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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IEEE 802.11p 규격은 기존의 IEEE 802.11a 규격을 기반으로 하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의 IEEE 802.11a 규격은 무선랜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규격으로서 고속으로 이동

하는 차량 통신환경 즉 WAVE (Wireless Access for Vehicular Environment) 환경에 그대로 작용할

경우 수신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 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긴 훈련 심볼 (LTS: Long

Training Sequence)을 이용하는 기존의 채널 추정 기법을 기반으로 하되 WAVE 채널처럼 빠르게 변

화하는 채널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심볼 주기 마다 미드엠블 (Mid-Amble)을 삽입하는 전송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미드엠블 사이의 심볼들의 위상과 크기를 3차원 스플라인 보간법을 적용하여 추정하

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듬의 성능실험을 위해 WAVE 채널을 모델링하였으며 이러한

채널에서 성능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알고리듬은 빠른 시변 채널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key words : WLAN, LTS, WAVE, Mid-Amble 

1. 서론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다중 반송파를 이용하는 통신 방식이

다. 광대역 신호를 서로 직교하는 여러 개의 부 반

송파로 나누어 병렬로 전송하는 방식으로써 광대역

의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Frequency Selective

Fading) 채널 특성이 부 반송파별로 협대역의 주파

수 비 선택적 페이딩 (Frequency Flat Fading)채널

특성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주파

수를 가지는 여러 개의 직교 부반송파로 변조시켜서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전송 심볼은 원래 데이터의 주

기보다 FFT 크기만큼 길어지게 된다[1][2]. 따라서

심볼간 간섭 (ISI: Inter symbol interference)의 영

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OFDM이 주파수 선택적 감쇠에 강건

한 특징을 갖지만 변조된 심볼은 채널을 통과하는중

에 크기와 위상의 감쇄를 겪게 되므로 채널에서 겪

는 감쇄를 추정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정확한 채

널 추정과 보상이 OFDM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FDM 채널을 추정하는 기

법은 크게 훈련 심볼을 이용한 채널 추정 기법과 파

일럿 심볼을 이용한 채널추정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2][3].

파일럿 심볼을 이용한 채널 추정 기법은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채널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파

일럿 심볼을 지속적으로 삽입하여 이 파일럿 심볼의

선형 조합을 통해 채널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따라

서 이동통신 시스템과 같이 큰 넓은 지역의 셀을 갖

는 경우 도플러 확산과 지연 확산이 크고 시간과 주

파수축에서 급격하게 채널 값이 변하는 환경에 적합

한 채널 추정기법이다. 하지만 파일럿 심볼을 이용

한 채널 추정 기법은 너무 많은 연산 량을 요구하므

로 복잡도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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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심볼을 이용하는 채널추정기법은 적은 연산

량을 가지고 채널을 추정하고 보상할 수 있다. 하지

만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채널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4]. 본 논문에서는 훈련 심볼을 이용하는

채널추정 기법을 기반으로 하되 WAVE 채널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채널에 대응하여 일정한 심볼 주기

마다 미드엠블(Mid-Amble)을 삽입하는 전송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미드엠블 사이의 심볼들의 위상과

크기를 3차원 스플라인 보간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2. 차량 간 무선통신 페이딩 채널의 모델링

본 장에서는 WAVE 채널을 모델링 해봄으로써

채널특성을 파악해 본다. 또한 이러한 채널에서 제

안된 전송구조의 필요성을 제시해본다.

아래의 표는 WAVE에서 제시한 채널 모델 중 하

나의 채널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표는

속도가 140km/h로 이동하는 이동체에 관한 것이며

송신 이동체와 수신 이동체 사이의 거리는

300-400m인 경우이다.

