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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Long Term Evolution (LTE)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a high quality data service for fast moving 

mobile users. It is based on the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and relies its channel estimation on 

the training samples which are systematically built within the transmitting data. Either a preamble or a lattice type is 

used for the distribution of training samples and the latter suits better for the multipath fading channel environment 

whose channel frequency response (CFR) fluctuates rapidly with time. In the lattice-type structure, the estim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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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interpolation 

schemes should rely on the pilot estimates only, and thus, their performances are bounded by the quality of pilot 

estimates. However, the additive noise give rise to high fluctuation on the pilot estimates, especially in a communication 

environment with low signal-to-noise ratio. These high fluctuations could be monitored in the alternating high values of 

the first forward differences (FFD) between pilot estimates. In this paper, we analyzed statistically those FFD values and 

propose a postprocessing algorithm to suppress high fluctuations in the noisy pilot estimates.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a localized adaptive moving-average filter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chnique is verified on a 

multipath environment suggested on a 3GPP LTE specification. It is shown that the mean-squared error (MSE) between 

the actual CFR and pilot estimates could be reduced up to 68% from the noisy pilot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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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TE는 빠르게 이동하는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데이터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제시되고 있는 통신 방식으로, 최  

300km/h의 속도로 이동하는 단말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LTE는 최  200 MHz 역폭을 기 으로 

상/하향링크에서 각각 50/100Mbps의 송속도를 지원하며, 

하향링크에서 OFDMA (Ortoh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그리고 상향링크에서 SC-FDMA (Single 

Carrier-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을 사용

자 속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1]. 

LTE의 하향링크 데이터 송에서는 OFDM 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가용 역폭을 다수의 역으로 분할하고, 각 

역에서 직교 부반송 를 이용하여 변조한 후, 이들을 선

형조합하여 하나의 OFDM 심볼을 구성하여 송하는 방식

이다. 단일 반송 를 이용하는 송방식 비 동일한 송

속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OFDM 방식은 여러개의 부

반송 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반송 의 수에 비례하여 송 

심볼 길이가 늘어나 심볼간 간섭(inter-symbol interference, 

ISI)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된다. 

시변 특성을 갖는 채  환경에서 채 의 향으로 인한 

왜곡을 보상하기 하여 등화기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인 통신 방식에서는 시간 역에서 응형 등화기법을 

사용하지만, 송속도의 증가와 함께 채 의 지연분산(delay 

spread)이 커짐에 따라 응필터의 길이가 늘어나야 한다. 

이에 따라 복잡도가 증가하여 실시간 구 이 어렵게 된다. 

OFDM 방식은 다수의 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일 채

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채  내에서의 주 수 특성 

변화가 히 작게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역

에서의 채  주 수 응답(channel frequency response: 

CFR)이 일정한 채  진폭응답(channel magnitude response, 

CMR)을 갖는 것으로 근사화 함으로써 하나의 계수 값만을 

갖는 단일 탭 등화기를 용할 수 있다.

이론 으로 OFDM 방식에서 단일 탭 등화기의 계수 값

은 해당 채 의 CFR 값의 역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OFDM

에서 등화기의 설계는 CFR 추정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

다. 즉, 송 데이터에 사 에 약속된 방식으로 일롯 데이

터(혹은 훈련열: training sequence)를 삽입하고 송하면, 

수신 측에서는 수신된 일롯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채 의 

CFR을 추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일롯 데이터는 사용자의 

송 데이터(payload)와는 무 한 것이기 때문에, 일롯 데

이터가 체 송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 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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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수의 일롯 데이터는 채 의 환경에 따라 배치 방

법이 달라지고, preamble형과 격자(lattice)형으로 구분된다. 

빠르게 이동하는 단말기의 경우, 채 의 시변 특성에 맞추어 

일롯 데이터를 시간 축으로 배열하는 격자형의 배치가 효

율 이다.  

