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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고속위성통신 등에 적합한 LMS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기저 대역신호를 복소수 영역(complex domain)에서 처리하여 반송파의 주파수와 위상을 복원하는 반송파 복원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 장치는, 외부 입력신호의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보상
하여 상기 입력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기 위한 주파수 검출수단과, 상기 주파수 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신호
의 위상 오프셋을 보상하여 상기 주파수 검출수단에 의해 주파수가 검출된 신호의 반송파 위상을 검출하기 위한 위상 
검출수단과, 상기 위상 검출수단의 출력신호에 적합한 소정의 복소수를 결정하여, 결정한 상기 소정의 복소수를 상기 
주파수 검출수단과 상기 위상 검출수단으로 출력하는 복소수 결정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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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LMS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장치의 일 실시예 블록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LMS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장치의 성능을 보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LMS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장치의 추적 성능을 보이기 위해 크기가 변화하는 
신호를 입력신호로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따른 부호의 설명

101: 주파수 검출부 102: 위상 검출부

106, 112, 115, 117: 켤레 복소수 발생기 110: 제어 파라미터 발생기

104, 107, 108, 109, 113: 승산기 111: 누적기

105: 평균기 116: 가산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속위성통신 등에 적합한 LMS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기저 대역 신호를 복소수 영역(complex domain)에서 처리하여 반송파의 주파수와 위상을 복원하는 반송파 복원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의 복조기에서 반송파 복원은 심볼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해 샘플 데이터에 포함되
어 있는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Frequency Offset)과 위상 오프셋(Phase Offset)을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신된 신호에 포함된 반송파 성분은 무선 주파수 수신부를 거친 후 중간주파수 변환부에서 국부 발진기에 의
해 제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반송파 성분을 제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송파의 주파수 오프셋과 위상 오프셋이 존
재하며, 이러한 잔류 주파수 및 위상은 복조기 구현을 간단히 하기 위해 기저 대역에서 검출과 보상이 이루어진다.

위성통신에서는 중간주파수 및 무선주파수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신호는 전송신호의 신호대역폭이 좁
으면 좁을수록 주파수 편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음성과 같은 협대역 신호를 위성링크를 통해서 전송할 때, 
수신된 신호는 신호 대역폭에 비해 수배의 주파수 편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신신호를 기저대역신호로 올바르게 변환시켜 주는 주파수 합성기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45 M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가지는 신호를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조방식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것과 같은 광대역 
위성통신의 경우, 협대역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주파수 발진기를 사용함으로써 주파수 편이는 전송 심볼 속도
에 대해서 5000 ppm(particles per million) 내에서 제어 가능하면 된다. 즉, 광대역 통신에서는 협대역 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파수 편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반송파 복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1983년 비터비(Viterbi and Viterbi, 이하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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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라 함)는 MPSK(M-ary Phase Shift Keying) 신호에 대한 반송파 위상을 검출하기 위한 M승 알고리즘(Mth Pow
ering Algorithm)을 제안하였다(참고문헌: A.J. Viterbi and A.M. Viterbi, 'nonlinear Estimation of PSK Modul
ation Carrier Phase with Application to Burst Digital Communication,' IEEE Trans. Info. Theory, vol.IT-3
2, July 1983). 그러나 V& V 알고리즘은 M이 증가할 경우 신호에 대한 잡음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1991년 피츠(Fitz)는 V& V가 제안한 알고리즘의 모호성을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참고문헌: M.P. Fitz, 'E
quivocation in nonlinear digital carrier synchronizers', IEEE Trans. on Comm., Vol.COM-39, NO.11, Nov. 
1991). Classen은 결정-지향 방법을 이용한 반송파 주파수 및 위상 검출방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참고
: F. Classen, H. Meyer and P. Sehier, 'An all feedforward synchronization unit for digital radio', Proc. Of 
VTC'93, 1993). 이 방법은 비록 전압제어발진기(VCO: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를 사용하지 않지만, 검출된 
반송파 위상을 복소수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ROM(Read Only Memory) 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츠(Fitz)는 시분
할다중접속 방식에 적용 가능한 버스트 모뎀의 DD(Decision-Directed) 반송파 동기 방법을 제안하였다(참고문헌: 
M.P. Fitz, 'Decision-Directed Burst-Mode Carrier Synchronization Techniques',IEEE Trans. On Comm., V
ol.COM-40, NO.10, Oct. 1992).
    

