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4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7권 제5호, 2012년 9월 (JBE Vol. 17, No. 5,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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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단일 반송파 MIMO 시스템 기반의 PN 부호열을 이용한 반송파 주파수 오차 추정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

은 송신되는 각각의 PN 부호열들의 위상을 회전시켜 전송하여, 일부 PN 부호열들이 서로 상쇄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한다. 수신한 PN 
부호열과 수신기에서 자체 생성한 PN 부호열의 공액곱셈 연산을 통해 변조를 제거한 뒤, 다수의 자기 상관기를 이용한 ML 
(Maximum Likelihood)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차를 추정한다. 또한 시변채널에서의 정확한 주파수 오차 추정을 위해

채널 정보를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구조를 제안하였다.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송신 및 수신 안테나가 두 개인 2x2 MIMO 시스

템에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하고 L&R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환경 및 시변 Rayleigh 채널에

서의 MSE (Mean Square Error)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AWGN 환경 상에서 MIMO 시스템에 적용한 제안된 기법의 MSE 성능

이 SISO 시스템에서의 성능과 거의 동일함을 보였다. 또한 시변 Rayleigh 채널에서 제안된 채널 정보를 이용한 추정 기법의 MSE 성
능이 기존 방법 및 SISO 시스템에 비해 높음을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carrier frequency offset estimation method for single-carrier MIMO systems. In the proposed 
method, phase rotated PN (Pseudo-Noise) sequences are transmitted to prevent a cancelling out of partial PN sequences. After 
removing a modulation of received PN sequences by multiplying of complex conjugated PN Sequences which are  locally 
generated in receiver, a CFO (Carrier Frequency Offset) is accurately estimated by employing L&R method which is a kind of 
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lgorithm and uses multiple auto-correlatos. In addition, the frequency offset estimation 
scheme by using channel state information is proposed for accurate CFO estimation in time-varying Rayleigh channel. By 
performing computer simulations, MSE (Mean Square Error)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is almost same as MSE performance 
of SISO systems in AWGN channel. Moreover, MSE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with using channel information is higher 
than MSE performances of SISO system and conventional method in time-varying Rayleigh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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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단일 반송파 기반의 주파수 축 등화 (Single Carrier 
Frequency Domain Equalization,SC-FDE) 기법을 채용한

SISO (Single-Input Single Output) 시스템에 대해 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
[1][2].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프레임 단위

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다중경로 채널에 대한 보호구간으

로 CP (Cyclic Prefix), ZP (Zero Padding), 또는 PN 
(Pseudo Noise) 부호열 등을 채용한다. 이 중 PN 부호열을

보호구간으로 이용할 경우, PN 부호열만으로 다중경로 채

널에 대한 보호구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벌 간 간섭(Inter 
Symbol Interference)을 제거하고 채널을 추정할 수 있기 때

문에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4].

한편 BPSK로 변조되어 전송되는 PN 부호열은 약속된

심벌이기 때문에 수신기를 위한 반송파 동기에도 이용될

수 있다. 단일 반송파 SISO 시스템 기반의 약속된 훈련열

(Training Sequence)을 이용한 DA (Data Aided)-ML 
(Maximum Likelihood) 방식의 주파수 오차 추정 알고리듬

들
[5]-[7]

이 잘 알려져 있으며, 연속한 훈련열들의 위상 차이

를 다수의 자기상관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반송파 주파수

오차를 추정한다.
문헌 [8]에서는 단일 반송파 MIMO (Multi-Input Multi- 

Output) 시스템을 위해서 보호구간으로 PN 부호열을 채용하

고, 이를 이용한 MIMO 채널 추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러

한 MIMO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채널 추정을 위해 서로 상관

성이 없는 다른 종류의 PN 부호열을 각각의 송신 안테나를

통해 전송하며, 송신된 PN 부호열들은 각각의 수신 안테나를

통해 합쳐져서 수신된다. 하지만 송신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PN 부호열의 위상 차이가 일 경우, 두 개의 PN 부호열이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위상 차이 값을 구하기가 어려워

반송파 주파수 오차 추정에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단일 반송파 MIMO 시스템 기반의

PN 부호열을 이용한 반송파 주파수 오차 추정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송신되는 각각의 PN 부호열들의 위

