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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훈련 신호를 이용한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장치 및 방법

요약

적응 등화기의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 및 방법은 데이터 동기용 세그먼트의 세그먼트 동기 심볼 및 훈련 심볼과 입력

데이터의 상관값 및 훈련심볼의 자기상관값으로부터 멀티 패스 정보를 검출하고, 검출된 멀티 패스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필터의 탭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VSB의 경우 데이터 동기용 세그먼트 중 704 심볼의 훈련 신호와 입력 데

이터의 상관값 및 훈련심볼의 자기상관값을 이용하여 멀티 패스의 유/무 및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다. 또한 멀티 패

스의 위치를 이용하여 메인 탭으로 부터 가장 먼 전/후반 고스트를 검출하여 적응 등화기의 탭 길이를 가변적으로 결

정할 수 있으므로, 적응 등화기의 성능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적응 등화기, 탭 길이, 훈련 신호, 멀티 패스, 고스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전송 시스템의 데이터 프레임의 구성을 도시한 도.

도 1b는 데이터 필드 동기용 세그먼트의 구성을 도시한 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등화기의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의 블럭도.

도 3a는 도 2에 도시된 VSB용 멀티 패스 검출기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b는 도 2에 되시된 VSB용 탭 길이 조정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4a는 훈련 신호의 상관값 a(n)을 도시한 도.

도 4b는 멀티 패스를 포함하는 경우의 상관값 d(n)을 도시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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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등화기의 필터 탭 길이 조정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멀티 패스 검출부 110 : 제 1 멀티 플렉서

120 : 제 2 멀티 플렉서 130 : 제 1 동기 시컨스 상관기

140 : 제 2 동기 시컨스 상관기 150 : 감산기

200 : 탭 길이 조정부 220 : 임계치 비교부

250 : 고스트 검출부 260 : 탭 길이 테이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적응 등화기의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데이터 동기용 세그먼트의

세그먼트 동기 심볼 및 훈련 심볼과 입력 심볼의 상관값 및 훈련심볼의 자기상관값으로부터 멀티 패스 정보를 검출하

고, 검출된 멀티 패스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필터의 탭 길이를 결정하는 훈련신호를 이용한 적응 등화기용 필터 길

이 조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잔류 측파대(vestigial side band: VSB) 디지털 전송 시스템은 데이터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송신 포맷에 맞도록 변

환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송신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송신기 및 송신 채널을 통해 송신기로 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수

신 포맷에 맞도록 변환하여 변환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신기로 구성된다.

도 1a에는 VSB 전송 시스템의 데이터 프레임이 도시되어 있다. 프레임은 각각 832 심볼로 구성된 세그먼트들을 가

지며, 세그먼트 각각은 세그먼트 동기 신호용 4개 심볼과 데이터용 및 순방향 오류 정정(Forward Error Correction :

FEC) 신호용 828 개의 심볼을 가진다.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은 훈련 신호(training sequence signal)를 포함하는 하

나의 데이터 필드 동기용 세그먼트와 312개의 일반 데이터 세그먼트로 구성된 313개의 세그먼트를 가진다. 도 1b에

는 데이터 필드 동기용 세그먼트가 도시되어 있다. 훈련 신호는 데이터가 송신기로 부터 수신기로 전송된 데이터의 

필드 동기 신호에 포함된 신호로서, 511/63/63/63 과 511/63/-63/63의 의사 잡음 심볼들이 번갈아 가며 필드 동기

용으로 사용된다. 즉, 홀수 필드(Odd Fields)에서의 훈련 신호는 짝수 필드(Even Fields)에서의 훈련신호와 동일한데

, 하나의 63 의사 잡음 훈련 신호열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적응 등화기는 전송 채널 또는 수신기에 포함된 오류(defective) 시스템 구성요소로 인한 틸트 또는 고스트와 같은 채

널 왜곡(distortion)을 보상하기 위하여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구성요소이다. 적응 등화기의 탭 수는 일반적으

로 최대 제거하고자 하는 고스트의 제거 범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종래에는 고스트를 검출 및 제거하기 위하여 훈련 

