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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빠른 페이딩 환경에서의 OFDM 시스템 채

널 추정 기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기존의 OFDM 채널 

추정 기법은 준 정적인 채널 환경을 가정하여 전개되었

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채널 추

정 기법은 OFDM 블록내에서 채널이 변하는 빠른 페이

딩 환경에서 심각한 에러 플로어를 겪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FDM 블록내에서도 채널이 변한다는 

가정하에 시간과 주파수 두개의 차원에서의 상관성를 

이용하여 ICI 를 제거하여 반복적으로 채널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I. 서론 
 

4 세대 이동통신은 대용량의 고속 데이터를 안정적적

으로 전송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이동 통신 채널 환경

은 이러한 고속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속 통신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채널의 특성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며 이러한 채널

을 통해 고속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심볼간 간섭 

                                                           
 

(ISI) 을 유발한다. OFDM 시스템은 고속의 직렬 데이터

를 저속의 병렬 부 반송파로 전송함으로써 이러한 적대

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송, 수신기를 IFFT 

/FFT 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인해 OFDM 시스템은 디지털 오디오 

방송 (DAB), 디지털 비디오 방송 (DVB), 그리고 IEEE 

802.11a 의 표준으로 채택되는 등, 고속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의 OFDM 시스템 채널 추정 기법은 준 정적

인 채널 환경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그

러나 실제 시스템은 사용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므로 빠

른 페이딩 환경에서 동작한다. 이러한 채널 환경에서는 

각 OFDM 블록내에서도 채널이 변하게 되고, 준 정적 

채널 환경을 가정한 채널 추정기법들은 부반송파간 간

섭 (ICI) 으로 인해 심각한 에러 플로어를 겪게된다.  

이번 논문에서는 빠른 페이딩 환경을 가정하고 시간

과 주파수의 2 차원 상관성을 이용하여 OFDM 블록내에

서의 채널 변화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II. 시스템 모델과 채널 모델 
 

2.1 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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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단에서는 QPSK 변조된 데이터를 저속의 병렬 부

반송파로 전송하기 위하여 IFFT 를 사용한다. 부반송파

의 개수가 N 일 경우 송신된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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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n 은 OFDM sample index 이고 k 는 부반송파 

index 이다. 수신단은 수신신호를 FFT 하여 OFDM 복조

한 후 채널 값을 추정하고 추정된 채널 값을 기반으로 

ICI 를 계산하여 이를 제거하여 채널 값을 재 계산한 후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2.2 채널 모델 
 

제안하는 시스템은 wide sense stationary uncorrelated 

scattering (WSSUS) 채널 모델을 가정하고 전개하였다. 

WSSUS 채널은 multipath intensity profile 과 scattering 

function 에 의해 결정된다. 본 논문은 multipath intensity 

profile 로는 uniform power delay profile 을 사용하고 

scattering function 으로는 Jake’s model 을 사용하였다.  

 

III. 반복 채널 추정 기법  
 

3.1 초기 채널 추정 
 
  FFT 이후 수신된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k k k k kY d H wα= + +              (2) 
 

여기서 k 는 부반송파 index, kα 는 ICI term, 그리고 kw  

는 AWGN 을 의미한다.  ICI term 은 Doppler frequency 로 

인해 인접 부반송파에 생기는 간섭을 나타내며 부반송

파의 수가 증가할수록 central limit theorem 에 의해 

Gaussian 분포를 보이므로 AWGN 의 일부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pilot 의 위치에서 

LS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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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DM 블록 내에서의 채널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서는 각 sample 당 모든 부 반송파의 채널 값을 구해야 

한다. 이 경우 구해야할 식의 수 보다 미지수의 수가 

더 많게 되므로 모든 부 반송파를 pilot 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OFDM block 내 채널 변화를 추정할 수 없게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에서 얻은 LS 추정된 채널 값 

kH  을 첫번째 sample 에 해당하는 값 (1)kH  으로 가정

하고 이 값에 기반하여 MMSE 추정을 다음과 같이 전

개한다.  

