든 홀수번째 

부반송파에는 신호가 없으며 시간영역에서 보면 심볼의 처음 반이 나머지 반과 동일한 특성을 가질 때, OFDM 신호 

프레임의 맨 처음에 다른 사용자 데이터 OFDM 심볼에 앞서 송신되는 OFDM 기준심볼로부터 상기 OFDM 신호 r(t)

를 수신하는 수단; c) 수신된 상기 아날로그 OFDM 신호를 디지탈로 변환하여 디지탈 OFDM 신호 샘플 r k 을 얻는 

수단; 및 d) 상기 디지탈 OFDM 신호 샘플들에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연산수단의 연산수행은 i)상기 OFDM 신호의 타이밍 동기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기 OFDM 기준심볼의 처음 반 

심볼 샘플들이 나중 반 심볼 샘플에 반복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타이밍 메트릭(timing metric)을 구하는 단계; 및 ii)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만 부심볼 신호가 존재하고 나머지 짝수번째 부반송파와 모든 홀수번째 부

반송파에는 신호가 없는 상기 OFDM 기준심볼의 특성을 이용하여 반송파 주파수 동기화를 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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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상기 OFDM 기준심볼 생성은, Cn을 랜덤 또는 슈도 랜덤 시퀀스로부터 만든 주파수 영역 QPSK 서브심볼이라 하고, 

Bn를 0과 1의 값을 갖는 랜덤 또는 슈도 랜덤 이진 시퀀스라 할 때,

X =

Cn과 Bn을 곱하여 주파수 영역 OFDM 기준심볼을 생성하는 단계; 및 b) 주파수 영역 OFDM 기준심볼을 IFFT 하여 

얻은 시간 영역 OFDM 기준심볼 시퀀스의 처음 반이 나중 반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시간영역 OFDM 기준심볼을 생

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기본적인 기술적 사상은 OFDM 신

호의 심볼/프레임 타이밍 동기화, 반송파 주파수 동기화, 샘플링 클럭 주파수 동기화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기준 

심볼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상기 기준심볼은 각 데이터 프레임의 맨 처음 또는 어떤 고정된 순서에 전송된다. 이 기준심볼을 주파수 영역에서 보

면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random)한 위치에 QPSK 서브심볼 신호가 존재하고, 나머지 모든 부반송파에는 

신호가 없는 특성을 갖는다. 상기 기준심볼은 짝수번째 부반송파에서만 신호가 존재하므로 이 심볼의 시간영역 시퀀

스는 처음 반이 나머지 반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보통의 사용자 데이터용 OFDM 심볼에는 이와같은 특성이 없으

므로 기준심볼을 사용자 데이터 심볼로부터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기준심볼을 검출

하고 분석하여 신호의 동기화(synchronization)를 수행한다. 도 6은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기준심볼과 사용자 데이터

심볼을 전송하는 예를 나타낸다. 도 7은 기준심볼의 시간영역 특성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의한 기준심볼을 만드는 방법은 예를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파수 영역에서 홀수번째 부반송파는 모

두 0으로 지정하고, 짝수번째 부반송파에 대해서는 어떤 랜덤시퀀스 또는 pseudo-random 시퀀스로부터 QPSK 서브

심볼 Cn을 생성한 다음, 다시 0과 1의 값을 갖는 랜덤 이진 시퀀스 또는 pseudo-random 이진 시퀀스 Bn를 생성하고

곱하여 만든다.

수학식 3

X =

여기서 주파수 n=0의 서브심볼 X 0 는 0으로 지정된다. Bn =1인 부반송파 주파수에서만 QPSK 서브심볼 신호가 전

송된다. 도 8은 이와 같이 만든 기준심볼의 주파수 특성을 예를 들어 나타내었다. 이 기준심볼은 신호가 전송되는 부

반송파 수가 데이터용 심볼에 비하여 약 1/4 정도에 불과하므로 기준심볼의 파워가 일반 데이터용 심볼과 동일해지도

록 QPSK 서브심볼 C 2n 을 스케일링(scaling)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준심볼은 피크파워 대 평균파워 간의 비율(