OFDM 환경에서 CFR 추정을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비교  간단한 least squares (LS) 기법을 이용

한 방법과 linear minimum mean square error (LMMSE) 

기법의 두 부류로 별된다 [2][3]. 재까지 알려진 추정방

법은 부분 preamble 형태의 훈련 데이터 구조를 상으로 

하고 있다. 주로 IEEE 802.11a 규격을 따르는 무선랜 환경

에서 기존 기법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복잡도를 감소시키

고자 하는 기법도 제시된 바 있다. 특히, LS 기법의 추정치

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시간 역에서 계수를 선별

하는 방법 등이 표 이다 [4~6]. 이들 개선 기법들은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 기법을 사용하여 CFR(실

질 으로는 그 LS 추정치)을 역변환하여 채 의 임펄스 응

답(channel impulse response, CIR)을 구하고, 시간 역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시간 역에서 

window 함수를 용하여 CIR 추정치에 내재된 잡음성분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추정치의 정확도를 효율 으로 향상시

키는 기법이다. 이때 시간 역에서 사용하는 window 함수

의 특성, 즉 길이와 형태, 그리고 상 인 치 등에 의하

여 민감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Preamble 구조에 한 활발한 연구 결과에 비하여, 격

자구조에 합한 채  추정기법은 알려진 바 없다. 격자구

조에서는 preamble 구조와는 달리 일부 부반송  역에만 

일롯 샘 이 주어지기 때문에 체 주 수 역에 한 

CFR은 일롯 추정치를 후처리하여 다시 추정해 주어야한

다. 일롯 추정치가 갖는 추정 오차와 더불어 후처리 과정

에서 발생하는 추정 오차가 더해져, preamble 구조에 용

되었던 기존의 추정 혹은 개선 기법은 제 성능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격자구조에 합한 추정/개선 기법이 독립

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일롯 샘 에 내재된 추

정 오차와 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동시에 개선해 

주어야 한다. 

SNR(signal-to-noise) 값이 은 채  환경에서 일롯 

추정치를 분석하면, 잡음에 의하여 일롯 추정치가 격히 

변화되는 것을 측할 수 있고, 이는 일롯 추정치 간의 1

차 차분값(first forward difference, FFD)으로 계량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  모델의 FFD 값과 일롯 추정치

의 FFD 값을 통계 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이용하

여 일롯 추정치에서 측되는 FFD 값의 격한 변화를 

조정하여 추정 오차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2장에

서는 OFDM과 LTE의 물리계층을 설명하 고, 3장에서는 

FFD 값에 한 통계 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추정 오차

를 이는 방법을 제안하 다. 4장에서는 채  추정치의 후

처리 기법을 설계하 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3GPP 

LTE 규격에 근거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방법의 성

능을 비교, 검증하 다.

2. 시스템 모델

2.1 OF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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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cyclic 

prefix)를 첨가하여 구성된 송신신호는 다 경로 채 을 통

과한 후, 수신단에서 CP를 제거하여 주 수 역에서 아래

와 같은 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       (2)

윗식에서 ⊗는 circular convolution 연산을 표시하며, 

v(n)은 평균이 0이고 분산값, 
  을 갖는 백

색 잡음이다. 다 경로 채 이 L개의 경로를 갖는다고 할 

때, h(n)은 CIR을 표시하며, 아래와 같이 TDL 구조로 모델

링 되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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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R이며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  ≤ ≤        (5)

2.2 LTE 물리계층의 구조

LTE는 1.4 ~ 20MHz 까지 다양한 역폭을 지원하고 있

다. 각 역폭마다 resource block (RB) 수, RB 당 부반송

의 수, DFT의 크기, sample rate, 슬롯 당 샘  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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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각 역폭에 따른 

변수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역폭에 따른 변수값

Table 1 LTE parameters for different channel bandwid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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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인 OFDM 시스템에서와 같이 LTE 시스템에서도 

하향링크 데이터 송에서 일정량의 일롯 신호를 삽입한

다. 이들 일롯 샘 은 채 의 상태를 악하고, CFR을 추

정하여 채 에 따른 왜곡을 보상하는데 사용된다. 일롯 

데이터의 총량은 고정되어 있으며, 채 의 환경에 따라 이들

을 하게 배치하여 사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배치 방법

이 가능하겠지만, preamble형과 격자형의 배치가 주로 사용

되고 있다. 그림 1은 두 가지 형태의 일롯 배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Preamble형 배치에서는 고정된 시간 축(