신호 중 부호가 번갈아 바뀌는 63개의 심볼 시컨스 즉, 의사 잡음(pseudo noise: PN) 63 시컨스를 이용하였다. 이 기

술은 기존의 아날로그 텔레비젼에서 사용되는 군 부호 기록(group coded recording: GCR)을 이용한 고스트 제거 방

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PN 63 시컨스를 사용하여 고스트를 제거하는 종래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 번째, 63개의 

심볼만을 이용하므로 고스트의 검출 및 제거 범위가 짧다. 예를 들어, VSB의 경우 10.75MHz의 심볼 레이트를 가지

므로, 대략 +5.86㎲의 후단 고스트(post ghost) 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VSB적응 등화기의 규격이 1

8.76㎲ 까지의 고스트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짧은 범위의 고스트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존의 아날로그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에서 사용한 방식과 유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PN 63 시컨스를 최소 두 개 이상 살펴 보아야 하므로 고스트 검출 시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즉, 

종래의 고스트 검출 및 제거 방법에서는 필드 동기 신호 중 +/- 부호를 가지며 반복되는 PN 63 시컨스의 성질을 이

용하므로, 적어도 2개의 필드 동기 신호 즉, 하나의 프레임이 지나야 고스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의 첫 번째 목적은 적응 등화기의 탭 수를 가변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두번째 목적은 적응 등화기의 성능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

이 조정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 및 장점은 이하 기재 사항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것이며, 그 기재 사항으로 부터 부분적으로 

자명할 것이며, 또는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해 알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의 전술한 목적 및 장점을 달성하기 위한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는 훈련 신호가 유효한 경우 

적응 등화기에 입력된 데이터와 4심볼 세그먼트 동기 신호 및 511/63/63/63 PN 시컨스를 포함하는 훈련 신호와의 

상관값의 차이로 부터 멀티 패스 정보를 검출하는 멀티 패스 검출부 및 검출된 멀티 패스 정보와 필드 동기 신호에 의

해 최대 전/후반 고스트 위치를 참고로 탭 길이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탭 길이 조정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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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패스 검출부는 필드 동기 신호가 하이인 경우 적응 등화기에 입력된 데이터를 인에이블하여 출력하는 제 1 멀티

플렉서, 필드 동기 신호가 하이인 경우, 즉 훈련 신호가 유효한 경우 훈련 신호를 인에이블하여 출력하는 제 2 멀티 플

렉서, 제 1 멀티 플렉서로 부터 출력된 데이터와 704심볼의 훈련 신호의 상관값을 계산하는 제 1 동기 시퀀스 상관기,

제 2 멀티 플렉서로 부터 출력된 기준 신호와 704심볼의 훈련 신호의 상관값을 계산하는 제 2 동기 시퀀스 상관기 및

제 1 동기 시퀀스 상관기의 출력 신호로 부터 제 2 동기 시퀀스 상관기의 출력 신호를 감산하여 멀티 패스 정보를 검

출하는 감산기를 포함한다.

탭 길이 조정부는 멀티 패스 검출부에서 얻어진 멀티 패스 정보인 상관값의 차 (혹은 감산기의 출력)의 절대치를 취하

는 절대값 계산부, 계산된 절대값과 임계치를 비교하여 임계치를 넘는 상관값만을 출력하는 임계치 비교부, 상관값을

구하는데 걸린 시간만큼 지연된 필드 동기 구간을 계수하는 카운터, 카운터에 의해 지연된 필드 동기 구간동안 임계

치 비교부로 부터 얻어진 상관값으로 부터 고스트의 위치를 검출하는 고스트 검출부, 검출된 전/후반 고스트를 포함

하도록 탭 길이를 매칭하여 탭 길이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탭 길이 테이블을 포함한다.

탭 길이 테이블은 메인 탭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간으로 분류하고, 각 구간 마다 소정의 탭 

수를 설정한다.