피츠가 제안한 방식에서는 반송파 주파수를 검출하기 위해서 전압제어발진기를 사용하고, 전압제어발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눗셈 연산자가 필요하다. 피츠의 방법은 넓은 범위에서 주파수 복원이 가능하나, 나눗셈 연산자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속통신에서는 주파수 복원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Classen과 Fitz 의 방법은 빠른 획득 성능과 넓은 포착 범위를 얻을 수 있지만 주파수 검출을 위해 두개의 결정
된 심볼이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심볼 오류가 두 개의 연속된 주파수 검출치에 영향을 주게되고 낮은 SNR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M. S. Kim은 IEICE TRANS. COMMUN. VOL. E81-B NO.12 DECEMBER 1998, 에 발표된 'Design and Analys
is of Decision-Directed Carrier Recovery for High-Speed Satellite Communications' 에서 전압제어발진기나 
나눗셈 연산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파수 및 위상 검출을 위해 단지 하나의 결정된 심볼만을 사용함으로써 고속 데이
터 통신에 대해 5,000ppm [Hz/symbol]의 주파수 포착 범위를 갖는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 의한 AR(Autoregressive) - AR(Autoregressive) 모델의 주파수 검출기(frequency estimator)      , 위상
검출기 (phase estimator)      , 전체 검출기(total estimator)         은 아래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되었다.

