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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OFDM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수신된 동위상
과 직각위상의 채널 신호를 입력받아 심볼내에 있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계산하여 출력
하는 위상 계산수단(100)과; 상기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입력받아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
잉 복조를 수행한 후, 그 복조된 심볼내에 있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출력하는 차분 이진위상 시
프트키잉 복조수단(200); 상기 복조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입력받아 각각을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에 따른 신호를 출력하는 파일롯 비교수단(300); 및 상기 비교 결과에 따른 신호를 입력받아 프레임
마다 반전되는 성질을 갖는 동기 워드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프레임 동기 신호를 출력하는 프레임 동기수
단(400)로 구성되며,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르면 OFDM 수신 시스템에서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의 동기 워드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므로써 하드웨어의 요구를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전송 시스템(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OFDM)의 변조 원리를 설명

도2는 OFDM 변조기의 블록선도,     

도3은 OFDM 이 적용된 신호의 시간 영역 변화를 나타낸 도면,

도4는 OFDM 이 적용된 신호의 주파수 영역 변화를 나타낸 도면,

도5는 OFDM 시스템의 전송 단위 심볼에 대한 포맷도,

도6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OFDM 전송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7은 본 발명에 따른 OFDM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에 대한 구성 블              록도,

도8은 본 발명에 따른 OFDM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위상 계산수단                    200  :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수단

210  : 위상 저장부                      220  : 감산부

230  :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호부  300  : 파일롯 비교수단 

310  : 파일롯 저장부                    320  : 파일롯 비교부

400  : 프레임 동기수단                  410  : 전송 파라메타 신호 저장부

420  :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교부        430  : 계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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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 plexing  : 이하, OFDM 이라 
한다.)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다중 반송파를 이용한 디지탈 
변조 방식의 OFDM  시스템에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Transmission  Parameter  Signalling   :  TPS 
Pilot)을 사용한 경우,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동기 워드(Synchro nization word)의 특성을 이용하여 효율
적으로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도록 되어진 OFDM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디지탈 고화질 텔레비젼(High Definition TeleVision:이하, HDTV 라 한다.)의 방송 시스템은 
크게 영상 부호화부와 변조부로 나눌 수 있다.    영상 부호화부에서는 고화질의 영상 소스로부터 얻어지
는 약 1Gbps 의 디지탈 데이터를 15∼18Mbps 의 데이터로 압축시키는 기능을 하며, 변조부에서는 수십 
Mbps 의 디지탈 데이터를 6∼8MHz 의 제한된 대역 채널을 통하여 수신측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디지탈 방식의 HDTV 방송은 기존의 TV 방송용으로 할당된 VHF/ UHF 대의 채널을 이용하는 지상 동시 
방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HDTV 시스템에 사용되는 변조기법은 지상 동시 방송의 환경으
로 인하여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수십 Mbps 의 디지탈 데이터를 6∼8MHz 의 제한된 
대역  채널을  통하여  수신측으로  전송하여야  하므로  대역  효율(spectrum  efficiency)이  높아야  한다.     
둘째, 지상 방송에서는 주변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에 의하여 다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이 발생하
므로, 페이딩에 강인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셋째, 지상 동시 방송 방식에서는 기존의 아날로
그 TV 신호에 의한 동일 채널 간섭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동일 채널 간섭에도 강인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HDTV 시스템의 디지탈 변조 신호는 기존의 아날로그 TV 수신기에 간섭을 최소
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변조 기법으로는 직교 진폭 변조(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 이
하, QAM 이라 한다.)와 잔류 측파대 변조(Vestigial Side Band  : 이하, VSB 라 한다.) 등이 있는데, 지
상 방송에서는 QAM 과 VSB 의 다치화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여기서 전송 속도는 거의 결정되어 버리
며, 같은 다치수에서도 심볼 전송 속도를 올리면 그 대역폭의 전송 속도는 향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16 
치/32 치 QAM 과 4 치 VSB 의 심볼 전송 속도를 현재 이상으로 끌어 올리면 제 2 영상과 다중 경로의 간
섭에 의한 방해가 심하게 된다.    특히, 고층 빌딩이 난립하는 시가지에서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역폭당의 전송 속도 향상과 간섭 방지의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는 디지탈 변조 방식의 OFDM 방식을 차세대 고화질 텔레비젼의 지상 방송에 채택하였다. 

