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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에프디엠(OFDM)용 타이밍 및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은 타이밍 옵셋 추정 및 주파수 옵셋 추정 계산시 아날리틱 톤
(analytic tone)을 사용한다. 아날리틱 톤은 하나의 부반송파만을 포함하는 신호로서 크기가 일정하고 위상 회전이 일
정한 특징을 갖는다. 아날리틱 톤을 사용한 추정 알고리즘은 상관함수에 근거한다. 상관관계에 있어 두 샘플들 사이의 
거리를 변경함으로써, 주파수 옵셋의 최대 추정 범위를 ±N/2 부반송파 간격까지 확장할 수 있다. 여기서, N은 총 부반
송파수이다. 따라서, OFDM 시스템의 주파수 동기 방법은 대략적 동기와 별도로 미세 동기를 필요로 하는 종래 OFDM 
시스템의 주파수 동기 방법에 비하여 더 간단해지고 더 넓은 추정범위를 가진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동봉된 도면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명세서와 함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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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아날리틱 톤용 복소수 및 실수용 샘플 입력값을 도시한 도이고;

도 1(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아날리틱 톤용 연속적인 출력 샘플열과 샘플 인덱스들을 도시한 도이고
;

도 1(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아날리틱 톤의 크기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도이고;

도 1(d)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아날리틱 톤의 위상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타이밍 옵셋 추정치 및 주파수 옵셋 추정치 계산 장치의 블럭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타이밍 옵셋 추정치 및 주파수 옵셋 추정치 계산 장치의 상세 다이아그램을 
도시한 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옵셋 추정치 및 타이밍 옵셋 추정치 계산 방법을 도시한 도이고;

도 5(a)-(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타이밍 옵셋 추정 수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식화한 도이고;

도 6(a)-(e)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옵셋 추정 수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식화한 도이며;

도 7(a) 및 (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도이고;

도 8은 종래 기술에 따른 제 1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도이며;

도 9는 종래 기술에 따른 제 2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도이고;

도 10은 종래 송수신 시스템을 도시한 도이고; 및

도 11은 종래 미세 주파수 동기 및 타이밍 동기 시스템을 도시한 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에서 타이밍 옵셋과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아날리틱 톤(anal
ytic tone)을 사용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으로 알려진 종래 다중화 방법은 디
지털 오디오/TV 방송 및 무선 LAN과 같은 데이터율이 높은 디지탈 전송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종래 OFDM 수
신기는 적정한 비용으로 속도, 온도 및 습도와 같은 조건 변화에 적응하여 동작할 수 있어야만 한다. 복조는 주파수 편
향(deviation)에 민감하고, 억압된 반송파로 인한 주파수 편향은 수신된 스펙트럼의 편이(shift)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파수 편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종래 OFDM 시스템에서, 주파수 편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속 퓨리에 변환(FFT)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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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된 종래 OFDM 기술이 조건 변화 및 동기 에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종래에는 대략적인 동기와 미세 동
기로 이루어진 두 단계 과정을 포함하는 OFDM 시스템의 주파수 동기 방법이 제안되었다. 대략적인 동기는 부반송파 
간격(spacing)의 주파수 옵셋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 미세 동기는 부반송파 간격의 1/2보다 작은 주파수 옵셋을 정
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략적인 동기 및 미세 동기는 종래 주파수 동기와 별도로 수행되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미세 
동기의 최대 추정 범위가 부반송파 간격의 1/2이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동기에 관한 종래 알고리즘으로는 가드 인터벌 
베이스드(guard interval based: GIB) 및 파일럿 베이스드(Pilot Based: PB)이 있다.
    

    
대략적인 동기는 수신된 스펙트럼선의 위치와 초기 기준 피크 위치(즉, 기대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대략
적인 동기는 데이터 반송파의 주파수 간격의 0.5배의 정확도를 제공한다. 그러나, FFT 윈도우가 수신된 신호 주기(pe
riods)의 정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누설 성분(즉, 원하지 않는 고주파: harmonics)이 생성된다. 결과적
으로, 이 문제를 보상하기 위하여 미세 동기가 필요하며, 따라서 상기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략적인 동기 
및 미세 동기 모두가 필요하다.
    

    
1997년 12월 아이이이이 트랜스 온 커뮤니케이션(IEEE Trans. on Communication) 볼륨 45, 12번, 페이지 1613-
1621에 개시된 티모시 엠 쉬미드(Timothy M. Schmidl)와 도날드 씨. 콕스(Donald C. Cox)의 " OFDM 주파수 및 
타이밍 동기" 에 관한 논문의 내용이 참고자료로서 동봉되었다. 쉬미드와 콕스는 하나의 부반송파 간격만큼 추정 범위
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OFDM 심볼내에 소정 패턴이 두번 반복되는 종래 동기용 OFDM 심볼을 제안하였다. 또
한, 1999년 7월, IEEE,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시스템간의 정보 교환용 표준에 대한 부록- LAN/MAN 명세 요구 -제 
11장: 무선 MAC 및 PHY 명세: 5-GHz 대역의 고속 물리층, P802.11a/D7.0이 참고자료로서 동봉되었다. 그 내용은 
반복주기가 유효 데이터 인터벌의 1/4인 훈련용 OFDM 심볼이 정의되어 있고, 부반송파 간격은 두배로 확장되었다. 그
러나, 두 단계의 동기 과정(즉, 대략적인 동기 및 미세 동기)이 여전히 필요하다.
    