수학식 1

여기서, 파라미터     는 잡음대역을 제어하기 위한 (0,1) 범위의 양수이며 주파수 검출기, 위상 검출기, 전체 검출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방법은 주파수 오프셋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검출기(total estimator)가 수신 신호의 크기에 
너무 민감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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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기저대역 신호를 복소수 영역에서 처리하
여, 기존에 사용되는 위상 제어 루프 (PLL: Phase Locked Loop)를 이용한 방법에서 발생하는 구현상의 복잡도를 줄
이고 반송파의 위상과 주파수를 빠르게 복원하므로써, 빠른 획득 성능을 가지는 고속 위성통신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LMS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 장치는, 외부 입력신호의 반송파 주파수 오
프셋을 보상하여 상기 입력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는 주파수 검출수단; 상기 주파수 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신호의 위상 오프셋을 보상하여 상기 주파수 검출수단에 의해 주파수가 검출된 신호의 반송파 위상을 검출하는 위상 검
출수단; 및 상기 위상 검출수단의 출력신호에 적합한 소정의 복소수를 결정하여, 결정한 상기 소정의 복소수를 상기 주
파수 검출수단과 상기 위상 검출수단으로 출력하는 복소수 결정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양호하게는, 상기 주파수 검출수단은, 상기 복소수 결정수단에서 출력되는 소정의 복소수를 입력받아 제 1 켤레 복소수
를 출력하는 제 1 켤레 복소수 발생수단; 상기 외부입력 신호와 상기 제 1 켤레 복소수를 승산하는 제 1 승산수단; 상기 
제 1 승산수단의 출력신호를 평균하기(averaging) 위한 평균 수단; 상기 평균 수단의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제 2 켤레 
복소수를 출력하는 제 2 켤레 복소수 발생수단; 및 상기 외부입력 신호와 상기 제 2 켤레 복소수를 승산하여 주파수 오
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승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양호하게는, 상기 평균수단은, 상기 제 1 승산수단의 출력신호를 평균하는(averaging) 저역통과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양호하게는, 상기 위상 검출수단은, 상기 복소수 결정수단에서 출력되는 소정의 복소수를 입력받아 제 3 켤레 복소수를 
출력하는 제 3 켤레 복소수 발생수단; 상기 제 3 켤레 복소수와 상기 주파수 검출 수단의 출력신호인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승산하는 제 3 승산수단; 제어 파라미터를 발생시키는 제어 파라미터 발생수단; 상기 제 3 승산수단의 
출력과 상기 제어 파라미터를 승산하는 제 4 승산수단; 상기 제 4 승산수단의 출력을 누적하는 누적수단; 상기 누적수
단의 출력을 입력받아 복소수 켤레하여 제 4 켤레 복소수를 출력하는 제 4 켤레 복소수 발생수단; 상기 제 4 켤레 복소
수와 상기 주파수 검출수단의 출력신호인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승산하는 제 5 승산수단; 및 상기 복소수 결
정수단의 출력과 상기 제 5 승산수단의 출력을 가산하여 상기 제 3 켤레 복소수 발생수단으로 출력하는 가산수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엘엠에스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방법은, 상기 외부 입력신호의 반송파 주파수 오
프셋을 보상하여 상기 입력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는 주파수 추적단계와, 상기 주파수 복원된 신호의 위상 오프
셋을 보상하여 반송파 위상을 복원하는 반송파 위상 복원단계, 및 상기 위상이 복원된 신호에 적합한 소정의 복소수를 
결정하고 상기 주파수 추적단계와 위상 복원단계로 진행하는 복소수 결정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양호하게는, 상기 주파수 추적단계는, 상기 소정의 복소수를 입력받아 복소수 켤레하여 제 1 켤레 복소수를 발생하는 
제 1 켤레 복소수 발생단계와, 상기 외부 입력신호와 상기 제 1 켤레 복소수를 승산하여 제 1 승산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승산단계, 상기 제 1 승산신호를 평균하여(averaging) 평균신호를 출력하는 평균단계, 상기 평균신호를 입력받아 복
소수 켤레하여 제 2 켤레 복소수를 발생하는 제 2 켤레 복소수 발생단계, 및 상기 외부 입력신호와 상기 제 2 켤레 복소
수를 승산하여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승산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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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양호하게는, 상기 반송파 위상 복원단계는, 상기 소정의 복소수를 입력받아 복소수 켤레하여 제 3 켤레 복소수를 
발생하는 제 3 켤레 복소수 발생단계와, 상기 제 3 켤레 복소수와 상기 주파수 복원된 신호를 승산하여 제 3 승산신호
를 출력하는 제 3 승산단계, 제어 파라미터를 발생시키는 제어 파라미터 발생단계, 상기 제 3 승산신호와 상기 제어 파
라미터를 승산하여 제 4 승신신호를 출력하는 제 4 승산단계, 상기 제 4 승산신호를 누적하여 누적신호를 출력하는 누
적단계, 상기 누적신호를 복소수 켤레하여 제 4 켤레 복소수를 출력하는 제 4 켤레 복소수 발생단계, 상기 제 4 켤레 복
소수와 상기 주파수 복원된 신호를 승산하여 제 5 승산신호를 출력하는 제 5 승산단계, 및 상기 소정의 복소수와 제 5 
승산신호를 가산하여 상기 제 3 켤레 복소수 발생단계로 궤환하는 가산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엘엠에스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장치 
및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LMS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장치의 일 실시예 블록도 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 장치는, 외부 입력신호(111)의 반송파 주파수 오프
셋을 보상하여, 입력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는 주파수 검출부(110)와, 주파수 검출부(110)로부터 출력된 신호
의 위상 오프셋을 보상하여 주파수 검출부(110)에 의해 주파수가 검출된 신호의 반송파 위상을 검출하는 위상 검출부
(120)와, 위상 검출부(120)의 출력신호 값에 적합한 소정의 복소수를 결정하여, 결정한 이 소정의 복소수를 주파수 검
출부(110)와 위상 검출부(120)로 출력하는 복소수 결정기(130)를 포함한다.
    

