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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Long Term Evolution (LTE) system is based on the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and relies its channel estimation on the lattice-type pilot samples in the multipath fading channel environment. 

The estimation of the channel frequency response (CFR) makes use of the least squares estimate (LSE) for each pilot 

samples, followed by an interpolation both in time- and in frequency-domain to fill up the channel estimates for 

subcarriers corresponding to data samples. Any interpolation scheme could be adopted for this purpose.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of the target system, we may choose a simple linear interpolation or a sophisticated one. For any choice of 

an interpolation scheme, these is a trade-off between estimation accuracy and numerical cost. For those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based on the OFDM and the preamble-type pilot structure, the DFT-based channel estimation 

and its variants have been successfully. Yet, it may not be suitable for the lattice-type pilot structure, since the pilot 

samples are not sufficient to provide an accurate estimate and it is known to be sensitive to the location as well as the 

length of the time-domain window.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ple interpolated based on the upsampling mechanism 

in the multirate signal processing.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an excellent alternative to the DFT-based methods in 

terms of numerical cost and accurac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chnique is verified on a multipath environment 

suggested on a 3GPP LT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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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빠르게 이동하는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여러 가지 통신기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LTE와 

WiBro(Wireless Broadband)가 표 인 통신 방식으로 사

용되고 있다. LTE는 최  200 MHz 역폭을 기 으로 상/

하향링크에서 각각 50/100Mbps의 송속도를 지원하며, 하

향링크는 OFDMA(Ortoh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상향링크는 SC-FDMA(Single Carrier-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을 이용한다 [1]. 

LTE의 하향링크 데이터 송에 사용되는 OFDM 방식은 

가용 역폭을 다수의 역으로 분할하고, 각 역에서 

직교 부반송 를 이용하여 변조한 후, 이들을 선형조합하여 

하나의 OFDM 심볼을 구성하여 송하는 방식이다.  단일 

반송 를 이용하는 송방식 비 동일한 송속도를 유지

한다고 가정할 때, OFDM 방식에서는 부반송  수에 비례

하여 송 심볼의 길이가 늘어나 심볼간 간섭(inter-symbol 

interference, ISI)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된다. 아울러,  

cyclic prefix (CP)를 사용하여 ISI를 원천 으로 쇄할 수 

있다. 

통상 인 단일 송  시스템은 시간 역 등화기법을 사

용하여 채 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을 보상하며, 응필터를 

사용한 등화기나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에서의 이크 수신기가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송속도의 증가와 채 의 지연분산이 커짐에 따라 

복잡도가 증가하여 구 이 어려워진다. OFDM 방식에서는 

균등한 감쇄 특성을 갖는 것으로 근사화 할 수 있는 여러개

의 역 채 로 분할하여 송하기 때문에, 역 채 에

서 나타나는 주 수 선택  채  특성의 향에서부터 자유

로울 수 있어 간단한 등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OFDM 방식에서 채  추정을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비교  간단한 least squares (LS) 기법을 이

용한 방법과 linear minimum mean square error (LMMSE) 

기법의 두 부류로 별된다 [2][3]. 이러한 기법의 성능을 향

상시키거나 복잡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법도 제시된 바 

있다. LMMSE 기법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하여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기법을 용하는 방법 

[4], 혹은 LS 기법의 추정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시간 역에서 계수를 선별하는 방법 등이 표 이다 [5~7]. 

통상 으로 후자와 같은 근 방법을 DFT에 기반한 방법이

라 통칭한다. 

DFT 기반 채  추정 기법은 주 수 역에서 구성된 LS 

추정치를 DFT를 사용하여 시간 역으로 변환하고, window 

함수를 용하여 추정치에 내재된 잡음성분의 일부를 제거

함으로써 추정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이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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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역에서 사용하는 window 함수의 특성, 즉 길이와 형태, 

