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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이동 OFDM 수신기에서 마스크를 이용한 반송파간 간섭 감소 방법

구 영 모
a)‡

Inter-carrier Interference Reduction Method Using Mask in a Fast 
Moving OFDM Receiver

Young Mo Gua)‡

요 약

OFDM 시스템에서 수신기가 고속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채널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반송파 간 직교성이 파괴되고 반송파 간 간

섭(ICI)이 발생하여 수신기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기존의 수신기에서는 ICI 를 추정한 후 이를 수신 신호로부터 상쇄시켜 성능을 개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신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마스킹하고 더하여 발생하는 ICI의 크기를 줄여 수신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 이를 DVB-T 수신기에 적용하여 도플러 이동 수신 성능을 검증한다.

Abstract

In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system (OFDM), rapid channel variation caused by fast moving receiver leads to a 
loss of subcarrier orthogonality which results in inter-carrier interference (ICI) and receiver performance degradation. In 
conventional receivers, performance is enhanced by estimating ICI and removing it from received signals. In this paper, an ICI 
reduction scheme using a time-domain mask and adding is proposed. The proposed scheme is applied to DVB-T receiver to prove 
the Doppler mobile performance enhancement.  

Keyword : OFDM, ICI, mask, DVB-T, Doppler

Ⅰ. 서 론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전송방식은 다수의 반송파를 이용하여 전송 대역폭을 다수

의 협대역으로 나누어 증가한 심벌 길이와 보호구간으로

인하여 다중경로 채널과 같은 시간 확산, 즉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채널에 의해 발생하는 심벌간 간섭 (ISI: Inter- 
Symbol Interference)의 영향을 줄인다. 또한 주파수 영역에

서 수신 신호가 채널과 송신 신호의 곱의 형태가 되어 간단

한 등화기를 사용하는 수신기 구조를 가능하게 하여 유럽

향 지상파 디지털 방송 규격인 DVB-T[1], 일본향 지상파 디

지털 방송 규격인 ISDB-T[2] 등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증가

한 심벌 길이는 수신기가 고속으로 이동할 경우 즉, 도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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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과 같이 시간에 따른 채널의 변화가 큰 시간 선택적

페이딩 채널에서는 반송파 간 직교성이 파괴되어 반송파

간 간섭 (ICI: Inter-Carrier Interference)을 발생시켜 수신

성능을 크게 악화시킨다
[3,4]. DVB-T와 ISDB-T 등의 지상

파 디지털 방송 규격은 수신기가 고정된 채널 환경 위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신기가 고속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원활한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기가 고속 이동 시 발생

하는 ICI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기존 논문들에서

는 OFDM 심벌 구간에서 채널 변화를 선형으로 근사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영역에서 ICI 값을 추정하고 추정

한 ICI 값을 수신 신호로부터 차감하여 ICI를 제거하거나
[5-8], 또는 수신 신호를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하
기 전에 시간 영역에서 마스킹하여 발생하는 ICI를 감소시

킨다
[9]. 본 논문에서는 시간 영역에서 수신 신호를 마스킹

하고 추가로 마스킹한 보호구간의 수신 신호를 마찬가지로

마스킹한 심벌의 마지막 부분과 더하여 ICI를 감소시키고

주파수 영역에서 감소한 ICI 값을 추정하여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ICI 제거 수신기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ICI 제거 성능을 개선하는 장점

이 있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간 선택적

채널에서 ICI가 발생하는 원리, 기존 ICI 제거기와 제안하

는 ICI 감쇄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

을 DVB-T 수신기에 적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하여 이동 수

신 성능을 기존 ICI 제거기와 비교 검증한다. 4장에서는 결

론을 맺는다.

Ⅱ. 본론

1. 반송파 간 간섭

OFDM 시스템에서 한 개의 송신 OFDM 심벌 내에서 이

산 시간 번째 샘플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

위 식에서 는 번째 반송파 데이터이고 은 DFT 크

기이다. 송신신호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다중경로 페이

딩 채널과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을

거쳐 수신된 OFDM 심벌의 신호를 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

식 (2)에서 
은 시간 에서 지연이  샘플인 다중경

로 값이고 은 다중경로 개수이다. 신호 은 AWGN이

다. 보호구간(guard interval)으로 사용하는 CP(cyclic pre-
fix)의 길이를 라고 할 때   가 성립하여 심벌 간

간섭(ISI)은 없다고 가정한다.
페이딩 채널에서 채널은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한 개의

OFDM 심벌 내에서의 채널 변화를 선형으로 근사화하면

다중경로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3)

