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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SS 신호의 주파수 옵셋 추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우선 SS 시스템에 [2]의 주파수 옵셋 추정 기법을 적용하
고, 이를 시뮬링크 시뮬레이터로 구현한다. 다음으로는 구현된 시뮬링크 시뮬레이터의 구조를 설명하며,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2]의 기법을 적용하여 SS 신호의 주파수 옵셋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인다.

Ⅰ. 서 론
대역 확산 (spread spectrum: SS) 기술은 재밍 및 다중 경로 간섭에 강
인한 특성 때문에 부호 분할 다중 접속, 무선 랜, 위성 항법 시스템 등 많
은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SS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복조를 위해
우선 수신 신호와 수신기에서 생성된 신호 간의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하
므로 신호 동기화는 SS 시스템의 중요한 기술적 이슈 중 하나이다 [1].
SS 신호의 완전한 동기화를 위해서는 시간 (timing) 동기화, 위상
(phase) 추정, 주파수 옵셋 (frequency offset) 추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
다. 이들 중 시간 동기화, 위상 추정은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주파수 옵셋
추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SS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파수 옵셋 추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어 있는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시스
템 분야에서는 수신 신호가 시간 영역에서 반복된 형태를 지니고만 있으
면 적용할 수 있고, 연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는 [2]의 기법이 널리 사
용된다. SS 시스템 또한 동기화를 위해 확산 부호를 시간 영역에서 반복
적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2]의 기법을 적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SS 신호의 주파수 옵셋 추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우선 SS 시스템을 시뮬링크 시뮬레이터로 구현한 후, 수신부에 [2]의 기
법을 적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한다.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2]의 기법
을 이용하여 SS 신호의 주파수 옵셋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
인다.

분산  을 갖는 부가 백색 정규 잡음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 N은 SS 신호의 길이를 나타낸다. 반복 횟수가 2회일 경우 
은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그림 1. 시간 영역에서  의 구조
수신 신호  및 [2]의 기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주파수 옵셋을
추정한다.


  ∠     
(2)

  



 

(2)에서 주파수 옵셋 추정 범위는   ≤    이다. 예를 들어 SS 신
호의 대역폭이 2 MHz이고 SS 신호의 길이  이 100이라면 (2)의 주파수
옵셋 추정 범위는 ± 20 KHz이다. 보통 SS에서 고려하는 도플러 주파수
는 수십-수백 Hz 정도이므로 [3] 식 (2)를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을 추정할
수 있다.

Ⅱ. 주파수 옵셋 추정 기법
시간 및 위상 동기가 맞았을 때 수신된 SS 신호의 복소 기저 이산 신호 Ⅲ. 시뮬링크 기반 시뮬레이터
모형은 다음과 같다.
본 장에서는 (2)를 바탕으로 SS 신호의 주파수 옵셋 추정을 위한 시뮬
(1) 링크 기반 시뮬레이터를 구현한다. 본 시뮬레이터는 시뮬링크에서 제공하
   for   ⋯    
  
 
는 기본적인 블록 및 S-function 기반의 블록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여기에서 는 수신 신호의 전력,  는 시간 영역에서 반복 전송된 확
산 부호, 는 신호의 대역폭으로 정규화된 주파수 옵셋,   는 평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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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파수 옵셋 생성 블록

그림 2 . 시뮬레이터의 전체 구조
그림 2는 시뮬레이터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다. 채널을 제외한 모든 블록
은 trigger 기반의 S-func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Preamble 블록에서는
반복적인 구조를 갖는 확산 부호 기반의 신호를 생성한다. 생성된 신호는
Rician 분포를 띠는 다중경로 및 잡음 채널을 거쳐 수신부에 도착한다. 수
신부에 도착한 신호는 임의의 주파수 옵셋을 겪게 된다. 본 시뮬레이터에
서는 편의를 위해 수신 신호  을 에 따라 각각 다른 갈래로
(    ⋯    및       ⋯    ) 수신하도록
처리하였으며 두 갈래로 입력되는 신호 모두에 공통적인 주파수 옵셋을
겪도록 처리하였다. 두 갈래로 입력된 신호는 Offset_estimator 블록에 전
달되며, 이 블록에서는 (2)에 따라 주파수 옵셋을 추정한다. Mean square
error (MSE) 블록에서는 실제 주파수 옵셋과 추정한 주파수 옵셋의 차이
의 제곱수를 저장하여 다음처럼 여러 시뮬레이션 수행에 따라 평균값을
산출한다.
(3)
    