상기 설명된 두 단계 동기 시컨스는 일반적으로 프레임의 시작지점에 두 개의 심볼 훈련 시컨스를 필요로 한다. 각 심볼
은 멀티패스(multipath) 영향과 관련하여 삽입된 가드 인터벌에 의해 시작되고, 각 프레임은 다수의 시스템 심볼 및 초
기 위상 레퍼런스용 훈련 심볼로 시작되며, 시스템 심볼은 프레임 동기용 및 채널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제로 심볼을 포
함한다.

심볼/프레임 타이밍은 심볼을 검색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데, 시간영역에서 제 1 하프(first half)는 제 2 하프(second 
half)와 동일하다. 캐리어 주파수 옵셋은 종래 대략적인 동기 및 미세 주파수 동기에 따라 정정된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종래 시스템에서는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심볼들이 필요하고, 각 심볼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두 개 하프로 이루어진 훈련 심볼을 가지는데 제 2 하프는 제 1 하프를 복사한 것이다.

    
도 8은 IEEE 부록에 따라 종래 OFDM 시스템에 따른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WLAN)용 신호 구조를 도시한다. 가드 인
터벌 G1, G2, G3, G4, G5는 각 훈련 심볼 R1, R2, R3, R4 및 데이터 심볼 D1의 시작부분에 제공된다. 제 1 훈련 심
볼 (R1)은 신호 검출 및 이득 제어용으로 사용되고, 제 2 훈련 심볼(R2)은 미세 및 대략적인 주파수 동기용으로 사용
되고, 제 3 훈련 심볼(R3)은 타이밍 동기용으로 사용되고, 및 제 4 훈련 심볼(R4)은 채널 추정용으로 사용된다. 그리
고, 데이터 심볼(D1)이 따라온다. 예를 들면, 심볼 각각에서, 가드 인터벌이 N/4이고, 여기서 N은 64이며, 그에 따라 
가드 심볼의 길이는 16이다. 상기 언급된 방법 및 쉬미드 및 콕스에 의해 제안된 방법에 따르면 제 1 및 제 2 훈련 심볼
에 대하여는 패턴이 10번 반복된다.
    

    
도 9는 두번째 종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다. 이 데이터 구조는 1996년 피아이엠알씨의 프로시딩(Proc. OF PIMRC '
96)의 페이지 963-967에 개시된 티 켈러(T. Keller)와 엘 한조(L. Hanzo)에 따른 "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용 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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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할 다중 동기 기술" 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서 동봉되었다. 신호를 갖지 않는 널 심볼(N0)
이 제 1 심볼로 제공되고, 다음으로 타이밍 및 대략 및 미세 주파수 동기용 제 1 훈련 심볼(R1)이 제공되고, 다음으로 
채널 추정용 제 2 훈련 심볼(R2)이 제공되고, 그리고 데이터 심볼(D1)이 제공된다. 가드 인터벌(G)은 각 데이터 심볼
과 제 2 훈련 심볼의 시작 부분에 제공된다. 그러나 널 심볼(N0) 및 제 1 훈련 심볼(R1)은 가드 인터벌(G)을 가지지 
않는다.
    

    
도 10은 도 8 및 도 9에 도시된 종래 데이터 구조용 OFDM 시스템 전송기 및 수신기를 도시한다. 미세 동기는 FFT 전
인 B 지점에서 발생하고, 대략적인 동기는 FFT 이후인 A지점에서 발생한다. B 지점에서 미세 동기가 발생한 이후에, 
각 심볼의 시작점을 검출하기 위하여 계수됨으로써 각 심볼로부터 가드 인터벌(G)이 제거되고, 가드 인터벌이 제거되
고 남은 심볼들은 직병렬 컨버터와 FFT로 진행한다. 다음으로, 심볼들은 A 지점에서 대략적으로 주파수 동기되고 수
신기에서 직렬 데이터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된다.
    

    
도 11은 도 10의 B 지점에서 종래 OFDM 시스템의 타이밍 및 주파수 옵셋 추정을 도시한다.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ADC)(51)에서 변환된 다음, 지연기(53) 및 공액복소계산기(55)를 통과한 신호와 ADC(51)의 출력신호를 혼합기(
57)에서 혼합된다. 복소 합산기(59)는 혼합기(57)에서 출력된 혼합 신호를 복소합산하여 주파수 옵셋 계산기(61) 및 
타이밍 옵셋 계산기(63)로 결과를 출력한다. 타이밍 옵셋 계산기(63)는 ADC(51)의 출력신호를 소정 처리하여 얻은 
신호와 복소합산기(59)의 출력신호를 혼합하여 최대값을 검출함으로써 타이밍 옵셋을 검출한다. 주파수 옵셋은 타이밍 
옵셋 추정에 따라 계산된다. 그러나, 미세 동기에서 타이밍 및 주파수 옵셋이 추정된 후에도 종래 OFDM 시스템은 도 
10의 A 지점에 도시한 바와 같은 추가의 대략적인 동기가 필요하다.
    