 

1(1) ( 1/ ) (1)k kHH HHH R R SNR H−= +          (3) 

 

위 식에서 채널은 uniform power delay profile 로 가정하

였으므로 { }H
HHR E HH=  matrix 의 ( , )m n 번째 element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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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sample 의 pilot 에서의 채널 값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second-order polynomial interpolation 

method 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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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sample 에 대한 전체 부 반송파의 채널 값을 구

할 수 있게된다.  

이후의 sample 에 대한 채널 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위

에서 얻은 값을 시간 영역으로 역퓨리에 변환하면 채널

의 값은 전체 OFDM symbol time 의 1/8 정도에 해당하

는 cyclic prefix 안에서 대부분의 power 를 갖으므로 주

파수 영역에서의 상관성과 시간영역에서의 상관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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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외에도 complexity 의 감소 이

득을 얻을 수 있다. 전체 delay path 의 수가 L 일 경우 

IFFT 로 얻어지는 채널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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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sample 에서의 채널 값을 구하기 위하여 각 

path 별로 OFDM 의 첫번째 sample 에서 얻어진 값들을 

time domain correlation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interpolation 한다.   

 

1( , ) (1, )
h

h n l R R l−= hhh
h            (6) 

 

여기서 (1, )lh 는 각 OFDM 블록에 대해 l 번째 path 의

첫번째 sample 값들의 vector 

1 2 3[ (1, ) (1, ) (1, ) (1, ) ]T
stOFDM ndOFDM rdOFDM lastOFDMh l h l h l h l 이고, 

Jake’s model 을 사용하므로 interpolation 에 사용된 

OFDM block 의 수를 P 라고 하면 각 cross-correlation 과 

auto-correlation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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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복 채널 추정 
 

초기 채널 추정은 ICI 를 AWGN 의 일부로 가정하고 

전개되었다. 성능 향상을 위해 위에서 얻은 채널 값을 

이용하여 ICI term 을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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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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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을 초기 채널 추정의 LS 채널 추정 값으로 넣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향상된 성능의 채널 값을 얻는다.  

 

IV. 시뮬레이션 결과   
 

4.1 Simulation parameter  
- fdT=0.01, 0.1 

- QPSK 

- Comb-type pilot 

- N=128 

- L=4 

 
4.2 simulation results 

 

(a) 

(b) 
 

Fig. 1. BER comparisons. Annotation: RBFN—Radial Basis 

Function Networks[2]. (a) 0.01fdT =  (b) 0.1f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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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relative 

fading 채널 환경을 위해 제안된 RBFN 기법을 시뮬레

이션하여 Fig. 1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RBFN 은 채널

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adaptive filter 에 의존

하여 채널을 추정하는 기법으로 정확한 채널의 특성을 

사용하는 제안된 기법에 비하여 성능저하가 존재한다. 

또한 RBFN 은 OFDM block 내에서 채널이 변하지 않

는다는 가정하에 전개하므로 fdT 가 0.1 이상의 환경에

서는 심각한 에러 플로어를 겪게된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된 기법은 빠른 페이딩 

환경에서 RBFN 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전체 부 

반송파에 존재하는 ICI 의 제거가 아닌 파일롯의 위치

에 존재하는 ICI 만의 제거이므로 fdT=0.1 에서는 

fdT=0.01 에 비하여 성능저하가 존재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fast fading 채널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채널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OFDM 블록 내에서 채널이 변한다는 가정하에 시간과 

주파수영역 상관성 모두를 활용하여 성능향상을 높이면

서도 적절하게 FFT/IFFT 를 이용하여 계산상의 

complexity 를 줄일 수 있다. 또한 ICI 값을 계산하여 채

널을 반복 추정함으로써 ICI 로 인한 플로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adaptive filter 를 사용하는 RBFN 기법에 비

하여 높은 성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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