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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FDM 시스템에서는 시변이며 주파수 선택적인 전송 채널을 추정하기 위하여 보통 기준 심볼을 이용한다. 우선 

LTE 표준의 기준 심볼 배치를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할 때의 LTE OFDM 시스템 비트 오류율 성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LTE 표준 기준 심볼 배치 경우에 도플러 시변 페이딩에는 강인하나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 대하여는 채널 추

정 오차가 크게 되어 비트 오류율 성능 열화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효율적이고 우수한 채널 추정을 위하

여 등간격 다이아몬드 격자 모양의 기준 심볼 배치이며 주파수 영역에서 매 4번째 부반송파 간격마다 기준 심볼을 배

치하는 개선된 기준 심볼 배치 모양을 새로이 제시한다.

ABSTRACT

For the purpose of estimation of time variant frequency selective transmission channels, reference symbols are 
usually employed. The bit error performance of LTE OFDM systems is analyzed in the case of LTE standard  reference 
symbol arrangement. Results show that LTE OFDM system with this LTE reference symbol arrangement is robust 
against Doppler time variant fading. However, the performance of that system is degraded due to channel estimation 
error in frequency domain. An equidistant arrangement with a diamond shape structure of reference symbols, however 
having 4 subcarriers distance in frequency domain, is suggested for the optimal channel estimation.

키워드 : LTE, OFDM, 기준 심볼, 비트 오류율  

Key word :  LTE, OFDM, reference symbol, bit error rat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12 : 2805~2812 Dec. 2015

2806

Ⅰ. 서 론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전송 방식에서는 송신하려는 데이터를 병렬화한 후에 

이를 다수의 직교 부반송파를 사용해서 전송한다. 그러

므로 심볼 주기가 짧은 고속 데이터 전송 시 발생되는 

심볼간 간섭(ISI: inter symbol interference)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OFDM 방식에서는 심볼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단말기가 이동할 때 발생되는 도플러

(Doppler) 페이딩에 의한 시변(time variant) 채널에 취

약하다[1]. 
시변 채널을 통하여 OFDM 신호가 전송될 때 OFDM 

부반송파 신호들 간에 인접 부반송파 간섭(ICI: inter 
carrier interference)이 발생된다. 또한 송신 심볼이 주

파수 선택적 Rayleigh 다중 경로 채널을 통하여 전송

될 때 그 크기 및 위상이 변화된다. 이러한 심볼 신호

들을 원래의 정확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채널 추

정 방식으로 기준 심볼을 이용한 방식이 현재 시스템

에 사용되고 있다[2]. 그러나 부가성 백색 가우스 잡

음(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및  시변 

채널로 인한 ICI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채널 추정 및 

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신단에서 원래 데이터

를 재생 시 비트 오류율(BER: Bit Error Rate)이 증가 

된다.
BER 성능에 유리한 기준 심볼 배치 모양에 대한 

연구가 [3, 4]등에서 이루어 졌다. 이 연구들에서 등

간격 격자 모양의 기준 심볼 배치가 채널 추정 오차

에 대해서 최소 평균 전력 오차(MMSE: Minimum 
Mean Squared Error)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
러한 연구 결과들에 따라 LTE에서 등간격 다이아몬

드 격자 모양의 기준 심볼 배치를 표준으로 정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기준 심볼 배치 모양을 변화시켜 가면

서, 이 변화에 따른 LTE OFDM 전송 시스템의 BER 성
능을 분석한다. 이 때 LTE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대 속

도까지 단말기가 이동하는 시변 및 주파수 선택적 채널

에서, 채널 추정 오차로 인한 시스템의 BER 성능 열화

를 분석하며 성능이 우수한 기준 심볼 배치 모양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OFDM 전송 시스템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OFDM 시
스템 구성도가 그림 1에 도시되었다.  입력 데이터는 우

선 I(Inphase) 성분 비트열과 Q(Quadrature) 성분 비트

열로 나누어진다. 각 I와 Q성분은  함께 복소 심볼 X(k)
로 매핑 된다. QAM 매핑된 복소 심볼은 OFDM 변조기

로 전송되며 그 복소 심볼은 병렬의 N개 부반송파로 

역 푸리에 변환(IFFT :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에 의해 변조된다. IFFT 된 후 출력된 n번째 샘플값은 

다음 식과 같다.