OFDM 방식은 직렬 형태로 입력되는 심볼열을 N 블록 단위의 병렬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병렬화된 심볼들을 
각기 상이한 부반송파 주파수로 멀티플렉싱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OFDM 방식은 다중 반송파를 이용한 방
식으로서, 기존의 단일 반송파에 의한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다중 반송파는 반송파 상
호간에 서로 직교성을 가지는데, 여기서 직교성이라는 것은 두 반송파의 곱이 '0' 이 되는 성질을 의미하
며, 이는 다중 반송파를 사용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된다.      OFDM 방식의 구현은 고속 퓨리에 변환
(Fast  Fourier  Transform   :  이하,  FFT  라  한다.)  및  역  고속  퓨리에  변환(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 이하, IFFT 라 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반송파 간의 직교성과 FFT 의 정의에 
의해 간단히 구해진다.

이어서, OFDM 방식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텔레비젼 지상 전송 방식은 반사파 및 동일 채널 간섭, 인접 채널 간섭등이 전송 품질을 좌우하는 채널 
특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전송 시스템의 설계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OFDM 은 그 특성이 다중 경로에 
강한 특성을 갖는다.    즉, 여러 반송파를 사용하므로써 심볼 전송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이는 다중 경로
에 의한 간섭 신호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되어 긴 시간의 에코 신호(echo)에 대해서도 성능의 저하가 적
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신호에 대해서도 강한 성질을 가지므로 동일 채널 간섭에 대한 영향이 적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단일 주파수 망(Single Frequency Network  : 이하, SFN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
다.    여기서, SFN 이란 하나의 방송이 전국을 하나의 주파수로 방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동일 채널 간섭이 매우 심해지게 되는데 OFDM 이 이러한 환경에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다.    이와 같이 SFN을 하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OFDM 신호는 다중 반송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반송파는 매우 작은 대역을 가진다.    따라서, 
전체적인 스펙트럼 모양은 거의 사각형을 가지기 때문에 단일 반송파보다 상대적으로 주파수 효율이 좋아
지게 된다. 

또 다른 장점을 살펴보면, OFDM 신호의 파형이 백색 가우시안 잡음(White Gaussian Noise)과 같기 때문에 
OFDM 신호에서 다른 서비스(PAL 또는 SECAM 방식)로의 간섭이 적으며, OFDM 방식에서는 각 반송파마다 변
조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서 계층적 전송이 가능하다.  

최근 상기와 같은 장점을 지닌 디지탈 변조 방식의 OFDM 방식을 유럽에서 고화질 텔레비젼의 지상 방송에 
채택하여 사양을 정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러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OFDM 시스템의 수
신측에  프레임  동기를  수행할  장치와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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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다중 반송파를 이용한 디지탈 
변조 방식의 OFDM 시스템에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사용하는 경우, 동기 워드(Synchro nization 
word)가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특성을 이용하므로써 효율적으로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도록 되어진 OFDM 수
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OFDM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는, 수신된 동위
상과 직각위상의 채널 신호를 입력받아 심볼내에 있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계산하여 출
력하는 위상 계산수단과; 상기 위상 계산수단으로부터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입력받아 차
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를 수행한 후, 그 복조된 심볼내에 있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출력
하는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수단; 상기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수단으로부터 복조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입력받아 각각을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에 따른 신호를 출력하는 파일롯 비교
수단; 및 상기 파일롯 비교수단으로부터 비교 결과에 따른 신호를 입력받아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성질을 
갖는 동기 워드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프레임 동기 신호를 출력하는 프레임 동기수단으로 구성된 것을 특
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OFDM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방법은 동위상
과 직각위상의 채널신호를 입력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에서 입력된 동위상과 직각위상의 채널
신호에 따라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계산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2 단계에서 계산된 현재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과 이전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에 대한 위상
차를 구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에서 구해진 위상차를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호화를 수행하
는 제 4 단계; 상기 제 4 단계에서 복호화된 한 심볼내의 모든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이 같은 가를 
판단하여 같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제 1 단계로 분기하는 제 5 단계; 상기 제 5 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복호화된 한 심볼내의 모든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이 같은 경우, 프레임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하
는 가를 판단하여 프레임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복해서 판단하는 제 6 단계; 상기 
제 6  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프레임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하는 경우,  심볼 수를 카운팅하는 제 7 
단계; 및 최종적으로 프레임 동기신호를 출력하는 제 8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발명에 따르면 OFDM 수신 시스템에서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의 동기 워드를 이
용하여 효율적으로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므로써 하드웨어의 요구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OFDM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 은 OFDM 의 변조 원리를 설명

OFDM 전송 시스템에서는 연속되는 심볼들 사이에 보호 구간을 삽입하여 전송하므로써 이 보호 구간보다 
짧은 다중 경로에 의한 심볼간 간섭(intersymbol interference)을 제거할 수 있다.    이처럼 보호 구간
을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OFDM 방식에서 사용되는 여러개의 반송파로 인해 심볼의 전송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상기 보호 구간 설정부(3)에서 보호 구간이 설정된 후, OFDM 변조 신호는 출력하게 된다.