상을 회전시켜 전송하여, 일부 PN 부호열들이 서로 상쇄되

어 버리는 것을 방지한다. 수신한 PN 부호열과 수신기에서

자체 생성한 PN 부호열의 공액곱셈 연산을 통해 변조를 제

거한 뒤, 다수의 자기 상관기를 이용한 ML 알고리듬 계열

의 L&R[5] 기법을 이용하여 반송파 주파수 오차를 정확하

게 추정한다. 또한 시변채널에서의 정확한 주파수 오차 추

정을 위해 채널 정보를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구조를

제안하였다.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송신 및 수신 안테나

가 두 개인 2x2 MIMO 시스템에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하

고 L&R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환경 및 시변 Rayleigh 채널에서의 MSE 
(Mean Square Error) 성능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기존 SISO 시스템에서의 PN 부
호열을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MIMO 시스템에서 동일한 위상으로 PN 부호열들이 전송될

경우 발생하는 상쇄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3장에서는 PN 
부호열들의 위상을 회전시켜 전송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시
변채널에서 채널 정보를 이용한 주파수 오차 구조를 제안한

다. 이 후 4장에서는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AWGN 환경

및 시변 Rayleigh 채널에서의 MSE 성능을 분석하고, 마지

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 MIMO 시스템 기반의 PN 부호열을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시 문제점

1. 시스템 모델

송신 안테나가 2개, 그리고 수신 안테나가 2개인 MIMO 
시스템을 고려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보호구간 및 훈련열

로 이용되는 PN 부호열과 데이터 심벌로 이루어진 프레임

구조를 고려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방송 환경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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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위상을 가지는 PN 부호열들을 전송할 경우의 수신 PN 부호열
Fig. 2. Received PN sequence when same phase PN sequences are transmitted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 각각의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의 송신 신호 지연시간이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10].

그림 1. PN 보호열을 보호구간으로 이용한 프레임 구조
Fig. 1. Frame structure employing PN sequences as guard interval

이상적인 심벌 타이밍 및 프레임 동기를 가정할 때, 
AWGN 환경에서 첫 번째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한 i 번
째 PN 부호열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이 때, 은 첫 번째 송신 안테나를 통해 송신된 PN 

부호열을, 는 두 번째 송신 안테나를 통해 송신된

PN 부호열을, 는 반송파 주파수 오차를, 는 샘플링 시

간을, 는 알 수 없는 불규칙적인 위상 오차를, 는 첫

번째 수신 안테나에서의 백색잡음, 는 PN 부호열의 길

이, 는 송신된 각각의 PN 부호열들이 합쳐져 이

루는 복소 벡터를 나타낸다.
송신되는 각각의 PN 부호열은 동일한 PN 부호열 간의 교

차 상관 (Cross-Correlation)시   의 값을, 그리고 순환

이동 (Circular Shifting)된 PN 부호열간의 교차 상관 시–1
의 값을 가지는 M-Sequence[11]이며, 식(2)과같이 쓸수 있다.

  
  

 

mod  

 
  
  ≠

  

(2)

  

이 때, 은 생성 다항식의 차수를, mod
 

는     
주기의 순환 이동을 나타내며 M-Sequence의 1주기 심벌

수는   이다
[11]. BPSK로 변조된 PN 부호열들은

MIMO 채널 추정을 위하여 송신 안테나 별로 각기 다른

종류 (서로간의 상관성이 없는) PN 부호열을 이용하여 전

송하며
[8][9], PN 부호열들 간의 교차상관 특성은 식(2)와 같

이 동일한 PN 부호열일 경우 최대 상관 값을, 순환 이동되

거나 서로 다른 종류일 경우 –1의 값을 가진다. 

2. 동위상을 가지는 전송 PN 부호열들간의 상쇄로
인한 문제점 및 주파수 오차 추정 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림 2과 같이 각각의 PN 부호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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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위상을 가지는 전송 PN 부호열들을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Fig. 3. Carrier frequency offset estimation with transmitted PN sequences which have sam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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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일한 위상으로 전송할 때, 이상적인 채널 환경에서의

수신한 k번째 PN 부호열 는 식 (3)과 같다.