본 발명의 전술한 목적 및 장점을 달성하기 위한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방법은 데이터 동기용 세그먼트의 

세그먼트 동기 심볼 및 훈련 심볼과 입력 심볼의 상관값과 훈련심볼의 자기상관값으로부터 멀티 패스 정보를 검출하

는 멀티 패스 검출 단계, 및 검출된 멀티 패스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필터의 탭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멀티 패스 검출 단계는 데이터 입력단계; 입력된 데이터와 704개의 알려진 심볼로 구성된 훈련 신호 사이의 상관값을

구하는 단계; 상관값 검출 단계에서 구한 상관값과 훈련 신호의 자기 상관값의 차이를 구하는 단계; 및 차이 검출 단

계에서 구한 상관값 차이로 부터 멀티 패스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탭 길이 결정 단계는 멀티 패스 검출 단계에서 검출된 멀티 패스 정보로 부터 메인 탭으로 부터의 거리가 가장 먼 전/

후반 고스트의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 및 검출된 고스트 위치를 포함하도록 탭 길이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검출된 멀티 패스 위치에 의해 적응 등화기의 탭 수

를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응 등화기의 성능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 및 다른 장점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보

다 명백해질 것이다. 첨부 도면에서,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등화기의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의 블럭도이고, 도 

3a는 도 2에 도시된 VSB용 멀티 패스 검출기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며, 도 3b는 도 2에 도시된 VSB용 탭 길이 

조정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고, 도 4a는 훈련 신호의 상관값 a(n)을 도시한 도이고, 도 4b는 멀티 패스를 포함하

는 경우의 상관값 d(n)을 도시한 도이고,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등화기의 필터 탭 길이 조정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VSB 전송 시스템은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은 511/63/63/63 시컨스로 이루어진 훈련신호와 세그먼트 동기 신호를 

포함하는 필드 동기 신호를 가진다. 훈련신호는 송신기로 부터 수신기로 전송되는 신호로서 알려진 신호(known sign

al)이다. 필드 동기 신호 앞에는 4 심볼의 세그먼트 동기 신호가 존재하는데 이 신호 또한 알려진 신호이다. 따라서, 

이들 704개의 심볼은 모두 알려진 신호이다. 이들 알려진 704개 심볼을 기준 신호 Sr이라 하자. 본 발명의 적응 등화

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장치는 입력 데이터의 상관값과 이들 알려진 704개 심볼의 상관값의 차이로 부터 채널의 임펄

스 응답(impulse response)과 유사한 신호를 얻어 멀티 패스를 검출한다. 이를 식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훈련 신호를 

t(n)이라 하고, 채널의 임펄스 응답을 h(n)이라 하면, 본 발명의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로 입력된 신호(

Di)는 다음과 같다.

수학식 1

Di = t(n) * h(n)

본 발명의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는 멀티 패스 검출부(100) 및 탭 길이 조정부(200)로 구성된다. 멀티

패스 검출부(100)는 필드 동기 신호(Fsync.)가 하이인 경우 적응 등화기에 입력된 데이터(Di) 및 기준 신호(Sr) 각각

의 상관값의 차이로 부터 멀티 패스(M.P.: multi path) 정보를 검출한다. 멀티 패스 검출부(100)는 제 1 멀티플렉서(

MUX1)(110), 제 2 멀티 플렉서(MUX2)(120), 제 1 동기 시퀀스 상관기(130), 제 2 동기 시퀀스 상관기(140) 및 감산

기(150)로 구성된다. 제 1 멀티 플렉서(MUX1)(110)는 필드 동기 신호(Fsync.)가 하이인 경우 적응 등화기에 입력된 

데이터(Di)를 인에이블하여 제 1 동기 시퀀스 상관기(130)로 출력한다. 제 2 멀티 플렉서(MUX2)(120)는 필드 동기 

신호(Fsync.)가 하이인 경우 기준 신호(Sr)를 인에이블하여 제 2 동기 시퀀스 상관기(140)로 출력한다. 이는 상관값

이 불필요한 구간에서는 제 1 및 제 2 상관기(130, 140)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므로써 전력 소모를 줄이도록 하기 위

함이다.

제 1 동기 시퀀스 상관기(130)는 제 1 멀티 플렉서(MUX1)로 부터 출력된 데이터(Di)와 훈련 신호 t(n)의 상관값 d(n)

을 계산한다.

수학식 2

d(n) = Di * t(n) = t(n) * h(n) * t(n) = h(n) * t(n) *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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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로 부터, 신호 d(n)은 t(n)의 자기 상관값과 채널의 임펄스 응답 h(n)의 콘벌루션이다.