[표 1] WAVE 페이딩 채널

위의 표를 시뮬레이터로 구축함에 있어서 다소

의 근사 화를 수행하였다. 먼저 주어진 탭 번호 중

가장 첫 번째 경로(Path)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첫

번째 탭의 특성이 Rician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본 논문에서 구축한 시뮬레이터의 첫 번째

탭은 Rayleigh 분포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페

이딩 스펙트럼의 형태는 모두 고전적인 Jake 페이딩

스펙트럼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들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설계된 시뮬레이터의 채널 값들

은 표준에서 요구하는 값에 비해 오차가 있지만 그

오차의 양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두 근사화된 모델과 근사화 하지 않은 모델과

의 차이점을 고려하자면 근사화한 모델의 첫 번째

탭이 Rayleigh 분포를 가지고 있고 페이딩 스펙트럼

형태가 더 많은 고주파 성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

사화하기 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들을 적용한 새로운 지연 프로파일을 아

래의 표에 다시 나타내었다.

[표 2] 근사화된 WAVE 페이딩 채널

Path
Loss
(dB)

Delay
Value
(ns)

Fad.
Dop.
(Hz)

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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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그림은 새롭게 수정된 채널 모델을 이용

하여 앞선 예와 같이 변조되지 않고 크기가 1인 반

송파를 이용해 1000000개의 수신신호 샘플을 받아

본 결과이다. 첫 번째 그림은 수신신호의 동위상 성

분, 두 번째 그림은 직교위상 성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은 크기 성분을 표시한 것이다. 실험에 사

용된 파라미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5].

l 1회의 루프 시뮬레이션 시간 : 100000us

l 시뮬레이션 최소 시간 해상도 : 0.1us =8us(1

OFDM 실볼의 시간적 길이)/80(Samples)

l 직접파에 대비한 지연파의 평균 신호전력감쇄 :

6.3dB, 25.1dB, 22.7dB

l 직접파에 대비한 지연파의 평균 시간지연 :

0.1us, 0.2us, 0.3us

2 3 4 5 6 7 8 9 1 0

x 10
5

2 3 4 5 6 7 8 9 1 0

x  1 0 5

2 3 4 5 6 7 8 9 10
x 105

[그림 1] WAVE 페이딩 채널의 예

위의 모의 실험결과 100000개의 수신샘플의 크기,

위상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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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널특성에서 긴 훈련 심볼을 이용하여 전

심볼 구간을 대상으로 채널을 추정하는 데에는 무리

가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미드엠블을 삽입하여

채널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제안된 채널추정 알고리듬

그림 2은 OFDM 기반의 WLAN(802.11a, Hiper

LAN/2)의 패킷구조에 2심볼 주기로 미드엠블이 삽

입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미드엠블은 긴 훈련심

볼과 동일하며 식(1)과 같은 수열 (sequence)을 고

속역퓨리에변환 (IFFT: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1)

미드엠블의 전송주기는 직교 위상 천이 변조

(Quadri-Phase Shift Keying : QPSK)의 경우에 80

로 설정 하도록 한다[6].

320 64 6432
GI 64 6416

GI
16
GI

STS 
Header 및
PayLoad

64 6432
GI

Midamble

WLAN 패킷 구조

미드엠블 구조

CE1

CE2

CH. VAL(1) CH. VAL(2)

Phase 
Rotaion

Averaging

CH. VAL(1) CH. VAL(2)

Phase 
Rotaion

Interporation

LTS

[그림 2] 전송패킷

본 논문에서는 미드엠블 간의 평균을 이용한 채

널추정 방식(CE1: Channel Estimation 1) 그리고 ,

3차 보간 채널 추정 방식(CE2: Channel Estimation

2)을 제안한다. 채널추정은 2가지 방식 모두 식(2)

과 같이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    

  (2)

이 식에서 수신된 는 수신된 미드엠블을 나타

내며 는 다시  

  로 나타낼수 있다. 여기

서 , 는 각각 미드엠블의 연속된 두심볼을 나

타내고 아래첨차 k는 부 반송파 번호이다.식 (2)와

같이 채널 값이 추정되었다면 등화기는 식(3)과 같

이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

  
∗

 