종래 OFDM 시스템 및 방법은 많은 문제점 및 단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추정 범위가 대략 및 미세 동기 단계의 필요
를 극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종래 OFDM 시스템은 모든 부반송파에 대하여 타이밍 및 주파수 동기를 수행하여
야만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대략 및 미세 동기 모두는 주파수 동기를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타이밍 옵셋 추정은 주
파수 옵셋 추정에 의존한다.

종래 OFDM 시스템은 추정 범위를 하나의 부반송파 간격만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의 OFDM 심볼에 동일한 패턴을 두 
번 반복해야만 했다. 예를 들면, 부반송파 간격을 2배 증가시키려면 유효 데이터 간격의 1/4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추정 범위는 대략 및 미세 동기 단계들 모두의 필요성을 극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간격을 증가시키면 합계 길이가 추
가되며 그에 따라 성능이 열화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 및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주파수 동기 과정에서 대략적인 동기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
해 요구되는 수학적인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주파수 옵셋 추정치와 독립적으로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데이터 패킷의 오버헤드 부분의 단일 부반송파에 위치하고 훈련심볼로 사용될 아날리틱 신호
를 사용하여 주파수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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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에서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은 훈련 
심볼에 대응하는 입력을 수신하고, 윈도우를 이동하면서 상관합을 발생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 계산기 및 상기 슬
라이딩 윈도우 상관합 계산기에 접속되고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 합을 수신하며, 타이밍 옵셋 추정치에 따른 주파
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기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훈련 심볼은 상기 훈련 심볼의 단지 하나의 부
채널에 위치한 아날리틱 톤을 포함한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은 심볼에 대응하는 입력 신호를 수신하
고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발생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 계산기 및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 계산기에 접속
되고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 합을 수신하며, 타이밍 옵셋 추정치에 대응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주파
수 옵셋 추정기를 포함한다.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기는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수신하고 위상 보상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위상 보상 동작을 수행하는 아날리틱 톤-위상 보정기 및 상기 위상 보상된 출력을 수신하고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치 계산부를 포함하고, 여기서 아날리틱 톤은 상관함수에 사용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상기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와 독립적으로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발생하는 타이밍 옵
셋 추정기를 포함하고, 여기서 추정 범위는 샘플들 사이에 상관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확장할 수 있고, 상기 아날리틱 톤
은 크기와 위상 회전이 일정한 적어도 하나의 신호이고, 대략 동기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
    

추가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기 위한 시스템은 훈련 심볼에 대응하는 입력
을 수신하고, 윈도우를 이동하면서 상관합을 발생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 계산기 및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 
계산기에 접속되고 타이밍 옵셋 추정치에 따른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 합을 
수신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기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관 함수에는 아날리틱 톤이 사용된다.

또한,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은 (a)입력에 대응하는 훈련 심볼의 단지 하나의 부반송파에 위치한 아날리틱 톤을 발생하
는 단계, (b)상기 아날리틱 톤에 대응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발생하는 단계, (c)타이밍 옵셋 추정치에 대응하
는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의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관 거리는 대략적인 동
기가 필요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한,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은 (a)입력에 대응하는 훈련 심볼의 단지 하나의 부반송파상에 위치한 아날리틱 톤을 발생
하는 단계, (b)상기 아날리틱 톤에 대응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b)단계는 제 
1 지연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주파수 옵셋 거리만큼 상기 입력을 지연시키는 단계, 복소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지연된 출력에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 및 혼합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복소 출력과 상기 입력 신
호를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타이밍 옵셋 추정에 대응하는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의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
기 오퍼레이션 수행 단계는 (a)위상 보상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에 대한 위상 보상 처
리를 수행하는 단계, (b)제 1 계산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제 1 수학적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c)상기 제 1 계
산된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추가로, 상기 방법은 샘플들 사이의 상관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추정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관 거리는 대략적인 튜닝이 필요하지 않도록 조
정된다.
    

동봉된 도면에 도시된 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용어는 명
세서에 정의된 바를 의미하지만, 명세서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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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OFDM 시스템의 프레임 동기용 훈련 심볼로 아날리틱 신호를 사용하고, 타이밍 및 주파
수 옵셋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아날리틱 신호는 양 또는 음의 주파수만을 갖는 복소함수이다. 아날리틱 신
호는 하나의 부반송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후로 아날리틱 톤이라 한다. 아날리틱 톤은 역퓨리에 변환(IFFT)을 사
용함으로써 쉽게 생성되고, 크기가 일정하며 위상 회전이 고정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아날리틱 신호는 다양한 다른 
인자들(예를 들면, 증폭기의 비선형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곱의 상관 거리를 변경함으로써 주파수 옵셋
의 최대 추정 범위는 단일 단계로 N/2으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종래 두 단계 동기 과정의 필요성이 제거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동기용 훈련 심볼에 아날리틱 톤을 적용한다. OFDM 기술은 이미 IFFT/FFT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날리틱 톤이 쉽게 발생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단지 아날리틱 톤을 위하여 단지 하나의 부반송파만을 
사용한다. 표 1은 아날리틱 톤을 발생하기 위하여 11개의 부반송파를 갖는 IFFT의 입력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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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방법 1은 아날리틱 톤용으로        또는        로 변조된 제 1 부반송파를 사용한다. 방법 2 및 3은 아날리틱 톤
용으로 각각 제 2 및 제 4 부반송파를 사용한다.     는 N개의 전체 부반송파 중 아날리틱 톤이 아닌 다른 OFDM 심볼에 
사용된 부반송파의 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총 64개의 부반송파 중에서 52 부반송파들이 사용된다. 각 부반송파의 
평균전력은 1로 정규화되고, 하나의 OFDM 심볼의 전체 전력은    가 된다. 따라서, 아날리틱 톤인 훈련 심볼의 전력을 
다른 OFDM 심볼의 전력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아날리틱 톤에 사용되는 단일 부반송파는        에 의해 변조된다.

