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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량 간 통신을 한 직교 주 수 분할 다 화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기반 WAVE 

(Wireless Access for Vehicular Environment) 시스템의 물리계층 표 은 기존에 정지환경을 기반으로 표 화된 

IEEE802.11a 무선랜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의 물리계층 표 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동환경에 기반한 WAVE 시스템에서 단순한 등화방식을 용할 경우 빠른 페이딩의 향으로 인하여 임 기 

채 특성과 말기 채 특성의 변화가 래되어 시스템의 수신 성능이 하되게 되고, 특히 고차 변조방식에서는 더

욱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AVE 시스템의 64-직교진폭변조 (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과 같은 고차 변조에서 채  등화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에 해 연구하 다. 훈련 심볼을 이용하는 기존의 채  

추정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WAVE 채 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채 특성을 추 하기 해 일정한 주기 마다 미드엠

블을 삽입하는 송구조를 제안하 다. 한 미드엠블 사이의 심벌들의 채  변화는 다양한 보간법을 용한 등화 

알고리듬을 제안하 다.

ABSTRACT

A Wireless Access for Vehicular Environment (WAVE) system based on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is made 

for vehicle to vehicle wireless communications. The physical layer standard of the WAVE system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IEEE802.11a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Therefore, the performance of the WAVE system is degraded by continual channel variation in the 

WAVE multipath fading channels after starting initial channel estimation. In this paper, we research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equalization in 64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 transmission in WAVE environment. The proposed algorithms use the training 

sequence and the midamble sequence which is used for fast channel variation such as WAVE environments.  Additionally, various 

interpolation methods are also used for the channel tracki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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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EEE 802.11p를 기반으로 표 화가 진행되고 있는 

WAVE (Wireless Access for Vehicular Environment) 표

은 지능형 교통 체계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에서 노변장치와 차량 (V2I: Vehicle to Infra) 

는 차량 사이의 통신 (V2V: Vehicle to Vehicle)을 통하여 

공공의 안   개인 통신을 지원하는 ・단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이다 [1].

WAVE의 물리 계층은 직교 주 수 분할 다 화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기

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OFDM은 최근 차량 간 통신 

시스템 외에도 무선랜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그리고 기간 통신 시스템의 물리계층 기반 기

술로 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IEEE802.11a WLAN 기술 [3]도 역시 OFDM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정지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 

되었다. 즉 WLAN에서는 OFDM 채  추정을 해 긴 훈

련 심볼 (LTS: Long Training Sequence)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 탭 등화기로 채 을 추정하여 임이 끝날 때까

지 동일한 채  추정 값을 용하여 보상하게 된다. 즉 

WLAN에 기반한 WAVE 표 도 근본 으로 이동환경

에 기 하여 설계된 시스템이 아니므로 이후에 채 을 

추 하기 한 한 방법이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

다. 차량 간 통신에 한 체 인 형태  임 구조 

등은 참고문헌 [2][3][4]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차량 간 통신과 같은 매우 빠른 이동환경에서

는 에서 설명한 단순 채  추정 값만으로 WAVE 

임의 끝 부분까지를 보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OFDM 시스템은 채  추정 오차에 해 큰 민감성을 보

이고 있는데 [5], WAVE 시스템에서는 시속 120km까지

의 차량 속도에서도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 채

 추정 이후에 차량의 이동에 의한 채  변화 때문에 채

 추정 값의 오차가 생기고 이 오차는 WAVE 시스템의 

수신 성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참고문헌 [5]에서는 이동 환경에서 WLAN을 용하

기 해 미드엠블을 이용한 채  추정 방식을 제안하

다. 그러나 제안기술이 느린 시변 채 을 갖는 환경에 

한 채 추정으로 채 추정방식이 한정되어 있는 문제

가 있다. 빠른 시변 채 에 한 채  추  실험 결과가 

참고 문헌 [6]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는 일

럿 부 반송  만으로는 채 을 충분히 추 할 수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채  추정의 변화를 보상해 주기 한 

새로운 채  추정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해 우리는 기

존의 WAVE 임 형식에 일정한 주기마다 송수신기 

간 약속된 정보 신호인 미드엠블 (Midamble)을 삽입하

여 송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이 미드엠블은 LTS와 같

은 패턴을 이용한다. 제안된 알고리듬에서는 이 미드엠

블을 사용하고 지속 으로 채 을 추 하여 보상한다. 

특히 정확한 채  값 추 을 해 다양한 보간 알고리듬

을 이용한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알고리듬은 WAVE 페이

딩 채  환경에서 시스템의 수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WAVE 물

리 계층 표   WAVE 채  그리고 미드엠블에 해 설

명하고 있다. 제 III장에서는 LTS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미드엠블이 포함된 송 임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제 IV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채  추정  등화 알고

리듬을 제안하고 있다. 제 V장에서는 모의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듬의 성능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제 VI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있다.

