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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1 기반 시스템에서 채널추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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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nel Estimation Scheme in IEEE 802.11 Ba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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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랜 시스템은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진화 중이며 통신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더욱 정밀한 채널추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1 기반 무선 모뎀의 PLCP 구조에서 기
존의 긴 훈련심볼만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하는 LS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48개의 부반송파 중에서 
12개의 위치에 짧은 훈련 심볼을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개의 긴 훈련심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짧은심
볼도 함께 사용하여 채널을 추정하는 새로운 LS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두 개의 긴 훈련심볼 뿐만 아니라 짧
은 훈련 심볼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채널 추정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제안된 채널 추정알고리즘은 
IEEE 802.11p WAVE 차량통신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학부 및 대학원의 OFDM 관련 채널 
추정 교육 시 본 논문의 내용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IEEE 802.11 기반 무선 모뎀, LS 추정 알고리즘, 긴 훈련심볼, 짧은 훈련심볼,

Abstract  Wireless LAN system is evolving toward high-speed data transmission and more accurate channel 
estimation is necessarily required to improve communication performance. The PLCP preamble field in IEEE 
802.11 based wireless MODEM consists of ten short symbols and two long symbols and is used for 
synchronization and channel estimation. The existing least square (LS) channel estimation is based on only two 
long training symbols. After estimating channel response separately by using each long training symbol, the 
final channel estimation is obtained by the average of each estimation. In this paper, a new channel estimation 
algorithm is presen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existing LS channel estimation algorithm.  From the 
fact that the short training symbol consists of 12 non-zero subcarriers, it gives us a clue of being able to 
additionally estimate at least one fourth of channel coefficients. The new LS algorithm performs channel 
estimation based on both two long training symbols and a short training symbol. The proposed LS algorithm 
shows a little bit performance improvement over the existing LS estimation and it will be able to be applied 
to the IEEE 802.11p WAVE system.

Key Words : IEEE 802.11 based wireless MODEM, Least square Channel estimation, long training symbol, 
Short training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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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부각된 무선 랜 시스템이

데이터를 더욱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진화되어 가고

있는 현 추세에 발맞추어 고속무선 랜 시스템에서 성능

향상을 얻기 위하여서는 더욱 정밀한 채널 추정이 요구

된다[1][2][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IEEE 802.11a/g/n에서 사용되는

PLCP(Physical Layer Convergence Procedure) 프리엠

블 구조에서 기존의 긴 훈련심볼 만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하는 방법[1][5]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긴 훈

련심볼 뿐만 아니라 짧은 심볼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LS(Least Square) 채널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무선

랜 환경에서 새로운 알고리즘과 기존의 알고리즘을 비교

하여 본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IEEE 802.11 기반 무선

랜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IEEE 80.11기

반 무선 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리엠블 구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2가지 형태의 기존의 채

널 추정알고듬과 새로이 제안하려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기술하고 V장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새로

운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입증한 후 제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IEEE 802.11 기반 무선 랜 시스템 
[그림 1]은 IEEE 802.11a 무선모뎀의 블록도를 나타내

며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송신단에서 입력된 데이

터는 스크램블링되고 콘볼루션 부호기와 인터리버를 거

쳐서 부반송파로 변조되는데, 이 때 전송률에 따라서 각

기 다른 부호율, 인터리빙 크기() 및 변조방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전송률에 따른 파라미터가 [표 1]에 주

어져 있다. 그 후 4개의 파일롯 톤이 데이터 부반송파에

더해져서 총 52개의 부반송파에 신호가 전송되며 12개의

가상 부반송파가 더해져서 64 IFFT에 입력된다. IFFT를

통과한 시간영역 신호에 CP(Cyclic Prefix)가 더해져서

하나의 OFDM 심볼이 형성되며 여기에 원도우를 취하여

전송하게 된다. 수신단에서는 송신단의 역과정이 일어나

며 동기화과정이 추가된다, 먼저 정해진 훈련 심볼을 사

용하여 심볼 타이밍 옵셋, 반송파 주파수 옵셋, 채널을 추

정하는 과정이 선핸된 후 데이터가 FFT를 통과하여 48

개의 부반송파에 신호가 출력된다. 이 신호는 등화기를

통과하여 채널응답이 보상된 후 비트열로 변환되어 비터

비 복호기와 디스크램블러를 거쳐서 최종 데이터로 출력

된다[1][6][7].