    
또한, 주파수 검출부(110)는 복소수 결정기(130)로부터 결정된 소정의 복소수를 입력받아 제 1 켤레 복소수를 출력하
는 켤레 복소수 발생기(112)와, 외부 입력신호(111)와 제 1 켤레 복소수를 승산하는 제 1 승산기(113), 제 1 승산기
(113)의 출력신호의 평균을 구하는 평균기(114), 평균기(114)의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제 2 켤레 복소수를 출력하는 
켤레 복소수 발생기(115), 외부 입력신호(111)와 제 2 켤레 복소수를 승산하여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출력
하는 제 2 승산가(116)를 포함한다. 여기서, 평균기(114)는 제 1 승산기(113)의 출력신호를 평균하는(averaging) 
저역통과필터를 포함한다.
    

    
또한, 위상 검출부(120)는 복소수 결정기(130)로부터 결정된 소정의 복소수를 입력받아 제 3 켤레 복소수를 출력하는 
켤레 복소수 발생기(121)와, 제 3 켤레 복소수와 주파수 검출부(110)에서 출력되는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승산하는 제 3 승산기(122), 제어 파라미터를 발생하는 제어 파라미터 발생기(123), 제 3 승산기(122)의 출력과 제
어 파라미터를 승산하는 제 4 승산기(124), 제 4 승산기(124)의 출력을 누적하는 누적기(125), 누적기(125)의 출력
을 입력받아 복소수 켤레하여 제 4 켤레 복소수를 출력하는 켤레 복소수 발생기(126), 제 4 켤레 복소수와 주파수 검
출부(110)의 출력신호인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승산하는 제 5 승산기(127), 및 복소수 결정기(130)의 출력
과 제 5 승산기(127)의 출력을 가산하여 켤레 복소수 발생기(121)로 출력하는 가산기(128)를 포함한다.
    

이하,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엘엠에스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장치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주파수 검출부(110)는 주파수 검출 및 복원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위상 검출부(120)
는 주파수 오프셋에 의해 발생되는 위상을 검출 및 보상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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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 입력되는 MPSK 신호에 대한 입력신호의 반송파 xk는 수학식 2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2

여기서, ω0 는 각 주파수 오프셋을 나타내고, θ0 는 [-π, π] 범위에서 반송파 위상을 나타내며,                  는 M
PSK 신호에 대한 데이터 심볼을 나타내고, k는 양측대 전력스펙트럼 밀도(Double-sided Power Spectral Density)
가 N0 /2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White Gaussian Noise)을 나타낸다.

주파수 검출부(110)와 위상 검출부(120) 각각 수학식 3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3

여기서, xk는 주파수 오프셋이 제거된 출력 샘플을 나타내고,    는 임시로 결정된 심볼을 나타낸다. 도 1 에서 주파수 
검출부(110)의 출력 샘플 x k와 위상 검출부(120)의 출력 샘플 yk는 각각 수학식 4 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4

여기서,     와     는 각각 시간 k-1에서 주파수 검출부(frequency estimator)와 위상 검출부(phase estimator)이
다.

또한, 출력 샘플 yk는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주파수 검출부(frequency estimator)와 위상 검출부(ph
ase estimator)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검출부(total estimator)는 다음 수학식 5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5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AR(Autoregressive)-LMS(Least Mean Square) 모델에 의한 주파수 검출부 및 위상 검출
부는 각각 수학식 6 및 수학식 7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6

 - 6 -



등록특허 10-0325690

 

수학식 7

수학식 6과 수학식 7에서 β, γ, ζ, μ는 잡음대역을 제어하기 위한 (0,1) 범위의 양수이며, 이들은 주파수 검출부 및 
위상 검출부, 전체 검출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 잡음이 없이 k 가 충분히 큰 정상상태에서 반송파 복원을 위해 필요한, 본 발명에 따른 AR(Autoregressive)-
LMS(Least Mean Square)모델에 의한 주파수 검출부와 위상 검출부는 각각 수학식 8과 수학식 9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8

수학식 9

위의 수학식 8과 수학식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파수 오프셋 ω 0 는 본 발명에 따른 주파수 검출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β=ζ인 경우에 주파수 검출부에 미치는 영향은 두 모델에 대해 동일하다. 위상 검출부는 초기 위상 오프셋 θ

0 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오프셋 ω0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위상 검출부는 정상상태에서 그 자신의 파라미터 γ, μ에 의존하지 않고 주파수 검출부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 
β, ζ에 의존한다.