도 2 는 OFDM 변조기의 블록선도로서, OFDM 변조의 기본 이론은 서로 직교하는 협대역의 신호를 합해서 
보내는 것으로 시간 영역에서 살펴보면 하나의 신호와 같이 보인다.    각 단일 반송파에 복소 QAM 신호
를 주기 위해 TS 길이의 직렬 데이터를 N 개의 신호로 시간 영역에서 나눈다.    각각의 신호는 하나의 복

소 신호를 형성하여 각 반송파에 의하여 변조된다. 

도 2 를 참조하면, QAM 변조시 직렬로 입력된 각 복소 심볼 ai 가 N 단으로 병렬화되어 서로 수직인 신호

에 곱해져서 다음 수학식 1 과 같은 합산 신호가 된다.

[수학식 1]

여기서, TA 는 복소 반송파의 샘플링 주기이다.    만일 반송파 신호가 서로 직교성을 갖는다면 다음 수학

식 2 가 만족된다.  

[수학식 2]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합산 신호는 다음 수학식 3 과 같다.

[수학식 3]

합산된 심볼 길이 TS 와 샘플링 주기 TA 가 다음 수학식 4 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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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 수학식 5 의 합산 신호를 얻는다.

[수학식 5]

상기 수학식 5 를 살펴보면 N 포인트 IFFT 와 같은 수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FDM 변조는 IFFT 
에 의해 간단히 구현될 수 있다. 

도 3 은 OFDM 이 적용된 신호의 시간 영역 변화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OFDM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살펴보
면 단일 반송파로 보내는 N 개의 신호를 N 개의 반송파에 실어서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각 심볼의 전송 
시간은 부반송파(Subcarrier)의 총 수(N)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런 심볼 시간의 증가는 다중 경로에 
강하게 되는 성질을 가지나 N 개의 반송파를 사용해야 하므로 하드웨어 구현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이런 다중 반송파의 구현을 FFT 를 사용하여 간단히 구현할 수 있기 때
문에 많이 사용하게 된다.   

도 4 는 OFDM 이 적용된 신호의 주파수 영역 변화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OFDM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살
펴보면 각각의 반송파 성분들이 합해져서 평활한 주파수 특성을 보이며, 측대역에서는 매우 날카로운 특
성을 나타낸다.    이를 살펴보면 주어진 대역을 전송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OFDM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송 신호는 프레임(frame)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각 프레임은 TF 의 주기를 가지며 68 개의 OFDM 심볼들

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상기 네 개의 프레임이 모여 하나의 슈퍼프레임(Superframe)이 형성된다.

그리고, 각 심볼들은 8K 모드인 경우에 K= 6817 반송파(K  : 전송 반송파들의 수) 또는 2K 모드인 경우에 
K= 1705 반송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TS 라는 심볼 주기를 갖는다. 

[표 1]

모드에 따른 OFDM 파라메타 값     

                파라메타      8 K 모드      2 K 모드

               반송파수 K       6817       1705

              Kmin 반송파 값         0         0

              Kmax 반송파 값       6816       1704 

           반송파 간격의 역수(TU)       896μs       224μs 

            반송파 간격(1/TU)      1116Hz       4464Hz  

    반송파 Kmin 와 Kmax 의 간격 {(K-1)/TU}      7.61MHz      7.61MHz

각 심볼( TS = ΔT + TU )은 반송파 간격의 역수에 해당하는 주기(TU)를 갖는 한 부분과 보호 구간에 해당

하는 주기(ΔT)를 갖는 다른 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도 5 는 OFDM 시스템의 전송 단위 심볼에 대한 포맷도로서, OFDM 시스템의 단위 심볼은 도 5 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유효 데이터(Useful data)와 보호구간(Guard Interval)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디지탈 
지상 방송 시스템의 기본 스펙에 따르면 상기 유효 데이터의 크기(2K 모드 또는 8K 모드)와 상기 보호구
간의 크기(FFT 사이즈의 1/4, 1/8, 1/16 또는 1/32)는 선택사항에 해당하지만, 편의상 본 발명에서는 예
시적으로 2K FFT(FFT 사이즈  : 2048)를 기준으로 정하여 설명

한편, OFDM 프레임에는 전송되는 데이터와 함께 분산 파일롯 셀(Scattered pilot cells), 연속 파일롯 반
송파(Continual  pilot  carriers),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Transmission  Parameter  Signalling 
pilots)등이 포함된다.