Ⅱ. WAVE 시스템

제 II장에서는 먼  WAVE 물리계층 송 표 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WAVE 페이딩 

채 에 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미드엠블의 특성에 

해 설명한다.

1. WAVE 물리계층 변조표

WAVE에서 채택한 변조방식의 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다양한 데이터 율을 수용하기 해 Binary Phase 

Shift Keying (BSP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QPSK), 16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 

64QAM 등의 변조방식이 사용된다. 변조 방식에 따라 

다양한 채  부호화율이 정의되어 있다. WAVE 물리계

층의 주요 라미터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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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AVE에서 사용된 변조방식
Table 1. Modulation Scheme for WAVE

라미터 값

Bandwidth

FFT size

Number of data subcarriers 

Number of pilot subcarriers 

Number of subcarriers(total)

Subcarrier frequency spacing 

Signal bandwidth 

IFFT/FFT period 

GI duration 

Symbol interval 

10MHz

64

48

4

52

0.15625MHz

8.28MHz

6.4μs

1.6 μs (6.4/4)

8.0μs (6.4+1.6)

표 2. WAVE 물리계층의 주요 라미터
Table 2. Several Parameter of WAVE PHY

2. WAVE 페이딩 채  모델

제 2 에서는 WAVE 페이딩 채 을 모델링 해 으로

써 WAVE 채 의 특성을 악해 본다.

차량 간 채 에 한 페이딩 특성은 참고문헌 [7]에서 

연구되었다. 표 3은 [7]에서 제시한 채  모델  하나의 

채  로 일을 나타낸 것이다.

표 3은 속도가 140km/h로 이동하는 이동체에 한 것

이며 송신 이동체와 수신 이동체 사이의 거리는 300- 

400m인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채  로 일을 시뮬 이터로 구축

함에 있어서 다소의 근사를 수행하 다. 먼  주어진 탭 

번호 (Tap No.)  가장 첫 번째 경로 (Path No.)만을 고려

하 다. 두 번째 경로부터는 그 상 인 력이 작고 첫 

번째 경로에 한 상 인 지연 값이 매우 작으므로 근

사가 가능하다. 이 가정을 용함에 따라 실제 설계된 시

뮬 이터의 채  값들은 표 3에서 요구하는 값에 비해 

오차가 있지만 그 오차의 양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

로 상된다. 이러한 가정을 용한 새로운 지연 로

일을 표 4에 다시 나타내었다.

Tap 

No.

Path 

No.

Tap Power 

(dB)

Relative Path 

Loss (dB)

Delay 

Value (ns)

Fading 

Doppler (Hz)

1 1 0.0 0.0 0 60

1 2 -24.9 1 858

1 3 -25.5 2 486

2 4 -6.3 -13.1 100 655

2 5 -7.5 101 56

3 6 -25.1 -28.9 200 823

3 7 -29.3 201 75

3 8 -35.6 202 99

4 9 -22.7 -25.7 300 110

4 10 -34.4 301 639

4 11 -27.4 302 858

표 3. WAVE에서 페이딩 채  로 일
Table 3. Fading Channel Profile for WAVE

 

Path

Loss

(dB)

Delay 

Value 

(ns)

Fad.

Dop.

(Hz)

Fading

Fad. 

Spec.

Shape

1 0.0 0 60 Rayleigh Jake

2 -6.3 100 655 Rayleigh Jake

3 -25.1 200 823 Rayleigh Jake

4 -22.7 300 110 Rayleigh Jake

표 4. 근사된 페이딩 채  로 일
Table 4. Approximated Fading Channel Profile

아래의 그림 1은 새롭게 수정된 채  모델을 이용하

여 앞선 와 같이 변조되지 않고 크기가 1인 반송 를 

이용해 1000000개의 수신신호 샘 을 받아 본 결과이

다. 그림 1의 첫 번째 그림은 수신신호의 동 상 성분, 

두 번째 그림은 직교 상 성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림은 크기 성분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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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의하면 100000개의 수신샘 의 크기, 상

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 격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WAVE 채 은 일반 정지 환경인 WLAN에 비해 다른 채

 추정 방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차량 간 통신에서 페이딩 채 의 
Fig. 1. Fading Channel Example for WAVE

3. 미드엠블

여기에서는 수신측에서 심벌 지연을 추 하기 해 

필요한 송・수신기간 약속된 심벌(미드엠블)에 해서 

설명한다. 미드엠블은 표 에 제시된 식 (1) 의 LTS를 사

용하 다 [3].

 
      
      
      
   
     
  

     (1)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축에서  LTS의 상  

특성은 동기가 될 때 최 가 되고 샘 이 지연될수록 상

 값이 작아지게 된다.

