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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ＯＦＤＭ 시스템에서의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OFDM 시스템에서 초기 주파수 동기를 수행하는 초기 주파수 동기 장치 및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라,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장치는 복조된 심볼 X(k)을 수신하고 소정의 시프트량(d)으로 순환적으

로 시프트시켜 시프트된 심볼 X(k+d)을 출력하는 버퍼; 위상 상관 대역폭에 따른 적분 구간 및 상기 적분 구간에 따른 분

할 대역의 개수(K)를 결정하며, 상기 분할대역의 개수에 따라서 심볼 시간 옵셋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제어부; 상기 심볼 시

간 옵셋만큼 위상을 왜곡시키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정해진 가중치 벡터에 의해 가중치된 기준 심볼 Z(k)를 생성하는

가중치된 PRS 생성부; 상기 시프트량(d)을 카운트하는 카운터; 상기 시프트된 심볼 X(k+d)과 상기 기준심볼 Z(k)을 수신

하여 K개의 분할 대역들에 대한 부분상관값을 계산하는 부분 상관부; 및 상기 부분상관값이 최대가 되는 시프트량(d)을 구

하여 추정된 초기 주파수 동기 오차(the estimated coarse frequency offset value)로서 출력하는 오프셋 추정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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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OFDM) 수신기의 블록도이다.

도 2는 시간 동기 오차에 따른 심볼 왜곡의 영향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초기 주파수 동기부의 블록도이다.

도 4는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의 플로우 차트이다.

도 5a 및 도 5b는 심볼 시간 오차에 따른 기준 심볼과 수신 심볼관의 상관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OFDM)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OFDM) 수신기에

서의 초기 주파수 동기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OFDM)는 다중경로와 페이딩(fading) 채널에 강

한 특성을 갖는 변조 기술로써, 스펙트럼 효율이 우수하여 무선통신의 여러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지만, 주파수 동

기와 심볼 타이밍 동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OFDM 기술은 유럽형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방식

에서와, 20M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광대역 무선 LAN인 IEEE의 802.11a 와 BRAN ETSI의 HIPERLAN/2의 물

리계층의 표준으로 채택되었는데,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은 유럽형 DAB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종래의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에서는 프레임 동기 오차에 의하여 줄어든 상호상관 대역폭을 흡수하기 위하여, 상호 상관값

을 취할 때 적분 구간을 지연상관 대역폭 이내로 줄여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상호 상관값을 각 구간에서 계산한 후 평

균을 취한다. 이 방법에 의해 프레임 동기 오차에 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초기 주파수 동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

법은 ±15 샘플이내로 샘플 옵셋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을 구현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적은 계산에 의하여 안정적인 주파수 동기를 수행할 수 있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

화(OFDM) 수신기에서의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라, 복조된 심볼 X(k)을 수신하고 소정의 시프트량(d)으로 순환적으로 시프트시켜 시프트

된 심볼 X(k+d)을 출력하는 버퍼; 위상 상관 대역폭에 따른 적분 구간 및 상기 적분 구간에 따른 분할 대역의 개수(K)를

결정하며, 상기 분할대역의 개수에 따라서 심볼 시간 옵셋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제어부; 상기 심볼 시간 옵셋만큼 위상을

왜곡시키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정해진 가중치 벡터에 의해 가중치된 기준 심볼 Z(k)를 생성하는 가중치된 PRS 생성부;

상기 시프트량(d)을 카운트하는 카운터; 상기 시프트된 심볼 X(k+d)과 상기 기준심볼 Z(k)을 수신하여 K개의 분할 대역

들에 대한 부분상관값을 계산하는 부분 상관부; 및 상기 부분상관값이 최대가 되는 시프트량(d)을 구하여 추정된 초기 주

파수 동기 오차(the estimated coarse frequency offset value)로서 출력하는 오프셋 추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가중치된 PRS 생성부는, 위상 기준 심볼을 생성하는 기준 심볼 생성부; 높은 주파수 대역에는 큰 가중치 벡터를, 낮은