    




 exp     (1)

채널 모델은 L 탭의 값을 가지는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를 가정한다.  그러면 채널의 임펄스 응답은 다음 

식과 같다.

 




τ                    (2)

이 때 z( l)은 독립적이고 평균이 0인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수이고, τ
l
는 샘플링 주기 TS에 의해 정규화 

된 l번째 임펄스의 지연이다. 그러면 이러한 채널을 통

하여 전송된 신호는 다음 식 (3)과 같다.

y(n)= ∑
L- 1

l=0
z(l)x(n- l)+w(n)            (3)

 이때 w(n)은 샘플링 시간 n때 더해지는 AWGN 
잡음에 의한 복소 변수이다. 그러면 수신기에서 개의 

  을 FFT하여   를 구할 수 있다. 

    
 

 

     

         

       (4)

위 식 (4)에서 는 k번째 부반송파에 대한 시간 

TS 동안의 평균 채널 전달함수 이고 는 시

변 채널에 의한 ICI 성분이며 W(k)는 w(n)의 FFT이다

[5]. 그러므로 송신 심볼  가 번째 부반송파를 통

하여 전송되면서 시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및 AW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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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of OFDM transmission system

의 영향을 받아서 그 크기와 위상에 변화가 생긴  

로 수신단에서 재생된다. 따라서   는 각 부반송파

의 전달 함수 로 추정된 채널 전달 함수 의 

역과 곱해져서 등화 된다. 

                             (5)

최종적으로 가 애초에 송신된  와 같은 

성상도 내에 속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데이터 BER이 

결정된다. 기준 심볼이 주파수 영역 상에서 채널 전달 

함수 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부반송파들에 기

준 심볼 P(k)∈{-1,1}이 전송되어 진다. 다음 식 (6)
과 같이, 수신단에서 채널 전달  함수는 재생된 기준 심

볼 를 P(k)로 나눔으로써 추정될 수 있다(LS: 
Least Squares 채널 추정).  

 
╱  ╱    (6)

여기서 LMMSE(Linear Minimum Mean Squared 
Error) 추정 방식을 이용하면 LS 방식으로 추정된 채널 

추정 벡터 로부터 AWGN에 대해 더욱 강인한 채널 

추정을 할 수 있다. LMMSE 추정 채널 벡터 MMSELĤ

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5].

LS
122

HHHHLMMSE
ˆ)}|/1{|(ˆ HIRRH −+= kW PEσ    (7)

이 때 }{ H
HH HHR E= 는 채널 전달 함수의 자기 

상관 행렬이고 ⋅는 Hermitian 변환을, 그리고 I 는 

단위행렬을 나타낸다. LMMSE 방식으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식 (7)에서 채널의 HHR 와 AWGN의 분산 

을 알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충분히 

크기가 작은 임의의 을 선택한 다음 식 (7)을 이용하

여 MMSELĤ 를 구하여도, 실제의 정확한 값을 사용

하는 경우의 채널 추정 값과 그 오차가 크지 않다[5]. 그

러므로   
 의 고정된 값을 선택하고 HHR 는 

기준 심볼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한다.
그러나 기준 심볼들이 모든 부반송파들에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LTE 표준에서도 주파수 간격이 떨어진 소

수의 부반송파들에만 배치되므로  HHR 추정 시 오차

가 발생된다. 또한 도플러 시변 채널과 AWGN등에 의

해서도 추정 오차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Ⅲ. LTE OFDM 시스템

LTE 표준에 의하면 FFT의 크기는 여러 가지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2048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샘플링 주파수는 30.72 
MHz 이므로 기본 시간 단위  = 32.99ns 이며, 부반송