PAR)이 작은 값을 갖도록 임의로 설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데이터용 심볼에 비하여 파워가 더 크도록 만들어

서 기준심볼을 사용한 동기화 성능을 더 개선시킬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각종 동기화 과정을 수행하는 장치의 구현 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OFDM신호수신부(300), A/D변환

부(305), 버퍼amp;연산처리부(310) 및 DFT/FFT 부(32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OFDM신호 수신부(300)는 OFDM 기준심볼이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

만 부심볼 신호가 존재하고 나머지 짝수번째 부반송파와 모든 홀수번째 부반송파에는 신호가 없으며 시간영역에서 

보면 심볼의 처음 반이 나머지 반과 동일한 특성을 가질 때, OFDM 신호 프레임의 맨 처음에 다른 사용자 데이터 OF

DM 심볼에 앞서 송신되는 OFDM 기준심볼로부터 상기 OFDM 신호 r(t)를 수신한다.

상기 A/D변환부(305)는 수신된 상기 아날로그 OFDM 신호를 디지탈로 변환하여 디지탈 OFDM 신호 샘플 r k 을 얻

는다.

상기 버퍼amp;연산처리부(310)는 상기 디지탈 OFDM 신호 샘플들에 대한 신호처리를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버퍼를

제공한다. 상기 버퍼amp;연산처리부(310)에서는 심볼/프레임 타이밍 동기화, 반송파주파수 동기화 및 샘플링 클럭 

주파수 동기화에 필요한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상기 DFT/FFT처리부(320)는 상기 버퍼amp;연산처리부(310)에서 처리된 신호를 DFT/FFT 처리한다.

상기 OFDM 수신장치의 첫번째 동작 단계는 심볼/프레임 타이밍을 동기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OFDM 신호 샘플

들 r k 을 내부의 기억장치에 저장하고 매 샘플 시간마다 심볼 타이밍 메트릭(symbol timing metric) S(d)를 구하여 

기억장치에 저장한다. 그 다음 이 타이밍 메트릭의 파워 |S(d)| 2 값을 어떤 문턱치 값과 비교하고, 이 값이 문턱치 

값 보다 큰 영역 중에서 값이 최대인 시점 d opt 을 심볼/프레임의 시작점으로 검출한다.

수학식 4

S(d)= r r

여기서 r *
k 는 r k 의 complex conjugate 을 나타낸다. 기준 심볼은 처음 N/2 샘플이 다음 N/2 샘플과 동일하므로

수신 신호에서도 이 두 구간간의 상관(correlation )값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일반 데이터용 심볼에서는 상관(correlati

on )값이 매우 작다. 이 단계에서 문턱치 값은 신호의 파워로부터 구하며, 예를 들어 N/2개 신호 샘플의 전체 파워의 

50% 값을 문턱치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두번째 동기화 단계는 반송파 주파수 동기화 단계이다. 수신 신호에 일정한 주파수 오프셋 phgr; /T Hz가 

존재하면 신호 샘플의 위상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 값은 매 샘플마다 2 pi;phgr /N 라디안씩 선형적으로 증가된다. 도 

10은 주파수 오프셋으로 인해 수신 신호에 추가로 발생하는 위상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면 샘플 r k 에 비하여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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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이후에 있는 샘플 r k+N/2 의 위상변화는 2 pi;phgr (N/2)/N= pi;phgr 라디안 더 크다. 그 결과 S(d opt )에서 N/

2 개의 ( r r ) 항들은 모두 위상 값이 pi;phgr 라디안으로 동일하며, 그 합인 S(d opt )의 위상 값도 동일하다. 실제 수

신 신호에는 잡음이 섞여 있으므로 이와 같이 여러 샘플에 걸쳐서 더하는 것은 잡음의 영향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값

을 얻는 결과를 얻는다. 주파수 오프셋은 다음과 같이 arctangent 함수로 구할 수 있다.