AR-AR 모델에서 전체 검출부의 진폭은 주파수 오프셋과 β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AR-LMS 모델에서 전체 
검출부의 진폭은 주파수 오프셋과 파라미터 ζ와 무관하다. 위상 오프셋 θ0 과 주파수 오프셋 ω0 을 모두 포함하고 있
는, 본 발명에 따른 AR(Autoregressive)-LMS(Least Mean Square)모델에 의한 전체 검출부 (Total Estimator)
는 수학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0

상기 전체 검출부의 출력신호는 시간 k에서의 주파수 검출부    와 위상검출부    로부터 시간 k+1 에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및 위상 성분을 검출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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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LMS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장치의 성능을 보이기 위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성능비교를 위해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시스템에서 정상상태의 파라미터의 값을                   로 
설정하고, 정규화된 주파수 오프셋을                    , 위상 오프셋을        , 신호대 잡음비(SNR)를              로 설
정한다. 도 2의 (a)에는 수학식 1에서의 AR-AR 모델에 의한 복원장치의 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 2의 (b)
에는 본 발명에 따른 AR-LMS 모델에 의한 복원장치의 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LMS 기법을 이용한 결정-지향 반송파 복원장치의 추적 성능을 보이기 위해 크기가 변화하는 
다음 신호 uk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이 uk는 수학식 11과 같다.

수학식 11

여기서, 성능비교를 위해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시스템의 정상상태의 파라미터의 값을                   
로 설정하고, 정규화된 주파수 오프셋을                    , 위상 오프셋을        , 신호대 잡음비(SNR)를              로 
설정한다.

도 3의 (a)에 보여진 것과 같이 AR-AR 모델에 의해 복원된 신호는 왜곡되고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도 3의 (b)에 보
여진, 본 발명에 의한 AR-LMS 모델에 의해 복원된 신호는 약간의 왜곡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AR-AR 모델에 의해 
복원된 신호 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
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
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반송파 복원 장치는, 반송파 위상과 주파수를 검출 및 복원하기 위하여 기존
에 사용되었던 위상 제어 루프(PLL: Phase Locked Loop)를 이용한 방법이나 나눗셈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과는 달
리,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기저대역 신호를 복소수 영역에서 처리하므로 구현의 복잡도를 줄이고, 반송파 루프(L
oop)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안한 반송파 복원 장치는 위상 검출부에 
LMS(Least Mean Square)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주파수 및 위상 오프셋을 검출하기 위한 전체 검출부의 신호 크기가 
주파수 오프셋과 무관하므로 기존의 장치들에 비해 포착 범위가 더 넓어지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제안된 AR-LMS 모델에 의한 반송파 복원 장치는 단순한 연산 동작들로 구성되고, 좋은 획득 성
능을 갖는 장점을 가지므로 정적인 채널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적 채널을 갖는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나 고속 위성 통신과 같은 무선 통신에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로부터 입력된 신호의 반송파를 복원하는 엘엠에스 기법을 이용한 결정 - 지향 반송파 복원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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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입력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보상하여 상기 입력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는 주파수 검출 수단;

상기 주파수 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신호의 위상 오프셋을 보상하여 상기 주파수 검출 수단에 의해 주파수가 검출된 
신호의 반송파 위상을 검출하는 위상 검출 수단; 및

상기 위상 검출 수단의 출력 신호에 적합한 소정의 복소수를 결정하여, 결정한 상기 소정의 복소수를 상기 주파수 검출 
수단과 상기 위상 검출 수단으로 출력하는 복소수 결정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주파수 검출 수단은 상기 복소수 결정 수단에서 출력되는 소정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와 상기 외부 입력 신호를 
승산한 후, 이 값들의 평군값의 켤레 복소수를 재차 상기 외부 입력 신호와 승산함으로써,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
를 출력하고,

