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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량통신은 도로  차량들 간의 효율 인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 차량의 어 리 이션
으로 차량 안 ,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자율 주행까지도 다룰 수 있다.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는 
LTE(Long Term Evolution) 기반 차량 통신에 한 표 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차량 통신은 안 과 한 련이 
있기 때문에, 낮은 지연과 높은 신뢰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차량의 빠른 이동성으로 인해 V2V(Vehicle-to-Vehicle) 환경은 
채  왜곡이 매우 심하며, 높은 신뢰성의 차량 통신을 해서 채  추정이 매우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해 본 논
문에서는 LTE 기반 V2V 환경에서 채  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LTE 기반 업링크 시스템에서 채  추정은 일럿 심볼인 
DMRS(DeModulation Reference Signal)를 이용한다. 기존 채  추정 기법으로는 LS(Least Square), DDCE(Decision Directed 
Channel Estimation), STA(Spectral Temporal Averaging), 그리고 Smoothing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채  추정 기법
들과 달리 일럿 심볼에서 QS(Quadratic Smoothing)를 이용해 보다도 정확한 채 을 추정하며, 데이터 심볼에서 응 으로 
채 을 추정하는 ASCE(Adaptive Smoothing Channel Estimation) 기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한 ASCE 기법이 
NMSE(Normalized Mean Square Error)와 BER(Bit Error Rate) 측면에서 체 으로 성능이 향상 된 것을 볼 수 있다.  

Abstract

Vehicle communication can facilitate efficient coordination among vehicles on the road and enable future vehicular 
applications such as vehicle safety enhancement, infotainment, or even autonomous driving. In 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GPP), many studies focus on long term evolution (LTE)-based vehicle communication. Because 
vehicle speed is high enough to cause severe channel distortion in vehicle-to-vehicle (V2V) environments. We can utilize 
channel estimation methods to approach a reliable vehicle communication systems. Conventional channel estimation schemes 
can be categorized as least-squares (LS), decision-directed channel estimation (DDCE), spectral temporal averaging (STA), 
and smoothing methods. In this study, we propose a smart channel estimation scheme in LTE-based V2V environments. 
The channel estimation scheme, based on an LTE uplink system, uses a demodulation reference signal (DMRS) as the 
pilot symbol. Unlike conventional channel estimation schemes, we propose an adaptive smoothing channel estimation 
scheme (ASCE) using quadratic smoothing (QS) of the pilot symbols, which estimates a channel with greater accuracy 
and adaptively estimates channels in data symbols. In simulation results, the proposed ASCE scheme shows improved 
overall performance in terms of the normalized mean square error (NMSE) and bit error rate (BER) relative to 
conventional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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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량통신은 도로  차량들 간의 효율 인 조정을 가

능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 차량의 

어 리 이션으로 차량 안 ,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자율 

주행까지도 다룰 수 있다. 를 들어  시각의 교통, 도

로 환경 그리고 다른 차량들의 상황에 한 정보가 차

량 통신을 통해 송될 수 있다. 이에 해 상 차량은 

송된 교통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운 자에게 임박

한 교통 정체 는 안  사고를 알릴 수 있다[1].

미래 차량의 어 리 이션은 V2X(Vehicle-to-Everything)

를 통해 실화 될 수 있으며, V2X는 V2V(Vehicle-to-Vehicle), 

V2P(Vehicle-to-Pedestrian), 그리고 V2I(Vehicle-to-Infrastructure)

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기존의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의 물리 계층을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p라고 부른다[2]. 하지만 

보안  유지 보수 문제가 있으며, 제한된 스펙트럼으

로 인해 높은 송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 을 가진

다. 차량 통신의 목표인 낮은 지연과 높은 신뢰성을 

해, 본 논문에서는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할 

수 있는 LTE(Long Term Evolution) 기반의 V2V 환경

을 바탕으로 연구하 다.