수학식 5

= tan +2c

여기서 c는 어떤 정수 값이다. Arctangent 함수는 -π ~ +π 범위의 위상 값에 대해서만 unique 하게 구할 수 있으

며, 여기서 c의 값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S(d opt )의 위상 값은 -1/T ~ +1/T Hz 범위의 주파수 오프셋 ε (|ε|<1

) 값을 얻게한다.

수학식 6

epsi;= ang;S(d )

여기서,

수학식 7

ang;S(d )=tan 를 나타낸다. 그 다음 부반송파 주파수 간격의 정수배 주파수 오프셋 값 2c를 구하여 총 주파수 오프셋

을 구한다.

수학식 8

=epsi; + 2c

-1/T ~ +1/T Hz 범위 밖의 주파수 오프셋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의 단계로 -1/T ~ +1/T Hz 범위 

안의 주파수 오프셋 ε을 구하여 그 값으로 기준심볼의 모든 샘플의 위상을 보상해 준다. 그러면 이 기준 심볼에는 아

직도 주파수 오프셋이 2c/T Hz 존재한다. 이 기준심볼의 N-point FFT를 Rn이라고 하면 나머지 주파수 오프셋 2c/T

Hz은 다음 metric P(u)를 최대화하는 u opt =c 로부터 구한다.

수학식 9

P(u)= B

위의 수식은 Bn이 0과 1의 이진값만 가지므로 구현이 매우 간단하다. 도 11은 본 발명에서 주파수 오프셋을 보정하

는 단계를 나타낸다. 수신된 기준심볼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다중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의 영향으로 신호

의 위상과 크기가 변형되며,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으로 인하여 부반송파가 원래 위치와 다른 주파수 지점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주파수 오프셋이 -1.6/T Hz 라면 S(d opt )는 위상이 -1.6π가 된다. 그러나 exp(-j1.6π)=exp(j0.4π)이

므로 arctangent 로 S(d opt )의 위상 값을 구하면 -1.6π 라디안을 구하지 못하고 0.4π 라디안을 얻는다. 이와 같이

구한 주파수 오프셋 ε= 0.4/T Hz 를 보정하고 나면, 남아있는 주파수 오프셋은 -2/T Hz (즉 c=-1)이다. 그 다음 주

파수 영역에서 기준심볼 신호와 Bo의 상관(correlation ) P(u)를 최대화하는 u = -1을 구하여 -2/T Hz를 보정한다. 

OFDM 수신부는 이와 같이 구한 주파수 오프셋 값으로 사용자 심볼샘플들의 주파수 오프셋을 디지탈 신호처리 방법

으로 보정하거나, 아니면 local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직접 변경하여 보정한다.

본 발명의 셋째 단계는 수신부의 샘플링 클럭 주파수를 동기화(synchronization)하는 과정이다. 먼저 위의 첫째와 둘

째 단계를 수행하여 심볼의 정확한 시작점d opt 을 찾고 주파수 오프셋을 찾아서 보정한 다음 셋째 단계를 수행한다. 

수신부의 샘플링 클럭 주파수 f's = 1/T's 가 송신부의 클럭주파수 fs = 1/Ts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수신부의 샘플

링 주기 T's = Ts + ΔTs 가 송신부의 샘플링 주기 Ts 에 비하여 ΔTs의 오차가 발생한 경우, 수신신호는 주파수 영

역에서 부반송파 n의 신호 위상이 2πnk 0 ΔTs/MTs씩 변하며, 위상변화 정도는 부반송파 인덱스 n, FFT 구간의 

시작점 k 0 및 샘플링 주기 오차 ΔTs/Ts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여기서 M은 FFT point 크기를 나타낸다. 기준심볼

의 N개 샘플을 반으로 구분하고 처음 N/2개 샘플과 다음 N/2개 샘플을 N/2-point FFT를 하여 얻은 결과를 각각 R 

(1/2)n 과 R (2/2)n 라고 하자. 도 12는 R (1/2)n 과 R (2/2)n 가 샘플링 주파수 오차로 인하여 격는 위상 변화를 나타낸다.