상기 위상 검출 수단은 상기 복소수 결정 수단에서 출력되는 소정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와 상기 주파수 검출 수단의 
출력 신호인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승산한 값을 이용하여 반송파 위상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엠에
스 기법을 이용한 결정 - 지향 반송파 복원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검출 수단은,

상기 복소수 결정 수단에서 출력되는 소정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와 상기 외부 입력 신호를 승산한 후, 이 값들을 평균
하는(averaging) 저역 통과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엠에스 기법을 이용한 결정 - 지향 반송파 복원 장
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검출 수단은,

상기 복소수 결정 수단에서 출력되는 소정의 복소수를 입력받아 제 1 켤레 복소수를 출력하는 제 1 켤레 복소수 발생기
;

상기 제 1 켤레 복소수와 상기 주파수 검출 수단의 출력 신호인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승산하는 제 1 승산 수
단;

제어 파라미터를 발생시키는 제어 파라미터 발생 수단;

상기 제 1 승산 수단의 출력과 상기 제어 파라미터를 승산하는 제 2 승산 수단;

상기 제 2 승산 수단의 출력을 누적하는 누적 수단;

상기 누적 수단의 출력값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는 제 2 켤레 복소수 발생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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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켤레 복소수의 출력값과 상기 주파수 검출 수단의 출력 신호인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승산하는 제 
3 승산 수단; 및

상기 복소수 결정 수단의 출력과 상기 제 3 승산수단의 출력을 가산하여 상기 제 1 켤레 복소수 발생 수단으로 출력하
는 가산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엠에스 기법을 이용한 결정 - 지향 반송파 복원 장치.

청구항 5.

외부로부터 입력된 신호의 반송파를 복원하는 엘엠에스 기법을 이용한 결정 - 지향 반송파 복원 방법에 있어서,

외부 입력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을 보상하여 상기 입력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를 복원하는 주파수 검출 단계;

상기 주파수 복원된 신호의 위상 오프셋을 보상하여 반송파 위상을 복원하는 반송파 위상 복원 단계;

상기 위상이 복원된 신호에 적합한 소정의 복소수를 결정하고 상기 주파수 검출 단계와 위상 복원 단계로 진행하는 복
소수 결정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주파수 검출 단계는 상기 복소수 결정 단계에서 출력되는 소정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와 상기 외부 입력 신호를 
승산한 후, 이 값들의 평군값의 켤레 복소수를 재차 상기 외부 입력 신호와 승산함으로써,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
를 출력하고,

상기 위상 복원 단계는 상기 복소수 결정 단계에서 출력되는 소정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와 상기 주파수 검출 단계의 
출력 신호인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승산한 값을 이용하여 반송파 위상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엠에
스 기법을 이용한 결정 - 지향 반송파 복원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반송파 위상 복원 단계는,

상기 소정의 복소수를 입력받아 복소수 켤레하여 제 1 켤레 복소수를 발생하는 제 1 켤레 복소수 발생 단계;

상기 제 1 켤레 복소수와 상기 주파수 검출 단계의 출력 신호인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승산하는 제 1 승산 단
계;

제어 파라미터를 발생시키는 제어 파라미터 발생 단계;

상기 제 1 승산 단계의 출력과 상기 제어 파라미터를 승산하는 제 2 승산 단계;

상기 제 2 승산 단계의 출력을 누적하는 누적 단계;

상기 누적 단계의 출력값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는 제 2 켤레 복소수 발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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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켤레 복소수의 출력값과 상기 주파수 검출 단계의 출력 신호인 주파수 오프셋이 보상된 신호를 승산하는 제 
3 승산 단계; 및

상기 복소수 결정 단계의 출력과 상기 제 3 승산 단계의 출력을 가산하여 상기 제 1 켤레 복소수 발생 단계로 출력하는 
가산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엠에스 기법을 이용한 결정 - 지향 반송파 복원 단계.

도면
도면 1

도면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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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b

도면 3a

도면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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