그리고 상 인 치 등에 의하여 상당히 민감한 성능을 

보이게 된다 [8]. 다 경로와 잡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

택 으로 계수를 선택하는 방법 등, 여러 형태의 개선 방법

들이 제시된 바 있으나, 통신 환경에 따라 그 성능이 변화될 

수 있다. DFT 기반 채  추정 기법이 tapped delay line 

(TDL) 구조의 parametric 채  모델을 사용하는 한, 통신환

경에 따른 성능 변화는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DFT 

기반 채  추정 기법은 IEEE 802.11a 규격에 따른 무선랜에

서와 같이 일롯 샘 이 preamble 구조로 형성되는 경우에

는 구 상의 어려움 없이 용될 수 있다. 하지만 LTE에서

와 같이 일롯 샘 이 격자 구조로 형성될 때 추정 성능의 

열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 에 단순한 내삽기법을 사용하

여 선 처리해 주어야 한다. 한 일롯 샘 의 치에 따

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연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upsampling과 역통과필터 (lowpass 

filter, LPF)를 사용한 내삽 (interpolation) 기법을 용하

다. TDL 채 모델에 계없는 내삽기법을 용하기 때문에 

통신환경에 강인한 성능을 측할 수 있으며, 격자 구조의 

일롯 샘 의 배치에도 원활하게 용될 수 있다. 2장에서

는 OFDM과 LTE의 물리계층을 설명하 고, 3장에서는 제

안하고자 한는 upsampling/ 역통과 필터링을 사용한 채  

추정기법을 설계하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3GPP LTE 

규격에 근거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비교, 검증하 다. 

2 . 시스템 모델

2 .1  O FDM 시스템 모델

OFDM 시스템은 개의 부반송 를 송 데이터, X(k)

로 개별 으로 변조하여 송한다. 여기에서 k, k=0,1,...N-1, 

는 부반송 를 지칭한다. 부반송 의 선형조합으로 구성된 

신호는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개의 송 데이

터를 역 DFT연산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       (1)

여기에서 n은 시간변수를, 그리고 N은 DFT의 길이를 표

시한다 (   ). ISI를 억제하기 하여 CP를 첨가하여 

구성된 송신신호는 다 경로 채 을 통과한 후, 수신단에서 

CP를 제거하여 아래와 같은 신호를 얻게 된다.

  ⊗       (2)

윗식에서 ⊗는 circular convolution 연산을 표시하며, 

v(n)은 평균이 이고 분산값, 
  을 갖는 백

색 잡음이다. 다 경로 채 이 L개의 경로를 갖는다고 할 

때, h(n)은 채  임펄스 응답 (channel impulse response, 

CIR)을 표시하며, 아래와 같이 TDL 구조로 모델링 되었다 

[9]. 

  
 

 

       (3)

여기에서 은 번째 경로에서 발생하는 복소 감쇄를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채 의 최  지연시간 값이 CP의 시

간 길이보다 짧다고 가정하여, ICI를 무시하 다. 아울러, 시

간동기가 정확하게 추정되었다고 가정하 다. (2)식은 주

수 역에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4)

윗식에서 V(k)는 평균값 0, 분산값 
  


인 백색부

가잡음의 스펙트럼이며, 는 채 의 주 수 응답 

(channel frequency response, CFR)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        (5)

2 .2  LTE 물리계층의 구조

LTE는 1.4MHz ~ 20MHz 까지 다양한 역폭을 지원하

고 있다. 각 역폭마다 resource block (RB) 수, RB 당 부

반송 의 수, DFT의 크기, sample rate, 슬롯 당 샘  수 

등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각 역폭에 

따른 변수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LTE의 각 부반송 는 15kHz의 주 수 역을 사용하며, 

하향채 은 개의 RB로 구성된다. 를 들어, 5MHz 

역폭의 경우, 25개의 RB로 구성되고 각 RB 당 12개의 부반

송 가 있어 180kHz의 역을 유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

의 OFDM 심볼은 25개의 RB (즉,   ), 혹은 300개

의 부반송 로 구성된다 (즉,   ). 그림 1은 동일한 

조건에서 주 수/시간 역에서의 RB 구조를 도식화한 것

이다. 