식 (3-1)과 (3-2)처럼 과 이 같은 위상을

가지는 경우 수신 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반면, 

식(3-3)과 같이 두 PN 부호열의 위상 차이가 인 경우 수

신되는 의 값이 ‘0’이 되는 두 PN 부호열 간의

상쇄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이상적인

채널 상황에서 수신한  에 수신기에서 자체 생성한

와의 공액곱셈 연산을 통해 변조 심벌을 제거하면

식(4)와 같다.
훈련열을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기법은 연속한 PN 부

호열의 위상 차이를 통해 주파수 오차를 추정하며[5]-[7], 연
속적인  와 한 심벌 지연된   의 위상 차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식 (5)를 통해 식(4-1)와 같은 경우가 연속적으로 존재하

는 경우에만 (또는 식(3-1) 및 식(3-2)가 연속적으로 존재하

는 경우에만), 주파수 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a)과 같이 식(4-1)의 경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식(5)에서처럼 주파수 오차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림 3(b)-(c)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 연속된 위상차를 이

용하여 주파수 오차를 추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연속적인

모든 PN 부호열을s 주파수 오차 추정에 이용할 수 없으므

로, DA-ML 알고리듬 계열의 주파수 오차 추정 기법의 장

점인 다수의 자기상관기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추정되는

주파수 오차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식(3-1)과 (3-2)의 경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

는 경우에 한해 주파수 오차를 추정하면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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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된 위상 회전을 이용한 PN 부호열 전송 기법
Fig. 4. Proposed PN sequences transmission technique using phase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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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ar g는 arg   가 구해진 횟수를 뜻

한다. 

Ⅲ. 제안하는 MIMO 시스템 기반의 PN 
부호열을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기법

1. 위상 회전을 이용한 PN 부호열 전송 기법 및 L&R 
알고리듬을 이용한 반송파 주파수 오차 추정 방법

본 절에서는 동일한 위상으로 PN 부호열들을 전송할 때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PN 부호열들의 위상

을 회전시켜 전송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다음과 같다. 송신 & 수신 안테나가 각각 2개인 2x2 MIMO 
시스템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와 가 서로 직

각 위상()을 가지도록 의 위상을 회전시켜 전송

한다. 이 때, 이상적인 채널 환경에서 수신되는 

는 식(6)과 같다.
제안한 기법과 같이 PN 부호열을 회전시켜 전송할 경

우, 그림 5(a)와 같이 모든 경우에 대해 를 이용

하여 주파수 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연속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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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된 위상 회전 기법이 적용된 전송 PN 부호열을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Fig. 5. Frequency offset estimation with PN seuqneces employing proposed phase rotation technique

arg   arg 
′  ′

 arg ″ 
 ″′

(9)

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림 5(b)와 같이 연속된

2개의 지연 심벌간의 주파수 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처럼 기

존 ML 계열의 알고리듬과 같이 다수의 자기상관기를 이용

하여 정확하게 주파수 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수신한 와 수신기에서 자체 생성한

의 공액곱셈 연산을 통해 변조 심벌을 제거하며 다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8)

이 때, ′ 
 를 뜻한다. 

변조 심벌을 제거한 뒤,  와 
  의 곱셈

연산을 취하고 위상을 구하면 다음 식(9)과 같다.

이 때 ,″ 
 

′
  

′  
′′를, ″′  arg″ 를 뜻한다.

식(9)를 통해, ″′와 같은 잡음 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속한 두 개의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잡음에 의한 영향을 줄

이기 위해, L&R 알고리듬은 다수의 자기상관기를 이용한

ML 기법을 적용하여 주파수 오차를 추정한다.  의 자

기상관 함수인 은 식(10)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수의 자기상관기를 이용하여 주파수 오차를

식(11)과 같이 구할 수 있다[5].

 

 


 


  (10)

 

 arg


  

 





 (11)

이 때,   는 PN 시퀀스의 심벌 수를, 그리고   은

자기상관기의 개수를 뜻한다. 자기상관기의 개수가 증가할

수록 추정 주파수 오차의 정확도는 높아지나 오차 추정범

위가 줄어드는 상충관계가 있다
[5].

그림 6은 제안된 전송 주파수 오차 추정 기법을 적용하였

을 때의 정규화 주파수 오차 추정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
때, L&R 오차 추정기의 자기상관기 개수 은 8로 하였

다. 이 경우 L&R 기법의 특성에따라 다수의 자기상관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추정 주파수 오차의 정확도는 높아지나

오차 추정범위는 줄어들어, -0.11~+0.11 사이의 정규화 주

파수 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상파 방송

시스템에서의 최대 주파수 오차가 약 심벌율 대비 1%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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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채널 정보를 이용한 주파수 오차 복구부 구조
Fig. 7. Carrier frequency offset recovery scheme using channel state information

을감안할 시 충분한 추정범위이며
[13], 위성 방송 시스템과

같이큰주파수 오차를 추정해야할 경우 자기상관기의 개

수를 줄이거나 또는 모든범위의 주파수 오차가 추정 가능

한 M&M 기법
[7]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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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된 추정 기법을 통한 정규화 주파수 오차 추정 범위
Fig. 6. Frequency offset estimation range of proposed method

2. 채널 정보를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구조

시변 Rayleigh 채널에서 첫 번째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

신한 i 번째 PN 부호열  는 식(11)과 같다.