주파수 대역에는 작은 가중치 벡터를 할당하여 정해진 가중치 벡터를 저장한 가중치 벡터 테이블; 상기 가중치 벡터에 따

라 상기 기준 심벌을 가중치하는 가중치된 기준 심벌 생성부; 상기 심볼 시간 옵셋량에 따라서 상기 위상 기준 심볼의 위상

을 천이시켜 위상이 왜곡된 기준 심볼을 출력하는 위상 천이부; 및 상기 가중치된 기준 심벌과 위상이 왜곡된 기준 심벌을

곱하여 출력하는 곱셈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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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상기 기술적 과제는 (a) 복조된 심볼 X(k)을 수신하고 소정의 시프트량(d)으로 순환

적으로 시프트시켜 시프트된 심볼 X(k+d)을 출력하는 단계; (b) 위상 상관 대역폭에 따른 적분 구간 및 상기 적분 구간에

따른 분할 대역의 개수(K)를 결정하며, 상기 분할대역의 개수에 따라서 소정의 심볼 시간 옵셋을 생성하는 단계; (c) 상기

심볼 시간 옵셋만큼 위상을 왜곡시키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정해진 가중치 벡터에 의해 가중치된 기준 심볼 Z(k)를 생

성하는 단계; (d) 시프트량(d)을 카운트하는 카운터; (e) K개의 분할 대역들에 대해서, 상기 시프트된 심볼 X(k+d)과 상기

기준심볼 Z(k)의 부분상관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 (f) 상기 부분상관값이 최대가 되는 시프트량(d)을 구하여 추정된 초기

주파수 동기 오차(the estimated coarse frequency offset value)로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

교주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OFDM) 수신기의 블록도이다.

OFDM 수신기는 OFDM 복조부와 OFDM 동기부를 구비한다. OFDM 복조부는 RF 수신부(105), A/D 변환부(110), I/Q 분

리부(115), 주파수 보정부(120), FFT부(125), 서브캐리어 복조부(130), 디인터리버(Deinterleaver, 135) 및 비터비 디코

더(140)를 구비한다. RF 수신부(105)에 의해 수신된 RF 신호는 A/D 변환부(110)에 의해 양자화된다. I/Q 분리부(115)는

양자화된 신호로부터 I 신호성분과 Q 신호성분을 분리한다. 주파수 보정부(120)는 주파수 오차를 보정한다. 주파수 보정

부(120)는 디지털 AFC(121), S/P 변환부(122) 및 GI(Guide Interval) 제거부(123)를 구비하여 주파수 오차를 보정한다.

OFDM 동기부는 시간 동기와 주파수 동기를 수행하는데, 시간 동기를 위해 프레임 동기부(150)와 심벌 동기부(155)를 구

비하고, 주파수 동기를 위해 초기 주파수 동기(Coarse frequency synchronization)부(160)와 미세 주파수 동기(Fine

frequency synchronization)부(165)를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른 초기 주파수 동기 장치 및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발명에 적용되는 상관값과 위상상관 대역폭

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먼저, 수신신호의 반송파 주파수 오차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수신신호의 k번 째 부반송파 수신 주파수를 로 가정한

다. 여기에서 는 부반송파의 주파수이며 는 주파수 오차이다. 한편 주파수 오차의 단위는 부반송파 주파수간격의 배

수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부반송파 간격의 정수배수 및 소수배수의 오차를 별도로 처리한다. 따라서 의 각 항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수학식 1

여기서, 는 부반송파의 주파수 오차를 부반송파 간격의 배수로 표현한 수이며 는 다시 정수인 과 의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의 합으로 표현한다. 이와같은 조건에서 n번 째 심볼의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다. 단, 잡음은 수식전개

의 편리를 위하여 없다고 가정한다.

수학식 2

여기서, 는 주파수영역에서 n번 째 심볼의 k번째 전송신호를 나타내고 N은 OFDM 부반송파 개수를 나타낸다.

한편, 주파수 오차 중에서 정수배의 오차가 없는 경우, 즉, 인 복조신호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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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

수학식 3에서 복조신호 는 k가 정수값에서만 계산되므로 주파수 오차 가 0이면 k=p인 주파수에서만 출력이 발생하

고 나머지 주파수에서는 출력이 0이 되어 주파수들 사이의 직교성이 유지된다. 하지만, 주파수 오차 가 0이 아니면 k=p

인 주파수에서도 크기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파수에서도 0이 아닌 출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값들이 부반송파간의

간섭을 일으켜 채널간 간섭(Inter Channel Interference: ICI) 요소가 된다. 이제 수학식 2의 수신신호로부터 복조신호

를 다음과 같이 얻는다.