도 1(a)-1(d)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아날리틱 톤의 특성을 도시한다. 훈련 심볼은 신호 검출, 자동 이
득 제어, 동기 및 채널 추정을 수행한다. 도 1(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아날리틱 톤용 입력 복소값의 예
를 도시한다. 도 1(a)에서 " x" 와 " +" 기호는 각각 복소 IFFT 입력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타낸다.

도 1(b)는 3개의 훈련 심볼을 나타내는 연속되는 3개의 IFFT 출력 샘플열을 도시한다. 아날리틱 톤의 샘플 인덱스는 
0부터 63까지이고, 일반적인 OFDM 신호를 나타내는 다른 샘플들은 아날리틱 톤을 갖지 않는다. 도 1(b)에서, 실선과 
점선은 각각 IFFT 출력에 기초한 각 샘플의 실수부 및 허수부를 나타낸다.

도 1(c) 및 1(d)는 도 1(b)의 훈련 심볼의 크기 및 위상 다이아그램을 각각 도시한 것이다. 도 1(c)는 아날리틱 톤이 
일정한 크기 A를 가진다는 것을 도시하고, 도 1(d)는 인접 샘플들과 고정 위상 회전     를 가진다는 것을 도시한다. 훈
련 심볼의 크기는 IFFT 입력에 의해 결정되고, 위상 회전은 톤의 부반송파 인덱스에 의해 결정된다. 아날리틱 톤에서 
인접 샘플들 사이의 위상 회전은 수학식 1에 의해 계산된다:

수학식 1

여기서, b는 사용된 톤의 주파수 인덱스이다. 예를 들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b가 1이고 n이 64라면,     는    라디
안이 된다.

또한, 두 샘플들 사이의 거리가 a 샘플인 두 개의 송신 샘플들의 복소곱은 수학식 2로 나타낸다:

수학식 2

여기서,    은 송신된 신호의 n 번째 샘플이고 *은 공액복소값이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샘플이 아날리틱 톤에 있다면, 
곱의 결과는 수학식 3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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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은 곱의 결과가 샘플 인덱스 n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타이밍 옵셋이 θ[샘플]이고 정규화된 주파수 옵셋이 ε인 n 번째 수신된 샘플    은 수학식 4로 표현된다:

수학식 4

여기서, 정규화된 주파수 옵셋은 부반송파 거리에 대한 주파수 옵셋의 비율로 수학식 5에 의해 구한다:

수학식 5

따라서, 거리가 a 샘플인 두 개의 수신된 샘플들의 복소곱은 수학식 6에 의해 표현된다:

수학식 6

수학식 3과 유사하게, 두 개의 샘플들이 아날리틱 톤에 있다면, 곱의 결과는 수학식 7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7

수신기는 크기 A와 위상 회전    의 보상에 관한 정보를 이미 알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단일 스텝으로 
타이밍 옵셋 및 주파수 옵셋을 추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타이밍 옵셋 추정치 및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상기 언급된 아날리틱 톤
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수학식 7의 합의 자승( 또는 크기)를 사용하여 타이밍 옵셋을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
법은 수학식 8과 같다:

수학식 8

여기서, G 는 가드 인터벌의 길이이고, ^는 추정함수를 의미한다. 상기 알고리즘이 지수자승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
파수 옵셋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a값이 증가하면 합계의 길이가 감소된다.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수학식 7의 합의 위상을 사용하며, 이는 수학식 9와 같다:

수학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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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기 전에, 타이밍 옵셋    및 위상 회전 보상치    가 필요하다. 또한, c는 가드 인터벌 G의 길이보
다 작은 정수값이다. 주파수 옵셋의 추정을 위한 심볼간 간섭(Inter-Symbol Interference: ISI)의 효과는 가드 인터
벌과 다른 유효한 데이터 인터벌을 사용함으로써 최소화된다.

추정 범위는 한쌍의 신호들 사이의 인터벌 a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수학식 10에 따라 a가 N/2 샘플인 경우, 유
효한 데이터 인터벌의 약 1/2이고, 최대 추정 범위는 ±1 부반송파 거리와 같고, a가 1 샘플인 경우, 최대 추정 범위는 
±N/2 부반송파 거리가 된다:

수학식 10

타이밍 옵셋과 주파수 옵셋 추정치 한쌍 사이의 거리 a는 동일한 거리 a 대신 다른 값 a1, a2를 가질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다. 아날로그-디지털 컨
버터(ADC)(1)는 입력 신호를 수신하여 입력신호를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관합 계산기(3)는 
ADC(1)로 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주파수 옵셋 추정 및 아날리틱 톤-위상 보상기(5)에 의해 수신된 출력을 발생하고, 
아날리틱 톤에 대응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치    를 계산한다. 타이밍 옵셋 추정기(7)는 또한 ADC로 부터 신호를 수신
하고 주파수 옵셋 추정 및 아날리틱 톤 위상 비교기(5)에 의한 주파수 옵셋 추정치     의 계산과 독립적으로 타이밍 옵
셋 추정치    를 계산한다. 타이밍 옵셋 추정치    는 스위치(9)에 수신되고, 주파수 옵셋 추정치    는 타이밍 옵셋 추
정치    를 사용하여 단일 스텝으로 계산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옵셋 추정치    를 계산하기 위한 장치의 보다 상세한 다이아그램을 
도시한다. 타이밍 및 주파수 옵셋 추정치의 각 간격은 a1, a2이다.