는 OFDM 심볼)에 해당하는 개의 체 부반송  모두

를 일롯 샘 에 할당한다. 반면에 격자구조에서는 매 슬

롯의 첫 번째 OFDM 심볼과 다섯 번째 OFDM 심볼, 그리

고 첫 번째 혹은 4번째 부반송 에서부터 시작하여 6개의 

부반송  간격을 두고 일롯 샘 이 치한다. 두 가지 배

치 방식이 동일한 수의 일롯 샘 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

정하면, preamble형 배치에서는 매 27번째 OFDM 심볼 

체가 일롯 샘 로 채워진다. 격자구조에서는 일롯 샘

이 시간 축으로 촘촘히 배치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채 환경에서 효율  형태가 된다. OFDM 방식에서는 일

롯 샘 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채  추정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9]. 동일한 OFDM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IEEE 802.11a 무선랜 표 에서는 preamble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이동 속도가 빠르지 않은 통신 환경을 상으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형 일롯 샘

의 배치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1 시간/주 수 역에서의 OFDM 데이터 구조와 일

롯 배치형태 (5MHz 역폭의 경우)

Fig. 1 OFDM data structure in the time/frequency tile and 

distribution of pilot samples (5MHz bandwidth case)

2.3 일롯 샘 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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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R의 LS 추정치

(least squares estimate, LS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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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일롯 샘 에 해당하는 CFR LSE를 사용하여 여

타 데이터 샘 에 상응하는 CFR 값을 추정한 후, 이를 이

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각 수신 데이터 샘 에서 채 의 

향을 보상하게 된다.

 


, ∈      (7)

Preamble 구조에서 사용되는 채 등화 기법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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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된다. 

(0) Preamble 구조에서는 하나의 OFDM 심볼 모두가 

일롯 샘 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된다. 첫 번째 OFDM 심볼의 인덱스를 0이라 하고, 

,        ,을 일롯 샘 에서 

계산된 CFR -LSE라 하자. 

(1) 데이터에 상응하는 CFR-LSE, , 

       ,    ,는 부 역 인덱스 

k를 고정하고 와 
을 시간 역에서 

내삽(interpolation)하여 추정한다. 

(2) 이  단계에서 얻어진 추정치 를 사용하여 

(7) 식에 따라 수신 데이터를 수정한다.  

(1) 단계에서 여러 형태의 기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부

분은 역통과 필터링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삽이라

는 표 을 사용하 다. 이상의 단계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

터 샘 에 상응하는 CFR-LSE는 LS 추정기법 고유의 추정 

오차와 시간 역 내삽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LSE, 에 포함된 추정 오차는 두 번

째 내삽단계에서 확 될 수도 있다. 따라서, LSE, 

에 내재된 추정 오차를 임으로서 체 데이터 샘 에 

응하는 CFR-LSE, 에서의 추정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에 한 후처리기법으로 가능하다. 

표 으로 DFT 기반 추정치 개선기법이 있으며, 이 기

법은 LSE, 를 역 DFT 연산을 취하여 시간 역으

로 변환한 후, 이들 에서 일부만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한

다. 이상 으로 CIR이 (3) 식에서와 같이 L개의 계수를 갖

는다면, 를 역 DFT 연산을 취하여 얻어진 

은 L개의 의미있는 계수 값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에서 요한 L개의 계수값만을 선택하여 

다시 DFT 연산을 취함으로써 향상된 추정 오차를 갖는 

를 얻을 수 있게 된다. DFT 기반 채  향상기법

은 추정오차를 효율 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

다 [5]. 

격자구조의 일롯 샘  배치를 고려해 보자. Preamble 

구조에서 개의 샘 을 취하는데 비하여, 그림 1(a)와 같

은 격자구조에서는     개의 샘 만이 주어진다. 

이때 는 일롯 샘 간의 간격을 나타내며, LTE에서 유

효 데이터 심볼의 수, 가 300, 가 6임을 고려할 때, 

유효 일롯 샘 의 수, P는 50개가 된다. 격자 구조에서 사

용되는 채 등화 기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0) 격자 구조에서는 하나의 OFDM 심볼  일부 주 수

에만 일롯 샘 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된다 ( 의 에서는, OFDM 

심볼 인덱스에 따라      혹은 

  로 구성된다). 첫 번째와 네 번째 

OFDM 심볼의 인덱스를 각각 0과  4라 하고, 

, ∈와 , ∈를 일롯 샘

에서 계산된 CFR-LSE라 하자. 