상기와 같은 파일롯 신호들은 프레임 동기(frame synchronization), 주파수 동기(frequency 
synchronization),  시간 동기(time  synchronization),  채널 추정(channel  estimation),  전송 모드 식별
(transmission mode identification)에 사용되며, 위상 잡음(phase noise)을 추적할 때에도 사용된다.   

상술한 여러 파일롯 신호중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파일롯 신호에 해당하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TPS  : 
Transmission Parameter Signalling)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TPS Pilot)은 채널 
코딩과 변조와 같이 전송에 관련된 파라메타들을 신호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송 파라메타 신호는 
같은 정보를 모두 전송하는데 있어서 2K 모드인 경우에는 17 개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과 8K 모드
인 경우에는 68 개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상에서 병렬로 전송된다.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
을 위한 반송파 인덱스는 다음 표 2 와 같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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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들을 위한 반송파 인덱스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 반송파 위치

               2 K 모드                8 K 모드

 34 50 209 346 413 569 595 688 790 9011073 1219 
1262 1286 1469 1594 1687

34 50 209 346 413 569 595 688 790 9011073 1219 
1262 1286 1469 1594 1687 1738 1754 1913 2050 2117 
2273 2299 2392 2494 2605 2777 2923 2966 2990 3173 
3298 3391 3442 3458 3617 3754 3821 3977 4003 4096 
4198 4309 4481 4627 4670 4694 4877 5002 5095 5146 
5162 5321 5458 5525 5681 5707 5800 5902 6013 6185 
6331 6374 6398 6581 6706 6799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은 여러가지 정보들을 전송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에는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배열 패턴의 α 값에 의해 정의된 변조에 관한 정보, 계층(Hierarchy) 정보, 보호
구간(Guard Interval) 정보, 내부 코드 레이트(Inner code rate) 정보, 프레임 수(Frame number)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   

도 6 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OFDM 전송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본 발명에서는 예시적으로 2K 
모드(kmin =0 이고 kmax =1704) 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반송파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한 심볼내에 17 개(TPS pilot #0 ∼ TPS pilot #16)씩 존재하며, 한 심볼내에 존재하는 모든 전송 
파라메타 신호(TPS) 데이터는 동일하다.    그리고, 하나의 OFDM 프레임은 68 개의 심볼들로 구성되므로 
하나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블록(TPS block)은 68 비트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TPS Pilot)으로 구
성된다.

즉, 하나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블록(68 비트)중 1 비트는 초기화 비트(initialization bit), 16 비트는 
동기 비트(synchronization bits), 37 비트는 정보 비트(information bits), 14 비트는 오류 보호를 위한 
여분 비트(redundancy bits for error protection)로 구성된다.    상기 37 비트의 정보 비트중 23 비트
가 현재 사용되고, 나머지 34 비트는 장래의 사용을 위해 유보되며 또한 '0' 으로 셋팅하기 위해 유보되
어 있다.    전송 파라메타 정보는 다음 표 3 에 따라 전송된다.

[표 3]

전송 파라메타 신호 정보 및 포맷

    심볼 번호            포 맷           용도/내용      

 S0  0   초기화

 S1 - S16  0011010111101110 또는 
1100101000010001

  동기 워드

 S17 - S22  011000   길이 지시자

 S23,S24  다음 표 4 참조   프레임 숫자

 S25,S26  다음 표 5 참조   배열

 S27,S28,S29  다음 표 6 참조   계층 정보

 S30,S31,S32  다음 표 7 참조   코드 레이트, HP 스트림

 S33,S34,S35  다음 표 7 참조   코드 레이트, LP 스트림

 S36,S37  다음 표 8 참조   보호 구간

 S38,S39  다음 표 9 참조   전송 모드

 S40 - S53  '0' 으로 모두 셋팅   장래 사용을 위해 유보

 S54 - S67  BCH 코드   오류 보호

0 번째 비트(S0)는 차분-BPSK(differential-Binary Phase shift keying) 변조를 위한 초기화 비트를 나타

낸다. 