도 2의 상관합 계산기(3)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직렬 연결되고, ADC(1)의 출력 및 혼합기(14)와 병렬 연결
된 지연기(11) 및 공액복소계산기(13)를 포함한다. 혼합기(14)는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값을 생성하기 위하여 ADC(
1)의 실수(real number) 출력과 ADC(1)의 지연되고 공액복소계산된(즉, 복소수) 출력을 합산한다. 상기 논의된 주
파수 옵셋 추정    거리가 적용된다. 또한, 복소 합산기(27)는 (N-a2) 샘플에 대하여 이동합을 계산한다.

주파수 옵셋 추정 및 아날리틱 톤-위상 보상기(5)는 복소합산기(27)의 출력에 연결된 아날리틱 톤 위상 보상기(29)
를 포함한다. 아날리틱 톤 위상 보상기(29)는 이동합을 수신하여 위상 보상을 제공한다. 주파수 옵셋 계산기(33)는 타
이밍 옵셋 추정기(7)로 부터 수신된 타이밍 옵셋 추정치    에 대응하여 수학식 9에 따라 주파수 옵셋 추정치    을 계
산하는 수식 처리기(31)에 연결된다. 수식 처리기(31)는 아날리틱 톤 위상 보상기(29)의 출력에 연결되고                          
에 대응하는 수식출력을 발생하며, 주파수 옵셋 계산기(33)에 연결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이밍 옵셋 추정기(7)는 차이값(a1-a2)만큼 지연시킨 출력을 제 2 지연기(17)로 출력하
는 제 1 지연기(15), 제 1 지연기(17)의 출력을 타이밍 옵셋 추정 거리에 대응하는 a1 샘플만큼 지연시키는 제 2 지연
기(17) 및 혼합기(20)를 포함한다. 제 2 지연기(17) 및 공액복소계산기(19)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고, 제 1 지연기(
15)와 제 1 지연기(15)의 출력을 수신하는 혼합기(20) 및 공액복소 계산기(19)와 병렬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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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20)의 출력은 복소합산기(21)로 수신되고, (N+G-a1) 샘플에 대한 이동합을 계산하여, 수식 계산기(23)로 
출력되고, 수식 계산기(23)는 수학식 8에 따른 출력을 계산한다. 수학식 계산기의 출력은 최대값 검출기(25)로 수신
되고, 최대값 검출기(25)는 최대값을 검출하여 타이밍 옵셋 추정치    를 발생한다. 최대값 검출기(25)는 또한 스위치
(9)로 출력신호를 발생하고, 주파수 옵셋 추정치    는 타이밍 옵셋 추정치    에 대응하여 단일 스텝으로 계산된다.

도 4는 도 2 및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일 스텝으로 주파수 옵셋 추정치     를 계산하는 방법
을 도시한다. 제 1 스텝(S1)에서, 입력 신호는 ADC(1)로 수신되고, 디지탈화된 출력이 생성된다. 동시에 제 2 및 제 
3 스텝(S2, S3)에서,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 및 타이밍 옵셋 추정치     가 계산된다. 예를 들면, 타이밍 옵셋 계산치    
의 계산은 (a1-a2)의 거리만큼 지연되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고, 뒤이어 지연되고 제 1 및 제 2 지연된 (a1) 샘플을 
복소공액 계산하며, 공액복소 계산된 샘플들은 혼합기(20)로 수신된다. 이동합이 계산되고, 수학식 8에 의해 계산된 
수학식 처리에 의해 최대값이 검출되고 주파수 옵셋 추정치    를 계산하기 위하여 출력된다.

또한, 스텝(S2)에서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은 (a2) 샘플만큼 지연되고 공액복소계산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혼합기
(14)는 지연되고 공액복소 계산된 샘플들 및 ADC(1)의 출력을 수신한다. 혼합기(14)에 의해 처리된 후, 이동합은 (
N-a2)샘플만큼 계산된다.

제 4 스텝(S4)에서, 주파수 옵셋 추정치    는 제 2 및 제 3 스텝(S2, S3) 각각의 출력에 대응하여 계산된다.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주파수 옵셋 추정치    계산은 위상 회전 보상을 포함할 수 있고, 수학식 9에 따른 수학식 계
산을 수행하며, 그에 따라 주파수 옵셋 추정치    가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타이밍 옵셋 추정치    에 대응하여 계산된
다.