(1) 첫 번째와 네 번째 OFDM 심볼에서, 각각 , 

∈와 , ∈를 주 수 역에서 내삽

하여 여타 데이터에 상응하는 CFR-LSE, , 

∈,    ,를 구한다. 
(2) 일롯을 포함하지 않는 OFDM 심볼에서 

(  ), 데이터에 상응하는 CFR-LSE, 
,        ,는 부 역 인덱스 k를 

고정하고 와 
, 혹은 
와 

을 시간 역에서 내삽하여 추정한다. 여기에

서 편의상 OFDM 심볼 인덱스를 0, 3, 7, 10 등으로 명

시하 지만, 이들은 실제 OFDM 심볼 인덱스에 

modulo-7연산을 취한 값을 의미한다.  

(3) (2) 단계에서 얻어진 LSE, , 

       ,를 사용하여 (7) 식에 따라 수신 

데이터를 수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2) 단계의 주 수/시간 역 내삽과

정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격자 구조의 등화기법은 

preamble 구조에 비하여 하나의 단계가 첨가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가 그것으로 주어진 일롯 추정치를 사용하여 여

타 일롯을 갖지 못한 부 역에 한 CFR-LSE를 계산하

는 주 수 역에서의 내삽 과정이다. 하나의 단계가 첨부

됨으로써, 최종 으로 데이터 샘  치에서의 CFR-LSE는 

많은 추정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Preamble 구조에 용되었던 기존의 추정치 향상 기법은 

제 성능을 나타낼 수 없음은 명백해 보인다. CIR의 이산 

Fourier 변환을 라 할 때, , ∈ ,는 격자구조
에서 P개의 샘 만을 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체 

송 역폭 내에서 주 수 선택 인 채  특성이 하게 나

타나는 경우 (즉, 응집 역폭이 은 경우), 매우 부족한 수

라고 볼 수 있다. 채 의 주 수 선택 인 변화 정도에 따

라, 충분치 못한 샘 의 수는 시간 역에서의 aliasing을 

래하여, DFT 기반 추정치 향상 기법의 성능을 심각하게 

하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격자구조의 일롯 배치에서는 일롯 LSE 자

체의 추정 오차와 주 수/시간 역에서의 내삽과정에서 발

생하는 오차, 모두 세 가지 형태의 추정 오차가 복합 으로 

나타나게 된다. 각 과정에서의 추정 오차가 독립 으로 발

생한다고 가정할 때, 각 부분에서 추정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이 요구된다. 최종 데이터 샘 에서의 추정 오차

를 이려면, 일롯 LSE의 자체 추정오차를 최소화 함은 

물론, 주 수/시간 역의 내삽과정에서 이들 추정 오차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간 역에서의 내삽만을 고려

할 때, 격자구조의 경우가 preamble 구조보다 많은 데이터

를 내삽에 사용하기 때문에 은 오차를 유발한다. 일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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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E의 추정오차는 (6)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 의 잡음

에 의하여 결정된다. 잡음의 향을 고려한 후처리 방법과 

정교한 주 수 역에서의 내삽기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3. CFR-LSE의 통계  분석

3.1 FFD 분포도 분석

고속으로 이동하는 단말기는 시간 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채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그림 2는 3GPP LTE 표 에서 

제시하고 있는 EVA(extended vehicular A model)에 따라 

채 을 모델링 하 을 때 생성되는 CMR을 보여주고 있다. 

단말기가 30km/h로 이동하고 있다고 가정하 다. 주 수에 

따른 진폭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주 수에

서는 깊은 null도 측되고 있다. 아울러 시간에 따른 변화

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 축 변화는 단말기의 이동 

속도가 증 될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그림 2 고속 이동 통신 환경에서의 채  진폭응답 특성

Fig. 2 Channel magnitude response for the fast moving 

communication environment

표  2 분석 데이터 수집을 한 통신 환경

Table 2 Parameters of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for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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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롯 샘 에 한 CFR 추정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LTE 표 에 근거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이들 변수 값들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3은 

CMR과 함께 일롯 치에서 측정된 CFR -LSE를 보여주

고 있다. SNR는 6-dB로 설정하 다. 추정 상인 CMR의 

주  상하로 CFR-LSE가 변동하는 모습을 측할 수 있다. 

