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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시스템 및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다중화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프레임 전송 모드를 검출하는 단계;상기 프레임 전송 속도에 따른 상기 전송 모드

를 분류하여 타이밍 정보 및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여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 모드에 의

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전송 모드에 따른 프레임 동기화 방법을 제공하여 데이터 전

송 속도가 고속이나 저속일 때 적합한 동기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화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프레임 전송 모드를 검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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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레임 전송 속도에 따른 상기 전송 모드를 분류하여 타이밍 정보 및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여 프레임 동기를 수행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전송 속도가 고속일 경우 훈련 심볼을 이용한 심볼 타이밍과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여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전송 속도가 저속일 경우 보호구간(Guard Interval)의 순환 확장에 의한 상관 계수 값을 타이밍 정보로, 최대

위상 값을 주파수 오프셋으로 추정하여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 방송 신호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

임 동기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모드는 하나의 OFDM 심볼의 길이를 시간 단위로 측정한 데이터 전송 속도로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방법.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전송 모드는 샘플링 구간(T) 별 정합 필터 계수를 입력신호에 곱한 합의 값을 출력하여 타이밍과 주파수 오프셋

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방법.

청구항 7.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저속 전송 모드는 샘플링 시간(T)만큼 지연시킨 입력신호를 곱하여 적분한 값으로 타이밍과 주파수 오프셋을 출력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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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동기화는 입력 신호의 시간 동기 및 주파수 동기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

송 프레임 동기화 방법.

청구항 9.

하나의 OFDM 심볼의 길이를 시간 단위로 측정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로 전송프레임을 구분하는 전송모드 감지 시스템;

상기 프레임 전송 속도에 따른 상기 전송 모드를 분류하여 타이밍 정보 및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여 프레임 동기를 수행

하는 동기화 시스템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시스템은

상기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저속일 경우 보호구간(Guard Interval)을 이용한 순환 확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고, 상기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고속일 경우 훈련 심볼을 이용한 동기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기를 수행한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순환 확장 시스템을 이용한 동기화 방식은

입력되는 OFDM 신호를 소정 시간 지연시킨 신호와 지연되지 않은 원래의 OFDM 신호를 곱하여 적분을 수행하고, 상기

적분된 OFDM 신호의 최대 상관 계수 값을 타이밍 정보로 사용하고 최대 위상 값을 구하여 주파수 오프셋으로 추정하여

프레임의 동기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시스템.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훈련 심볼을 이용한 동기화 방식은

샘플링 구간별 정합 필터 계수를 입력신호에 곱한 값들의 합을 출력하여 타이밍 정보 및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시스템.

청구항 13.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심볼 동기는 고속퓨리에 변환(FFT)의 시작 위치와 일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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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송 모드에 의한 방송 데이터 프레임 동기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종래의 기술은 단지 순환 확장을 이용한 동기를 찾는 것이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패킷 전송에 사용할 경우에는 정확

한 동기를 위해서 많은 수의 OFDM 심볼을 평균하여 정확한 최대 상관 값과 적절한 SNR을 획득해야 하는 부담과 에러

(error) 발생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송 프레임의 심볼 길이에 따른 전송 모드에 적합한 동기화를 제

공하여 데이터 속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하나의 OFDM 심볼의 길이를 시간 단위로 측정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로 전송프레

임을 구분하는 전송모드 감지 시스템;상기 프레임 전송 속도에 따른 상기 전송 모드를 분류하여 타이밍 정보 및 주파수 오

프셋을 추정하여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는 동기화 시스템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은 전송 모드에 의한 다중화 방송 프레임 동기화 방법에 있어서, 다중화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프레임 전송

모드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프레임 전송 속도에 따른 상기 전송 모드를 분류하여 타이밍 정보 및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

여 프레임 동기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a, b)은 본 발명에 의한 전송 프레임 구조 및 하이브리드 동기 방식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다중화 방송 전송 프레임(a)은 SC(Synchronization Channel), FIC(Fast Information Channel), MSC(Main Service

Channel)로 구성된다. 전송모드 1(b) 경우에 해당하는 전송 프레임 구조이다. 전송 모드와 상관없이 SC는 전송 모드를 결

정할 수 있는 심볼과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심볼 동기 및 반송파 주파수 동기에 필요한 reference 심볼로 구성된

다. 전송 모드 1(b)인 경우 3개의 OFDM 심볼로 구성되어 있는 FIC는 MSC를 구성하는 오디오 데이터 서비스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MCI(Multiplex Configuration Information), 선택적 서비스가 가능한 SI(System Information) 및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MSC는 전송하고자 하는 오디오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송 모드 1(b)인 경우 72

개의 OFDM 심볼로 구성된다. 전송 모드는 도 1b에 Transmission mode 1, 4에서는 비교적 고속 데이터 전송에 유리한

훈련 심볼을 이용하여 동기를 구할 수 있다. Transmission mode 2, 3에서는 보호구간(Guard interval)을 이용한 동기를

구한다.