제 5 스텝(S5)에서, 추정 범위가 확장되어야 할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추정범위가 확장되는 경우, 샘플들 사이의 상관 
거리는 제 6 스텝(S6)에서 조정되고, 조정된 상관 거리는 다음 주파수 옵셋 추정치     및 타이밍 옵셋 추정치    의 계
산에 사용된다. 추정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경우, 다음 주파수 옵셋 추정치    및 타이밍 옵셋 추정치    가 계산되고, 제 
1 스텝(S1)으로 돌아간다.

도 5(a)-5(c) 및 도 6(a)-6(e)는 각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옵셋 추정치     및 타이밍 옵셋 추
정치    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한다. 채널은 AWGN 채널이고, 모든 비아날리틱 톤 OFDM 심볼은 64개의 부반송파 
중 52개를 사용하였고, 아날리틱 톤은 표 1의 방법 2에 도시한          로 변조된 제 2 부반송파를 사용한다. 인접 샘플
들 간의 위상 차이는    이고, 가드 인터벌(G)의 길이는 16샘플이고, 이는 OFDM 심볼의 유효 데이터 간격의 1/4이다.

도 5(a)는 a1 이 32 샘플이고 신호대 잡음비(SNR)가 10dB인 경우 상관 결과를 도시한다. 도 5(b)는 a1 이 32 샘플
인 경우 추정된 타이밍의 확률을 도시한다. SNR이 0, 10, 20 및 30 dB인 경우 밀집 확률(concentrated probability)
이 99% 이상인 범위는 각각 25, 3, 2 및 2 샘플을 포함한다. 또한, SNR이 20dB 이상인 경우, 추정수행이 조금 늘어난
다.

도 5(c)는 세 개의 간격들에 대한 추정 에러 분산(variance) 대 SNR을 도시한다. 인터벌은 SNR 범위가 낮을 때 증가
하고, 합의 길이는 감소되고, 추정의 성능은 떨어진다. 그러나, SNR이 5dB 이상에서, 성능 차이는 실제로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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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a)는 SNR 0 및 10dB에서 각각 1 샘플 및 4 샘플 간격에 대한 주파수 추정치의 특성 곡선을 도시한다. 추정 범위
는 수학식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터벌의 길이에 의해 변한다. 예를 들면, a2가 1 샘플인 경우 최대 추정 범위는 ±
32 부반송파 간격이 된다. 도 6(b), (c) 및 (d)는 32, 4, 1 샘플의 인터벌에 대하여 RMS 주파수 에러 대 주파수 옵셋 
추정치    를 도시한다. 인터벌 길이가 감소하는 경우, 추정범위가 증가한다. 그러나, RMS 에러는 위상 해상도때문에 
증가한다. 도 6(e)는 RMS 주파수 에러 대 SNR을 도시한다.

도 7(a) 및 7(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다. 도 7(a)에 도시된 제 1 데이터 구조에
서, 제 1 훈련 심볼(R1)은 신호 검출 및 이득 제어용이고, 가드 인터벌(G)을 포함하는 제 2 훈련 심볼(R2)은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주파수 및 타이밍 추정을 수행하도록 제공된다. 제 3 훈련 심볼(R3)은 채널 추정을 위해 제
공되고, 데이터 심볼들(D1, D2)이 뒤따른다.

도 7(b)에 도시된 제 2 데이터 구조에서, 제 1 훈련 심볼(R1)은 신호 검출, 이득 제어 및 주파수 및 타이밍 동기용으로 
사용된다. 제 2 훈련 심볼(R2)은 채널 추정을 위해 사용되고, 데이터 심볼들(D1, D2)이 뒤따른다.

수신기가 종래 GIB 또는 PB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잔여(residual) 주파수 옵셋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날리틱 톤에
서 추정 에러는 부반송파 간격의 1/2보다 작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데이터 심볼에 앞서 잔여 주파수 옵셋을 빠르게 
정정하기 위하여, 잔여 주파수 옵셋은 부반송파 주파수의 0.1보다 작게 된다. 따라서, 추정 범위와 RMS 에러 모두를 
고려하면, 4샘플의 인터벌은 AWGN 채널에서 SNR이 10dB 이상이어도 주파수 옵셋의 적정 추정을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종래 문제점 및 단점을 극복하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종래 주파수 동기 과정에 필요
한 대략적인 동기 스텝을 포함하는 두 단계의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주파수 동기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잡한 수학식 계산이 아날리틱 톤의 간단한 처리로 대치될 수 있어 필요한 수학식의 복잡성을 감소시킨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주파수 옵셋 추정치    없이 타이밍 옵셋 추정치    를 계산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
라 타이밍 옵셋 추정치    는 주파수 옵셋 추정치    와 독립적으로 계산된다.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
는 범위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을 수신하고, 기준 심볼에 대응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발생하는 상관합 계산기; 및

상기 상관합 계산기와 연결되고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수신하여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도록 처리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기;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기준심볼은 상기 기준 심볼의 단일 부반송파에 위치한 아날리틱 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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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을 수신하고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와 독립적으로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발생하는 
타이밍 옵셋 추정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
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기는

제 1 인터벌 및 제 2 인터벌에 따라 상기 입력을 지연시켜 제 1 지연된 출력을 생성하는 제 1 지연기;

상기 제 1 지연기에 연결되고 제 2 지연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인터벌에 따라 상기 제 1 지연된 출력을 지
연시키는 제 2 지연기;