1 번째 비트에서 16 번째 비트(S1 - S16 )는 동기 워드(Synchronization Word)로서, 각 슈퍼 프레임(네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내의 첫 번째와 세 번째 프레임은 S1 ∼ S16 ='0011010111101110' 와 같은 동기 워드를 가

지며,  두  번째와  네  번째  프레임은 S 1 ∼ S 16 ='1100101000010001'  와  같은  동기  워드를  가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처럼 프레임마다 동기워드가 반전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어서, 전송 파라메타 신호 정보의 첫 번째 6 비트들은 전송 파라메타 신호 길이 지시자로서 
사용되는데, 그 길이 지시자의 비트값은 S17∼S22 ='11000' 이다.

하나의 슈퍼 프레임은 네 개의 프레임들로 구성되는데, 그 프레임들은 '0' 부터 '3' 까지 숫자가 부여되
며, 다음 표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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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프레임 숫자에 대한 신호 포맷

       비트 S23,S24                   프레임 숫자                 

            00           슈퍼프레임중 첫 번째 프레임

            01           슈퍼프레임중 두 번째 프레임

            10           슈퍼프레임중 세 번째 프레임

            11           슈퍼프레임중 네 번째 프레임

비트 S25,S26 는 배열(constellation)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그 두 비트값에 따른 배열 특징은 다음 표 5 

과 같다.

[표 5]

가능한 배열 패턴에 대한 신호 포맷

       비트 S25,S26                   배열 특징   

            00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01     16-QAM(16-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10     64-QAM(64-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11                         유보 비트

변조를 결정하기 위해 수신기는 다음 표 6 에서 주어진 계층 정보를 복호화해야 한다. 

[표 6]

α 값에 대한 신호 포맷

     비트 S27,S28,S29                      α 값                 

           000                      비계층

           001                      α=1

           010                      α=2 

           011                      α=4

           100                       유보

           101                      유보

           110                      유보

           111                      유보

상기 표 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층 정보(Hierarchy information)는 전송이 계층적인지 만약, 계층적이
라면 α 값이 무엇인 지에 따라 정해진다.

비계층 채널 코딩과 변조는 하나의 코드 레이트에 해당하는 신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코드 레이
트를 결정하는 세 비트들은 다음 표 7 과 같다. 

[표 7]

각각의 코드 레이트를 위한 신호 포맷

 비트 S30,S31,S 32 (HP  스트림)  비트 

S33,S34,S35 (LP 스트림)

                    코드 레이트                 

           000                       1/2

           001                       2/3

           010                       3/4 

           011                       5/6

           100                        7/8

           101                       유보

           110                       유보

           111                       유보

비트 S36,S37 는 보호구간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두 비트값에 따른 보호구간의 값은 다음 표 8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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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본 발명에서는 편의상 S36,S37 = '11' 즉, 1/4 로 정한다.

[표 8]

각각의 보호구간 값에 대한 신호 포맷

       비트 S36,S37                 보호구간 값(Δ/TU)     

            00                      1/32 

            01                      1/16 

            10                      1/8 

            11                           1/4 

비트 S38,S39 는 전송 모드를 나타내기 위한 비트로서, 그 두 비트 값에 따른 전송 모드는 다음 표 9 와 같

으며, 본 발명에서는 예시적으로 S38,S39 = '0' 즉, 2K 모드로 정한다.

[표 9]

전송 모드에 대한 신호 포맷

       비트 S38,S39                   전송 모드     

            00                    2K 모드 

            01                    8K 모드 

            10                      유보

            11                           유보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OFDM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에 대한 구성 블록도로서, 본 발명의 프레
임 동기 장치는 크게 위상 계산수단(100)과;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수단(200); 파일롯 비교수단
(300);  및 프레임 동기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수단
(200)은 위상 저장부(210)와; 감산부(220); 및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호부(230)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상기 파일롯 비교수단(300)은 파일롯 저장부(310); 및 파일롯 비교부(320)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프
레임 동기수단(400)은 전송 파라메타 신호 저장부(410)와;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교부(420); 및 계수부
(430)로 구성되어 있다. 

도 7 에 표시된 θn,p 는 현재(n) 심볼의 p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TPS Pilot)의 위상을 나타내

고, θn-1,p 는 이전(n-1) 심볼의 p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TPS Pilot)의 위상을 나타내며, Δθn 

= θn,p - θn-1,p 는 현재(n) 심볼의 p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과 이전(n-1) 심볼의 p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간의 위상차를 나타내고, Sn,p 는 n 심볼의 p 번째 파일롯의 차분 이진

위상 시프트키잉(D-BPSK) 복호화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트를 나타내며, Sn 은 n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트를 나타낸다. 

