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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저밀도 패리티 체크 (LDPC) 부호 기반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상향 전송에서의 반복 수신
기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파일럿 심볼에 대한 위너 (Wiener)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초기 채널 추정 성능을
이끌어 내며 위너 필터링 기법에 대한 복잡도를 감소하기 위해 채널의 변화 정도를 채널 상관 관계 값을 기준으로 몇 개의 구
간으로 구분하여 미리 정한 위너 필터 계수 중에서 알맞은 위너 필터 계수를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밀로 패리티 체크 부호
의 복호 후의 결과를 활용하여 채널을 재추정하며 이 때의 채널 추정 오류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여 데이터 심볼과 파일럿 심
볼의 최대화율 결합을 이끌어낸다. 결합된 채널 추정 값을 통해 채널의 상관 관계를 다시 추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필
터 계수를 선택한다. 모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반복 수신기의 성능이 파일럿만을 활용하는 수신기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iterative receiver for LDPC-coded OFDMA systems in uplink environments. Applying the
Wiener filtering to pilot symbols, an initial channel estimation can be performed effectively. To reduce the complexity of
the Wiener filtering, we approximate Wiener filtering coefficients to pre-determined coefficients according to estimated
correlation of channel. After an LDPC decoding process, soft symbol derived by extrinsic information of decoder outputs is
used to estimate channel. we also derive the error variance of channel estimation and maximum ratio combined results.
Using combined results, the channel correlation is re-estimated. Then the proper Wiener filtering coefficients are chosen
according to the re-estimated result of the channel correlation. Using a computer simulation, we show that the proposed
receiver structure has the better performance than the receiver using only pilot symbols.

Keywords : Iterative receiver, Wiener filter, LDPC, OFDMA

Ⅰ. 서 론

하였다. 직교 주파수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는 서로 다른 반송파를 할당 받음으로

직교 주파수 부호 분할 다중 접속 (OFDMA) 시스템

써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는 고속 패킷 기

은 차세대 다중 접속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반 시스템에서 전송률 변화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셀 내

[1]

[2]

IEEE 802.11a , IEEE 802.16e

부에서의 간섭을 제거하며 셀 간의 간섭을 줄일 수 있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

다. 기지국은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서 온 수신 신호들
*

학생회원, ** 종신회원,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Yonsei University)

을 동시에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식 검출기가 필수
이다. 직교 주파수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상향
전송에서 동기 검출 수신기를 구현하기 위한 문제는 주

※ 본 연구는 QUALCOMM Inc. 의 연구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2006년10월10일, 수정완료일: 2006년11월18일

파수 동기화와 채널 추정 문제이다. 주파수 동기화 및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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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추정을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파일럿 심볼을 사

복하기 위하여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활용하였다.

용한다. 그러나 전체 시스템 대역의 효율성과 셀 내부

그러나 DQPSK 변조의 특성상 처음 채널 복호 과정에

혹은 셀 간의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파일럿 심볼의 수

서는 경판정 결과를 활용해야 하며 그로 인한 시스템

와 할당되는 파워는 제한된다. 따라서 정해진 파일럿

의 성능 열화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복

심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신 기법을 제안하였다. 채널 부호의 복호 결과를 활

IEEE 802.16e 의 상향 전송에서처럼 파일럿 심볼의

용해서 채널 상태 정보를 추정하며 이를 다시 저밀도

부족으로 인하여 파일럿 심볼만을 활용한 채널 추정 성

패리티 검사 부호를 복호하기 위해 활용한다. 이 과정

능은 그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Shannon

을 반복함으로써 2번째 반복부터는 최대우도 추정

용량에 근접한 성능을 가지는 터보 부호나 저밀로 패리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기초한 decision-

티 검사 부호 등을 활용하여 채널 부호를 통한 복호 신

directed 채널 추정기를 활용할 수 있다.