상기 제 2 지연기에 연결되며, 공액복소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인터벌에 따라 상기 제 2 지연된 출력을 제 
1 처리하는 공액복소계산기;

상기 공액복소계산기 및 상기 제 1 지연기에 연결되고, 혼합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공액복소출력과 상기 제 1 
지연 출력을 혼합하는 혼합기;

상기 혼합기에 연결되고, 상기 혼합 출력에 응답하여 다수의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타이밍 옵셋 계산기; 및

상기 타이밍 옵셋 계산기에 연결되며, 상기 타이밍 옵셋 계산기로 부터의 다수의 타이밍 옵셋 계산치의 최대값을 검출
하여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출력하는 최대값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
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인터벌 및 상기 제 2 인터벌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상기 제 1 인터벌은 타이밍 옵셋 추
정 인터벌이고 상기 제 2 인터벌은 주파수 옵셋 추정 인터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
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옵셋 계산기는 (N+G-a1) 샘플 동안 상기 다수의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고, 여
기서 N은 부반송파의 총수를 나타내고, G는 가드 인터벌 길이를 나타내고, a1은 타이밍 옵셋 추정 인터벌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기는 상기 매 샘플마다 상기 타이밍 옵셋 계산기에 의해            를 계산하는 
제 2 오퍼레이션용 샘플의 최대값을 선택함으로써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
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 계산부는:

상기 입력 신호를 주파수 옵셋 추정 인터벌만큼 지연시켜 제 1 지연 출력을 생성하는 제 1 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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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지연된 출력에 제 1 오퍼레이션을 수행하여 공액복소 출력을 생성하는 공액복소계산기; 및

상기 공액복소 출력과 상기 입력 신호를 혼합하여 혼합 출력을 생성하는 혼합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N-a2) 샘플이 상기 혼합기 출력에 대응하여 복소합산기에서 생성되며, N은 부반송파의 총수이고 
a2는 주파수 옵셋 추정 인터벌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기는: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수신하여 위상을 보상하여 위상 보상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한 아날리틱 톤-위상 보상
기; 및

상기 아날리틱 톤-위상 보상기에 연결되며 상기 위상 보상된 출력을 수신하여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주
파수 옵셋 추정치 계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 계산기는:

제 1 계산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하여 제 1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제 1 계산기; 및

상기 제 1 계산된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생성하는 제 2 계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오퍼레이션은                        를 계산하고,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는 상기 제 1 계
산된 출력을      배하는 곱셈기를 포함하고, 여기서 N은 전체 부반송파의 수이고 a는 샘플의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치에 대응하여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출력하기 위한 스위치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의 추정 범위는 샘플들 사이의 상관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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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리틱 톤은 일정한 크기 및 일정한 위상 회전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며, 대략적인 동기가 필
요하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는 (N/2a)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 N은 부반송파의 수이고, a는 샘플의 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추정치의 최대 추정 범위는 상기 샘플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
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추정 범위는 N이 1일 때 ±32 부반송파 거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
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18.

입력을 수신하고, 하나의 심볼에 대응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발생하는 상관합 계산기; 및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 계산기와 연결되고,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수신하여 타이밍 옵셋 추정치에 대응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기; 및

상기 입력된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와 독립적으로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생성하는 타이밍 옵셋 
추정기;를 포함하며,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기는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수신하여 위상을 보상하여 위상 보상된 출력을 생성하는 아날리틱 톤-위상 보상기, 및

상기 위상 보상된 출력을 수신하여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치 계산기,를 포함하며,

여기서 아날리틱 톤은 상관함수에 사용되며;

여기서 추정 범위는 샘플들 사이의 상관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고, 상기 아날리틱 톤은 일정한 크기 및 일정
한 위상 회전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며, 대략적인 동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
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19.

입력을 수신하며 기준 심볼에 대응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생성하는 상관합 계산기; 및

상기 상관합 계산기에 연결되고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수신하여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기;를 포함하고,

여기서 아날리틱 톤은 상관함수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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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을 수신하여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와 독립적으로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생성하는 
타이밍 옵셋 추정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기는:

제 1 인터벌 및 제 2 인터벌에 따라 상기 입력을 지연시켜 제 1 지연된 출력을 생성하는 제 1 지연기;

상기 제 1 지연기에 연결되고 상기 제 1 지연된 출력을 상기 제 1 인터벌에 따라 지연시켜 제 2 지연 출력을 생성하는 
제 2 지연기;

상기 제 2 지연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 2 지연된 출력으로 부터 공액복소 출력을 생성하도록 처리하는 공액복소계산기
;

상기 공액복소계산기 및 상기 제 1 지연기에 연결되고, 상기 공액복소출력과 상기 제 1 지연 출력을 혼합하여 합을 생
성하는 혼합기;

상기 혼합기에 연결되고, 상기 혼합 출력에 응답하여 다수의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타이밍 옵셋 계산기; 및

상기 타이밍 옵셋 계산기에 연결되며, 상기 다수의 타이밍 옵셋 계산치로 부터 최대값을 검출하여 상기 타이밍 옵셋 추
정치를 출력하는 최대값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시스템의 주파수 옵셋 
추정 시스템.

청구항 21.