도 7 을 참조하면, 위상 계산수단(100)은 수신된 동위상(I)과 직각위상(Q)의 채널 신호를 입력받아 심볼
내에 있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θn,p)을 계산하여 출력하는데, 이때 수신된 동위상과 직각

위상의 채널 신호에 따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θn,p )은 룩업(Look-Up)  테이블 형태로 롬

(ROM)에 저장되어 있다. 

상기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수단(200)은 상기 위상 계산수단(100)으로부터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θn,p)을 입력받아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D-BPSK Demodulation)를 수행한 후, 그 

복조된 심볼내에 있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출력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상 저장부
(210)에서는  상기 위상 계산수단(100)으로부터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입력받아 저장하고, 
감산부(220)에서는 상기 위상 저장부(210)으로부터 현재(n) 심볼의 p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θn,p)과 이전(n-1) 심볼의 p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θn-1,p)을 입력받아 두 위상을 

감산하여 위상차(Δθn = θn,p - θn-1,p )를 출력하며,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호부(230)에서는 상기 

감산부(220)로부터의 위상차(Δθn = θn,p - θn-1,p)를 입력받아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호를 수행한 

후, 복호화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위상 저장부(210)는 한 심볼내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수(2K 모드:17 개)보다 하나 더 많은 수(18 개)에 해당하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저장할 수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로 구현되며, 이 시프트 레지스터에는 각각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10 비트 단위로 저장하도록 되어있다.

이어서, 파일롯 비교수단(300)은 상기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수단(200)으로부터 복조된 전송 파
라메타 신호 파일롯(Sn,p)을 입력받아 각각을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에 따른 신호를 출력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일롯 저장부(310)에서는 상기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수단(200)으로부터 
한 심볼내에 있는 복조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p)을 입력받아 저장하며, 파일롯 비교부(320)에서

는 상기 파일롯 저장부(310)로부터 각각의 복조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이 한 심볼내에서 모두 같은 
지를 비교한 후, 모두 같은 경우에는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을 출력하고, 같지 않은 경우

에는 리셋 신호를 출력하며, 이때의 리셋신호은 다음단의 프레임 동기수단(400)을 리셋시키는 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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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여기서, 상기 파일롯 저장부(310)는 한 심볼내에 존재하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에 해당
하는 수(17 개)만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진 시프트 레지스터로 구현된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동기수단(400)은 상기 파일롯 비교수단(300)으로부터 비교 결과에 따른 신호를 입력
받아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성질을 갖는 동기 워드(표 3 참조)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프레임 동기 신호를 
출력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송 파라메타 신호 저장부(410)에서는 상기 파일롯 비교수단(300)으
로부터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입력받아 저장하고,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교부(420)에서는 
이전 프레임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68)과 현재 프레임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을 각각 

비교하여 동기 워드의 위치를 확인한 후,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할 때 제어신호를 출력하며, 계수부
(430)에서는 상기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교부(420)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입력된 심볼 클럭을 계수하
여 프레임 동기신호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전송 파라메타 신호 저장부(410)는 한 프레임에 해당하
는 심볼 수(68)보다 하나 더 많은 수(69)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시
프트 레지스터로 구현되고, 상기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교부(420)는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EXOR)로 구현
되며, 상기 계수부(430)는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16 비트의 동기 워드(표 3 참조)를 계수하기 위해 4 비트 
카운터로 구현된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OFDM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방법에 대한 순서도로서, 동위상과 직각위상의 
채널신호를 입력하는 제 1 단계(S1)와; 상기 제 1 단계(S1)에서 입력된 동위상과 직각위상의 채널신호에 
따라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계산하는 제 2 단계(S2); 상기 제 2 단계(S2)에서 계산된 현재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과 이전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에 대한 위상
차를 구하는 제 3 단계(S3); 상기 제 3 단계(S3)에서 구해진 위상차를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호화
를 수행하는 제 4 단계(S4); 상기 제 4 단계(S4)에서 복호화된 한 심볼내의 모든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
일롯이 같은 가를 판단하여 같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제 1 단계(S1)로 분기하는 제 5 단계(S5); 상기 제 
5 단계(S5)에서의 판단 결과, 복호화된 한 심볼내의 모든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이 같은 경우, 프레
임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하여 프레임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복해
서 판단하는 제 6 단계(S6); 상기 제 6 단계(S5)에서의 판단 결과, 프레임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하는 
경우, 심볼 수를 카운팅하는 제 7 단계(S7); 및 최종적으로 프레임 동기신호를 출력하는 제 8 단계(S8)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동작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발명은 2K 모드 뿐만 아니라 8K 모드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2K 모드에 대해서만 
설명