호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6e 상향 전송 시스템을 기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오류 정정 부호의 성

반으로 하는 반복 채널 추정 및 복호 수신기를 제안한

능으로 인한 성능 향상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으며

다. 먼저 파일럿 심볼을 통한 채널 추정 성능을 높이기

[3]-[6]

이를 반영한 것이 반복 수신 기법이다

.

위하여 위너 (Wiener) 필터를 활용하며 위너 필터 사용

[3]에서는 터보 부호를 활용한 직교 주파수 분할 다

으로 인한 복잡도를 낮추기 위하여 파일럿 심볼을 통한

중 시스템의 반복 채널 추정 및 복호 알고리즘을 제안

채널의 상관 관계를 추정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하였다. 터보 복호기의 귀납적 확률 값을 활용함으로써

정해진 위너 필터 계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신

EM 알고리즘에서 경판정 (hard decision) 을 하였을

뢰도 있는 채널 부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저밀도 패리

때의 문제점인 오류 전파 (error propagation)을 줄일

티 검사 부호를 사용하고 복호기의 부대적인 확률 값을

수 있다. 또한 채널의 시변 변화가 작을 경우 이전 심

활용하여 데이터 심볼을 통해 채널을 추정한다. 하나의

볼의 채널과의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함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심볼의 한 타일에 해당하

으로써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4]에서는 채널 복

는 3개의 부반송파로부터 얻은 추정된 채널은 최대율

호기의 귀납적 확률 값을 활용하여 평균적인 송신 심

결합을 통해 신호 대 잡음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

볼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채

를 바탕으로 파일럿 심볼 수보다 늘어난 채널 추정 샘

널 추정을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채널

플을 활용하여 채널의 상관 관계를 다시 추정하며 이를

복호기의 귀납적 확률 값을 활용하더라도 수신 신호

바탕으로 초기 채널 추정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위너 필

대 잡음비가 낮을 경우 오류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터 계수를 선택한다. 이를 통해 채널 추정기의 복잡도

있다. 이를 위해 [4]에서는 귀납적 확률 값의 크기를

를 줄이면서 이상적인 위너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의 성

이용하여 신호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제안

능보다 우수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였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상향 전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

송 환경에서의 반복 채널 추정 및 복호 수신기가 제안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신호 모델을 설명하며

[5]

되었다 . 보다 신뢰도 높은 채널 부호 성능을 위하여

Ⅲ장에서 필터 구현에 대해서 언급한다. Ⅳ장에서는 Ⅴ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사용하였으며 적은 파일럿

장에서 사용한 필터를 바탕으로 반복 수신기를 제안한

심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너 (Wiener) 필터

다. Ⅵ장에서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수

를 활용하여 초기 채널 추정을 수행하였다. 복호된 비

신기의 성능을 살펴보고 Ⅶ장에서 결론을 마무리 하도

트열로 심볼을 재구성하여 이를 통해 채널을 다시 추

록 한다.

정하고 채널 복호기의 부대적인 확률 값과 채널 추정

Ⅱ. 시스템 모형

오류의 분산을 활용하여 로그우도비 값을 보다 정확하
게 구하고자 하였다. [6]에서는 파일럿 심볼을 활용하
지 않은 DQPSK 변조를 활용한 블라인드 채널 추정

IEEE 802.16e 상향 전송 모드에서 데이터 전송의 기

기법을 제안하였다. 파일럿 심볼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

본 단위는 슬롯 (slot) 이다. 하나의 슬롯은 시간축으로

에 대역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지만 동기 검출 수

는 3개의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심볼로 구성이

신기에 비하여 3dB의 성능 열화가 존재한다. 이를 극

되며 부채널 축에 대해서는 하나의 부채널로 구성이 된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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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채널의 상관관계 행렬이며  는 잡음
의 공분산 행렬이다. (2)에서 알 수 있듯이 위너 필터의
경우 채널의 상관관계와 잡음의 분산을 알아야 하며 매
필터링 순간에 대해서 역행렬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2. 제안하는 초기 필터 구조
그림 1.
Fig. 1.