본 논문에서는 V2V 환경에 한 채  추정 기법을 

연구 하 다. V2V 환경의 무선 채 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인해 신호 에 해 매우 열악하다. 첫 번째 

요소는 차량 간 빠른 이동성으로 인해 채 의 시변 특

성이 크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요소는 차량 간 다수의 산

란자로 인해 다 경로가 발생하여 채  주 수 선택  

특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3]. 이에 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채  추정 기법들과 달리 일럿 심볼에서 

QS(Quadratic Smoothing)를 이용해 더욱 정확한 채

을 추정하며, 데이터 심볼까지 이용하여 응 으로 채

을 추정하는 ASCE(Adaptive Smoothing Channel 

Estimation)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시스템 모델

을 정의하고 Ⅲ장에서는 기존의 채  추정 기법에 해 

살펴본다. 다음의 Ⅳ장에서는 새롭게 제안한 ASCE 기법

을 소개하며, Ⅴ장에서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성능 평가

를 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Ⅱ. LTE 업링크 시스템 모델

본 장에서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의 LTE 기반 업링크 시스템에 하여 기술한

다. 업링크 시스템은 다운링크 시스템의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4]의 

높은 PAPR(Peak to Average Power Ratio)을 이기 

해 DFT-Spreading 방식을 사용하는 SC-FDMA 

(Single Carrier-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를 기반으로 한다[5]. 

LTE 기반 업링크 시스템에서 채  추정은 일럿 

심볼인 DMRS(DeModulation Reference Signal)를 이용

하여 채 을 추정한다. DMRS는 송·수신단이 모두 알

고 있는 훈련신호이다. Normal CP(Cyclic Prefix)의 경

우 DMRS의 치는 그림 1과 같다. DMRS는 매 서

임의 4번째와 11번째 OFDM 심볼에 치한다.

그림 1. 서 임에서 DMRS의 치

Fig. 1. Location of DMRS in a subframe.

OFDM 시스템에서 수신된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수신된 일럿 심볼,  는 송신된 

일럿 심볼, 는 채  계수, 그리고 는 가우시안 

잡음을 의미한다. 와 는 각각 OFDM 심볼과 부반송

 인덱스를 나타낸다. 

Ⅲ. 기존 채널 추정 기법 

본 장에서는 기존 채  추정 기법들에 해 설명한다.

가. LS 

LS(Least Square) 채  추정 기법의 체 인 과정

은 그림 2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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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S 블록 다이어그램

Fig.  2. LS block diagram.

LS 채  추정 기법은 가장 간단한 채  추정 기법이

며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추정된 채 이며, 는 수신한 일

럿 심볼,  는 송신한 일럿 심볼이다. 

나. DDCE 

DDCE(Decision Directed Channel Estimation) 기법

의 체 인 과정은 그림 3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DDCE 블록 다이어그램

Fig. 3. DDCE block diagram.

DDCE는 데이터 신호를 일럿 심볼처럼 사용해서 

채 을 추정하는 기법이다[6]. 우선 기 LS로 추정한 

채 을 이용해서 수신한 첫 번째 데이터 심볼을 등화한

다. 이때 LS 추정 과정은 식 (2)와 같으며 등화 과정은 

다음의 식을 따른다.

  

 
 (3)

는 등화한 심볼이고, 는 수신한 데이터 심볼, 

 는 이  심볼에서 추정한 채  그리고 는 

LS로부터 얻어진 기 추정 채 이다. 채 을 추정하기 

해, 등화한 심볼 를 디매핑하여 를 구한다.

  
  (4)

여기서 기호 는 디매핑을 의미한다. 를 이용해

서, LS 채  추정으로 다음 채 을 추정한다.

  


(5)

DDCE 기법은 낮은 SNR의 경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오류 의 단 이 있다. 

다. STA

STA(Spectral Temporal Averaging) 기법의 체

인 과정은 그림 4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STA 블록 다이어그램

Fig. 4. STA block diagram.

STA는 데이터 일럿 심볼을 이용한 채  추정 값

을 이용해 주 수 역과 시간 역에서 평균을 취하는 

기법이다[3]. 우선 기 LS로 추정한 채 을 이용해서 

수신한 첫 번째 데이터 심볼을 등화하여 를 얻으며 

이에 한 과정은 LS 기법의 식 (2)와 DDCE 기법의 

식 (3)과 같다. 채 을 추정하기 해 등화한 심볼 

를 디매핑하여 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LS 채  

추정으로 다음 채 을 추정한다. 이에 한 과정은 

DDCE 기법의 식 (4)∼(5)와 같다. 이후 추정된 채 의 

주 수 역에서 평균을 취한다.

  
  

  


  (6)

여기서 는 주 수 역에서 평균을 취할 부반송

의 역을 나타내는 값이며, 은 가 치 계수로 

 


 이다. 주 수 역에서 평균을 취한 후, 

시간 역에서 평균을 취한다.

   

   

  (7)

여기서 는  ≥ 의 값을 가진다. 값이 크면 시불

변 채 에 합하고, 작으면 시변 채 에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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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이 크면 평탄 페이딩 채 에 합하고, 작으면 

주 수 선택  페이딩 채 에 합하다.