수학식 4

이 결과는 주파수 오차의 정수 배에 해당하는 주파수 오차에 의한 영향은 원래 복조되어야 할 신호가 를 정수라 할 때,

만큼 쉬프트(shift)되어 복조됨을 의미한다. 특히 수학식 4는 이산푸리에변환(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식에서의 쉬프트 현상은 순환적 쉬프트(cyclic shift)가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은 이미 알고있는 위상기준심볼과 수신신호를 심볼구간만큼 순차적으로 회

전시키면서 상관값을 구하여 상관값이 최대가 되는 회전량을 주파수 오차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정한다. 이 관계식

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5

여기에서 은 모듈로-N(modulo-N) 더하기 연산을 표시하는 기호이며 X(k)은 이산푸리에변환 후의 K번째 수신신

호를, Z(k)는 k번째 위상기준신호를 나타낸다. 또한 X(k) 및 Z(k)는 모두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

법은 프레임동기가 맞는 경우에는 주파수 오차를 보정할 수 있으나 프레임동기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주파수 오차를 보정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은 수신신호와 위상기준신호와의 위상상관 대역폭을 분석하여 해결한다.

이하,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OFDM)를 사용하는 DAB 시스템의 경우를 일 예로써 수신신호와 위상기준신호와의 위상상

관 대역폭에 대하여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채널의 상관대역폭(Coherence Bandwidth)이란 어떤 채널이 '평탄한(flat)', 즉,

모든 스펙트럼 요소에 대하여 근사적으로 같은 이득과 선형 위상을 같도록 통과시키는 채널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통계적

으로 측정된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즉, 그 대역 내에서 임의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성분이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갖

는 주파수 대역을 채널의 상관대역이라 한다. 이 때, 채널의 상관대역을 라 하면 보다 주파수 간격이 멀리 떨어진 두

개의 정현파는 채널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두 신호의 수신신호 상호상관의 관계는 보장될 수 없음

을 의미한다.

시간영역에서 지연관계가 있는 동일 신호의 이산푸리에 변환된 두 신호에 대하여 주파수영역에서 상호상관값을 구할 때

두 신호의 상호상관 관계가 유지되는 주파수 구간을 위상상관 대역폭이라 정의한다. 이 관계를 상술한 채널의 상관대역과

동일한 개념에서 접근하면, 그 주파수 대역 내에서 두 신호는 항상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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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OFDM) 시스템에서 시간영역 신호를 z(t)라 하고 z(t)의 만큼의 프레임동기 오차를 갖는 지연

도착된 신호를 라 한다. 또한 신호 z(t)를 이산푸리에변환한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Z(k)라 하면 신호 를

DFT한 주파수 영역의 신호는

수학식 6

과 같다. 여기서, 수식전개의 편의를 위하여 잡음과 주파수 오차는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N은 부반송파의 개수이다.

한편, 위상상관 대역폭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주파수 대역 내에서 두 신호가 항상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대역으로 정

의한다. 즉, 임의의 주파수 대역 B에 대하여 그 대역 내에서 두 신호 Z(k)와 의 상호상관값이 항상 임계값 이상

인 최대의 대역 크기 B를 구하면 그 대역이 위상상관 대역폭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의 수학식 7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7

여기에서 는 임계값이고 N은 부반송파 개수이다. 만일, OFDM 신호에서 을 만족한다면 수학식 7의 좌변은 다

음의 수학식 8과 같이 정리된다.

수학식 8

이 조건은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시스템의 경우에 해당된다. 위 식은 적분구간의 시작위치 m이 포함되어 있

어 프레임동기 오차 와 적분구간 K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먼저 수학식 8이 적분구간의 시작위치 m에 관

계없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며 결과식은 다음의 수학식 9와 같다.

수학식 9

또한, 수학식 9를 수학식 7에 적용하면 프레임동기 오차의 변화에 따른 위상상관 대역폭은 다음의 수학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수학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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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0의 좌변은 시간영역 신호 z(t)와 만큼의 프레임동기 오차를 갖는 지연 도착된 신호 를 적분구간 K에

대한 주파수영역 영역에서의 상호상관함수이다. 즉, 위상상관 대역폭은 위 식과 같이 프레임동기 오차 를 갖는 두 신호

의 상호상관함수가 항상 임계값 보다 큰 값을 갖는 대역 B를 의미한다.