위너 필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채널의 상관

O-PUSC 타일 구조
O-PUSC tile structure.

관계와 SNR을 추정해야 하며 역행렬 연산에 의한 계산
량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

다. 이 때 하나의 부채널은 다시 6개의 타일로 구성이

해 전체 속도 구간을 몇 개 속도로 대표되는 구간으로

되며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타일 구조는 O-PUSC 이

나눈 후 필터 동작 SNR을 설정하여 이 때의 속도와

다. O-PUSC 는 하나의 타일 중앙에 하나의 파일럿 심

SNR 에 대한 위너 필터 계수들을 계산한다. 초기 LS

볼이 존재하며 파일럿 심볼 주위로 데이터 심볼이 위치

로 추정된 채널을 이용하여 채널의 상관 관계와 SNR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 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2

추정할 수 있다. 파일럿 심볼을 통한 채널의 상관 관계,

개의 부채널이 할당되는 형태를 가정한다. 따라서 전체


    , 은 (3)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24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는
24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번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심볼에 대한



번째

부반송파의 수신 신호는 식 (1)로 주어진다.













 



 
 



 ∥

∥∥



이 때 표기의 간단함을 위하여 주파수 축에서의 송신
심볼



와 채널



라 나열한 것으로 가정한다.



(3)



볼에 의하여 추정된 채널 값들의 시간축 방향으로 구성

는 전체 부반송파에 할당되는 각

유저의 송신 심볼과 채널을 부반송파의 인덱스

∥

이 때 s 는 부채널의 인덱스이며 t 는 부채널 s 에 대한
타일의 인덱스이다. 또한  와  은 각각 파일럿 심

(1)




  
 

된 벡터이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에서 채널의 상관 관

에 따

계 추정은 잡음의 영향으로 이론적인 값보다 작은 값이

는 평균이 0이고 분산

나오게 되며 잡음의 영향은 수신시의 SNR 값에 따라

이   인 정규 확률 분포를 가지는 잡음이다.

달라진다. SNR을 추정하기 위해 직교 주파수 분할 다
중 접속 심볼의 보호 구간으로 사용되는 반송파들과 파

Ⅲ. 초기 필터 설계

일럿 심볼에 의해 추정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수
신된 신호의 SNR은 식 (4)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반복 수신기에서 초기 채널 추정은 수신된 파일럿 심
볼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파일럿 심볼의 수는 효




율적인 대역폭 활용을 위해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보다









추정기의 선택은 반복 수신기에 있어서 전체적인 성능

  

 






낮은 복잡도 뿐만이 아니라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채널












(4)



이 때   와     는 각각 전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접속 심볼에 해당하는 파일럿 심볼의 수와 좌,우 보호
구간에 해당하는 부반송파의 수이다.  는 번째 직


1. MMSE 필터

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심볼의 j번째 파일럿 심볼에

MMSE (Minimum mean square error) 관점에서 이
상적인 위너 필터의 계수는,

      





,



의해 추정된 채널 값이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는

번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심볼의 k번째 널 부반송파에 대한 잡음
성분이다. 식 (3), (4)를 활용하여 수신 신호 대 잡음비

(2)

가 고려된 추정된 채널의 상관 관계 값은 식 (5)을 이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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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반복 수신기

용하여 보정한다.



 

이때









   






1. 채널 추정 및 최대율 결합

(5)




제안된 초기 필터 구조를 사용하여 추정된 채널을 보
상함으로써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복호를 수행할

 는 SNR 을 고려한 보정된 채널의 상관관

계 값이며 

수 있다.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복호기는 부호화

는 SNR을 보정하기 위한 용도의 SNR

이다. 
 는 식 (4)에 의해 추정한 SNR이다.