채널의 임펄스 응답은 델타 함수와 멀티 패스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수학식 3

h(n) = δ(n) + m(n)

제 2 동기 시퀀스 상관기(140)는 제 2 멀티 플렉서(MUX2)로 부터 출력된 기 준 신호(Sr)의 상관값 a(n)을 계산한다.

수학식 4

a(n) = t(n) * t(n) = t(n) * t(n) * δ(n)

제 1 동기 시컨스 상관기(130)와 제 2 동기 시컨스 상관기(140)는 필드 식별자(Fid)에 의해 동기된다. 필드 식별자(Fi

d)는 +/- 신호가 반전된 63 시컨스에 대한 정보이다.

감산기(150)는 제 1 동기 시퀀스 상관기(130)의 출력 신호 d(n)으로 부터 제 2 동기 시퀀스 상관기(140)의 출력 신호

a(n)을 감산한다.

수학식 5

d(n) - a(n) = h(n) * t(n) * t(n) - t(n) * t(n) * δ(n)

= (δ(n) + m(n)) * t(n) * t(n) - t(n) * t(n) * δ(n)

= m(n)) * t(n) * t(n)

여기서, t(n)의 자기 상관값은 δ(n)과 유사한 응답을 가지므로, 이를 이용하면 감산기(160)의 출력은 멀티 패스(M.P.

) 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도면을 통해 살펴 보면, VSB 포맷의 필드 동기 부분의 상관값을 취하면 다른 부분의

상관값도 0은 아니지만 특히,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상관값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도 4a 및 4b에서 A부분은 6

3 시컨스의 상관값이고, B부분은 메인 탭 부분의 상관값이다. 도 4b의 C 부분은 멀티 패스의 상관값이다. 도 4b에 도

시된 상관값 a(n)과 도 4a에 도시된 기준 신호의 상관값 d(n)의 차이를 구하면 멀티 패스의 상관값을 도시한 C부분만

남게 된다. 상관기는 하드웨어 요구량이 많은 블럭이므로, 상관기의 해상도(resolution)를 적절히 정해주는 것이 필요

한데 본 발명의 경우 입력신호의 상위 3비트 정도만 사용하면 충분하다. 모의 실험 결과, 입력신호의 상위 3비트만 사

용한 경우 약 -22dB의 고스트까지 검출이 가능하였다.

한편, 하드 웨어 요구량만 문제가 되고 멀티 패스 검출이 매우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범용

메모리와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구조를 이용하여 스루풋(throughput)이 매우 느린 소형 상관 블록으로 구현할 수

도 있다.

또한, 기준 신호(Sr)에 대한 상관값은 이미 알고 있는 신호들에 대한 상관값이므로 미리 계산하여, 제 2 멀티 플렉서(

120) 및 제 2 동기 시컨스 상관기(140) 대신에 ROM으로 대치할 수 있다.

탭 길이 조정부(200)는 검출된 멀티 패스 정보와 필드 동기 신호(Fsync.)에 의해 최대 전/후반 고스트 위치를 참고로 

탭 길이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탭 길이 조정부(200)는 절대값 계산부(210), 임계치 비교부(220), 카운터(230), 고스

트 검출부(250) 및 탭 길이 테이블(260)로 구성된다. 절대값 계산부(210)는 멀티 패스 검출부(100)에서 얻어진 멀티 

패스 정보인 상관값의 차 혹은 감산기(150)의 출력의 절대치를 취하여 임계치 비교부(220)로 출력한다. 임계치 비교

부(220)는 계산된 절대값과 임계치를 비교하여 임계치를 넘는 상관값만을 고스트 검출부(250)로 출력한다. 카운터(2

30)는 상관값을 구하는데 걸린 시간만큼 지연된 필드 동기 구간을 계수한다. 고스트 검출부(250)는 카운터(230)에 

의해 지연된 필드 동기 구간동안 임계치 비교부(220)로 부터 얻어진 상관값으로 부터 고스트의 위치를 검출한다. 탭 

길이 테이블(260)은 검출된 전/후반 고스트를 포함하도록 탭 길이를 매칭하여 탭 길이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탭 길이

테이블(260)은 메인 탭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몇 개의 구간으로 분류하고, 각 구간 마다 소정의 탭 수를 설정하였다