SNR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러한 상하 변동은 심하게 나

타난다. 이러한 변화를 정량화하기 하여 아래와 같이 정

의되는 FFD를 사용하 다. 

  
  
  , ∈   (8)

그림 3 채  진폭응답 특성과 일롯 LSE의 

Fig. 3 Example of a CMR and CFR-LSE of pilot samples

식 (8)에서 는 시간 n(n번째 OFDM 심볼에 

응하는 시간)에서 CFR을 k번째 일롯 주 수에서 계산한 

값이다. CMR과 CFR-LSE 각각에 한 FFD를 계산하고 

통계 으로 분석하여 그림 4와 같은 분포도(histogram)를 

얻었다. 그림 4에서는 각 분포도를 정규분포와 비교하여 보

여주고 있으며, 개략 으로 평균값 주변을 제외하고는 정규

분포에 정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FR이 주 수 

역에서 유한한 길이의 주 수 구간 동안 상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0의 평균값 주변에서의 분포 값이 게 나타나

고 있다. CMR-FFD는 0.0143의 분산(variance) 값을 갖는데 

비하여, SNR이 15-dB와 6-dB일때의 CFR-LSE FFD는 각

각 0.0203과 0.0570으로 분석되었다. SNR이 6-dB일 때 잡음

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분산 값이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은 일롯 LSE의 진동에서 측할 수 있었

듯이, SNR 값이 작아질수록 진동 폭이 커지고 이는 분산값

의 선형 인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3.2 FFD 패턴 분석

CFR-LSE의 FFD 값은 분산값 이외에도, SNR 값의 증감

에 따라 재미있는 변화를 보인다. FFD의 패턴을 분석하기 

하여 연결된 5개의 FFD값을 상으로 하여, 그 증감 패

턴을 조사하 다. 총   개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으

며, 각 패턴에 따른 빈도수를 측정하면 아래 표와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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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0 1 2 3 4 5 6 7

빈도 2.24 4.95 1.23 7.84 1.78 1.20 4.22 7.68

지수 8 9 10 11 12 13 14 15

빈도 0.99 1.54 0.13 1.18 4.44 1.82 4.37 4.49

지수 16 17 18 19 20 21 22 23

빈도 4.95 4.09 1.83 4.08 0.80 0.14 2.09 1.26

지수 24 25 26 27 28 29 30 31

빈도 8.04 4.08 0.81 2.03 7.75 0.99 4.51 2.45

지수 5 10 11 20 21 26

　 1.20 0.13 1.18 0.80 0.14 0.81

27 1.27 0.21 1.26 1.06 0.23 1.09

21 1.70 0.52 1.67 1.62 0.53 1.65

18 2.12 0.98 2.09 2.21 0.98 2.22

12 3.45 3.02 3.48 3.46 3.05 3.52

6 4.50 6.18 4.52 4.48 6.19 4.51

0 4.76 7.80 4.82 4.76 7.86 4.83

　 115.6 154.5 116.1 120.6 154.2 120.7 

(a) CMR FDD

(b) CFR-LSE FDD (SNR = 15-dB)

(c) CFR-LSE FDD (SNR = 6-dB)

그림 4 FFD 분포도

Fig. 4 Histogram of FFD

표 3에서의 지수는 각 패턴을 표시하고 있다. 를 들어, 

지수 11은 이진수 표 으로 에 응하며, FDD의 

변화 패턴(-+-++: 감소-증가-감소-증가-증가)을 의미한다. 

패턴 0(-----)과 31(+++++)은 각각 연속 인 감소/증가 패

턴을 나타낸다. 패턴 10(-+-+-)과 21(+-+-+)은 고주  진동 

형태를 의미하며, 각각 0.13/0.14%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 인 채 환경에서 작스러운 특성변화가 일어나

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 하고 있다. 마찬가지 원리로, 비교

 빠른 진동에 해당하는 2, 5, 9, 11, 20, 23, 26, 그리고 29 

패턴의 상 으로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

지만, SNR 값의 감소에 따라 CFR-LSE의 FFD 패턴의 빈

도 역시 달라진다. 32개 패턴 에서 몇몇 특이한 패턴의 

변화를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표   3  5-FFD 패턴의 빈도수 (%)

Table 3 Frequencies of 5 consecutive FFD patterns (%)

표    4 SNR 감소에 따른 5-FFD 패턴의 빈도수 변화 (%)

Table 4 Variation on the frequencies of 5 consecutive FFD 

patterns with different SNR (%)

표 4에서 마지막 행은 SNR이 3-dB 감소할 때 마다 빈도

수의 평균 증가율을 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열은 표 3의 

내용과 동일하다. 잡음의 향이 커짐에 따라, 상하 진동과 

련된 패턴의 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주  진동

을 나타내는 11, 21 패턴의 수가 하게 증가하고 있다.  