라. Smoothing

Smoothing 기법의 체 인 과정은 그림 5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Smoothing 블록 다이어그램

Fig.  5. Smoothing block diagram.

Smoothing 기법은 데이터 결정 오류의 최 치를 

여 으로써 DDCE 기법과 결합 시 낮은 SNR(Signal to 

Noise Ratio)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7]. 수신된 일

럿 심볼은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  ∙∙  (8)

여기서 는 일럿 심볼을 입력으로 받는 각 행

렬이며, 는 FFT(Fast Fourier Transform) 행렬이다. 

그리고 는 시간 역 채 이며, 는 잡음이다. 

는 의 길이에 맞게 축소된 FFT 행렬이며,   행렬로

부터 의 열을 선택 한 것이다. 한  도 의 길

이에 맞게 축소된 시간 역 채 이며,  로부터 의 

열을 선택 한 것이다. 우선 기 LS로 추정한 채 을 

이용해서 수신한 첫 번째 데이터 심볼을 등화하여 

를 얻으며 이에 한 과정 한 LS 기법의 식 (2)와 

DDCE 기법의 식 (3)과 같다. 채 을 추정하기 해 등

화한 심볼 를 디매핑하여 를 구하고 이를 이용

해서 LS 채  추정으로 다음 채 을 추정한다. 이에 

한 과정은 DDCE 기법의 식 (4) ∼ (5)와 같다. 시간

역에서 추정된 채   는 다음과 같다.

   ∙ 
 ∙

 ∙
 
∙

∙
 ∙ 

   (9)

여기서 기호와 ∙은 각각 의사역행렬과 곱을 의미

한다. 주 수 역에서 추정된 채  는 시간 역의 

채   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어질 수 있다.

  ∙


 ∙∙

∙

∙
 ∙

  (10)

Ⅳ. ASCE 채널 추정 기법 

본 장에서는 ASCE 기법을 제안한다. ASCE는 일

럿 심볼에서 QS 채  추정을 하고 데이터의 각 심볼에

서 Smoothing 기법을 취하여 채 을 업데이트한다. 앞

의 과정을 반복하여 체 채  주 수 응답을 얻어낼 

때 까지 채 을 추정한다. 이때, QS로 채  추정을 하

여 주 수 선택  페이딩의 향을 감소시켜 기 채  

추정에 한 오류를 일 수 있다. 그리고 Smoothing을 

통해 데이터 결정 오류를 여 더욱 정확한 채 을 추

정할 수 있다. 두 가지의 기법이 혼용되었지만 복잡도 

측면에서 기존 기법들 비 차이는 거의 없다. ASCE 

기법의 체 인 과정은 그림 6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 ASCE 블록 다이어그램

Fig.  6. ASCE block diagram.

1) QS 채널 추정

우선 송․수신단에서 모두 알고 있는 일럿 심볼을 

이용하여 QS 채  추정을 한다. QS 기법은 convex 

minimization을 토 로 수식 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주 수 선택  페이딩의 향을 감소시켜 채  추정의 

오류를 일 수 있다[8]. Convex minimization 문제로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rg∥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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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주 수 선택  특성을 반 하는 인자이며,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결과 으로 QS 기법을 통한 채  추정은 다음의 수

식과 같이 나타낸다.

   
   

  (13)

이때 는 단 행렬을 나타낸다.

2) ZF 등화를 통한 데이터 심볼

일럿 심볼을 통해 추정한 채  를 이용하여 

ZF(Zero Forcing) 등화를 한다. 등화를 통해 얻은 심볼 

를 다음의 수식과 같이 나타낸다. 

 

 
(14)

이때   심볼을 디매핑하여   심볼을 얻는다. 

  
  (15)

여기서 기호 는 디매핑을 의미한다. 

3) Smoothing

이후 데이터 심볼을 이용해 Smoothing 채  추정을 

한다. 이때 시간 역에서 추정된 채   는 다음과 

같다.

   ∙ 
 ∙

 ∙
 
∙

∙
 ∙ 

   (16)

여기서 는 데이터 심볼을 입력으로 받는 각 행

렬이며, 는 FFT 행렬이다. 그리고  는 시간 역 채

이며, 은 가우시안 잡음이다. 는 의 길이에 

맞게 축소된 FFT 행렬이며,   행렬로부터 의 열을 

선택 한 것이다. 한  도 의 길이에 맞게 축소된 

시간 역 채 이며,  로부터 의 열을 선택 한 것이

다. 여기서 기호와 ∙은 각각 의사역행렬과 곱을 의

미한다.