R (1/2)n 과 R (2/2)n 는 FFT 시작점이 N/2 샘플 차이가 나므로 위상 변화의 차이는 2πn(N/2)ΔTs/(N/2)Ts = 2πn

ΔTs/Ts 이다. R (1/2)n 과 R (2/2)n 는 샘플링 주파수 오차가 없었다면 잡음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므로

R *
(1/2)n R (2/2)n 의 위상 값은 2πnΔTs/Ts 이다. 즉,

수학식 10

ang; =2πnΔT /T 샘플링 주기 오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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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1

Delta;T /T = ang;

Θ를 신호가 전송된 주파수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Bn=1인 주파수에서만 서브심볼 값이 0이 아니고 신호가 전송

되므로 Θ={n:Bn=1}이다. 샘플링 주기 오차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수학식 12

Delta;T /T =

위의 수식은 여러 주파수에 걸쳐서 평균적인 값을 구하므로 잡음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수신 신호의 파워에 비례하

여 값을 반영하므로 다중경로 페이딩의 영향을 고려한다. 결론적으로 샘플링 주기 오차 값은 기준심볼의 처음 N/2 샘

플과 나중 N/2 샘플을 각각 N/2-point FFT하여 R (1/2)n 과 R (2/2)n 를 얻은 다음 상기 수학식12에 대입하여 구한다.

N/2-point FFT 값은 N-point FFT로도 얻을 수 있다. OFDM 수신부는 새로운 샘플링 주파수 값으로 디지탈 신호들

을 디지탈 신호처리 방법으로 다시 샘플링하여 디지탈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샘플링 클럭의 주

파수를 직접 변경한다.

상기 수학식 12에서 분자의 각항을 n으로 나누지 않고 n으로 곱하여 더하고, 분모의 각항에 n 2 을 곱하여 더하여 다

음 수학식 13과 같이 또 다른 샘플링 주기 오차 추정 방법을 구할 수 있다.

수학식 13

Delta;T /T =

시뮬레이션 결과 수학식 13의 결과가 수학식 12보다 항상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N/2-point FFT 값 R (1/2)n 을 N-point FFT로 구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N/2개 샘플 r 를 N-point FFT의 짝수번째

인덱스의 입력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홀수번째 입력은 모두 0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N-point FFT 결과는 처음 N/2개

값이 나머지 N/2개와 동일하며, 또한 처음 N/2개 출력이 R (1/2)n 과 동일하다. 또 다른 방법은 N/2개 샘플 r 를 두번 

반복하여 N-point FFT의 입력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N-point FFT 출력은 짝수번째 인덱스에만 값이 있고 홀수번

째는 모두 0이다. 상기 N-point FFT의 짝수번째 출력이 2R (1/2)n 과 동일하다. 또 다른 방법은 N-point FFT의 처음

N/2개 입력으로 N/2개 샘플 r 를 지정하고 나머지 N/2개의 입력은 모두 0으로 한다. 그러면 N-point FFT의 출력에

서 짝수번째 인덱스 값이 R (1/2)n 과 동일하다. 또 다른 방법은 N-point FFT의 처음 N/2개 입력값으로 모두 0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N/2개의 입력은 N/2개 샘플 r 를 지정한다. 그러면 N-point FFT의 출력에서 짝수번째 인덱스 값이

R (1/2)n 과 동일하다.

한편, 본 발명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도 구현가능하며, 이로인해 본 발명이 한정되

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 2개의 심볼을 사용하여 심볼 타이밍 동기화, 반송파 주파수 동기화 및 샘플링 클럭 동기화의 

단계를 수행하던데서 벗어나, 하나의 기준심볼만을 사용하여 이 모든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동기화의 Overhead 를 줄

인다. 그러면서 본 발명은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과 복잡도(complexity )는 동일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OFDM 신호에 OFDM 수신기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만 부심볼 신호가 존재하고 나머지 짝수번째 부반