한편, 수학식 5에서 위상기준신호 Z(k)의 역푸리에 변환된 신호 z(t)를 기준신호라 하고 신호 X(k)의 역푸리에 변환된 신

호 x(t)를 수신신호라 가정한다. 그리고 수신신호 x(t)가 만큼의 시간 지연, 즉, 프레임동기 오차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관계에 의하여 프레임동기 오차 와 주파수축 위상상관 대역폭과 역수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관계는 프레임동기 오차가 클수록 주파수축 위상상관 대역폭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의한 초기 주파수동기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준 신호들 사이의 상관값을 이용한 초기 주파수 동기(coarse

frequency synchronization)를 기초로 한다. 본 발명은 상호상관값을 구할 때 적분구간(BWLen)은 시간 동기 오차를 가

지는 수신 심볼과 기준 심볼에 의하여 구해지는 위상상관 대역폭보다 작게 설정한다. 즉, 시프트된 수신 심볼과 기준 심볼

에 대한 상호상관값을 구할 때, 적분 구간을 두 신호의 위상상관 대역폭 이내로 줄여 여러개의 작은 블록으로 나눈 적분구

간 각각에 대하여 부분 상관값을 구한후, 구해진 각각의 적분구간의 부분 상관값들의 평균 또는 합을 취하여 상관값이 최

대가 되는 시프트량을 결정한다.

그럼으로써, 수신 심볼과 기준심볼 사이에서 프레임동기가 정확히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무상관대역이 배제(excluded)됨으

로서 상호상관함수값이 항상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프레임 동기에서 보장할 수 있는 시간동기 오차 범위내에서는 초기

주파수동기가 비교적 정확하게 수행된다. 이러한 원리들이 본 발명에 따른 초기 주파수 동기 장치 및 방법에 적용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전에 왜곡된 위상 기준신호를 생성하여 초기 주파수 옵셋을 추정한다. 먼저, 도 2를 참조하여, 시간 동기

오차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다.

OFDM에서 시간동기의 오차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반송파 순서에 비례하여 위상 천이(Phase rotation)를 발생시

킨다. 수식 전개의 편리를 위하여 전체의 신호 중에 하나의 심볼 구간에 대하여만 설명하며, 전송 채널은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환경으로 하고 수신신호에서의 주파수 동기는 정확히 맞았다고 가정한다. OFDM 시스템에서 시

간 동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 n번째 심볼의 수신신호 는 다음의 수학식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1

여기에서 N은 부채널의 개수이며, 는 n번째 심볼의 k번째 부채널에 전송된 신호이고 은 k번째 부반송파 신호이

며 n(t)는 분산이 인 AWGN이다.

상기 수학식 11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의 수학식 13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2

수학식 12에서 는 부반송파 반송주파수로서 이다.

여기서, 수신신호에 대한 시간 동기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신신호의 샘플링 주기를 로 샘플링한다고 가

정한다. 이 때, 는 OFDM 심볼의 주기이며 m은 심볼구간에서의 샘플링 순서이고 는 샘플링 오차로서 시간 동기 오차

에 해당된다.

상술한 조건에서 수학식 12를 샘플링한 이산신호는 다음의 수학식 16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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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3

수학식 13의 수신신호로부터 다음과 같은 복조신호 를 얻는다.

수학식 14

여기에서 는 다음의 수학식 15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5

여기에서 수학식 14에 대한 a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16

즉, 수학식 16에서 K, p 및 N이 모두 정수이므로 a=1을 만족하기 위하여는 k-p가 N의 정수배일 것이 필요하고, 그 외의

경우는 a ≠ 1의 어떤 a값에 대하여도 이 된다. 따라서 수학식 14의 는 다음의 수학식 17과 같이 정리

된다.

