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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합성곱 신경망(CNN)에 기반한 프레임 동기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프레임 동기 기법은 프리앰

블과 수신 신호 사이의 상관을 통해 수신 신호와 프리앰블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는다. 제안하는 기법은 1차원 벡터로 

이루어진 상관기 출력 신호를 2차원 행렬로 재구성하며, 이 2차원 행렬을 합성곱 신경망에 입력하고 합성곱 신경망

은 프레임 도착 지점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가산 백색 가우스 잡음(AWGN) 환경에서 무작위로 도착하는 수신 신

호를 생성하여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이 학습 데이터로 합성곱 신경망을 학습시킨다.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기존

의 동기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의 프레임 동기 오류 확률을 다양한 신호 대 잡음 비(SNR)에서 비교한다. 모의실험 결

과는 제안하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프레임 동기 기법이 기존 기법 대비 약 2dB 우수함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frame synchronization technique based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The 
conventional frame synchronizers usually find the matching instance through correlation between the received signal and 
the preamble. The proposed method converts the 1-dimensional correlator ouput into a 2-dimensional matrix. The 
2-dimensional matrix is input to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nd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inds the frame 
arrival time. Specifically, i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 environments, the received signals are generated with 
random arrival times and they are used for training data of the CNN. Through computer simulation, the false detection 
probabilities in various signal-to-noise ratios are investigated and compared between the proposed CNN-based technique 
and the conventional on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roposed technique shows 2dB better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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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분할 다중접속 또는 동기식 반송파 감지 다중접속

방식과 같은 동기화된 통신 시스템은 다중접속으로 인

한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이동통신이나 사물인터넷 

통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기식 시스템

에서는 송수신기 사이에 약속된 시간에 전송이 이루어

지므로 전송 프레임의 도착시간은 수신기도 미리 알고 

있다. 하지만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클럭 오차나 송수

신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전파지연으로 인해 프레임 도

착시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신기에서 정확한 프

레임 도착 시점을 찾기 위한 프레임 동기는 데이터 수신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기존의 프레임 동기 

기법은 주로 송신 프리앰블(또는 파일럿)과 수신 신호 

사이의 상관을 통해 수신신호에서 프리앰블이 일치하

는 지점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상관기의 출력의 크기가 

특정한 문턱 값을 넘으면 프레임 도착 지점으로 판단한

다 [1-5]. 이때 최적의 문턱 값은 신호 대 잡음 비(SNR : 
Signal to Noise Ratio)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이로 인해 

프레임 동기 이전에 수신 신호의 SNR을 먼저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6]. 또 다른 방법으로 동기화된 통

신 시스템에서는 프레임 도착 시간의 편차가 정해진 시

간 윈도우 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관기 출력

의 크기를 일정 시간 윈도우 내에서만 관찰하여 최대값

이 발생하는 위치를 프레임 도착 지점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이 방법은 SNR 추정이 필요 없으므로 간단히 구현

할 수 있다. 이때 관찰 시간의 윈도우 크기는 발생 가능

한 시간 편차의 최대 크기로 결정해야 하므로 송수신기 

클럭 오차가 크고 통신반경이 커질수록 윈도우 크기도 

커진다. 
본 논문에서는 동기화된 통신 시스템에서 합성곱 신

경망(CNN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새로운 프레임 동기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7]을 보완, 확장하여 제안된다. CNN은 심층 학습 방법

의 하나로써 손 글씨 숫자를 인식하는데 사용한 

LeNet-5가 소개되면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최근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8-13]. 제안하는 프

레임 동기 기법은 일정 시간 윈도우만큼의 상관기 출력

신호의 크기(1차원 벡터)를 2차원 행렬로 변환하여 

CNN에 입력하며 CNN은 프레임의 도착 시점을 추정하

도록 학습된다. 2차원 행렬 데이터는 흑백 이미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CNN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제안

하는 기법은 상관기의 출력 이외에 SNR 등 어떠한 다른 

정보도 필요치 않으므로 비교적 적용이 간단하다. 제안

하는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프레임 동기 기법과 제안하

는 기법의 프레임 동기 오류 확률을 가산 백색 가우스 

잡음(AWGN :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환경에

서 모의실험으로 비교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제안하는 

프레임 동기 기법의 성능이 기존의 기법보다 약 2 dB 이
상 우수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시스템 모

델과 기존 프레임 동기 기법에 대해 기술하고 3절에서

는 제안하는 CNN 기반 프레임 동기 기법을 설명한다. 4
절에서는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과 기

존 기법의 프레임 동기 오류 확률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Fig. 1 Block diagram of overall system

