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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duce the feedback overhead of predicted CSI 

(channel status information) of adaptive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we use 

partial data of CSI and employ linear interpolation. 

Simulation results show estimated CSI and its MSE.

I. 서론 

  적응 전송 OFDM 시스템은 채널 상태에 따라 각 부

반송파 혹은 부대역의 변조방법 및 부호화 율을 조절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신측의 채널정보 피드백이 요

구된다. 그런데, 수신측이 채널정보 피드백 과정에는 

전송지연, 송˙수신측의 처리 지연과 같은 지연현상이 

발생하므로 수신측이 채널정보를 송신측에 보냈다 하

더라도 전송과정중의 지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 저하

가 발생한다[1].

  이와 같은 성능 하는 수신측에서 MMSE 

(minimum mean square error) 혹은 LS (least 

squares) [2] 채   측기를 사용하여 지연을 감안한 

채 정보를 생성하여 송신측에 보내 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채  정보를 보내는 과정에서 모든 부반

송 에 한 채 정보를 보내게 되면 피드백 오버헤드

에 의한 역폭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채  정보 피드백 오버헤드를 이

고 채 정보 피드백 지연에 의한 성능 하를 방지하기

해 채  측 필터를 이용하여 지연을 고려한 채

정보를 생성하고 일부의 채  정보를 선형 보간하여 

체 부반송 에 해당하는 채 정보를 추정한다. 한 

선형 보간에 사용된 채 정보의 수에 따른 MSE를 도

출한다.

II. 채  측  추정 시스템

2.1 채  측필터

  피드백 지연을 고려한 측 채  정보는 다음과 같

은 식에 의해 생성된다.

            
 



 ∙                (1)

   식에서 L, wj, an, p는 각각 측 스텝 크기, 측 

필터 계수, 채  계수, 채  측 간격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필터 계수 wj는 LS 방법[1]을 이용하여 생

성한다.

2.2 채  추정

  체 부반송 에 한 채  추정은 피드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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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된 채 정보의 부반송  간격에 따른 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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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형 보간 간격에 따른 채  추정치

버헤드를 이기 해 일부의 채 측정보의 선

형 보간[3] 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채  측 정

보의 구조는 Comb-형 구조[4]를 따른다. 다음 식

은 측된 채  정보의 선형 보간을 나타낸다.

    

   
∙  

   ≤ ≤  

   (2)

  여기서, pi, pi+1, n은 각각 선형 보간을 해 

사용될 채  정보의 치  보간 될 채  정보

의 치를 나타낸다. 

Ⅲ. 모의실험 결과  분석

  모의 실험에 사용된 OFDM 시스템 환경은 

심주 수가 5GHz, 역폭은 20MHz이며 부반송

는 2048개, 채  측기의 탭은 35, 표본의 수

는 400이며 이때 측 채 값의 MSE는 약 10-7

이며 사용된 채 은 Vehicular A[5] 60km/h이다.

  그림 1, 2는 각각 선형 보간 간격에 따른 채  

추정치와 측된 채 정보의 부반송  간격, 즉 

선형 보간에 사용된 채 정보의 수에 따른 MSE

를 나타낸다. 선형 보간 간격이 짧을수록 이상

인 채 값에 가까워지며 작은 MSE값을 가진다. 

그림 1에서 간격이 10일 때 MSE가 약 10-2이다.

그림 2에서 채  정보의 간격이 50일 때 약 10
-1

의 MSE를 갖으며 간격이 200이상일 때는 1에 

가까운 MSE를 갖는다.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채  정보 피드백 지연을 고려한 채

 측기를 가진 응 송 OFDM 시스템의 피드백 

오버헤드를 이기 해 선형 보간을 이용한 채  추

정방법을 제안하 으며 선형 보간 간격에 따른 MSE

를 도출하 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MSE는 응용분야에 따라 선형 

보간에 사용할 채 정보의 수를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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