(a) 입력 신호의 기준 심볼의 하나의 반송파에만 실린 아날리틱 톤을 검출하는 단계;

(b) 상기 아날리틱 톤에 대하여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의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와 독립적으로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 단계는

(a) 제 1 인터벌 및 제 2 인터벌 만큼 상기 입력 신호를 지연하여 제 1 지연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b) 상기 제 1 인터벌만큼 상기 제 1 지연된 출력을 지연하여 제 2 지연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c) 상기 제 2 지연된 출력을 처리하여 공액 복소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d) 상기 공액복소 출력과 상기 제 1 지연된 출력을 혼합하여 혼합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e) 상기 혼합된 출력에 따라 대응하는 다수의 샘플에 대한 다수의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생성하는 단계; 및

(f) 상기 다수의 타이밍 옵셋 계산치 중 최대값을 검출하여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치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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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a) 상기 제 1 인터벌을 타이밍 추정 인터벌로 생성하는 단계; 및

(b) 상기 제 2 인터벌을 주파수 옵셋 인터벌로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
법.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타이밍 옵셋 생성 단계는 (N+G-a1) 샘플 동안 상기 다수의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생
성하고, 여기서 N 은 부반송파의 총수이고, G는 가드 인터벌 길이를 나타내며, a1은 타이밍 옵셋 추정 인터벌을 나타내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25.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값 검출 단계는 상기 타이밍 옵셋 생성 단계에 사용된 샘플들 각각에 대하여             를 
수행하여 최대값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상기 입력 신호를 주파수 옵셋 인터벌 만큼 지연시켜 제 1 지연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지연된 출력을 처리하여 공액복소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공액복소 출력과 상기 입력 신호를 혼합하여 혼합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
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된 출력에 대하여 복소합산기에서 (N-a2)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N은 부반송
파의 총수이고 a2는 주파수 옵셋 추정 인터벌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28.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 합에 대하여 위상 보상 동작을 수행하여 위상-보상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위상 보상된 출력을 수신하여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29.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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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출력을 생성하도록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오퍼레이션 수행 단계는                  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 
단계는 상기 제 1 계산된 출력을      배 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N 은 전체 부반송파의 수이고, a는 샘플의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31.

제 21항에 있어서, 샘플들 사이의 상관 인터벌을 조정함으로써 추정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3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리틱 톤은 일정한 크기 및 일정한 위상 회전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도록 생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3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는 (N/2a)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 N은 부반송파의 수이고, a는 샘플의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34.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 수에 대응하여 최대 추정 범위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
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추정 범위는 N이 1 일때 ±32 부반송파 거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
법.

청구항 36.

(a) 입력 신호의 기준 심볼 중 단 하나의 부반송파에 실린 아날리틱 톤을 검출하는 단계;

(b) 상기 아날리틱 톤에 대하여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단계(b)는

상기 입력을 주파수 옵셋 인터벌만큼 지연하여 제 1 지연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지연된 출력에 오퍼레이션을 수행하여 공액복소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공액복소 출력 및 상기 입력 신호를 혼합하여 혼합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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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타이밍 옵셋 추정치에 대응하며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의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 계산 단계는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에 위상 보상 오퍼레이션을 수행하여 위상-보상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제 1 수학적 오퍼레이션을 수행하여 제 1 계산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계산된 출력을 수신하여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및

(d) 샘플들 사이의 상관 인터벌을 조절함으로써 추정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
셋 추정 방법.

청구항 37.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와 독립적으로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타이밍 옵셋 추
정 단계는

(a) 상기 입력 신호를 타이밍 추정 인터벌 및 주파수 옵셋 인터벌만큼 지연시켜 제 1 지연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b) 상기 제 1 지연된 출력을 상기 타이밍 추정 인터벌만큼 지연시켜 제 2 지연된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c) 상기 제 2 지연된 출력을 계산하여 공액 복소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d) 상기 공액복소 출력과 상기 제 1 지연된 출력을 더하여 합을 생성하는 단계;

(e) 타이밍 옵셋 계산기에서 대응하는 샘플들에 대해 상기 합에 따라 다수의 타이밍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단계; 및

(f) 상기 타이밍 옵셋 계산기로 부터 상기 다수의 타이밍 옵셋 계산치들 중 최대값을 검출하여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
치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최대값 검출 단계는 상기 계산 단계에 사용된 샘플들 각각에 대하여            를 수행하여 최대값을 선택하는 단
계를 포함하며,

상기 주파수 옵셋 추정치는 상기 타이밍 옵셋 추정치에 따라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오퍼레이션 수행 단계는

                        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계산된 출력을      배하여 상기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며, 여기서 N은 전체 부반송파의 수이고, a는 샘플의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청구항 39.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리틱 톤은 일정한 크기 및 일정한 위상 회전중 적어도 하나를 갖도록 생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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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a) 입력신호의 아날리틱 톤을 검출하는 단계, 여기서 상기 아날리틱 톤은 일정한 크기 및 일정한 위상 회전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며;

(b) 상기 아날리틱 톤에 대하여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을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슬라이딩 윈도우 상관합의 주파수 옵셋 추정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옵셋 
추정 방법.

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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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도면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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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d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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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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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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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b

도면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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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a

도면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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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c

도면 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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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e

도면 7

 - 27 -



공개특허 특2002-0056807

 
도면 8

도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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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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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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