통상 인 OFDM 동신방식에서와 같이, 하향링크 채 의 

상태를 악하고, CFR의 추정을 돕기 하여 그림 1과 같

이 격자 구조의 일롯 신호(혹은 훈련신호, training 

sequence)를 삽입하여 송한다. OFDM 방식에서는 일롯 

샘 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채  추정성능이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10]. 참고로 동일한 OFDM 통신방식을 사용

하는 IEEE 802.11a 무선랜 표 에서는 하나의 OFDM 심볼 

체를 일롯 신호로 사용하는 preamble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LTE에서는 매 슬롯의 첫 번째 OFDM 심볼과 다섯 

번째 OFDM 심볼, 그리고 첫 번째 혹은 4번째 부반송 에

서부터 시작하여 6개의 부반송  간격을 두고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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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폭에 따른 변수값

Table 1  LTE parameters for different channel bandwidths

그림 1 시간/주 수 역에서의 RB 구조 (5MHz 역폭의 

경우)

Fig. 1 RB structure in the time/frequency domain (5MHz 

bandwidth case)

2 .3 LS 채  추정 방법

OFDM 방식에서는 각 부반송 를 역 채 을 통하여 

송하기 때문에, 채 의 특성이 균등한 감쇄 특성을 갖는 

것으로 근사화 할 수 있어 각 부반송  역별로 단일탭으

로 구성되는 간단한 등화기를 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단일

탭 등화기의 계수는 LS 기법을 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즉, 식 (4)에서 V(k) 값을 무시하면, 수신심볼 Y(k)와 이에 

상응하는 송신 일롯 심볼 X(k)로부터 채 의 스펙트럼 값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6)

여기에서     는 개의 부반송  변

수 , 일롯 샘 에 응하는 변수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P는 하나의 OFDM 심볼 당 설정된 일롯 샘 의 총수이

다. IEEE 802.11a 무선랜 규격에서는 preamble 구조의 일

롯 샘 이 형성되어      이 된다. DFT 

기반 채  추정기법은 이들 LS 추정치를 역 DFT 연산을 

취하여 시간 역으로 변환한 후, 이들 에서 일부만을 선택

하는 방법을 취한다. 즉,   
 이며, 

(5) 식에 따라

  ,  ≤ ≤        (7)

으로 주어지고,   
  으로 LS 

추정치에 내제된 시간 역에서의 잡음성분을 나타낸다. 

DFT 기반 채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        (8)

여기에서 은 창 함수 (window function)를 의미한

다. 물론, 으로부터 을 분리하기는 어렵다. 하

지만, 식 (3)에서와 같이 채 의 최 지연 시간이 이산시간 

기 으로 L이고 DFT의 길이가 N이기 때문에, 의 

특정 시간부분은 잡음에 의하여 발생한 성분으로만 구성되

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 으로 

 ≤ ≤  의 구간에서만 1의 값을 갖는 구형 
(rectangular) 창함수를 용할 수 있다.

DFT 기반 채  추정기법은 단순한 찰을 기반으로 하

고 있음에도 좋은 성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채 의 CIR이 식 (3)과 같은 parametric 모델을 가정하고 

있어, 모델의 변화에 따라 그 성능이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

다. 특히, 식 (3)에서의 각 지연성분이 표본화 구간, 의 

정수배가 아닐 경우, 성능의 열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CIR의 이산시간 Fourier 변환을 라 할 때, , 

∈ ,는 주 수 역에서 P개의 샘 을 취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채 의 주 수 선택 인 변화 정도에 따라, 충

분치 못한 샘 의 수는 시간 역에서의 aliasing을 래하여 

DFT 기반 LS 추정치의 성능을 심각하게 하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LTE에서처럼, 하나의 OFDM 심볼  일부분만이 일롯 

샘 로 구성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Preamble 구조에서 

개의 샘 을 취하는데 비하여, 그림 (5)와 같은 격자구

조에서는     개의 샘 만이 주어진다. 이때 
는 일롯 샘 간의 간격을 나타내며, LTE에서는 유효 데

이터 심볼의 수, 가 300, 가 6임을 고려할 때, 유효 

일롯 샘 의 수, P는 50개가 된다. 체 송 역폭 내에

서 주 수 선택 인 채  특성이 하게 나타나는 경우, 

매우 부족한 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일롯 샘

을 선 처리하여 CFR의 주 수 해상도를 높여 주어야 한

다. 