   
다음으로 그림 2의 전체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세부 블록 내부
기능에 대해 설명 한다. 먼저 Preamble 부분에서는 아래 수식에 의해 확
산 부호로 사용할 Cazac sequence를 생성한다.
(4)
 for  ≤  ≤   
  
여기에서  은 Cazac sequence의 길이 (제곱수),  은  과 서로소인 정수,
 와  는 0부터 
   사이의 정수로 수열의 인덱스  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5)
    

본 시뮬레이터에서는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각각 4회, 8회 반복
시켰다 (   및 288). 전송된 신호는 채널 및 주파수 옵셋을 거쳐 수
신부에 도착한다.
주파수 옵셋 생성 블록 (Offset_generator) 에서는 수신신호에 주파수
옵셋을 첨가한다. 그림 3은 주파수 옵셋 생성 블록을 보여준다. 우선 입력
된 신호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 S-function의 입력 값으로 사용한
다. 그림 4 및 5는 각각 신호의 실수부와 허수부에 파라미터로 설정한 주
파수 옵셋 값을 첨가하여   및    를
(  ⋯   ) 출력하는 S-function 코드이다. 그림 4 및 그림 5
의 S-function 코드를 통해 출력된 신호는 Real-Image to Complex 블록
을 통해 복소수로 재변환된다.
그림 6은 복소수로 재변환된 신호를 이용하여 주파수 옵셋 추정을 수행
하는 블록을 (Offset_estimator) 보여준다. 수식 (2)를 기반으로 구성되었

으며, Constant 블록에서는 상수 
를 만든다.

모의실험은 다음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수신 신호의 길이  은 144,
288, 신호대잡음비는 (signal-to-noise ratio: SNR) 5dB, 20dB의 다양한


그림 4.   출력을 위한 S-function 코드


그림 5.

  

출력을 위한 S-function 코드








그림 6 . 주파수 옵셋 추정 블록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Rician 페이딩 채널의 k-factor는 8로 설정하였다.
그림 7은 본 시뮬레이터의 주파수 옵셋 추정 성능을 에 따른 MSE 그래
프로 보여주고 있다. SNR이 5dB인 상황에서  이 144일 때, 288일 때 각
각 MSE는   ≤    및   ≤    정도에서 우
수한 성능을 보이고 그 외의 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SNR이 20dB인 상황에서는 이 144일 때, 288일 때 각각
MSE는   ≤    및   ≤    정도에서 우
수한 성능을 보이고 그 외의 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각도 연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주파수 옵셋의 추정 범위의
한계 지점인   및  에 가까울수록 주파수 옵셋 추정 성능이 잡음의
영향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SNR이 높아질수록 극복되
며, 잡음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주파수 옵셋 추정 범위는


  ≤    과 일치하게 된다. 또 다른 관찰 결과로는  이 클수록


추정 가능 범위 내에서의 MSE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점이며, 이는 더 많
은 신호 샘플을 이용할수록 잡음 성분이 더 상쇄되기 때문이다.

한국통신학회 2011년도 추계종합학술발표회

그림 7. 에 따른 MSE 그래프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SS 신호의 주파수 옵셋 추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SS 시스템에 [2]의 주파수 옵셋 추정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시
뮬링크 시뮬레이터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뮬링크 시뮬레이터의 구조를
설명하였으며,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2]의 기법을 적용하여 SS 신호의
주파수 옵셋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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