된 비트의 부대 정보 (Extrinsic information)를 도출하

 는

며 이를 통해 평균적인 송신 심볼 (soft symbol)을 재

식 (3)에 의한 추정된 채널의 상관관계이며  는 채널의
상관관계



값을

11

보정해주기

위한

비례

구성할 수 있다. 송신 가능한 QPSK 심볼에 대하여 식

상수이다.

(6)와 같은 관계를 정의한다.

  을 이용하여 채널의 상태에 적합한 위너 필터

계수를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는 0~30km/h, 30~60km/h,
60~90km/h,

90~120km/h로

속도의

구간을




 






 






 






 



{6)

나누며

0~30km/h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각각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복호기로부터 도출한 부

45km/h, 75km/h, 105km/h으로 대표 속도를 정하고 그

대 정보를 2 비트 단위로 QPSK 심볼을 재구성하기 위

때의 채널의 상관관계 행렬  를 결정하였으며 

해 각각   ,   이라 정의하면 이를 통해 송신 가능한

를 4dB 로 선택하였다. 0~30km/h 구간의 경우에는 채

QPSK 심볼의 확률 값을 식 (7)～(10)을 통해 얻을 수

널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LS 추정된 채널에 대하

있다.

여 시간 축으로 평균화 하는 계수를 선택한다.
그러나 각 속도 구간의 대표 값에 대한 채널의 상관









   
 
    










 
    

















관계 특성은 잡음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비슷하다. 필
터 계수를 선택하기 위해 0.9 이상의 확률을 가지게 하
는 문턱 값을 결정할 때 잡음에 의하여 다른 속도 구간
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 구
간을 선택하는 기준인 문턱 값을 적절하게 조절된 값으
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림 2는 초기 파일럿 심볼을
활용한 채널 필터링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7)





  


     



(8)


 
    








     



(9)

   
 
    






     



(10)





을 추정할 수 있다.



SNR estimation






Correlation
compensation














식 (12)의

Threshold
comparison









     
      

(11)

 

를 수신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심볼에 보상함으로써 평균적인 데이터 심볼을 통한 채
널 추정,

Filter set
selection


Channel
smoothing



, 이 가능해 진다.














 









            
           



    
 
   


Channel
compensation

그림 2.
Fig. 2.



위의 심볼 확률 관계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송신 심볼

LS channel
estimtion (pilot)
Correlation
estimation



초기 필터링 과정
Initial filter procedure.








 

(12)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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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 수신기의 필터

time

최대율 결합을 통하여 수신기는 타일을 기준으로 파
일럿 심볼에 의한 추정된 채널 값보다 3배의 많은 채널

Subchannel k

추정 샘플을 가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필터에
서 추정한 채널의 상관 관계 값보다 정확한 채널의 상

Subchannel
k+1
freqeuncy

관 관계 값을 얻을 수 있다. 최대율 결합이 된 채널을
통해 추정한 번째 반복 단에서의 채널의 상관 관계는
식 (15)를 통해 얻을 수 있다.
Combining
block

그림 3.
Fig.

3.



IEEE 802.16e O-PUSC 타일 구조와 최대율
결합
Tile structure of O-PUSC of IEEE 802.16e
and maximum ratio combining (MRC).


  
 


 



 
 



 ∥

중에서 최대 확률을 가지는 인덱스

에 대한 확률  





(15)

∥



결합에 의하여 추정된 채널 값들의 시간축 방향으로 구

 을 의미한다. 식 (12)는 복호

된 데이터에 의해 추정된 채널은 실제 채널

∥∥

이 때 s 는 부채널의 인덱스이며 t 는 부채널 s 에 대한
타일의 인덱스이다. 또한   와   은 각각 최대율


이 때    은



성된 벡터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대율 결합에

에 확

의하여 형성된 추정된 채널들은 초기 필터 단계에서 파


률 값   
 에 비례하여 증가한 채널 값에 채

일럿에 의하여 형성된 추정된 채널보다 수신 SNR이 높

널 추정 오류 성분과 잡음 성분이 있는 것이며



기 때문에 식 (15)에 의한 채널의 상관 관계 값은 전체

잡음

대해

성분으로

나누기

위하여



 을 곱함으로써
  




식



(12)에

과 잡음 성분 



과

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보정해야 한다. 식 (5)에서 











 