Ⅱ.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통신시스템은 송수신기가 정

해진 시간에 통신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시분할 다중접

속 시스템이나 동기식 반송파 감지 다중접속 시스템이

다. 이 경우 송신기는 정해진 시간에 데이터 프레임 전

송을 시작하지만, 송수신기의 클럭 오차나 거리에 따른 

전파지연으로 인해 프레임 도착시간에는 편차가 존재

할 수 있다. 도착시간 편차는 사용하는 클럭의 오차와 

통신거리에 따라 최대 값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시간 편차가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프레임 도착시점 역시 일정 시간 윈도우 내에 반드시 존

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전송 프레임의 맨 앞부분은 

프레임 동기화에 필요한   비트가 이진 위상 편이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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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전송된다고 가정하며 이 신호를 프리앰블이라 부

르며, 은 프리앰블의 길이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이진 위상 편이 변조를 가정하고 있지만 임의의 

다른 변조 방식의 프리앰블도 무방하다. 그림 1은 송수

신기 전체 블록도를 보인다. 수신 신호는 송신 심볼 속

도 대비 배 과표본 되었다고 가정하며, 이때 수신신호 

는 다음과 같다.

  
 ∞

∞

     (1)

  
 

 (2)

수식 (1)에서  는 송신 심볼 (프리앰블은 이진 위

상 편이 변조된 신호), 는 파형 성형 필터의 임펄스 

응답, 은 정규분포를 갖는 잡음이며, 는 도착시

간 편차, 는 전송심볼 주기를 나타낸다. 수신기에서는 

프레임 동기를 위해 프리앰블 도착시간 편차, 즉 를 

검출하기 위해 송신기에서 전송한 프리앰블과 수식 (2)
의 배 과표본된 수신 신호 사이의 교차 상관 관

계를 이용한다. 이 상관기의 구조는 그림 2와 같으며, 다
음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Fig. 2 Structure of correlator

수식 3에서 는 상관기의 출력 그리고 
는 송신 심

볼의 켤레 복소수를 의미하며, 프리앰블의 길이가   이
므로 송신 프레임의 첫   심볼은 프리앰블이다. 샘플링 

주파수가 이므로 실제 이산 수신신호 에서 

찾아야 하는 시간 편차는  ⌈
 ⌉이며 ⌈⌉

는 반올림을 나타낸다. 그림 3은 수신 신호가 송신 심볼 

속도 대비 4배 과표본 되었고 잡음이 없을 때에 이상적

인 상관기 출력의 예를 보여준다. 상관기의 출력이 최대

가 되는   을 프레임의 도착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다. 

Fig. 3 Ideal correlator output without noise

기존의 프레임 동기 기법은 SNR을 추정하여 문턱 값

을 설정하고 상관기의 출력이 이 문턱 값을 넘는 지점을 

프레임 도착시점 추정값 으로 결정한다. 프레임 도착

시점이 항상 일정 시간 윈도우 내에 존재하는 동기 시스

템의 경우에는 윈도우 내에 상관기 출력의 최댓값을 찾

을 수 있다. 이 경우 SNR 추정 없이도 프레임 동기를 수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관기 출력의 최댓값에 기반

한 프레임 동기 기법을 기존의 방법이라 부르며 윈도우 

사이즈를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rg max for∈   (4)

Ⅲ. 제안하는 CNN 기법

제안하는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프레임 도착 시점이 

존재하는 윈도우의 크기를  =10,000이라고 가정한다. 
실제로 이 값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제안

하는 기법은 윈도우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단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윈도우 크기를 10,000이라

고 가정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CNN의 입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변환 방법을 보인다. 상관기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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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길이가 10,000인 1차원 벡터이며, 가장 먼저 수행하

는 과정은 최댓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정규화 과정이다. 
정규화는 상관기 출력의 최댓값을 찾고 이 값으로 전체 

상관기 출력값을 나누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
의 위쪽 그림은 정규화가 이루어진 신호의 예를 보인다. 
이후 정규화 된 1x10000인 1차원 벡터를 100x100인 2
차원 행렬로 변환한다. 첫 100 샘플이 첫 번째 행이 되고 

그 다음 100 샘플이 두 번째 행이 되는 방식으로 2차원 

행렬로 변환한다. 
그림 4의 아래쪽 그림은 2차원 행렬로의 변환한 예를 

보인다. 이렇게 변환된 2차원 행렬은 흑백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림 4의 아래그림은 1을 흰색으로, 0을 

검정색으로 변환하고 그 사이의 값은 회색으로 변환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흰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상관기 출력의 최댓값이 발생한 부분이며 프레임 도착 

지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변환된 신호가 CNN에 입력되

며 CNN은 프레임 도착시점을 추정하도록 학습된다. 

Fig. 4 Description of data convers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NN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100x100 행렬을 입력으로 총 3개의 합성곱 층을 지나 

전체 연결층을 통과한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softmax)를 통해 길이 10,000의 벡터가 출력되며 

one-hot 인코딩을 통해 최종 결과를 출력한다. 최종 출

력에서 1의 위치가 프레임 도작 시점의 추정 값 를 나

타낸다. 3개의 합성곱 층의 필터 개수는 각각 64, 128, 
256개 이며 필터의 크기는 3개층 모두 3x3을 사용한다. 