DFT 기반 채  추정기법의 연산량을 고려해 보자. P개의 

일롯 샘 을 길이 N의 역 DFT를 취하고, 시간 역에서 

참함수를 곱한 후, 다시 길이 N인 DFT를 취해 주는 과정에

서, 구형 참함수를 고려하더라도   의 복소 연산이 

소요된다. 선형 혹은 2차 다항식을 사용한 간단한 선처리 

내삽기법을 이용하여 주 수 해상도를 높여 주려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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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 연산량이 요구된다 (는 내삽 기법에 따라 정의
되는 상수). 나아가 한 슬롯의 첫 번째 OFDM 심볼에서는 

처음부터 균등한 간격으로 일롯 샘 이 배치되지만, 다섯 

번째 OFDM 심볼에서는 4번째 부반송 부터 배치된다. 이

는 주 수 역에서 지연된 샘 링 과정을 의미하게 되고, 

시간 역에서 이를 보정하기 하여 각 에 복소값을 

곱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한 슬롯을 기 으로 

   에 비례하는 복소연산이 요구된다.

3. Up damp ling /  역 통과 필터링을 사용한 채  

추정기법

3.1  제안 동기  추정 방법

술한 바와 같이 DFT 기반 채  추정기법은 채 의 

parametric 모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 의 시변특

성에 민감한 성능을 보이며, LTE의 격자구조 일롯 샘

을 사용하는 경우 뚜렷한 성능 열화가 측된다. 따라서, 

LTE에서의 채  추정기법은 채 모델, 특히 채 의 최  

지연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non-parametric 근 방법이 유

효할 것이다. 아울러, 충분하기 않은 일롯 샘 을 사용하

여 최선의 주 수 역에서의 내삽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

당하다. 

그림 2 Upsampling/ 역통과 필터링을 사용한 채  추정기

법의 개요도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channel estimation method 

using the upsampling/lowpass filtering

그림 2는 제안된 채  추정기법을 개략 으로 보여주고 

있다. 편의상 CFR, 로부터 LS 추정치, 를 구

성하고, 일차 으로 주 수 역에서 표본을 취하여 개

의 이산 추정치, ,  ≤ ≤    , 를 구한다 

(즉,  
  ). 이는 preamble 일

롯 구조에서 얻어지는 추정치와 같다. 격자 구조에서는 

를 다시 이산 주 수 역에서 샘 링하여 실질

으로 사용가능한 LS 추정치, , ∈ , 가 얻
어진다. LTE에서 수신기는   값만을 추정할 수 

있지만 설명을 돕기 하여 그림 2의 반부에 가상 인 과

정을 첨부한 것이다. 

수신된 OFDM 심볼에 한 채 왜곡을 보정하려면 모든 

부반송 에서도 CFR 값을 추정해 주어야 한다. 즉, P개의 

CFR 추정치, , ∈ ,를 사용하여 개의 
CFR 추정치, ,  ≤ ≤    ,를 생성해야 한다. 

그림 3은 이러한 과정은 보여주고 있다. 선은 CFR, 

  혹은 그 추정치 를 표 하고 있다. 그림에

서 나타나는 CFR은 다소 과장된 경우이지만, 일반 인 선

형 혹은 2~3차 다항식을 사용한 내삽기법이 많은 오차를 

래할 수 있음을 간 으로 나타내고 있다. 실질 으로 

채 의 응집 주 수 값이 을 때, 그림과 같은 상이 나

타난다.  

그림 3 격자구조 일롯 추정치로부터의 내삽 과정 도해도

Fig. 3 Illustration of the interpolating process based on the 

lattice-structured pilot estimates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

로, 다속 신호처리 (multirate signal processing)에서 사용되

는 내삽기법을 용하 다. 즉, 먼  P개의 일롯 샘 , 

, ∈ , 들 사이에   개의 을 삽입하

고, 이를 경계 주 수가 인 역통과 필터, 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표본정리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역통

과필터를 통과시켜 주는 연산은 일롯 샘 들을 이용하여 

간 값들을 내삽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즉,

  
 

  

       (9)

여기에서,  는 FIR 역통과 필터의 길이를 나타낸다. 