파 간격   = 15kHz 이다[2]. 보호 구간은 주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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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 number 1 2 3 4 5 6 7 8 9

delay  0 0.03 0.15 0.31 0.37 0.71 1.09 1.73 2.51

tap position 0 1 5 10 12 22 33 53 77

power 0.241 0.171 0.175 0.105 0.21 0.03 0.048 0.015 0.005

Table. 1 LTE EVA cnannel model

이며 보호 구간을 포함한 한 OFDM 블록의 시간 길이는 

71.354이다. LTE에서는 단말기가 120km/h로 이동할 

때까지 높은 성능의 BER 특성을 가지며, 350km/h의 고

속으로 이동할 때에도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없는 성

능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6]. 반송파 주파수가 

1.8GHz일 때 단말기가 120km/h로 이동하면 최대 도플러 

주파수 은 약 200Hz, 350km/h인 경우 은 580Hz가 

된다. LTE 다중 지연 전송 채널 모델로 [7]에서 최대 지

연 시간이 2.51이고 rms 지연 시간 가 0.357인 9

탭(tap) 전력 지연 프로파일(power delay profile)을 가지

는 EVA(Extended Vehicular A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그림 1의 OFDM 전송 시스템 구성도와 같이 입력 데

이터는 Gray 코드를 이용하여 16-QAM 심볼로 매핑 된

다. 매핑된 이 심볼들은 각각 여러 개의 부반송파들로 

OFDM 변조된 후, 표 1과 같은 주파수 선택적 Rayleigh 
다중 경로 채널을 통하여 전송된다. 할당된 주파수 선택

적 채널을 쪼개어 주파수 대역폭이 작은 여러 개의 주파

수 비선택적인 채널을 통하여 각각의 부반송파들을 전

송하므로, ICI 영향등이 없는 이상적인 16-QAM OFDM 
시스템의 BER 성능은 아래 식과 같은 16-QAM 시스템

의 BER 성능 과 일치한다[2].  

 


∞

                     (8)

이 때

  







                                 (9)  

  






                          (10)

 

 


∞







                      (11) 

위 식들에서   이며 는 한 비트 당 신호

의 평균 에너지이고 는 AWGN의 전력 스펙트럼 밀

도이다. 식 (9)는 전송 채널에서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에 대한 Rayleigh pdf(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며 는 그 평균값이다.

시변이며 주파수 선택적인 채널 응답 h(n, j)는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페이딩을 겪는다. 그러므로 채널 추정

기(estimator)에서는 각 OFDM 블록 시간마다 모든 부반

송파들에 대한 채널 전달함수를 추정한다. LTE 시스템

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배치된 기준 심볼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2차원적인 채널 추정을 수행한다[2]. LTE에서는 

12개 연속적으로 인접한 부반송파들을 7 OFDM 블록 시

간 동안 전송 심볼에 할당한다. 이 84개의 부반송파들로 

한 개의 RB(Resource Block)으로 구성되며 두 개의 RB가 

최소 전송 단위이다. 그러므로 LTE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전송 블록(2 RB) 모양의 단위로  심볼이 주파수/시간 영

역에 할당되어 전송된다[1, 2]. 

Ⅳ. 기준 심볼 배치와 BER 성능

그림 2와 같은 LTE 표준 기준 심볼 (RS: reference 
symbol) 배치를 이용하여 주파수/시간 영역의 2차원적

인 채널 추정 을 수행한다. 그림 2에서 첫 번째 OFDM 블
록 시간 때 주파수 영역에서 6번째 부반송파들에 기준 

심볼들이 전송된다.  그러면 수신기에서 먼저 각 6번째 

부반송파 전달함수들이 식 (7)의 LMMSE 방법으로 추

정된다. 나머지 5개 부반송파 전달 함수들은 선형 보간

법(linear interpolation)으로 매 6번째 마다 LMMSE 추
정된 부반송파 전달 함수들로 부터 모두 구해진다. 그 다

음 3 ~ 4 번째 OFDM 블록 시간 때에만 기준 심볼들이 전

송되며, 기준 심볼들이 존재하는 이러한  OFDM 블록 시

간 때에는 주파수 영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OFDM 블록 시간 때의 부반송파 전달 함수가 역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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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진다. 그 사이 시간에 존재하는 2 ~ 3개 OFDM 블록 

시간에 대한 부반송파 전달함수들은 구해진 양쪽 한 쌍

의 부반송파 전달함수들을 이용하여 시간 영역에서 선

형 보간에 의한 방법으로 모두 구해진다. 