(a) transmitter

(b) receiver

[Fig. 1] Block diagram of IEEE 802.11a/g 
         wireless MODEM 

<Table 1> Transmission parameters of IEEE 
           802.11a/g

3. IEEE 802.11 기반 무선랜 시스템의 
프레임 구조 

IEEE 802.11a/g/n과 IEEE 802.11p에서 사용되는

PLCP(Physical Layer Convergence Procedure) 프리엠

블의 구조는 [그림 2]과 같다. PLCP 프리엠블은  ∼ 

으로 이루어진 10개의 짧은훈련심볼(shor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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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과 과 로 이루어진 2개의 긴훈련심볼(long

training symbol)로 구성된다. IEEE 802.11a/g/n의 경우

전체주기는 이며 IEEE 802.11p의 경우 전체주기는

이다[6][7][8].

[Fig. 2] PLCP preamble structure

3.1 짧은훈련심볼
짧은훈련심볼은 일반적으로 수신단에서 AGC, 다이버

시티선택, 타이밍 동기화, 대략적인 주파수 동기화를 이

루는데 사용되고 (식 1)과 같이 주파수 영역에서 12개의

위상변조된 부반송파로 구성된다[7].

   
  ×



 

 



   (1)

여기에서  은 52개의 부반송파 중에 12개의

부반송파만을 사용하는 OFDM 심볼의 평균전력을 정규

화하기 위해서 곱해진다. 52개의 부반송파 중에서 12개

의 부반송파를 이용하는 짧은 훈련 심볼의 파수영역신호

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

이 부반송파가실리는 12개의 위치는 -24, -20, -16, -12,

-8, -4, 4, 8, 12, 16, 20, 24이다.

[Fig. 3] Short symbol in frequency domain

짧은 훈련심볼은 주파수영역에서 4배수에 해당하는

부반송파에만 0이 아닌신호가실리기 때문에 FFT 주기

의 1/4에 해당하는 주기를 가지며 10번반복된다. 그러므

로 이와 같은 짧은 훈련심볼은 (식 1)의 짧은훈련심볼에

IFFT를 취한것을 2번반복하고 IFFT 출력의 마지막 32

개의 샘플을 순환확장(Cyclic extension)한 것과 동일하

게 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주파수영역에서 동일한 2

개의 짧은훈련심볼이 두 개의 OFDM 심볼로 전송되는

것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l=0, 1, k=-24,-20,-16,-12,-8,-4,4,8,12,16,20,24)

여기에서   
은 l번째 OFDM의 k번째 부

반송파에 실려 전송되는 짧은훈련심볼을 나타낸다.위의

(식 2)에 대하여 (식 3)과 IFFT를 취하고 2번 반복한 후

IFFT 출력의 마지막 32개의샘플을순환확장하면 (식 4)

와 같이 짧은훈련심볼이 만들어진다.

    
  

 

    n=0,1,2,~.N-1 (3)

                                    

        (4)

3.2 긴훈련심볼
긴훈련심볼은 채널추정과 미세주파수동기화를 위해

사용되며 (식 5)와 같이 주파수영역에서 53개(DC의 0를

포함)의 위상변조된 부반송파로 이루어진다[8].

    

  

   



(5)

긴훈련심볼도 짧은훈련심볼과 동일하게 (식 5)의 긴훈

련심볼에 IFFT를 취한것을 2번반복하고 IFFT 출력의

마지막 32개의 샘플을 순환확장하면 되므로 아래 (식 6)

과같이 주파수영역에서 동일한 2개의 긴훈련심볼이 두

개의 OFDM 심볼로 전송되는것과 같이 나타낼수 있다.

    
 n=2, 3   k=-26~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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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6)에 대하여 IFFT를 취하고 2번 반복한 후

IFFT 출력의 마지막 32개의샘플을순환확장하면 (식 7)

과같이 긴훈련심볼이 만들어진다.

       (7)

그러므로 짧은훈련심볼과 긴훈련심볼로 이루어진 프

리엠블은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식 8)의 프리엠블 신호가 채널을 통해 전송된 경우,

무선채널을 통과한 후에 수신된 프리엠블 신호를 (식 9)

에 나타내었다.

   
          

(9)

여기에서  은 l번째 OFDM 심볼의 무선채널임

펄스응답을 나타내며  은 AWGN 잡음을 나타낸다.