 
 



  
 

(11)

이 때, 은 첫 번째 송신 안테나로부터 첫 번째 수신

안테나까지의 채널 임펄스응답을,  는 두 번째 송신 안

테나로부터 첫 번째 수신 안테나까지의 채널 임펄스 응답

(Channel Impulse Response)을 나타낸다. Rayleigh 채널에

서 과 는 시간에따라 변화하며, 그 변화율은 수신기

의 속도에 따른 도플러 주파수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제안하는 PN 부호열 전송 기법은 서로 다른 송신 안테나

를 통해 전송되는 PN 부호열들 간의 상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PN 부호열을 회전시켜 전송하는데, Rayleigh 채널에

서 변화하는 과 의 위상 차이가 일 경우 AWGN 

환경과달리 상쇄 현상이 다시 발생하게 되어 추정 주파수

오차의 정확도가낮아지게 된다. 즉,  과 의 절대 위

상 차이가 에 가까워질수록 추정되는 주파수 오차의 정

확도는 낮아지고, 작아질수록 추정 주파수 오차의 정확도

는 높아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채널 정보

를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구조는 본 논문에 제안된 주파수 오차 추정 방법

을 이용한 Feed-Back 방식의 거친 반송파 주파수 오차 복

구부와 Feed-Forward 방식의 미세 주파수 복구부 및 채널

간 위상 추정부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를 위한 미세 주파

수 오차 추정 알고리듬으로는 논문 [12]에서 연구된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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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될 수 있다. 제안된 구조에서 미세 주파수 오차 복구부

는 그림 1에 나타난바와 같이매프레임 내의 PN 부호열에

대해서 미세 주파수 오차를 추정하여 반영하나, 거친 주파

수 오차 복구부는 매프레임마다 거친주파수 오차를 추정

한 뒤 채널간 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주파수 오차를 반영한

다. 채널간 위상 추정부는 주파수 복구부 이후의 PN 부호

열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하고 과 의 절대 위상

차이가 보다작은 경우에 한하여 추정된 주파수 오차를

PLL (Phase Locked Loop)에 반영하도록 한다.
하지만 일정한 주파수 오차의 복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널을 추정하여 채널 정보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단점을

가지며, 이는 일정한 주파수 오차의 복구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채널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

다. 그림 8은 거친 주파수 복구부의 PLL을 나타낸 그림으

로, PLL 출력의 분산이    이상인 약 10,000 프레임 이

전 (실선) 까지는 채널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PLL에 반영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채널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준까

지 PLL이 수렴하며 이를 통해 매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

정한 수준까지 거친 주파수 오차가 복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뒷단의 미세 주파수 복구부를 통해서도 잔류 주파수

오차가 복구가 되므로, PLL이 수렴하고난뒤에 (약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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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채널 정보를 이용한 거친 주파수 복구부 PLL 출력
Fig. 8. PLL output of coarse frequency recovery when channel state in-
formation is use

프레임 이후)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PLL에 대한 거친주파

수 오차 반영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주파수오차추정구조를이용할경우, 기존의방법에

서 동위상으로 PN 부호열을 전송할 때 생기는 상쇄 현상으로

인한문제점을해결할수도있다. PN 부호열들간의상쇄현상

이발생하지않는경우, 즉 과 의절대위상차이가  

이상인 경우에만 다수의 자기 상관기를 이용하여 추정된 주파

수오차를반영하도록하는것이다. 하지만제안된 PN 위상회

전 전송 기법 및 주파수 복구부의 경우 모든 채널 상황

(AWGN 환경 및시변 Rayleigh 채널)에 적용이 가능한 반면, 
제안된 주파수 오차 추정 구조를 이용하더라도 기존의 방법으

로는 AWGN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를 피할 수 없다.