동위상 채널의 신호(I  : In-Phase)와 직각위상 채널의 신호(Q  : Quadrature)가 각각 10 비트 단위로 위
상 계산수단(100)에 입력되면, 룩업 테이블(도시하지 않음)에 따라 n 심볼의 p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θn,p)이 출력된다.    

상기 출력된 n 심볼의 p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θn,p)은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D-

BPSK) 복조수단(200)으로 입력되어 복조가 수행되는데, 이것은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트가 전송단에서 차
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D-BPSK) 방식에 의해 부호화되었기 때문이다.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D-
BPSK) 복조수단으로 입력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은 10 비트 단위로 위상 저장부(210)에 입
력되어 시프트된다.    상기 위상 저장부(210)에는 현재의 한 심볼내에 있는 17개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 위상과 이전의 한 심볼내에 있는 1 개의 첫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 위상이 저장되며, 이
처럼 저장되어 있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중 현재의 한 심볼내에 있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 위상(θn,p)과 이전의 한 심볼내에 있는 첫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 위상(θn-1,p)에 대해 

감산부(220)에서  감산하여 위상차(Δθn=θn,p-θn-1,p )를  얻어낸다.   상기 위상차(Δθn =θ   n,p-θn-1,p )는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호부(230)로 입력되어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방식으로 복호화가 수행된 
후, n 심볼의 p 번째 파일롯의 복호화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트(Sn,p)가 출력된다.  

상기 복호화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p)이 파일롯 비교수단(300)으로 입력되면, 한 심볼 단위 즉, 

17 개의 복호화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p)이 파일롯 저장부(310)에 저장된다.    그러면, 파일롯 

비교부(320)에서 상기 파일롯 저장부(310)에 저장되어 있는 17 개의 복호화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
(Sn,p )을 모두 비교하는데, 여기서 17 개의 복호화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p )이 모두 같다면 한 

심볼내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같지 않다면 한 심볼내의 전송 파라메타 신
호 파일롯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 개의 복호화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

p)이 모두 같은 경우, 한 심볼내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에 해당하므로 대표적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이 출력되고, 17 개의 복호화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p)이 모두 같지 않은 경우, 한 심

볼내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셋 신호를 출력하여 다음단의 프레임 동기수단
(400)을 리셋시킨다.

이어서, 17 개의 복호화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p)이 모두 같아서 출력된 대표적인 전송 파라메

타 신호 파일롯(Sn)은 프레임 동기수단(400)으로 입력되어, 전송 파라메타 신호 저장부(410)에 저장된다.    

이때, 상기 전송 파라메타 신호 저장부(410)에 저장된 파일롯들은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특성을 갖는 16 
비트의 동기 워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서, 한 프레임(68개의 심볼로 구성)에 해당하는 전송 파라
메타 신호 파일롯(0∼67  : 68개)과 다른 한 프레임에 해당하는 한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1
개)에 해당한다.    상기 전송 파라메타 신호 저장부(410)에 저장된 파일롯들중 한 프레임에 해당하는 한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Sn)과 다른 한 프레임에 해당하는 한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

롯(Sn-68)은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교부(420)인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EXOR)에 입력되고, 이 두 파일롯이 

같은 경우에는 '0' 을 출력하고  다른 경우에는 '1' 을 출력한다.     상기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EX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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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력이 '1' 이라는 것은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계수부(430)인 4 비트 카운
터에서 심볼 클럭을 카운트하기 시작하여 동기 워드의 비트수(16 비트) 즉, 최종적으로 16 을 출력한다.    
결국, 표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기 워드가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 신호
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기에서 서술된 실시예는 모든 점에서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단지 
본 발명의 진정한 정신 및 범위내에 존재하는 변형예는 모두 본 발명의 청구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OFDM 수신 시스템에서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의 동기 워드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므로써 하드웨어의 요구를 줄일 수 있다는 
데 그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된 동위상과 직각위상의 채널 신호를 입력받아 심볼내에 있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위상 계산수단(100)과; 