수학식 17

또한, 수학식 17의 조건을 수학식 14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인 경우만 성립되므로 수학식 17을 수학식 14에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18

또한, 수학식 14에서 잡음에 의한 항 는 잡음 n(m)을 주파수영역으로 변환한 값으로 원래 n(m)이 AWGN이므로

도 역시 동일한 분산을 갖는 AWGN이 된다. 따라서 잡음의 영향은 OFDM 신호의 시간 동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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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시간 동기가 맞지 않아 발생되는 시간 동기 오차의 영향은 수학식 18으로부터 수신신호 가 원래 복조되어

야 하는 송신신호 의 위상이 회전된 상태로 복조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위상의 회전량은 시간 동기 오차 와 부채널의

위치 p의 곱에 비례하는 양으로 결정된다.

즉, 수학식 18에서 수신된 신호는 시간 오차에 의해서 위상이 천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부반송파의 순서(p)에 비례하

여 만큼 위상이 천이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위상천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상이 왜곡된 기준 심볼을

생성하여 초기 주파수 동기 검출에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주파수 동기 검출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후술하는

심볼 시간 옵셋 에 해당한다.

본 발명의 초기 주파수 동기 수행장치는 초기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가중치(weighting)된 기준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가중치 벡터(weighting vector)를 제어하는 제어부, 가중치 벡터를 기준으로 기준신호를 생성하는 가중치된 위

상 기준신호 발생부(weighted phase reference signal generato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도 3을 참조하

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초기 주파수 동기부의 블록도이다.

초기 주파수 동기부는 초기 주파수 오프셋 추정부(310), 가중치된 PRS(weighted phase reference symbol) 생성부(320)

및 제어부(330)를 구비한다.

심벌 버퍼(311)는 수신된 심볼 데이터를 FFT 한 후 저장한다. 부분 상관부(312)는 상호 상관값을 계산한다. 오프셋 추정

부(314)는 상관값의 최대치를 이용하여 주파수 오차를 추정한다. 기준 심벌 생성부(321)는 시스템에서 정의한 기준 심볼

을 생성한다. 가중치된 기준 심벌 생성부(322) 가중치 벡터 테이블 저장부(323)에 저장된 가중치 벡터를 적용하여, 가중치

된 기준 심볼을 생성한다. 위상 천이 발생부(324)는 시간 동기 허용 오차에 대한 제어신호를 받아 스프트된 위상값을 발생

시킨다. 곱셈부(325)는 가중치된 기준심벌과 위상 시프트된 신호를 곱한다. 기준심벌 버퍼(326)는 이렇게 곱해진 기준심

벌을 저장한다. 제어부(330)는 위상천이 발생부(324)를 포함한 초기주파수 동기장치를 전체적으로 제어한다.

즉, 제어부(330)는 부분상관을 위한 상호상관대역 길이와 상호상관대역 개수를 제어하고, 가중치 벡터 테이블(weighing

vector table)을 적용하기 위하여 가중치된 기준심볼 생성부(321)를 제어하고, 기준 신호를 선왜곡하기 위하여 위상천이

발생부(324)를 제어하고, 기준 심볼 생성부(321)에서 기준심볼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전량을 제어한다.

도 4는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의 플로우 차트이다.

이때 제어부에서 생성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기 위한 반복횟수만큼 루프를 반복하고 있다. 반복횟

수가 주파수 옵셋 추정 범위(Off_L)와 시간 동기 허용오차(Off_T)의 범위와 일치하게 되면 전체 상관값을 계산하는 루프

를 끝내고 초기 주파수 옵셋 추정부를 실행하여 정수배 주파수 옵셋을 추정한다.

상호상관대역의 상관성은 앞쪽에 있는 분할 상관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뒤쪽으로 갈수록 상호 상관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도 5a 내지 도 5b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중치 벡터를 생성할때 OFDM 심볼대역에서 저주파

에 해당하는 상호상관대역에서 큰값의 가중치를 생성하고, 고주파 대역의 상호상관대역에서는 작은 값의 가중치를 생성하

여 기준심볼에 가중치를 준다.

가중치 벡터의 크기는 OFDM 심볼의 크기만큼 생성할 수 있으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상호상관대역의 개수의 크기에

해당하는 크기를 생성한다.