4. 국지  MA 필터링 기법을 이용한 LSE 향상 기법

4.1 FFD 기반 LSE 향상 기법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SNR의 감소와 함께 FFD 분포

도의 분산값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CFR-LSE의 진동으

로 나타난다. CFR-LSE는 체 으로 CFR을 잘 추 하고 

있지만,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국지 으로 CFR 주변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찰할 수 있다. 체 인 변화를 그 로 

유지하고, 국지 인 진동 폭을 이면 CFR-LSE의 추정 오

차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원래의 CMR에는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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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는 패턴 에서 잡음의 향으로 빈도수가 증한 

패턴을 조정하여 추정치를 개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

석 결과를 토 로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략을 

구성할 수 있다.  

(S1) 국지 으로 나타나는 CFR-LSE의 갑작스러운 변동 

폭을 인다.  

(S2) CFR-LSE의 FFD 패턴 분포를 CMR FFD의 패턴 

분포와 비슷하게 분포되도록 CFR-LSE 값을 교정한다.  

 

S2- 략은, 표 4의 5, 10, 11, 20, 21, 26 패턴과 같이 잡

음의 향으로 빈도수가 증한 패턴을 상으로 한다. 이

들 패턴의 공통 인 특성은 패턴 내에서 FFD의 변화가 비

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이다. 따라서, 패턴 내에서 

FFD의 변화를 가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패턴에 따라 교정 방법을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이 있지만 기본 인 개념은 동일하다. 즉, 패턴을 구성하는 

FFD 값 에서, 상 으로 작은 FFD를 갖는 주변 

CFR-LSE 값을 시(가  원래의 값을 유지)하고, 큰 값

을 조정한다는 원리이다.

S2- 략에 따른 추정치 향상 기법은 각 패턴에 따라 순

차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정 순서는 10, 21 패턴을 제외

하고 가장 증가폭이 큰 순서 로 진행한다. 즉, 하나의 

OFDM 심볼을 기 으로 하여, 26 패턴부터 교정을 시작하

여 20, 11, 5, ... 등의 순서로 교정한다. 두 개 이상의 패턴에 

하여 교정이 완료되면 체 인 패턴의 빈도 수가 변동되

어 더 이상의 교정 과정을 통하여 얻는 이득은 기 하기 어

렵다. 10, 21 패턴은 이 방법 보다 S1- 략에 의한 교정 방

법이 더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S-1 략은 그림 5에서와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상으로 

한다. P(peak)-패턴과 V(valley)-패턴은 FFD가 각각 (+-), 

혹은 (-+) 형태로 변하는 패턴을 지칭한다. 통상 으로 이러

한 FFD의 변화는 CMR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상이며, 

변화폭 역시 매우 다. P-/V-패턴이 발생하고 변화 폭이 

크다면 잡음의 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폭을 여주는 방법으로 잡음의 향을 이고 추정치

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림 5 P-/V-패턴의 개요도

Fig. 5 Schematic diagram of P- and V-patterns

P-/V-패턴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패턴을 개선해 주는 것

은 비효율 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  조정 상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 잡음의 향에 따라 변화폭이 달라지

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상 선정 기 을 구성하 다.  

(1) P- 혹은 V-패턴을 구성하는 와 

 이 동시에 임계치 값을 넘어야 한다. 

(2) FFD의 임계치는 CMR-FFD의 통계  특성을 고려하

여 설정한다. 

(3) CMR-FFD, 가 조정 상이 된다고 단될 

때, 조정폭은 주변 데이터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CMR-FFD는 N(0, 0.0143)의 

정규분포를 갖는 확률변수, X로 근사화 할 수 있다. 확률변

수 Z가 N(0,1)  분포를 가질 때

 ≤   ≤
        (9)

이 된다. 체 CMR-FFD 데이터의 97.5%를 신뢰한다고 

가정하고, 확률값  ≤   를 이용하여  

  를 임계치로 설정하 다. 