OFDM 심볼동기가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FFT이

후 주파수영역에서 수신신호는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10)

[Fig. 4] OFDM transmission system model

여기에서 , 은 l번째 OFDM 심볼의 k번째

부반송파에서 채널의 주파수 응답과 잡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림 4]와 같이 OFDM 시스템에서 FFT이후

주파수영역에서 수신신호는 각 부반송파에서 입력심볼

과 채널의 주파수 응답의 곱으로 표현된다.

4. 새로운 채널 추정 알고리즘의 제안 
LS(Least Squre) 채널추정기법은 수신단에서 사전에

알고 있는 훈련심볼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하는 기법이

다. 훈련심볼을 이용하는 LS 채널추정기법으로 기존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4.1 하나의 긴 훈련심볼을 이용한 LS 채널 추정 
방법 

OFDM 시스템에서 각 부채널에 대해 수신신호는 채

널과 송신신호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의 긴 훈

련 심볼을 이용한 LS 채널 추정기법으로 추정된 채널은

다음과 같다[6].

     
   l=2 or 3         (11)

4.2 두개의 긴 훈련심볼을 이용한 LS 채널 추정 
방법

프리엠블 구조에서 프리엠블은 2개의 긴훈련심볼로

전송되므로 각 2개의 긴 심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ㅣ=2,    
                    (12)

  ㅣ=3,    
                    (13)

독립적으로 LS 채널 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채널을 추

정한 후 (식 14)와 같이 평균을 취하여 채널을 추정한다

(평균된 LS채널 추정)[7].

  


 (14)

4.3 새로운 알고리즘의 제안
앞에서설명한것과 같이 짧은훈련심볼도 긴훈련심볼

과 같이 2개의 OFDM 심볼로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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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그림 3]에서와 같이 부반송파는 12개의 위치

인 -24, -20, -16, -12, -8, -4, 4, 8, 12, 16, 20, 24에서만

심볼이 존재하므로 긴훈련심볼 뿐만 아니라 짧은훈련심

볼도 함께 이용하여 LS 추정기법으로 채널을 추정하는

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5]에 나타내었다.

1) (식 12)를 이용하여 l=2인 긴 훈련심볼에 대한 채널

추정

2) (식 13)을 이용하여 l=3인 긴 훈련심볼에 대한 채널

추정

3) 짧은 훈련 심볼을 이용하여 채널 추정

- 심볼값이 존재하는 12개의 부반송파의 경우 아래의

식과 같이 짧은훈련심볼을 이용하여 해당부반송파

에 대한 채널을 추정

   
 (15)

(k=-24,-20,-16,-12,–8,–4,4,8,12,16,20,24)

-심볼값이 존재하지않는 그 이외의 부반송파의 경우

에는①②에서 긴훈련심볼을 사용하여 추정한 채널

값의 평균값을 사용

  


  (16)

4) 평균을 취하여 채널 추정 : 독립적으로 LS 채널 추

정기법을 적용한 1) 2) 3)에 대하여 평균을 취하여

채널을 추정한다.

  


 (17)

[Fig. 5] Proposed algorithm

5.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채널모델로는 전력이 지수함수적으로 감

소하는 IEEE 802.11 채널 모델 환경을 모델링하여 사용

하였으며[1][9] 다음과 같이 MSE(mean square error)을

이용하여 채널추정기법들에 대한 성능을 살펴보았다.

    (18)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여기에서

와 는 정확한 채널과 추정된 채널을 나타낸다.

[그림 6]에서 LTS1과 LTS2는 단지 하나의 긴 훈련 심볼

을 사용한 경우로 MSE 값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LTS12는 긴 훈련 심볼 2개을 사용하여 채널을 추정하는

경우로 긴 훈련 심볼 하나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3dB가량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한 새로운 알고리즘은 긴 훈련 심볼 2개를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약 0.5dB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보다 정확하게 채널을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 Simulation result

6. 결론 
무선 랜 시스템은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진화 중이며 통신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채널추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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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IEEE 802.11 기반 무선 모뎀의 PLCP 구조에서

10개의 짧은 훈련 심볼을 이용하여 기존의 긴 훈련심볼

만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

고자 하였다. 두 개의 긴 훈련심볼 뿐만 아니라 짧은 훈

련 심볼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채널 추정을 제공

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제안된 채널 추정알고리즘은

IEEE 802.11pWAVE차량통신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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