주 수 역에서 추정된 채  는 시간 역의 채

  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

∙

∙
 ∙

  (17)

4) Feedback

다음 심볼의 채 을 얻기 해 다시 데이터 심볼을 

등화하여 를 얻으며 다음의 수식과 같이 나타낸다. 

  

 
(18)

이때   심볼을 디매핑하여   심볼을 얻는다. 

  
  (19)

여기서 기호 는 디매핑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해서 LS 채  추정으로 다음 채 을 추정

한다. 

  


(20)

이후 데이터 심볼을 이용해 시간 역과 주 수 역

에 해 Smoothing 채  추정을 하며 이에 한 과정

은 식 (16)∼(17)과 같다. 

이 후, 체 채  주 수 응답을 구할 때 까지 4) 

Feedback 과정을 반복된다.

V. 모의실험 설계 및 성능 분석  

본 장에서는 기존의 채  추정 기법과 제안 기법인 

ASCE에 한 성능 분석을 다룬다. 이에 한 모의실험 

모델  라미터와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의실험 모델 및 파라미터

모의실험은 LTE 기반 업링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속도와 도 러 주 수의 계는 표 1과 같다.

시스템 라미터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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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속도와 도 러 주 수 계

Table1. Relationship between the velocity and doppler 

frequency.

표  2. 시스템 라미터

Table2. System Parameter.

Parameter Value

Carrier frequency 6GHz

Bandwidth 10 MHz

Sample frequency 15.36 MHz

Subframe duration 1 ms

Subcarrier spacing 15 kHz

FFT size 1024

Occupied subcarriers 600

No. of subcarriers/PRB 12

Cyclic Prefix (CP) Normal CP

No. of OFDM 

symbols/subframe
14 (Normal CP)

Modulation scheme QPSK

Noise AWGN

f, s 2, 2

K 150

d 8

Velocity

Urban : 

15 km/h

f_D = 

166 Hz

Freeway : 

140 km/h 

f_D = 

1555 Hz

Channel Model
Urban : 

UMi LoS

Freeway : 

UMa NLoS

MIMO Configuration 1 x 1

Channel Estimation
DDCE, STA, Smoothing, 

ASCE 

Advanced Receiver ZF

2. 모의실험의 결과 및 성능 분석

기존의 채  추정 기법 DDCE, STA, Smoothing, 그

리고 제안 기법 ASCE에 해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 

평가는 NMSE(Normalized Mean Square Error)와 BE

R(Bit Error Rate)로 한다.

그림 7과 그림 8는 도심지에서의 NMSE와 BER을 

나타낸다. 성능은 DDCE, STA, Smoothing, 그리고 제

안 기법인 ASCE 순으로 좋아진다. DDCE는 낮은 SNR

일 경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오류 가 발생하며 

높은 SNR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인다. STA는 DDCE를 

기반으로 하며 주 수 역과 시간 역에서 평균을 취

하기 때문에 DDCE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Smoothing의 경우 데이터 결정 오류의 최 치를 여 

좋은 성능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 채  추정 기법들 보

다도 ASCE가 낮은 SNR과 높은 SNR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고속도로에서의 NMSE와 BER을 

나타낸다. 도심지에서와 같이 DDCE, STA, Smoothing 

그리고 제안 기법인 ASCE 순으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rban Freeway

Vehicle velocity 15km/h 140km/h

Relative velocity 30km/h 280km/h

Doppler frequency 166Hz 155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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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심지에서의 NMSE

Fig. 7. NMSE of urb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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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도심지에서의 BER

Fig. 8. BER of urb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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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V2V 환경에서 LTE 기반 업링크 시

스템의 채  추정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 기법은 

일럿 심볼에서 QS 채  추정을 하여 주 수 선택  페

이딩 향을 낮춰 더욱 정확한 채  추정을 할 수 있다. 

한 데이터 심볼에서 Smoothing 채  추정을 하여 데

이터 결정 오류를 여 신뢰성 있는 채 을 얻을 수 

있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 기법이 도심지와 고속도로의 

경우 NMSE  BER 에서 기존 채  추정 기법들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eMBB(enhanced Mobile BroadBand) 서비스를 

해 더 강인한 채  추정 알고리즘을 얻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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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속도로에서의 NMSE

Fig. 9. NMSE of freewa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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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고속도로에서의 BER

Fig. 10. BER of freewa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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