그림 5에서 와 
 가 동시에 임계치

를 넘으면, CMR-FFD, 가 조정 상이 되며, 이때 

새로운 FFD 값은 다음 식과 같이  , 
, 

그리고    값의 기하학 인 평균치로 주어진다.  


   


   



 

  

     (10)

식 10에서   값은 기하학 인 가 치이며,   값이 클수

록 

   값은   값에 가까워진다. 식 10의 개선

식은 국지 인 상을 악하고 주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MA 필터링을 취하는 연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모의실험

제안된 국지  MA 필터링을 이용한 개선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LTE 표 에 근거한 변수를 사용하여 모

의실험을 구성하 다. 모의실험 환경과 LTE 변수는 표 2에

서와 같이 설정하 다. 채  환경은 3GPP LTE 표 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 에서 EVA 모델을 사용하 으며 [10], 

이동 단말기가 30km/h로 이동하도록 설정하 다. 

개선 기법의 성능은 가 치  , 임계치, 그리고 SNR 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모의실험 결과를 표 5에 정리하 다. 

각 수치는 개선  CFR-LSE를 사용하 을 경우의 추정오

차의 최소자승오차 값(mean-squared error, MSE) 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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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SNR 0.1 0.2 0.5 1 1.2 1.4 1.8 2

0.5 0 68.7 68.7 69.0 71.7 73.7 76.0 80.9 83.3

　 6 68.4 68.5 70.3 79.9 84.3 88.4 94.4 96.3

　 12 80.6 80.9 85.3 95.5 97.9 99.1 99.9

0.6 0 70.1 70.1 70.6 74.0 76.0 78.3 82.8 85.0

　 6 68.1 68.2 70.8 81.2 85.4 89.2 94.9 96.6

　 12 77.1 77.6 83.9 95.4 97.8 99.0 99.9

0.7 0 74.2 74.2 74.9 78.3 80.0 81.9 85.6 87.5

　 6 71.0 71.2 74.5 83.9 87.5 90.8 95.6 97.1

　 12 76.8 77.6 84.9 95.7 98.0 99.1 99.9

　 18 92.3 93.2 98.0 　 　 　 　 　

0.8 0 80.4 80.4 81.3 83.9 85.2 86.6 89.4 90.8

　 6 77.4 77.7 80.8 87.9 90.6 93.0 96.7 97.9

　 12 80.4 81.6 87.9 96.6 98.4 99.3 99.9

　 18 88.8 90.5 96.3 99.8 99.9 　 　

0.9 0 88.9 89.0 89.6 91.1 91.8 92.6 94.2 94.9

　 6 87.0 87.4 89.2 93.2 94.7 96.1 98.2 98.8

　 12 88.1 89.2 92.9 98.0 99.1 99.6

　 18 91.4 92.8 96.9 99.8 99.9 　 　

　 24 97.6 98.3 　 　 　 　 　 　

선된 LSE로 발생한 MSE의 비율을 %로 나타낸 것이다. 표

에서 첫 번째 행은 임계치에 한 가 치 값을 표시한다. 

즉, 0.1이라는 수치는 기존 임계치, 0.2392의 1/10 값을 임계

치로 사용하 음을 의미한다. 빈 칸으로 채워진 부분은 개

선 효과가 없는 경우이다. 

표   5  국지  MA 필터링 기법을 사용한 개선 효과

Table 5 Improvement effect of the LSE using the localized 

MA filtering

표 5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1) 제안된 개선 기법은 작은 SNR 환경에서 더 좋은 개

선 효과를 보인다.

(2) 작은 SNR 환경에서는 작은   값, 그리고 큰 SNR 

환경에서 1에 가까운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에서 언 된 S2- 략을 사용하여, 26번 패턴을 개선하

다. 개선 방식을 구성하기 하여, 각 CFR-LSE FFD의 

상 인 크기를 기 으로 총 10개의 경우로 분류하 다. 

각 경우에 하여 실험 인 개선 방안을 구성하여 동일한 

환경에 용한 결과, 94~96%의 개선 효과만을 보이고 있어 

국지  MA 필터링을 이용한 방법에 비하여 개선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큰 SNR 환경에서는 상 으로 좋

은 결과가 측되었다.