  





 

L D P C de cod er
o u tp u t

  

S o ft sy m b o l
e s t i m a ti o n
S o ft c h a n n e l
e s t i m a ti o n

IEEE 802.16e O-PUSC 타일 구조에서 하나의 타일은
MR C

주파수 축에 대하여 인접한 3개의 부반송파로 구성이
된다. 이 때 인접한 3개의 부반송파에 해당하는 채널이
SNR 이득을 얻을 수 있다.

D e te r m i n e
f i l te r s e t


 


   
 
,






C ha n ne l
fi l t e r i n g





 

여기서



 

C ha n ne l
c o m p e n s a ti o n a n d
L L R ca l c u l a ti o n

(14)



L D P C d ec od ing


는 최대율 결합이 된 추정된 채널이며 

는 식 (13)의 잡음 성분인 

P ilot c ha an e l
e s ti m a ti o n r e su l t

SN R,
C o rr e la t i o n
re e s t i m a ti o n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율 결합 (MRC)을 통해



 을 적

의 값으로 10dB를 선택한다. 이에 따라 초기 필터

(13)



 대신 

용하여 추정된 채널의 상관 관계 값을 보정하며 이 때





  
 


 


  





에 대하여 식 (4)를 활용하

여 SNR을 재추정하고 추정된 채널의 상관 관계 값을

으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Fig. 4.



의 분산을 의미한다.

(1273)

반복 단에서의 필터링 및 복호 과정
Filtering and decoding procedure in the iterativ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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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와 같이 추정된 채널의 상관 관계 값에 따른

VehA 30km/h

0

위너 필터 계수를 선택하여

10

를 필터링하고 수신



신호에 필터링된 채널을 보상하여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복호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1

10

PER

수행함으로써 수신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Ⅴ. 모의실험

Perfect
Simple
MMSE(ideal)
MMSE(proposed)
Iteration(Initial filter)
Iteration(Initial filter, No*4)
Iteration(Re-est)
Iteration(Re-est,No*4)

-2

10

모의실험을 위하여 IEEE 802.16e 상향 전송 환경에
서 O-PUSC 타일 구조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1024 퓨리
-3

어 변환 크기를 선택하였으며 시간 동기와 주파수 동기

10

0

0.5

1

1.5
Es/No

는 정확하게 획득한다고 가정한다. (768, 384)의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사용하였다. 초기 필터 단계에서

그림 5.
Fig. 5.

사용한 문턱 값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반복 채널 추

2

2.5

3

30km/h 에서의 제안한 수신기의 성능
The proposed receiver performance in 30km/h.

정 단계에서 사용한 채널 상관관계의 문턱 값은 표 2와

VehA 60km/h

0

10

같다. 그림 5, 6, 7은 위의 조건하에서 30km/h, 60km/h,
120km/h 에 대한 성능이다. ‘Perfect' 는 채널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의 성능이며 ’Simple' 은 초기 필터 단계에

-1

서 파일럿 심볼에 의해 추정한 채널을 평균화하여 사용

10

PER

하였을 때의 성능이다. ‘MMSE (ideal)'은 이상적인 위
너 필터 계수를 사용하였을 때의 초기 필터 단계에서의
성능이며 'MMSE (proposed)' 는 제안한 초기 필터 구

Perfect
Simple
MMSE(ideal)
MMSE(proposed)
Iteration(Initial filter)
Iteration(Initial filter, No*4)
Iteration(Re-estimation)
Iteration(Re-estimation, No*4)

-2

10

조를 사용하였을 때의 초기 필터링만을 수행한 성능이
표
1.
Table 1.

초기 필터에서 사용한 문턱 값과 대표 속도
Threshold for the initial filter and reference
velocity.