식 (3)에서 
 은   에서의 

  값이고, 
 은

  에서의 다중경로 채널 변화 값으로 번째 OFDM 

심벌의 
  값 

  는  번째 OFDM 심벌의 채

널 값 
   와  번째 OFDM 심벌의 채널 값


   의 차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그림 1. 채널 변화를 선형으로 근사화
Fig. 1. Linear approximation of channel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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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 참조)


  


  

  
(4)

식 (1), (2)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 의 DFT 값 를 다

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5)

식 (5)에서 는 잡음 을 DFT한 것이고, 우변의 괄

호 안은 다중경로 
을 DFT한 것으로 식 (3)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6)

식 (6)에서  와  는 각각 
 와 

 를 DFT 한 것

이며, 식 (6)을 다시 식 (5)에 대입하여 전개하면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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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 (7)에서   는 ≠ 일 때 다음 식과 같이 쓸 수 있

고,

  
 

 
















(8)

 
 ≪  인 경우 다음 식과 같이 근사화할 수 있다. 

   ≈


· 


(9)

2. 기존 ICI 제거기

식 (7)에서 우변 두 번째 항은 ICI 성분이므로 이를 이용

하여 다음 식과 같이 ICI를 제거할 수 있다. 

     
 ≠



 (10)

식 (4)를 DFT하면 식 (11)과 같이 쓸 수 있고 이를 이용

하여 번째 OFDM 심벌에서 식 (10)을 식 (12)와 같이 다

시 쓸 수 있다
[8](그림 1 참조). 이 때  는 수신기에서

알 수 없으므로   을 판정한 값   을 대신 사용한다.

  

  
(11)

    
 





    
   (12)

3. 제안하는 ICI 감쇄기

기존의 선형화한 채널 식은 식 (3)과 같지만, 수신 신호에

식 (13)과 같은 사다리꼴 모양의 마스크를 곱한 후 (그림

2(a), (b) 참조)    ≤인 보호구간의 수신 신호를

   ≤ 인 심벌의 마지막에 더하면 (그림 2(d), 

(e) 참조)    ≤ 인 영역에서 채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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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그림 2. 시간 영역 마스킹과 더하기
Fig. 2. time-domain masking and addition

 

(3)은 식 (14)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단

순히 마스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킹한 보호구간 수신

신호를 심벌의 마지막에 더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법
[9]
과 차

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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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식 (14)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인 보호

구간 마스크에 의한 것인데 식 (13)의 우변 제일 위 항을

영역   ≤ 대신에    ≤ 인 영역

기준으로 다시 쓴 것으로 식 (13)의 마스크에서  대신에

을 쓴 것이고, 두 번째 항은    ≤ 인 영

역 마스크에 의한 것이다. 식 (14)를 전개하여 정리하면 식

(15)와 같다.


 

 




   





 

 

 




 

  ≤ 

(15)

식 (3)과 식 (15)를 영역 별로 정리하면 식 (16)과 같이

쓸 수 있다.
식 (16)을 식 (6), (7)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8)을 식

(17)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는데 식 (8)과 비교하면 식 (8)에
식 (17)의 우측 두 번째 항이 추가된 형태이다.

  
 

 











 
  



 

 (17)

 인 경우는 마스킹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식 (17) 우
변 두 번째 항이 0이 되어 기존의 ICI 제거기와 동일하며

(그림 3 (a) 참조),  인 경우는 마스킹을 한 구간이

심벌 길이와 같은 경우로  이 되어 ICI가 완전히 상

쇄된다.     인 경우는 그림 3(b), 3(c)와 같이

 인 경우와 비교하면   인 경우는 실수 계수만

존재하고 허수 계수는 모두 0인데 반하여 허수 계수도 존재

하고 그 계수 값들이      부근에 집중되어 있어 발생

하는 ICI를 감소시킨다. 또한 마스킹 구간 가 클수록 계

수 값들의      부근에 집중도가 증가한다. 그림 3은




· 의 실수 및 허수 계수 값을 도시한 것으로 (a)

는   인 경우이고, (b)는 마스킹 구간이 심벌 길이의

1/8, 즉   인 경우이고, (c)는 마스킹 구간이 심

벌 길이의 1/4, 즉   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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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의 실수 및 계수값; (a)   , (b)   , (c)   

Fig. 3. Real and imaginary coefficients of   : (a)   ,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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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의실험 결과: (a) 모의실험1, (b) 모의실험2
Fig. 4. Simulation results: (a) simulation 1, (b) simulation 2