. 본 실시예에서, 전반 고스트가 검출되는 구간인 프리 커서(pre cursor) 부분은 제 1 내지 제 3 구간으로 분할하고, 

각 구간별로 40탭, 60탭, 80탭을 적용하였다. 각 구간의 시간 간격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각 구간의 경

계 부분에 고스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큰 쪽의 탭 길이를 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마진을 둘 수 있

으며, 본 실시예에서는 최대 8 탭까지의 마진을 허용하였다. 또한, 후반 고스트가 검출되는 포스트 커서(post cursor)

부분은 7개의 구간으로 분할하고, 메인 탭으로 부터의 거리가 먼 구간일수록 탭 수를 증가시켰다. 본 실시예에서는 구

간수 및 탭 길이를 고정하였으나 탭 길이를 외부에서 입력할 수도 있으며, 멀티 패스 검출부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조

정할 수도 있다. 즉, 기존 ATSC 표준 사양(포스트 18.76㎲)만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224 탭으로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VSB의 경우 704 심볼 길이의 필드 동기 심호를 

이용하면 상관값으로 부터 멀티 패스의 유/무 및 크기를 알 수 있다. 또한 멀티 패스의 위치를 이용하여 메인 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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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가장 먼 전/후반 고스트를 검출하여 적응 등화기의 탭 길이를 가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적응 등화기의 성

능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 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훈련 신호가 유효한 경우 적응 등화기에 입력된 데이터와 훈련 신호의 상관값의 차이로 부터 멀티 패스 정보를 검출

하는 멀티 패스 검출부; 및

검출된 멀티 패스 정보와 필드 동기 신호에 의해 최대 전/후반 고스트 위치를 참고로 탭 길이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탭 길이 조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패스 검출부는:

필드 동기 신호가 하이인 경우 적응 등화기에 입력된 데이터를 인에이블하여 출력하는 제 1 멀티플렉서;

필드 동기 신호가 하이인 경우 기준 신호를 인에이블하여 출력하는 제 2 멀티 플렉서;

제 1 멀티 플렉서로 부터 출력된 데이터와 704 훈련 신호의 상관값을 계산하는 제 1 동기 시퀀스 상관기;

제 2 멀티 플렉서로 부터 출력된 기준 신호와 704 훈련신호의 상관값을 계산하는 제 2 동기 시퀀스 상관기; 및

제 1 동기 시퀀스 상관기의 출력 신호로 부터 제 2 동기 시퀀스 상관기의 출력 신호를 감산하여 멀티 패스 정보를 검

출하는 감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탭 길이 조정부는:

멀티 패스 검출부에서 얻어진 멀티 패스 정보인 상기 감산기 출력의 절대치를 취하는 절대값 계산부;

계산된 절대값과 임계치를 비교하여 임계치를 넘는 상관값만을 출력하는 임계치 비교부;

상관값을 구하는데 걸린 시간만큼 지연된 필드 동기 구간을 계수하는 카운터;

카운터에 의해 지연된 필드 동기 구간동안 임계치 비교부로 부터 얻어진 상관값으로 부터 고스트의 위치를 검출하는 

고스트 검출부; 및

검출된 전/후반 고스트를 포함하도록 탭 길이를 매칭하여 탭 길이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탭 길이 테이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탭 길이 테이블은 메인 탭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간으로 분류하고, 각

구간 마다 소정의 탭 수를 설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장치.

청구항 5.
데이터 동기용 세그먼트의 세그먼트 동기 심볼 및 훈련 심볼과 입력 심볼의 상관값과 훈련심볼의 자기상관값으로부

터 멀티 패스 정보를 검출하는 멀티 패스 검출 단계; 및

검출된 멀티 패스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필터의 탭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 등

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패스 검출 단계는:

데이터 입력단계;

입력된 데이터와 704개의 심볼 사이의 상관값을 구하는 단계;

상기 상관값과 기준 상관값의 차이를 구하는 단계; 및

상기 상관값 차이로 부터 멀티 패스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

이 조정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탭 길이 결정 단계는

상기 검출된 멀티 패스 정보로 부터 메인 탭으로 부터의 거리가 가장 먼 전/후반 고스트의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 및

검출된 고스트 위치를 포함하도록 탭 길이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 등화기용 필터 탭 

길이 조정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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