Fig. 2 LTE transmission unit 2 RB (  : RS)

도플러 시변, 주파수 선택적 채널에서 채널은 WSS 
복소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wide sense stationary 
complex Gaussian process)로 모델링될 수 있다[8]. 그
러면 시간 간격 와 주파수 간격 에 대한 채널 전

달함수 H(k)의 상관함수(correlation function) 
는 다음 식 (12)와 같다[8].

                   (12)

이때 k와 p는 주파수 영역에서 부반송파 순서 및 시

간 영역에서 OFDM 블록 시간 순서이며,  와 

 는 각각 주파수 및 시간 영역에서의 채널 상관

함수이다. 식 (12)에서와 같이 시간 영역의 상관함수와 

주파수 영역의 상관함수는 서로 독립적이다.  

는 다중 경로 채널지연에 의하여 결정되고  는 

도플러 페이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의 특성에

서, 주파수 영역 상 채널의 90% coherence bandwidth 
와 채널 전력 지연 프로파일의 rms 지연 시간 

의 관계는  ≈이다[2]. LTE EVA 채널 모

델의 경우  ≈가 되어 부반송파 주파수 

간격   의 4배 정도가 된다. 한편 도플러 시

변 채널에서의 상관함수  는 다음 식 (13)과 같

다[8].

                          (13)

이때 는 0차 1종 Bessel 함수이다. 그러므로 시

간영역에서     되는 채널의 coherence 

time 은   = 200 Hz인 경우 400 가 되며, OFDM 

블록 시간간격 71  보다 6 배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LTE EVA 채널 경우에는 그림 2의 기준 심볼 배

치에서 주파수 간격 K는 4 보다 작게, 시간 간격 P는 6 
보다 작게 선정되어야 성능이 우수한 채널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우선 그림 2의 LTE 표준 기준 심볼 배치 

경우의 LTE OFDM 시스템의 BER  성능을 컴퓨터 시

뮬레이션에 의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그림 1의 OFDM 
시스템에 대한 각 블록별 입출력 변환 과정이 표시된 

식 (1) - (7)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가 그

림 3에 도시되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단말기가 이동

하지 않는 경우(= 0Hz)에도 큰 크기의 에서 BER 

성능이 열화 되어 error floor가 발생 된다.  그러므로 기

준 심볼 배치 모양 변화에 따른 BER 성능 변화를 분석

하여, 기준 심볼의 수 증가를 최소화 하면서 BER 성능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배치 모양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저 주파수 영역 채널 추정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모든 부반송파들에게 기준 심볼을 배치

하며, 시변 채널 추정 에러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OFDM 블록 시간마다 교대로 기준 심볼을 배치하

는 경우의 BER 성능을 분석한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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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ER in the case of LTE RS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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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theory 곡선은 시불변 채널 경우(
=0Hz) 16-QAM OFDM 시스템의 BER 성능을 나타내

는 이론식 (8)을 도시한 것이다. 이 이론식 경우는 완벽

한 채널 추정 경우에 해당된다. 그림 5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 0Hz의 성능 곡선과  이론식 (8)에 의한 곡선

은 거의 일치하므로, 그림 4와 같은 밀집한 기준 심볼 

배치 경우에 완벽한 채널 추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TE 표준 기준 심볼 배치에 따른 BER 특성 그