Ⅳ.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

제안된 PN 부호열 전송 기법과 L&R 알고리듬을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기법을 적용하여, AWGN 환경 및

Rayleigh 채널에서의 MSE 성능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서 측정하였다. 이상적인 심벌 타이밍 복구 및 프레임검출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모의실험 환경은 표<1>과 같다. 심
벌율 및 중심 주파수 (UHF 15번)는 현 DTV 방송 환경에서

사용하는 파라메터를 이용하였고, 반송파 주파수 오차는

심벌율 대비 1%로 설정하였다
[13]. 또한 일반적인 방송 환경

에서와 같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

각각의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사이의 송신 신호 지연

시간이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10].

심벌율  10.76 MHz

중심 주파수  476 MHz

PN 부호열 길이 201 심벌

데이터 프레임 길이 1024 심벌

반송파 주파수 오차  심벌 주파수 대비 1%

최대 도플러 주파수
17.64 Hz(40Km/h), 35.28Hz(80Km/h), 

52.93Hz(120Km/h), 

자기상관기 개수 8

표 1. 컴퓨터 모의실험 환경
Table 1. Computer simulatio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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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AWGN 환경에서의 MSE 성능
     Fig. 9. MSE performances over AW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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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40Km/h Rayleigh 채널에서의 MSE 성능
       Fig. 10. MSE performances over Rayleigh channel when receiver’s velocity is 40Km/h

그림 9는 AWGN 환경에서의 MSE 성능을 나타낸 그림

으로써, 동위상으로 PN 부호열을 전송하여 주파수 오차를

추정할 때의 MSE 성능보다 제안된 주파수 오차 추정 기법

을 적용하였을 때의 높은 MSE 성능을 보였다. 또한

AWGN 환경에서는 SISO 시스템에서의 MSE 성능과

MIMO 시스템에서의 제안된 기법에 의한 동일한 MSE 성
능을 보인다.
그림 10~12는 각각 수신기의 속도가 40Km/h, 8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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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80Km/h Rayleigh 채널에서의 MSE 성능
      Fig. 11. MSE performances over Rayleigh channel when receiver’s velocity is 8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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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120Km/h Rayleigh 채널에서의 MSE 성능
       Fig. 12. MSE performances over Rayleigh channel when receiver’s velocity is 120Km/h

 120Km/h인 시변 Rayleigh 채널에서의 MSE 성능을 나타

낸 그림이며, 채널 정보는 완벽히 추정되었다고 가정하였

다. AWGN 환경과는 다르게 SNR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방

법을 이용한 MSE 성능이 제안하는 방법에 비해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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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주파수 오차 중 일부가 과 의 위상 차이가 에

가까울때 추정되어 정확도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비해 채널 정보를 이용하는 제안하는 구조를 적용하

였을 때의 MSE 성능은 기존의 방법 및 SISO 시스템에서의

MSE 성능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주파수 오차의

추정이짧게는 바로 연접한, 그리고 길게는 7 심벌 지연된

PN 부호열 간의 위상 차이를 통해 추정하는데, 이에 비해

도플러 주파수의 증가에 의해 채널이 변화하는 속도에 비

해 추정되는 PN 부호열 간의 채널 변화가크지 않아 그 성

능에 있어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 반송파 MIMO 시스템 기반의 PN 부
호열 위상 회전 전송 기법과 채널 정보를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PN 부호열 전송 기

법은 전송되는 PN 부호열들 간의 위상을달리하여 수신되

는 PN 부호열 간의 상쇄 현상을 방지하며, 이를 통해 모든

PN 부호열을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DA-ML 계열의 알고리듬인 L&R 기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기상관기를 통해 주파수 오차를 추정하였다. 또
한 위상을달리하여 전송된 PN 부호열들이 전송 채널에 의

해 위상이 변화하여 상쇄 현상이 다시금 발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채널 정보를 이용한 주파수 오차 추정 구조

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구조는 주파수 오차 복구부 이후

의 추정된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채널간의 절대 위상차이

가 PN 부호열 간의 상쇄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추정

된 주파수 오차를 이용하도록 구성되었다. 제안된 PN 부호

열 전송 기법 및 주파수 오차 추정 기법을 적용한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AWGN 환경에서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높은 MSE 성능을 보이며, SISO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MSE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변 Rayleigh 채널

에서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주파수 오차 추정 구조를 이용

할 경우, 기존의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SISO 
시스템에 비해서도 높은 MSE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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