수학식 19

수학식 19를 참조하면 시간동기 허용오차가 16일때 상호상관대역 개수가 32가 계산되고, 각각의 상호상관대역에 해당하

는 가중치 벡터의 값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각의 가중치 벡터값은 유연하게 변할 수가 있지만, 저주파 대역에 있는 상호

상관대역에 해당하는 가중치값이 가장 큰 값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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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벡터를 적용하여 초기 주파수 동기를 획득하는 방법은 수신된 신호레벨이 너무 낮고 채널의 왜곡이 심하여 초기 주

파수 동기가 오류를 발생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은 RF tuner부의 입력 신호레벨

을 구하여 그 값을 이용해서 어떤 가중치 벡터를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면 더욱 그 효과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가중치 벡터를 적용하여 초기 주파수 동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식을 전개하면 다음 수학식 20과 같다.

수학식 20

수학식 20에서 N 은 부반송파의 개수를 나타내고, K 는 상호 상관 대역 개수를 나타내고, N/K 는 상호상관대역의 길이

(BWLen)을 나타낸다. Z(k)는 시간동기 허용오차에 해당하는 위상을 왜곡시킨 선왜곡된 기준심볼이고, Wm은 가중치 벡

터이다. 분할된 개별 대역을 상호상관대역(BWs)라고 하면, K 개만큼 분할된 하나의 상호상관대역의 크기는 BWs=BW/K

와 같다(단, BW 는 OFDM 심볼의 전체대역을 나타냄).

분할된 상호상관대역을 이용한 초기 주파수 동기는 시간동기 허용 오차를 늘이기 위하여 기준심볼을 심볼시간 옵셋에 따

라서 선왜곡(pre-distortion)시키고, 각각의 상호상관대역의 상관성을 보다 차별화하기 위해서 가중치 벡터를 상호상관대

역에 적용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플로우 차트를 살펴보면, 상호상관대역의길이(BWLen)와 개수 K, 시간 동기 허용오차, 가중치 벡터 제어값, 주파수 오프

셋 추정범위를 생성한다(S410). 그리고 시간 동기 허용 오차에 따라 위상을 시프트킨다(S420). 시프트 d 량 만큼 시프트

된 기준심벌 Z(k+d)를 생성하고 가중치 벡터 테이블에 따라서 가중치된 기준 심벌 W x Z(k+d)를 생성한다(S430). 이때

상기 S410 단계는 S420 및 S430 단계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심볼 시간 옵셋만큼 위상이 왜곡되고 가중치된 기

준 심벌을 생성한다(S450).

부분 상관부는 N을 부반송파의 개수, 소정의 시프트량 d은 과 에 해당한다고 할 때, K개의 분할 대역들 각각에 대

해서 시프트량(d)을 카운트하면서, 소정의 시프트량(d)로 시프트된 수신 심볼 X(k+d)과 왜곡되고 가중치된 기준심볼 Z

(k)의 부분상관값 및 이 부분 상관값들의 전체 합 을 계산한다(S460). 이와 같은

상관값의 계산을 주파수 옵셋 추정범위(Off_L)와 시간동기 허용오차(Off_T)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S470).

그 후, 부분 상관부로부터 입력된 상기 합이 최대가 되는 시프트량(d)을 결정하고, 결정된 시프트량(d)을 초기 주파수 동기

오차값(the estimated coarse frequency offset value)으로 출력한다(S480).

지금까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초기 주파수 동기 장치 및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도 5a, 및 도 5b 는 심볼 시간 오차에 따른 기준신호와 수신신호간의 상관성을 도시한다. 도 5a 및 도 5b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심볼 시간 오차에 따라서 상호상관대역폭의 영역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초기 주파수 동

기를 수행할 때, 적절한 상호상관대역폭을 설정하여 초기주파수 동기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초기 주파수

오차를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OFDM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파수 동기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정수배 주파수 동

기를 100% 확보할 수 있고, DAB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서 DAB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고 보다 안정적인 DAB 시스템을 구

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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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조된 심볼 X(k)을 수신하고 소정의 시프트량(d)으로 순환적으로 시프트시켜 시프트된 심볼 X(k+d)을 출력하는 버퍼;

위상 상관 대역폭에 따른 적분 구간 및 상기 적분 구간에 따른 분할 대역의 개수(K)를 결정하며, 상기 분할대역의 개수에

따라서 심볼 시간 옵셋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제어부;