5. 결  론

OFDM 통신 방식과 격자구조의 일롯 구성을 사용하는 

LTE 환경에서는 기존 preamble 구조에서 용되는 CFR 

추정/개선 기법을 용할 수 없다. 격자형 일롯 구성에서

는 시간축의 변화를 시하여 하나의 OFDM 심볼 일부에만 

일롯 샘 을 배치한다. 부족한 일롯 수로 인하여 주

수 역에서의 내삽 과정이 추가로 요구된다. 주 수/시간 

역에서의 내삽과정에서 추정오차의 확 가 우려되기 때문

에 일롯 추정치가 갖고 있는 추정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

성은 preamble 구조에서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주변 잡음 때문에 발생하는 CFR-LSE의 추정오차

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법을 구성하 다. 분석 결

과, 노이즈의 향으로 CFR-LSE가 국지 으로 큰 폭으로 

변동한다는 것과, CFR-LSE의 FFD 패턴 분포가 잡음의 

향으로 크게 변화한다는 을 악하 다. 두 가지의 상호 

연 된 상을 이용하여 개선 방식을 제안하 다. 검증 결

과, 첫 번째 분석 내용에 따라 CFR-LSE의 변화 폭을 국지

으로 이는 방법이 개선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폭을 이는 방법으로 국지  MA 필터링 기법을 제

안하 고  모의실험를 통하여 개선 효율를 확인하 다. 개

선 에 비하여 MSE 에서 최  68%까지의 개선 효과

가 측되었다. 

참  고  문  헌

[1] R. Becker, et al., LTE and the evolution to 4G 

wireless: Design and measurement challenges, 

Agilent Technologies Publication, 2009

[2] S. Kang, et al., "A comparative investigation on 

channel estimation algorithms for OFDM in mobile 

communications," IEEE Trans. on Broadcasting, vol. 

49, no. 2, pp. 142-149, June 2003

[3] M. Morelli and U. Mengali, "Comparison of 

pilot-aided channel estimation methods for OFDM 

systems," IEEE Trans. on Signal Proc., vol. 49, no. 

12, pp. 3065-3073, Dec. 2001

[4] Y. Kang, et al., "Efficient DFT-based channel 

estimation for OFDM systems on multipath 

channels," IET Commun., vol. 1, no. 2, pp.197-202, 

Apr. 2007

[5] B. Yang, et al., "Windowed DFT based 

pilot-symbol-aided channel estimation for OFDM 

systems in multipath fading channels," Vehicular 

Technology Conference Proceedings, 2000, VTC 

2000-Spring Tokyo, 1480-1484, 2000

[6] X. Cai and G. B. Giannakis, "Error probability 

minimizing pilots for OFDM with M-PSK 

modulation over Rayleigh-fading channels," IEEE 

Trans. on Vech. Tech., vol. 53, no. 1, pp. 146-155, 

Jan. 2004

[7] H. Hsu,  et al., "Windowed DFT-based OFDM 

channel estimation by adding virtual channel 

frequency respons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ireless Communications, Networking and Mobile 

Computing, 2009. WiCom'09, pp.1-5, 2009

[8] F. Fontan and P. Espineira, Modeling the wireless 



Trans. KIEE. Vol. 60, No. 1, JAN, 2011

LTE 시스템 채  추정치의 후처리 기법 연구                                                                    213

propagation channel: A simulation approach with 

MATLAB, Wiley, 2008

[9] S. Coleri, et al., "Channel estimation techniques 

based on pilot arrangement in OFDM systems,"  

IEEE Trans. on Broadcasting, vol. 48, no. 3, pp. 

223-229, Sept. 2002 

[10] 3GPP TS 36.21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9),"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Mar., 2010

   자   소   개

유 경 렬 (柳 京 烈)

1961년 7월 9일생. 1982년 한양  공  

기공학과 졸업. 1993년 University of 

Missouri - Rolla 졸업 (공박). 1993년 한

국 자통신연구원 선임 연구원, 재 한

양  자컴퓨터공학부 부교수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8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ColorImages fals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8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GrayImages fals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Flate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tectCurves 0.100000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Flatness tru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CheckCompliance [
    /Non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