그림 2. LTS의 자기상  함수
Fig. 2. Autocorrelation Function of LTS

Ⅲ. 제안된 송 임 구조

제 III장에서는 제안된 WAVE 송 임 구조에 

해서 제안한다. 그림 3은 OFDM 송 심벌에 일정한 주

기로 삽입된 미드엠블을 포함한 WAVE 송 임 구

조를 나타낸다. 이 송 임 구조는 미드엠블이 포함

된 것만 제외하고는 IEEE802.11a의 송 임 구조와 

완 히 동일하다.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STS, 160 Samples

64

LTS, 160 samples

64
32 

GI
64 64

Header 및Payload, 160 

samples

16 16 64

Mid-Amble, 160 samples

32 

GI

CH. VAL (1) Phase Rotation CH. VAL (2)

Simple Averaging

Channel Est. Mode 1 :

CH. VAL (1) Phase Rotation CH. VAL (2)

Linear Interpolation

Channel Est. Mode 2 :

Channel Est. Mode 3 :

Channel Est. Mode 4 :

CH. VAL (1) Phase Rotation CH. VAL (2)

CH. VAL (1) Phase Rotation CH. VAL (2)

SplineInterpolation

그림 3. 제안된 송 임 구조  등화 방식들
Fig. 3. Proposed Transmit Frame and Channel 

Equalization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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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포함되어 있는 숫자는 샘 의 개수를 의

미한다. 미드엠블 송주기는 변조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변조방식 별로 동일한 효율을 보장하기 해

서는 변조 방식의 송률 (스펙트럼 효율)이 높아질수록 

짧게 설정해 주어야 한다. 한 로서 BPSK인 경우에는 

80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게 설정하면 WAVE 

시스템에서 1심벌의 구간은 이므로 10개의 OFDM 

심벌마다 1개의 미드엠블을 삽입한 것이 된다. 

그러나 64QAM처럼 스펙트럼 효율이 높은 시스템

은 의 경우보다 짧은 40정도 혹은 그보다 작은 주

기로 미드엠블을 삽입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심

벌들과 미드엠블 한 구간을 채  추정 간격으로 설정

하고 한다.

그림 4. 64QAM 성상도  채  값 변화
Fig. 4. 64QAM Constellation and Channel Value 

Variation

그림 5. 채  등화기의 구조
Fig. 5. Channel Estimation Structure

Ⅳ. 제안된 등화 알고리듬

제 Ⅳ장 에서는 미드엠블이 삽입한 수신신호에 한 

채  추정  추  알고리듬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4의 왼쪽 그림은 신호  잡음비 (SNR: Signal- 

to-Noise Ratio) 20dB에서 WAVE 64QAM 수신신호의 

성상도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왜곡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주 수 역에서 채  값에 해서만 부 반

송  별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 4의 오른쪽 그림과 같

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에서 x축은 부반송  번호이다. 

하나의 곡선은 하나의 WAVE OFDM 심벌이 채 을 

통과할 때 겪는 채  값이다. 이동체의 이동속도가 빠

른 WAVE 페이딩 채 에서는 채  환경이 격히 변

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에 LTS를 이용

해 추정된 채  값으로 이후에 수신되는 모든 OFDM 

데이터 심벌을 모두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가장 효율 인 방식은 

미드엠블을 이용한 보간 (Interpolation) 방식을 용할 

수 있다. 즉 미드엠블 구간에 채 을 반복 으로 재 추정

하여 데이터 구간의 채  변화를 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요한 것은 채  추정 간격이다. 

최 의 방법은 미드앰블을 최 한 많이 포함시켜 빈

번한 채  추정이 가능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송효율이 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

기 한 방법은 미드앰블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구간

에서는 미드앰블에서 추정된 채  값을 이용하여 보간

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간방식을 

이용하여 채 의 변화를 추 하 다.

그림 3에서는 매 미드앰블마다 새로운 채  추정 값

을 얻어낼 수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채  추정 값을 얻어

내기 한 채  등화기의 구조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먼  가장 첫 번째 채  추정 방식 즉 등화 모드 1 

(Channel Estimation Mode 1)은 매 미드앰블에서 추정된 

채  추정 값을 다음 미드앰블 의 데이터 부분에 일

으로 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장 간단한 방식

이며 보간이  용되지 않은 방식이다. 단지 이 방식

은 다른 방식과 비교를 한 기 이 된다.