  
∗

(3)

CE1의 경우 연속된 두 미드엠블을 통해 구한 채

널 등화기를 이용해 식(4)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4)

식(4)에서 아래첨자 S는 먼저 수신된 미드엠블에

서 구한 등화기이고 E는 다음 미드엠블에서 구한

등화기를 나타낸다. 문제는 WAVE 채널에서와 같이

빠른 시변채널에서 식(4)과 같은 등화기를 미드엠블

내의 인접한 심볼들에 대해 똑같이 적용하면 그 정

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   
  와   

 의 3차 스플라인 보간법을 수행하여

간격내의 심볼들의 채널 값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면 각 심볼마다 생성된 채널 값이 다르기 때문에

등화기도 각 심볼에 대해 달리 적용시킬 수 있다.

따라서 1번째 방식보다 채널 추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4. 모의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을 AWGN, 다중 경로

페이딩 채널 환경에서 신호 대 잡음비 (SNR:

Signal to Noise Ratio)따른 비트오율과 패킷오율

(PER: Packet Error Rate)을 통해 성능을 검증 해본

다. 실험에서 2장에 제시된 채널모델을 기준으로

WAVE 채널 환경을 구현하였으며 전송 패킷의 변

조방식은 QPSK방식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크게 2가

지 채널추정방식을 기준으로 수행되었고, 각 방식에

서 패킷의 길이, 미드엠블간 심볼길이를 달리하여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3과 5는 AWGN에서의 CE1과 CE2의 BER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인덱스 (2; 6, 10, 16)는

미드엠블 사이의 심볼 길이가 2이고 간격의 묶음이

6, 10, 16개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드엠블

간격이 동일한 그룹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미드엠블 간격이 짧아질수록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채널 추정의 범위가 좁아짐

에 따라 정밀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드엠블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송효율

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패킷 길이와 미드엠블 간

격길이 사이에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CE2는 CE1보다 약 1dB 정도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과 6은 WAVE 채널에서 CE1, CE2의 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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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4의 CE1은 미드엠블간격내

의 동일한 심볼 길이의 그룹별로 전체 패킷의 길이

와 상관없이 동일한 성능을 보이지만 두 그룹 사이

의 BER 성능곡선의 간격은 그림 6의 CE2에 비해

간격이 크다.

두 그룹 간 BER 간격이 좁아지는 것은 미드엠블

간격내의 심볼 길이를 길게 해서 패킷을 보내더라도

짧게 해서 보내는 것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인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CE2방식이 WAVE 채널에

잘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BER

-10           -8           -6           -4           -2          0          2          4           6           8           10
SNR (dB)

1.00E-06

1.00E-05

1.00E-04

1.00E-03

1.00E-02

1.00E-01

1.00E+00
1 2 3 4 5 6 7 8 9 10

(2; 2, 6, 10,16)

(6; 2, 6, 10,16)

(10; 2, 6, 10,16)

(16; 2, 6, 10,16)

>10이면 성능이 급격히 열화

CE1보다 TS간 심볼의 개수가 크면 성능이 우수

[그림 3] AWGN채널에서 CE1성능

BER

1.00E-05

1.00E-04

1.00E-03

1.00E-02

1.00E-01

1.00E+00

(16; 2, 6, 10,16)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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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AVE채널에서 CE1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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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WGN채널에서 CE2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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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AVE채널에서 CE2성능

V.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하는 차량 간 통신에서 채널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2가지 방법을 제안하

였다.

2장에서는 차량 간 통신환경모델을 구현해봄으로

써 미드엠블 전송구조의 필요성을 제시해보았다. 3

장에서는 미드엠블 간의 평균을 이용한 채널추정 방

식 그리고 , 3차 보간 채널 추정 방식을 설명하였다.

2가지 방식모두 실험결과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

중 3차 보간법을 이용한 채널 추정 방식이 WAVE

채널에 잘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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