송파와 모든 홀수번째 부반송파에는 신호가 없으며 시간영역에서 보면 심볼의 처음 반이 나머지 반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OFDM 기준심볼을 OFDM 신호 프레임의 맨 처음에 다른 사용자 데이터 OFDM 심볼에 앞서 송신하는 과정;

b) 송신된 상기 OFDM 신호 r(t)를 수신하는 과정;

c) 수신된 상기 아날로그 OFDM 신호를 디지탈로 변환하여 디지탈 OFDM 신호 샘플 r k 을 얻는 과정;

d) 상기 디지탈 OFDM 신호 샘플들에 연산을 수행하되,

(i) 상기 OFDM 기준심볼의 처음 반 심볼 샘플들이 나중 반 심볼샘플에 반복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타이밍 메트릭(timi

ng metric)을 구하여 상기 OFDM 신호의 심볼/프레임의 시작점을 검출함으로써 타이밍 동기화을 달성하는 과정,

(ii)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만 부심볼 신호가 존재하고 나머지 짝수번째 부반송파와 모든 홀수번째 

부반송파에는 신호가 없는 상기 OFDM 기준심볼의 특성을 이용하여 반송파 주파수 동기화를 달성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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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OFDM 기준심볼을 만드는 방법은

랜덤 또는 수도랜덤(pseudo-random) 시퀀스로부터 주파수 영역 부심볼 Cn을 생성하는 단계;

0과 1의 값을 갖는 랜덤 또는 수도랜덤 이진 시퀀스 Bn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Cn과 Bn을 곱하여 주파수 영역 OFDM 기준심볼

[수학식 3]

X =

을 생성하는 단계; 및

주파수 영역 OFDM 기준심볼을 IFFT(Inverse FFT)하여 시퀀스의 처음 반이 나중 반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시간영

역 OFDM 기준심볼을 생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OFDM 기준심볼에서 주파수 영역 서브심볼 Cn은

위상천이키잉(PSK) 서브심볼임을 특징으로 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신호 샘플들 r k 에 연산을 수행하여 타이밍 메트릭을 구하는 방법은

a) 주어진 타이밍 인덱스에서 상관도(correlation)

[수학식 4]

S(d)= r r

을 계산하는 단계;

b) 상관도의 파워 |S(d)| 2 를 계산하는 단계;

c) 상기 |S(d)| 2 를 소정의 문턱치 값과 비교하는 단계;

d) 타이밍 인덱스 d를 증가하는 단계;

e) 상기 단계 a), b), c) 및 d)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고, |S(d)| 2 값이 상기 문턱치 값보다 큰 시간 중에서 그

값을 최대화 하는 인덱스 d opt 를 검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OFDM 신호가 반송파 주파수 f c 로 상기 수신기로 송신될 때,

a) 검출한 최적의 타이밍 시점 d opt 에서 상관도(correlation)

S(d )= r r

를 계산하는 단계; 및

b) cyclic prefix 를 제외한 심볼시간을 T 이라 할 때, 시점 d opt 에서 상관도 S(d opt )의 위상 값

pi;epsi=ang;S(d )=tan

으로부터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Δf c 의 추정치 ε/T Hz 를 구하는 단계를 통하여 상기 수신부가 -1/T ~ +1/T Hz 

범위내의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여 반송파 주파수 동기화를 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부가 부반송파 대역폭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큰 주파수 오프셋까지도 추정하고 상기 OFDM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 동기화을 달성하는 단계는,

a) 상기 기준심볼의 수신 샘플들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의 일부를 보정하는 단계;

b) 상기 보정된 기준심볼의 N개 샘플들을 N-point 이산 푸리에 변환으로 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의 서브심볼들 Rn을 

얻는 단계;

c) 상기 수신신호의 파워 스펙트럼 |Rn| 2 과 상기 기준심볼의 파워스펙트럼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스펙트럼의 주

파수 오프셋으로부터 수신신호에 남아있는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신호의 파워스펙트럼 |Rn| 2 특성에 상기 기준심볼의 파워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는 방법은

a) 주어진 주파수 오프셋 인덱스 u에 대하여 다음 메트릭 P(u)

[수학식 9]