두 번째 채  추정 방식 즉 등화 모드 2는 매 미드앰

블에서 추정된 채  추정 값 사이의 데이터는 두 채  

추정 값의 평균값으로 복원하는 방식이다. 채 의 변

화가 발생할 경우 등화 모드 1보다는 좀 더 잘 추 할 

수 있지만 미드엠블간의 데이터에 해 모두 동일한 채

 추정 값으로 보상하므로 추정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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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채  추정 방식 즉 등화 모드 3은 매 미드앰블

에서 추정된 채  추정 값을 선형으로 보간하여 데이터

를 복원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간단하면서도 채 의 

변화를 잘 추 할 수 있으리라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항상 선형으로만 채  추정 값을 보간하기 때

문에 격한 채  변화나 국지 인 채 의 변화를 충분

히 따라갈 수 없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해 약간은 복잡한 2차 보간 방식 즉 등화 모드 4를 

용할 수도 있다.

Ⅴ.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을 WAVE 다  경로 페이

딩 채  환경에서 SNR에 따른 비트 오율 (BER: Bit Error 

Rate)  패킷 오율 (FER: Frame Error Rate)을 실험하여 

제안된 심벌 시간 추  알고리듬의 성능을 검증하기로 

한다. 

1. 실험 환경

실험에서 변조방식은 64QAM를 이용하 다. 페이딩 

채 은 앞서 설명한 WAVE 페이딩을 간략화한 모델을 

사용하 으며 탭의 개수는 13개로 하 다[8][9]. 실험을 

수행하는 SNR의 범 는 WAVE 페이딩의 경우 10dB~ 

38dB로 수행하 다. 

미드엠블은 2개 혹은 6개의 OFDM 심벌마다 한 번씩 

삽입하 다. 임의 길이는 10개의 채  추정 간격(즉 

미드엠블의 삽입주기가 6개일 때 (1+6)×10=70개의 

OFDM 심벌)으로 하 다. 

2. 등화모드 1의 성능

그림 6에서는 64QAM에서 단순 등화기 (등화모드1)

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성능의 비교를 해 가산성 백

색 가우스 잡음 (AWGN :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 과 Flat 페이딩 채 에서 이상 인 채  추정을 용

할 때의 성능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미드엠블 사이에 

OFDM 심볼의 길이는 2개 혹은 6개로 설정하 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등화 모드 1은 미드엠블 사이에 

OFDM 심벌의 길이에 계없이 언제나 채 의 변화를 

충분히 잘 추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상

인 채  추정을 용한 Flat 페이딩의 성능에 비해 성

능의 열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한 미드엠블사이에 

OFDM 심벌의 길이가 길어지면 BER 성능이 더 열악해

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등화모드 1은 채 의 변화를 잘 

추 하지 못하며 미드엠블 사이에 OFDM 심벌의 길이

가 길어질수록 더욱 채  변화를 추 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6. 등화모드 1의 성능
Fig. 6. Performance of Equalization Mode 1

3. 등화모드 2의 성능

그림 7에는 등화모드 2의 성능을 등화모드 1의 성능

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등화모드 2의 BER 성능은 등화

모드 2에 비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 등화모드 2의 성능
Fig. 7. Performance of Equalization Mode 2

그러나 여 히 이상 인 채  추정을 용한 Flat 페

이딩의 성능에 비해 성능의 열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

다. 한 미드엠블 사이에 OFDM 심벌의 길이가 2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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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비해 6개일 때는 성능이 매우 열화 됨을 알 수 있다. 

이로서 등화모드 2는 여 히 채 의 변화를 잘 추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등화모드 3  4의 성능

그림 8에는 등화모드 3  등화모드 4의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네 개의 곡선이 거의 겹쳐있다. 등화모드 3의 

BER 성능이 매우 개선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6과7

의 성능곡선에 비해 요한 차이 이 있는데 이는 바

로 미드엠블 사이에 OFDM 심벌의 개수에 계없이 비

슷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선형보간 방식이 

채 의 변화를 잘 추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형 보

간 방법은 WAVE 채 에서 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

법이다.

그림 8. 등화모드 3, 4의 성능
Fig. 8. Performance of Equalization Mode 3, 4

역시 등화모드 4도 미드엠블 사이에 OFDM 심벌의 

개수에 계없이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이차

보간의 복잡도에 비해 선형보간 비 성능의 개선이 미

미하므로 굳이 이차보간을 이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WAVE 시스템의 64QAM 변조에서 채

추정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에 해 연구하 다. 훈

련 심벌을 이용하는 채 추정 기법을 기반으로 하되 

WAVE 채 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채 을 추 하기 

해 일정한 주기 마다 미드엠블을 삽입하는 송구조를 

제안하 다. 한 미드엠블 사이의 심벌들이 겪은 채

의 변화를 다양한 보간법을 용하여 추 하는 알고리

듬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듬의 모의실험을 하

여 미드엠블이 추가된 패킷을 이용하여 페이딩 채  환

경에서의 BER 성능을 평가 하 다. 실험 결과로 제안된 

알고리듬을 용한 시스템은 WAVE 채 환경에서 우

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차량

간 통신 시스템에서 채  값을 잘 추정함으로서 차량간 

통신에서 수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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