상기 위상 계산수단(100)으로부터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입력받아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
잉 복조를 수행한 후, 그 복조된 심볼내에 있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출력하는 차분 이진위상 시
프트키잉 복조수단(200);      

상기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수단(200)으로부터 복조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입력받아 각
각을 비교한 후, 그 비교 결과에 따른 신호를 출력하는  파일롯 비교수단(300); 및 

상기 파일롯 비교수단(300)으로부터 비교 결과에 따른 신호를 입력받아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성질을 갖는 
동기 워드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프레임 동기 신호를 출력하는 프레임 동기수단(400)으로 구성된 직교 주
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계산수단(100)이, 수신된 동위상과 직각위상의 채널 신호에 따른 전송 파라
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룩업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롬으로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수단(200)이, 상기 위상 계산수단(100)으로부터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입력받아 저장하기 위한 위상 저장부(210)와; 

상기 위상 저장부(210)으로부터 현재(n) 심볼의 p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θn,p)과 이전

(n-1) 심볼의 p 번째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θn-1,p)을 입력받아 두 위상을 감산하여 위상차

(Δθn = θn,p - θn-1,p)를 출력하는 감산부(220); 및 

상기 감산부(220)로부터의 위상차(Δθn = θn,p - θn-1,p)를 입력받아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호를 수

행한 후, 복호화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출력하는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호부(230)로 구성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저장부(210)가, 한 심볼내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수보다 하나 더 
많은 수에 해당하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저장하도록 되어진 시프트 레지스터로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가, 각각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을 10 비트 단위로 
저장하도록 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롯 비교수단(300)이. 상기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조수단(200)으로부터 
한 심볼내에 있는 복조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입력받아 저장하기 위한 파일롯 저장부(310); 및 

상기 파일롯 저장부(310)로부터 각각의 복조된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입력받아 한 심볼내에서 모
두 같은 지를 비교한 후, 모두 같은 경우에는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출력하고, 같지 않은 
경우에는 리셋 신호를 출력하는 파일롯 비교부(32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화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롯 저장부(310)가, 한 심볼내에 존재하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에 해당
하는 수만큼 저장하도록 되어진 시프트 레지스터로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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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동기수단(400)이, 상기 파일롯 비교수단(3000으로부터 심볼의 전송 파라
메타 신호 파일롯을 입력받아 저장하기 위한 전송 파라메타 신호 저장부(410)와; 

이전 프레임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과 현재 프레임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각각 비교하여 
동기 워드의 위치를 확인한 후,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할 때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교부(420); 및 

상기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교부(420)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심볼 클럭을 계수하여 프레임 동기신호를 
출력하는 계수부(43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라메타 신호 저장부(410)가, 한 프레임에 해당하는 심볼 수보다 하나 더 
많은 수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을 저장하도록 되어진 시프트 레지스터로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파라메타 신호 비교부(420)가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EXOR)로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부(430)가, 프레임마다 반전되는 16 비트의 동기 워드를 계수하기 위해 4 비
트 카운터로 구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동기수단(400)이, 상기 파일롯 비교수단(300)으로부터의 리셋신호에 의해 
리셋되도록 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 장치.   

청구항 13 

동위상과 직각위상의 채널신호를 입력하는 제 1 단계(S1)와;

상기 제 1 단계(S1)에서 입력된 동위상과 직각위상의 채널신호에 따라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
을 계산하는 제 2 단계(S2);

상기 제 2 단계(S2)에서 계산된 현재 심볼의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과 이전 심볼의 전송 파라
메타 신호 파일롯의 위상에 대한 위상차를 구하는 제 3 단계(S3);

상기 제 3 단계(S3)에서 구해진 위상차를 차분 이진위상 시프트키잉 복호화를 수행하는 제 4 단계(S4);  

상기 제 4 단계(S4)에서 복호화된 한 심볼내의 모든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이 같은 가를 판단하여 같
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제 1 단계(S1)로 분기하는 제 5 단계(S5); 

상기 제 5 단계(S5)에서의 판단 결과, 복호화된 한 심볼내의 모든 전송 파라메타 신호 파일롯이 같은 경
우, 프레임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하여 프레임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복해서 판단하는 제 6 단계(S6);

상기 제 6 단계(S5)에서의 판단 결과, 프레임 동기 워드의 위치에 해당하는 경우, 심볼 수를 카운팅하는 
제 7 단계(S7); 및

최종적으로 프레임 동기신호를 출력하는 제 8 단계(S8)로 구성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수신 시스템의 
주파수 동기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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