일롯 데이터에 응하는 부반송 에서는 윗식의 좌우변이 

일치해야 한다. 즉, 

   
 

  

  , ∈    (10)
따라서, 는    , 그리고 임의의 정수 m에서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결론 으로 

는 Nyquist( ) 필터군에 속해야 한다. 

그림 2, 혹은 식 (9)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일롯 샘 과 역통과 필터의 길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를 이용한 내삽결과인 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추정 

오차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계효과는 유한

한 길이의 신호들을 convolve 할 때, 흔히 나타나는 상이

다 [11]. 본 논문에서는 칭연장 (symmetric extension) 기

법을 사용하여 경계효과를 감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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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의실험

제안된 채  추정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LTE 

표 에 근거한 변수를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구성하 다. 모

의실험 환경과 LTE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채  

환경은 3GPP LTE 표 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 에서 

EVA(extended vehicular A model)을 사용하 으며 [12], 이

동 단말기가 30km/h로 이동하도록 설정하 다. 

표  2  모의실험 환경

Table 2  Parameters for the computer simulation

Frequency-domain 

interpolation

Proposed / DFT-based 

/ Linear or quadratic

Time-domain interpolation None

Channel model EVA

Transmission bandwidth 5 MHz

Modulation QPSK

FFT size, N 512

Number of subcarriers,  300

Cyclic prefix type normal (36)

Mobile station velocity 30 km/h

그림 4는 제안한 채 추정기법의 MSE 특성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에서 사용되는 역통과 필터는 그 성능

이 이산 인 역통과필터에 근 할수록 필터의 길이가 늘

어나게 된다. 하지만, 필터 길이의 증가와 더불어 연산량의 

증가가 피할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길이가 의 정수배인 

Nyquist( ) 필터를 설계하여 그 MSE 성능을 검증한 결

과, 길이가 인 필터가 성능과 연산량 측면에서 효율

인 것으로 단하 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길이가 인 Nyquist( ) 

필터를 사용하 을 경우 선형내삽과 DFT 기법을 사용한 경

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DFT 기법에서 

사용되는 구형 창함수의 크기와 치는 여러번의 모의실험

을 거쳐 최 의 변수값을 사용하 다. 즉, 본 연구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DFT 기반 채  추정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필터의 길이를 증가시킬수록 성능의 향상이 측

된바 있으며, 제안된 기법을 사용하여 내삽한 추정치를 

DFT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성능의 향상은 없었다. 유한한 

길이의 데이터( 일롯 샘 과 필터 길이)를 사용하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경계 효과를 이기 하여, 사용 가능한 일

롯 추정치의 앞/뒤 부분에서 각각 2개씩의 샘 을 칭 연

장하 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세 가지 기법간의 성능차이가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체 송데이터에 

비하여 학습을 하여 사용되는 일롯 샘 의 비 이 

히 낮은 것이 가장 요한 원인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 수 역에서의 내삽과 시간 축으

로의 내삽을 연동하 을 때, 한 성능의 향상을 볼 수 있

었으나, 항상 주 수 역에서의 내삽 특성과 비례하 다.

그림 4 제안된 채 추정기법의 MSE 성능

Fig. 4 MS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hannel estimation 

method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속신호처리 기법을 응용하여 격자구조의 

일롯 샘 로 구성된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체 부반송

에 응하는 CFR 값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 경

로 채 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을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Non-parametric 기법을 용하 기 때문에, DFT 기반 

추정기법에 비하여 주변 환경에 강인한 특성을 갖는다. 길

이가 의 정수배인 Nyquist( ) 필터를 설계하여 그 

MSE 성능을 검증한 결과, 길이가 인 필터가 성능과 연

산량 측면에서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한 길이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계 효과를 이기 

하여, 사용 가능한 일롯 추정치의 앞/뒤 부분에서 칭 

연장하여 추정 오차를 다. 모의실험 결과 최 의 DFT 

기반 추정 기법의 성능에 버 가는 결과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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