상기 심볼 시간 옵셋만큼 위상을 왜곡시키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정해진 가중치 벡터에 의해 가중치된 기준 심볼 Z(k)

를 생성하는 가중치된 위상 기준 심볼(PRS: Phase Reference Symbol) 생성부;

상기 시프트량(d)을 카운트하는 카운터;

상기 시프트된 심볼 X(k+d)과 상기 기준심볼 Z(k)을 수신하여 K개의 분할 대역들에 대한 부분상관값을 계산하는 부분 상

관부; 및

상기 부분상관값이 최대가 되는 시프트량(d)을 구하여 추정된 초기 주파수 동기 오차(the estimated coarse frequency

offset value)로서 출력하는 오프셋 추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상관부는

N 이 부반송파의 개수이고, 소정의 시프트량(d)은 과 사이의 값이라고 할때,

에 의해서 각 분할 대역의 부분 상관값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주

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치된 PRS 생성부는

위상 기준 심볼을 생성하는 기준 심볼 생성부;

높은 주파수 대역에는 큰 가중치 벡터를, 낮은 주파수 대역에는 작은 가중치 벡터를 할당하여 정해진 가중치 벡터를 저장

한 가중치 벡터 테이블;

상기 가중치 벡터에 따라 상기 기준 심벌을 가중치하는 가중치된 기준 심벌 생성부;

상기 심볼 시간 옵셋량에 따라서 상기 위상 기준 심볼의 위상을 천이시켜 위상이 왜곡된 기준 심볼을 출력하는 위상 천이

부; 및

상기 가중치된 기준 심벌과 위상이 왜곡된 기준 심벌을 곱하여 출력하는 곱셈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주파

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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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천이부는

각각의 부반송파에 대응되는 위상 천이된 복소수 값들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복소수 값들을 상기 위상 기준 심볼에 곱

하여 위상이 왜곡된 기준 심볼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 대역의 개수(K)는 프레임 동기를 보장할 수 있는 시간 동기 오차를 Toff 라 할 때, 2×Toff 이내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장치.

청구항 6.

(a) 복조된 심볼 X(k)을 수신하고 소정의 시프트량(d)으로 순환적으로 시프트시켜 시프트된 심볼 X(k+d)을 출력하는 단

계;

(b) 위상 상관 대역폭에 따른 적분 구간 및 상기 적분 구간에 따른 분할 대역의 개수(K)를 결정하며, 상기 분할대역의 개수

에 따라서 소정의 심볼 시간 옵셋을 생성하는 단계;

(c) 상기 심볼 시간 옵셋만큼 위상을 왜곡시키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정해진 가중치 벡터에 의해 가중치된 기준 심볼 Z

(k)를 생성하는 단계;

(d) 시프트량(d)을 카운트하는 단계;

(e) K개의 분할 대역들에 대해서, 상기 시프트된 심볼 X(k+d)과 상기 기준심볼 Z(k)의 부분상관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

(f) 상기 부분상관값이 최대가 되는 시프트량(d)을 구하여 추정된 초기 주파수 동기 오차(the estimated coarse

frequency offset value)로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

수 동기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N 이 부반송파의 개수이고, 소정의 시프트량(d)은 과 사이의 값이라고 할 때,

에 의해서 각 분할 대역의 부분 상관값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주

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위상 기준 심볼을 생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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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높은 주파수 대역에는 큰 가중치 벡터를, 낮은 주파수 대역에는 작은 가중치 벡터를 할당하여 정해진 가중치 벡터에

따라 상기 기준 심벌을 가중치하는 출력하는 단계;;

(c3) 상기 심볼 시간 옵셋량에 따라서 상기 위상 기준 심볼의 위상을 천이시켜 위상이 왜곡된 기준 심볼을 출력하는 단계;

및

(c4) 상기 가중치된 기준 심벌과 위상이 왜곡된 기준 심벌을 곱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주

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c2) 단계는

각각의 부반송파에 대응되는 위상 천이된 복소수 값들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복소수 값들을 상기 위상 기준 심볼에 곱

하여 위상이 왜곡된 기준 심볼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 대역의 개수(K)는 프레임 동기를 보장할 수 있는 시간 동기 오차를 Toff 라 할 때, 2×Toff 이내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수신기의 초기 주파수 동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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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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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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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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