P(u)= B

을 구하는 단계;

b) 주파수 오프셋 인덱스 u를 증가시키는 단계; 및

c) 소정의 고정된 수 K가 주어졌을 때, 상기 단계 a)와 b)를 u = -K ~ +K 까지 수행하여 P(u) 값을 구한 다음, 상기 

P(u)를 최대화하는 오프셋 u opt 를 검출하였을 때 2u opt /T Hz 가 남아있는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값인 단계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부가 상기 샘플링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고 상기 OFDM 신호의 클럭 주파수 동기화을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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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기준 심볼의 수신 샘플들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보정하는 단계;

b) 상기 보정된 기준심볼의 N개 샘플들 중에서 처음 N/2 샘플들과 나중 N/2 샘플들을 나누어 각각 N/2-point 이산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N/2개의 주파수 영역 시퀀스 R (1/2)n 과 R (2/2)n 를 얻는 단계; 및

c) Q를 상기 OFDM 기준심볼에서 신호가 전송되는 주파수의 집합을 Q = {n:Bn=1}라고 하고, f s =1/T s 와 f' s =1

/(ΔT s + T s )를 각각 송신부의 클럭 주파수와 수신부의 샘플링 클럭 주파수라고 할 때, 샘플링 클럭 주파수 오차

로 인해 수신 신호의 각 부반송파에서 발생하는 위상변화를 통하여 수학식 12로 표현되는 샘플링 주기 오차 비 ΔT s

/T s 를 추정하는 수단 또는 수학식 13으로 표현되는 샘플링 주기 오차 비 ΔT s /T s 를 추정하는 단계

[수학식 12]

Delta;T /T =

[수학식 13]

Delta;T /T =

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방법.

청구항 9.
OFDM 수신기 동기화 장치에 있어서,

a) OFDM 기준심볼이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만 부심볼 신호가 존재하고 나

머지 짝수번째 부반송파와 모든 홀수번째 부반송파에는 신호가 없으며 시간영역에서 보면 심볼의 처음 반이 나머지 

반과 동일한 특성을 가질 때, OFDM 신호 프레임의 맨 처음에 다른 사용자 데이터 OFDM 심볼에 앞서 송신되는 OFD

M 기준심볼로부터 상기 OFDM 신호 r(t)를 수신하는 수단;

c) 수신된 상기 아날로그 OFDM 신호를 디지탈로 변환하여 디지탈 OFDM 신호 샘플 r k 을 얻는 수단; 및

d) 상기 디지탈 OFDM 신호 샘플들에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연산수단의 연산수행은

i)상기 OFDM 신호의 타이밍 동기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기 OFDM 기준심볼의 처음 반 심볼 샘플들이 나중 반 심볼 

샘플에 반복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타이밍 메트릭(timing metric)을 구하는 단계; 및

ii) 짝수번째 부반송파 중에서 랜덤한 위치에만 부심볼 신호가 존재하고 나머지 짝수번째 부반송파와 모든 홀수번째 

부반송파에는 신호가 없는 상기 OFDM 기준심볼의 특성을 이용하여 반송파 주파수 동기화를 달성하는 단계로 이루

어지는, OFDM 수신기 동기화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OFDM 기준심볼 생성은,

Cn을 랜덤 또는 슈도 랜덤 시퀀스로부터 만든 주파수 영역 QPSK 서브심볼이라 하고, Bn를 0과 1의 값을 갖는 랜덤 

또는 슈도 랜덤 이진 시퀀스라 할 때,

a) 수학식 3과 같이

[수학식 3]

X =

Cn과 Bn을 곱하여 주파수 영역 OFDM 기준심볼을 생성하는 단계; 및

b) 주파수 영역 OFDM 기준심볼을 IFFT 하여 얻은 시간 영역 OFDM 기준심볼 시퀀스의 처음 반이 나중 반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시간영역 OFDM 기준심볼을 생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OFDM 기준심볼에서 주파수 영역 부심볼 Cn은

PSK 부심볼임을 특징으로 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i)단계의 디지탈신호 샘플들 r k 에 연산을 수행하여 타이밍 메트릭을 구하는 단계는

a) 주어진 타이밍 인덱스 d 에서 상관도(correlation)

