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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무선 스피커 시스템을 위한 MB-OFDM UWB 모뎀 설계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MB-
OFDM UWB 기술은 근거리에서 고속의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기존 기술

의 전송거리를 개선을 통하여 실내에서 사용되는 무선 스피커에 적용할 수 있는 무선 스피커 시스

템을 위한 MB-OFDM UWB 기술을 제안한다. 본 제안기술에는 기존 규격에는 없었던 리드 솔로몬 
기술을 적용하여 수신감도를 개선하여 최고 2dB 의 SNR 이득을 얻게 되어 기존대비 최고 26%의 전
송거리 증대를 이루었다. 

 

1. 서론 

최근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무선 스피커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10 채널을 넘
어서 수십 개의 스피커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이 본
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무선 통신 기술중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술은 전송속도나 주파수 간섭

의 문제로 인해서 리얼 사운드를 지원하는 무선 스피

커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MB-
OFDM UWB 기술을 활용한 무선 스피커 시스템을 위
한 오디오 신호 전송방법을 제안한다. 

 
2. 본론 

 
그림 1은 제안된 MB-OFDM UWB 송신기 구조를 

보여준다. MAC단에서 넘어온 소스 데이터는 스크램

블러를 거쳐 컨볼루션 인코더를 통과하고, 인터리빙

을 거쳐서 QPSK 매퍼를 통과한다. 128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IFFT)를 거쳐서 변조된 신호는 
528MHz DAC로 샘플링된 후 radio frequency (RF) 회로

를 거쳐서 전송된다. 헤더데이터는 수신 에러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리드솔로몬 코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데, 수신기를 설계할 때에는 하드웨어의 복잡

도 및 설계된 칩의 용도에 따라서 리드 솔로몬 디코

딩 기능의 탑재 여부를 선택할 수 도 있다.  
제안된 구조는 일반 데이터에도 리드솔로몬코딩을 

적용한 방식인데, 실제로는 물리 계층은 기존 시스템

과 같으며 펌웨어의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리드솔로

몬 코딩하여 기존 하드웨어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거나 칩 리비전의 
상황이 생기면 리드솔로몬 코더/디코더를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다. 제안한 방식은 기존에 스펙에서 정
한 (255, 249) 코드를 사용했으며, 실제 구현은 헤더에

는 shortening 코드인 (23, 17) 코드를 사용했고, 페이로

드에는 (255,249) 코드를 사용했다. 
 

 
(그림 1) 제안된 MB-OFDM UWB 송신기 구조 

 

(그림 2) 제안된 MB-OFDM UWB 수신기 구조 

그림 2 는 제안된 MB-OFDM UWB 수신기 구조를 
보여준다. 수신데이터는 Serial to Parallel (S/P) 블록을 
통과하여 Digital-Front-End (DFE)로 입력된다.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킷 검출 회로는 대략적인 
심볼의 위치를 찾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Auto Gain 
Control (AGC)을 수행한다. AGC 가 완료된 데이터는 
수신기가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키지 않고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후 심볼 동기회로와 
RF 단에서 발생한 캐리어 오프셋을 보상하는 회로가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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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동기회로는 프리앰블 데이터와 수신데이터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최고값을 찾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 회로는 병렬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매 
클럭마다 곱셈기 및 덧셈기를 동작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곰셈기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양한 채널 
환경에서 심볼동기 회로가 잘 동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심볼동기를 위한 데이터의 개수도 
최소화하였다.  

캐리어 오프셋 추정 및 보상 회로는 수신데이터의 
자기 상관치를 이용하여 오프셋을 추정한 다음 
arctan 회로를 이용하여 위상을 계산하여 S/P 블록 
뒤에서 바로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사용되는 복소곱셈기는 AGC 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동작시간의 차이에 의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보상후에 
남아 있는 캐리어 오프셋은 Frequency Equalizer (FEQ) 
뒤에서 다시 한번 잔류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 및 
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FFT 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Zero-suffix 구간을 
고려하여 overlap & add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때, 
DAC/ADC 의 샘플링 타이밍 오프셋 (+-20ppm) 을 
고려하여 정확한 심볼의 시작지점보다 몇 샘플 더 
앞을 심볼의 시작점으로 선택하여 FFT 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였고 시작지점은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3) Zero-suffix 구간의 Overlap & Add 개념도 
 

FEQ 는 FFT 를 통과한 데이터에서 채널 
왜곡부분을 보상하도록 1-tap 으로 구현되었다. MB-
OFDM UWB 는 주파수 호핑 방식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별 채널 왜곡을 각각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채널추정은 식(1)에 따라서 계산된다. 나눗셈은 
하드웨어 사이즈를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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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FDM UWB 에서는 특정 서브캐리어에 파일럿 

신호를 할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신단에서 파일럿 
신호의 위상 변화 정도를 측정하여 주파수 오프셋을 
계산하였다. 

 

 
(그림 4) 잔류 주파수 오프셋 보상 회로 
 

위의 그림은 잔여 캐리어 오프셋을 추정하고 
샘플링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여 이를 합산한 값을 
누적한 후 피드백시키는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특히 
샘플링 주파수 오프셋은 서브 캐리어 번호가 클수록 
번호에 비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서브캐리어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어서, 이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시스템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3. 결론 

 
 

본 알고리즘은 verilog 코드로 설계되어 알테라 

FPGA 에 다운로드하여 테스트중이다. 초록색 보드는 

PHY 블록과 RF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 파랑색 보드는 

ARM7 을 탑재한 MAC 보드이다. 에뮬레이션 테스트 결

과 기존의 MB-OFDM UWB 규격에 비하여 리드 솔로몬 

코딩의 효과에 의해서 약 2dB 의 SNR 이득을 얻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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