림 3과 완벽한 기준 심볼 배치 경우 결과인 그림 5를 비

교하여 보면, 도플러 페이딩이 가장 큰 = 580Hz 경우

에도 BER 성능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저속 페이딩 시

(= 0Hz, 80Hz) LTE  표준 경우에 BER 성능 열화가 

발생 된다. 그러므로 LTE 표준 배치는 시간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주파수 영역에서 그 배치 간격을 더 작

게 선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Fig. 4 The most dense RS arrangement (  :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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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ER in the case of most dense RS arrangement 

따라서 주파수 영역에서 배치 간격을 LTE 표준 보다 

작게 매 4 번째 부반송파 간격으로 배치한다. 이러한 그

림 6(a-c)의 기준 심볼 배치에 대하여 BER 성능이 분석

되어 그림 7(a-c)에 도시 되었다. BER 성능 그림 7(c)는 

매 RB 내에서 7 번째 OFDM 블록 시간마다 드물게 기

준 심볼을 배치한 경우(그림 6(c))이므로 고속으로 단말

기가 이동하는 = 580Hz 도플러 페이딩 환경에서 

∙ 큰 크기의 error floor 성능 열화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저속 페이딩 환경 하에서는 가장 

밀집한 기준 심볼 배치 경우 BER 성능인 그림 5와 비교

해도 그 성능에 차이가 작아서 문제가 없다. 

(a)

(b)

(c)

Fig. 6 Various arrangement of reference sys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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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ER in the case of RS arrangement fig. 6(a-c)

고속 도플러 페이딩 시의 성능 열화를 작게 하기 위

하여 기준 심볼 배치를 시간 영역에서 LTE 표준과 동일

하게 그림 6(b)와 같이 배치하면, 가장 밀집하게 배치했

을 때의 고속 도플러 BER 특성(그림 5, = 580Hz)과 

그  BER 특성에 차이가 작다. 
주파수 영역에서 같은 간격으로 기준 심볼을 배치하

면서 시간 영역에서 배치 간격을 변화시킨 경우의  BER 
특성인 그림 7 (a-c)를 비교하여 보면, 이 작은 저속

에서는 비슷한 특성을  이 큰 시변 채널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수식 (12)에서의 의미와 

같이 시변 채널에서의 추정 오차는 시간 영역에서의 기

준 심볼 배치 간격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다중 경로 주

파수 선택적 채널 추정 오차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배치 

간격 크기에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장 밀집한 기준 심볼 배치 경우 BER 특성인 그림 5

와 그림 7(b)를 비교하여 보면 그 특성 차이가 크지 않

다. 따라서 LTE 표준과 비교하여 시간 영역에서 같은 

배치 간격이며 주파수 영역에서는 배치 간격이 더 작은 

그림 6(b)의 배치가 소요 기준 심볼 수가 작아서 효율적

이며 아울러 채널 추정 성능도 우수한 기준 심볼 배치 

모양인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LTE OFDM 시스템에서 기준 심볼 배치에 따라 결정

되는 BER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가 OFDM 변조, 주파수 선택적 

Rayleigh 도플러 시변 페이딩 채널, OFDM 복조, 채널 

추정, 등화 되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각 시스템 블록마

다 그 입 출력 신호 변환 과정을 이산 복소 포락선 함수

들로 표현 하였다. 이 수식들을 이용하고 LTE가 정한 

표준안에 따라 파라미터를 정하고 기준 심볼 배치 모양

을 변화시키면서 컴퓨터 모의실험에 의하여 시스템의 

BER 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 LTE 표준의 기준 심볼 배치 경우에 도

플러 시변 페이딩에는 강인하나 다중 경로 주파수 선택

적 페이딩에 대하여는 채널 추정 오차가 크게 되어 BER 
성능 열화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LTE 표준에서와 같

이 채널 추정에 유리한 등간격 다이아몬드 격자 모양의 

기준 심볼 배치 모양으로, 그러나 주파수 영역에서 매 4 
번째 부반송파 간격으로 기준 심볼을 배치하면 효율적

이고 우수한 채널 추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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