[수학식 4]

S(d)= r r

을 계산하는 단계;

b) 상관도의 파워 |S(d)| 2 를 계산하는 단계;

c) 상기 |S(d)| 2 를 소정의 문턱치 값과 비교하는 단계; 및

d) 타이밍 인덱스 d를 증가하여, 상기 단계 a), b), c)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고, |S(d)| 2 값이 상기 문턱치 

값보다 큰 시간 중에서 그 값을 최대화하는 인덱스 d opt 를 검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ii)단계는

상기 OFDM 신호가 반송파 주파수 f c 로 OFDM 수신기에 송신될 때, 상기 OFDM 수신기가 -1/T ~ +1/T Hz 범위

내의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며,

상기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추정은

a) 검출한 최적의 타이밍 시점 d opt 에서 상관도(correlation)

S(d )= r r

를 계산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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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yclic prefix 를 제외한 심볼시간을 T 이라 할 때, 시점 d opt 에서 상관도 S(d opt )의 위상 값

pi;epsi=ang;S(d )=tan

으로부터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Δf c 의 추정치 ε/T Hz 를 구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장치.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ii)단계는

OFDM 수신기가 부반송파 대역폭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큰 주파수 오프셋까지도 추정하고 상기 OFDM 신호의 반송

파주파수 동기화을 달성하기 위해,

a) 상기 기준심볼의 수신 샘플들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의 일부를 보정하는 단계;

b) 상기 보정된 기준심볼의 N개 샘플들을 N-point 이산 푸리에 변환으로 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의 서브심볼들 Rn을 

얻는 단계;

c) 상기 수신신호의 파워 스펙트럼 |Rn| 2 과 상기 기준심볼의 파워스펙트럼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스펙트럼의 주

파수 오프셋으로부터 수신신호에 남아있는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신호의 파워스펙트럼 |Rn| 2 특성에 상기 기준심볼의 파워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추

정은

a) 주어진 주파수 오프셋 인덱스 u에 대하여 다음 메트릭 P(u)

[수학식 9]

P(u)= B

을 구하는 단계;

b) 주파수 오프셋 인덱스 u를 증가시키는 단계; 및

c) 소정의 고정된 수 K가 주어졌을 때, 상기 단계 a)와 b)를 u = -K ~ +K 까지 수행하여 P(u) 값을 구한 다음, 상기 

P(u)를 최대화하는 오프셋 u opt 를 검출하였을 때 2u opt /T Hz 가 남아있는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값인 단계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OFDM 수신기 동기화 장치.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수단은

OFDM 수신기가 상기 샘플링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고 상기 OFDM 신호의 클럭 주파수 동기화를 달성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클럭주파수 동기화 연산수단의 동기화는

a) 상기 기준 심볼의 수신 샘플들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보정하는 단계;

b) 상기 보정된 기준심볼의 N개 샘플들 중에서 처음 N/2 샘플들과 나중 N/2 샘플들을 나누어 각각 N/2-point 이산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N/2개의 주파수 영역 시퀀스 R (1/2)n 과 R (2/2)n 를 얻는 단계; 및

c) Q를 상기 OFDM 기준심볼에서 신호가 전송되는 주파수의 집합을 Q = {n:Bn=1}라고 하고, f s =1/T s 와 f' s =1

/(ΔT s + T s )를 각각 송신부의 클럭 주파수와 수신부의 샘플링 클럭 주파수라고 할 때, 샘플링 클럭 주파수 오차

로 인해 수신 신호의 각 부반송파에서 발생하는 위상변화를 통하여 수학식 12로 표현되는 샘플링 주기 오차 비 ΔT s

/T s 를 추정하는 수단 또는 수학식 13으로 표현되는 샘플링 주기 오차 비 ΔT s /T s 를 추정하는 단계

[수학식 12]

Delta;T /T =

[수학식 13]

Delta;T /T =

로 이루어지는 OFDM 수신기 동기화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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