4. 모의실험 결과

제안한 ICI 감쇄기를 OFDM  방식의 유럽향 지상파 디

지털 방송 시스템인 DVB-T에 적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이동 수신 성능을 기존 ICI 제거기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모의실험 1은 독일에서 방송되고 있는 전송방식으로서 변

조방식은 16 QAM, 보호구간 비율은 1/8이고 모의실험 2는
스페인, 덴마크 등에서 방송되고 있는 방식으로서 변조방

식은 64QAM, 보호구간 비율은 1/4이다. 두 모의실험 모두

오류정정방식은 부호율 2/3의 컨벌루션 부호와 (208,188)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한 연접부호이고 DFT 크기는

8192, 대역폭은 8MHz이다. 모의실험 1의 수신기 안테나

개수는 한 개이고 모의실험 2의 수신기 안테나 개수는 두

개로 MRC (Maximal Ratio Combining) 방식의 안테나 다

모의실험1 모의실험2

변조방식 16QAM 64QAM

보호구간 1/8 1/4

방송중인 국가 독일 스페인, 덴마크

오류정정부호
부호율 2/3 컨벌루션 부호 + (208,188) 

리드-솔로몬 부호

DFT 크기 8192

대역폭 8MHz

표 1. 모의실험 시스템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system parameters

모의실험1 모의실험2

안테나 수 1개 2개 (MRC)

신호대잡음비 20dB

표 2. 모의실험 수신기 설정
Table 2. Receiver simulation parameters

이버시티 수신기를 사용하였다. 수신기의 신호대잡음비는

모두 20dB로 하였다. 모의실험에 적용한 DVB-T 규격 파라

미터와 수신기 파라미터를 정리하면 각각 표 1, 표 2와 같

으며 모의실험 시간은 1000 수퍼 프레임(1 수퍼 프레임은

68개의 OFDM 심벌로 구성)으로 하였다. 채널은 6개의 경

로로 구성된 TU6 (Typical Urban) 채널을 적용하였고
[10] 각

각의 경로는 도플러 주파수에 따른 독립적인 레일라이 페

이딩을 겪는데 JTC 페이딩 모델을 이용하였다
[11]. 기존 ICI 

제거기와 제안한 ICI 감쇄기의     탭수는 모두 그림 3과

같이 17로 하였고 ICI 제거 이외에는 동일한 수신기 알고리

듬을 적용하였다. 또한 마스킹 구간( )을 보호구간( )

과 동일하게 하였다. DVB-T 전송방식에서 전송 데이터는

188바이트의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동 수신 성능

은 도플러 주파수에 따른 PER (Packet Error Rate)로 비교

하였는데 모의실험 1의 경우 PER이 0.01일 때 제안한 ICI 
감쇄기가 기존 ICI 제거기와 비교하여 그림 4(a)와 같이 도

플러 주파수 성능이 약 70Hz 우수하였고, 모의실험 2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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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PER이 0.001일 때 제안한 ICI 감쇄기가 기존 ICI 제거

기와 비교하여 그림 4(b)와 같이 도플러 주파수 성능이

약 100Hz 우수하였다. 한편 그림 4(b)에서 제안방법*은
동일한 조건에서 마스킹 구간을 전체 보호구간의 반

()으로 줄인 것이다. 역시 기존방법과 비교하여 성

능이 우수하지만 전체 보호구간을 마스킹하는 경우보다

성능 개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절에서 언급

하고 그림 3(b),(c)에서 보듯이 제안한 방법은 마스킹 구

간의 크기에 따라 ICI 감소 정도가 변하고 마스킹 구간이

작아지면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보인 것이다. 또한 제안

한 방법은 OFDM 심벌의 뒤 부분이 보호구간과 동일하

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다중경로에 의한 심벌간 간

섭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보호구간과 심벌의 뒤 부분의 대

칭성이 깨질 경우 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킹 구간

을 보호구간보다 작게 할 경우 성능 개선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FDM 수신기에서 OFDM 심벌의 뒤 부

분이 보호구간과 동일하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수신 신호를

DFT하기 전에 시간 영역에서 심벌의 뒤 부분과 보호구간

을 대칭적으로 선형 마스킹하고 이를 더하여 ICI를 감소시

키고 주파수 영역에서 감소한 ICI 값을 추정하여 이를 제거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한 개의 안테나와

두 개의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사용하는 DVB-T 수신기에

적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고속 이동 시 도플러 주파수 수

신 성능을 크게 개선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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