도 2(a, b)는 본 발명에 의한 전송 모드 검출을 위한 OFDM 심볼 길이를 측정하는 예시도이다.

OFDM 심볼의 전송은 블럭 단위로 처리한다. OFDM 심볼이 다중 경로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동안 이전에 전송된 심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OFDM 심볼 간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된 OFDM 블럭 사이에 보호구간(GI: Guard Interval)

을 삽입한다. 이때, 보호구간(GI)의 길이는 무선 채널의 최대 지연 확산보다 길어야 한다. 하나의 OFDM 심볼 주기는

1.246ms이고 보호구간(GI)(0.246ms)과 심볼 데이터(1ms)로 이루어진다. 수신된 OFDM 심볼을 고속퓨리에 변환(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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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복조하기 위해서는 심볼의 시작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심볼의 시작 위치를 찾는 과정을 심볼 동기라고 하며,

프리앰블의 자기 상관(correlation) 및 상호 상관(correlation)을 사용하는 방식과 Cyclic Prefix(CP)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순환 확장 및 훈련 심볼을 이용한 전송 모드 검출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본 발명은 방송용 단말기에서 전송 프레임의 심볼 길이에 따른 전송 모드를 달리하여 모드에 적합한 동기화를 구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다. 본 발명의 동기화 시스템은 순환 확장 시스템, 훈련 심볼을 이용한 동기화 시스템 및 방송 신

호 전송 모드를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송 모드 감지 시스템(Transmission mode detector)(10)은 하나의

OFDM 심볼의 길이를 시간 단위로 측정하여 심볼 길이에 대한 시간 비로 전송 모드를 구분한다. 심볼 동기는 고속퓨리에

변환(FFT)의 시작 위치와 일치시킨다. 순환 확장 시스템의 동기화 방식은 입력되는 OFDM 신호(a)를 T 시간만큼 지연

(20)하여 원래 OFDM 신호와 곱하여 적분한다(40). 적분한 OFDM 신호의 최대 상관 계수 값을 구하여(50) 타이밍 정보

(B)로 사용하고 최대 위상 값을 구하여(60) 주파수 오프셋(offset)(A)을 결정한다. 위상 회전으로 인한 출력된 주파수 오프

셋은 등화기(equalizer)로 보상하여 주파수 동기를 수행한다. 훈련 심볼을 이용한 동기화 시스템 방식은 입력 신호

(OFDM)와 샘플링(sampling) 구간 T(20)를 거쳐 정합 필터의 계수 Ci의 곱을 합하여 출력 신호에 나타나는 상관 피크로부

터 심볼 타이밍과 주파수 오프셋(offset)(C)을 결정한다. 정합 필터는 OFDM 시간 영역 신호와 상관하여 측정되는데 이는

고속퓨리에 변환(FFT) 이전 단계에서 수행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전송 모드에 의한 방송 데이터 프레임 동기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다중화 방송(OFDM) 신호를 수신하여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OFDM) 프레임 전송 모드를 검출한다(S400,401). 하나의

OFDM 심볼의 길이를 시간 단위로 측정하여 전송 모드를 구분하고 고속 데이터 전송일 경우(S402) 훈련 심볼을 이용한 동

기화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한다(S403). 이때, OFDM 입력 신호를 샘플링 구간(T)별 정합 필터 계수 Ci를 곱하여 합한다

(S404). 전송 모드가 저속 데이터 전송일 경우 보호구간(GI)을 이용한 동기화 시스템을 구동한다(S405). 이때, 입력되는

OFDM 신호를 T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원래의 OFDM 신호와의 곱을 구한다(S406). 406단계에서 구한 값들을 합하여 적

분한다(S407). 적분한 OFDM 신호의 값과 정합 필터의 출력 신호의 최대 상관(correlation) 계수 값을 시간 동기 정보로

사용한다. OFDM 신호의 최대 위상 값을 검출하여 주파수 동기 정보로 사용한다(S408). 전송 모드에 따른 OFDM 프레임

시간, 주파수 동기를 맞춘다(S409).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전송 모드에 따른 프레임 동기화 방법을 제공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가 고속이나 저속일 때 적합한 동기화를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b)은 본 발명에 의한 전송 프레임 구조 및 하이브리드 동기 방식을 나타낸 예시도.

도 2(a, b)는 본 발명에 의한 전송 모드 검출을 위한 OFDM 심볼 길이를 측정하는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순환 확장 및 훈련 심볼을 이용한 전송 모드 검출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전송 모드에 의한 방송 데이터 프레임 동기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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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740835

- 7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발명의 목적 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4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5
도면 5
 도면1 6
 도면2 6
 도면3 7
 도면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