CNN 최종 출력과 학습 데이터의 레이블을 비교하여 그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CNN 파라메터의 갱신이 이루어

진다. 손실함수는 교차 엔트로피로 정의한다. 

Ⅳ. 모의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NN 기법과 기존 프레임 동기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Python 환경에서 

TensorFlow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수행한다. 그림 5의 CNN 파라미터들을 찾기 위한 학

습 데이터는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생성한다. 프리앰

블의 길이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L=500, 1,000
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한다. 프리앰블 길이에 따라 그

림 4의 데이터 변환 구조나 그림 5의 CNN의 구조의 변

경은 없고 그림 2의 상관기 길이의 변화만 있다. 
학습데이터에서 SNR은 -30dB와 30dB 사이에서, 프

레임 도착 시점은 0부터 9,999 사이에서 무작위로 선택

하여 AWGN 환경에서 수신신호를 생성하며 이 신호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한다. 이 때 프레임 도착 시점은 0부
터 9,999 사이의 이산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인 값을 갖도록 생성하였으며 그림 1의 채널에서 이를 

고려하여 64배 과표본하여 시간 지연을 구현한다. 실제

로 프레임 도착시점은 연속시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신기 샘플링 주기의 배수가 아니며 실제 환경에 가까

운 수신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구현한다. 
생성된 학습데이터는 그림 4의 과정을 거쳐 2차원 데

이터가 되며 CNN 네트워크로 입력된다. 학습데이터는 

총 100,000 세트를 생성하였으며 각 학습 데이터의 레

이블은 1x10,000의 one-hot 벡터로 1의 위치는 실제 프

레임 도착지점 를 나타낸다. CNN 파라메터를 찾기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Adam(Adaptive moment 
gradient descent)을 사용하며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1, 학습데이터를 총 80회 재사용 하였다 (80 epochs).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는 SNR ∈ {-30dB, 
-28dB,……, 28dB, 30dB} 별로 각각 100,000 세트의 데

이터를 별도로 생성한다. 표 1은 제안하는 기법에서 

CNN의 네트워크 구조와 관련한 주요 파라미터들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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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f CNN

Conv.
Layer 1

Num. of filter 64

Filter size 3 x 3

Activation function ReLU

Pooling Max pooling
(size: 2 x 2)

Conv.
Layer 2

Num. of filter 128

Filter size 3 x 3

Activation function ReLU

Pooling Max pooling
(size: 2 x 2)

Conv.
Layer 3

Num. of filter 256

Filter size 3 x 3

Activation function ReLU

Pooling Max pooling
(size: 2 x 2)

Fully-
connected

Layer 
Output size 1 x 10,000

그림 6은 제안하는 CNN 기법과 기존 기법에 대해 프

레임 동기 검출 오류 확률을 비교한 성능 그래프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제안하는 CNN 기법은 기본의 방법보

다 약 2dB 성능 이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500과 L=1,000 사이의 성능을 비교하면 L이 

두 배 늘어나면 약 3dB 성능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CNN 프레임 동기 기법이 기존방

법에 비해 어떻게 성능이득이 발생하는지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제안기법은 제대로 프레임 동기를 수행

하지만 기존 기법은 잘못 수행한 경우를 관찰하여 비교, 

분석한다. 그림 7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관기 출력의 

한 예를 보이고 있다.
잡음이 없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상관기 출력은 과표

본의 영향으로 그림 3과 같이 프레임 도착 시점을 중심

으로 종 모양의 특성을 갖는다. 프레임 도착 시점이 연

속시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좌우대칭의 모양은 아니

지만 전체적으로 종 모양의 모습을 띈다. 기존의 프레임 

동기 기법은 이러한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기의 최

대 지점만을 검색하여 프레임 동기 지점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제안하는 CNN 방법은 추측컨대 이상적인 상관

기 출력의 모양을 고려하여 프레임 동기 지점을 검출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을 참조하면 제안하는 기법

이 찾은 프레임 도착 지점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지만, 기존 방법이 찾은 최댓값 근처에서는 

이와 같은 종 모양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다. 즉, 단순히 

최댓값만 찾는 것보다는 최댓값 주변의 모양을 고려하

Fig. 6 False detection probability for    and   

Fig. 5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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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찾는 것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결과를 그림 6의 성능 그래프가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Fig. 7 An example case when proposed method is 
correct but the conventional method finds wrong positi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NN에 기반하여 새로운 프레임 동기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프레임 동기 기법은 SNR 
추정이 필요 없고 상관기의 출력으로부터 곧바로 프레

임 동기 지점을 찾을 수 있어 적용이 간단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 

대비 약 2 dB의 성능 이득이 있었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프레임 동기 기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기법의 이득과 효용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등 널리 사용되는 다른 변조 방식의 프리

앰블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페이딩 채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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