0～30km/h
Ref.
Speed
Threshold

-3

10

그림 6.
Fig. 6.

30km/h～ 60km/h～ 90km/h～
60km/h

90km/h

120km/h

15km/h

45km/h

75km/h

105km/h

0.75

0.65

0.6

-1

-0.5

0

0.5

1

1.5
Es/No

2

2.5

3

3.5

4

60km/h 에서의 제안한 수신기의 성능
The proposed receiver performance in 60km/h.
VehA 120km/h

0

10

-1

2.

Table 2.

10

반복 채널 추정 단계에서 사용한 문턱 값과 대
표 속도
Threshold for the iterative stage and reference
velocity.

PER

표

Perfect
Simple
MMSE(ideal)
MMSE(proposed)
Iteration(Initial filter)
Iteration(Initial filter, No*4)
Iteration(Re-estimation)
Iteration(Re-estimation, No*4)

-2

10

0～30km/h
Ref.
Speed
Threshold

30km/h～ 60km/h～ 90km/h～
60km/h

90km/h

120km/h

15km/h

45km/h

75km/h

105km/h

0.9

0.8

0.75

-3

10

그림 7.
Fig. 7.

(1274)

-1

-0.5

0

0.5

1

1.5
Es/No

2

2.5

3

3.5

4

120km/h 에서의 제안한 수신기의 성능
The proposed receiver performance in 12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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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teration (Initail filter)'는 초기 필터 단계에서의

적절한 속도 구간과 동작 SNR에 대하여 위너 필터의

채널의 상관관계 및 SNR 추정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가

계수를 발생하고 수신된 신호의 파일럿을 활용하여 채

정하고 반복단에서도 초기 필터에서의 채널 상관관계

널의 상관관계 및 SNR 추정을 통해 필터 계수를 선택

및 SNR 추정치를 사용하여 위너 필터 계수를 선택하였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낮은 복잡도를

을 때의 성능이다. ‘Iteration (Initial filter, No*4)' 는

가지면서 이상적인 위너 필터의 성능에 근접하는 채널

’Iteration (Initial filter)'와 동일하며 단지 최대율 결합

추정기를 구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복호된 저밀도 패

[7]

과정에서 추정된 채널의 잡음을 근사화 하여 사용하였

리티 검사 부호를 이용하여 채널을 재추정하였으며 이

을 때의 성능이다. ‘Iteration (Re-est)' 와 ’Iteration

때의 잡음의 분산을 계산하여 최대율 결합을 수행하였

(Re-est, No*4)'는 위의 두 경우와 반복단에서 다시 채

다. 반복 수신기에 적용하여 재추정된 채널 정보를 이

널 추정 및 SNR 추정을 통해 위너 필터의

용하여 채널의 상관관계 및 SNR을 재추정하였으며 이

계수를 새로 선택하였을 때의 성능이다. 30km/h 의 경

를 바탕으로 위너 필터의 계수를 다시 선택하였다. 이

우 파일럿 심볼에 의해 추정된 채널을 평균화 하여 사

와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성능을 향상

용한 시스템의 경우 채널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기 때

시켰으며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하여 반복 수신기의 경

문에 초기 필터만을 수행한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우 위너 필터에 의한 초기 필터 성능에 비하여 0.5dB

보여준다. 그러나 60km/h, 120km/h 의 경우에서 알 수

정도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보였다.

있듯이 채널의 변화가 점점 빨라질 경우 각 파일럿 심
볼이 겪는 채널을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기는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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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ward 과정에 따른 스무딩 효과를 고려한 것이며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의실험에서 시간축에 대하여 파
일럿 심볼의 수는 4개이다. 이로 인하여 칼만 스무딩
필터의 성능 열화가 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초기
필터 단계에서 제안한 필터 구조의 성능은 30km/h 에
서는 위너 필터의 성능보다 약간 나쁘지만 나머지
60km/h, 120km/h 의 속도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위너
필터의 성능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반복 수신
기의 성능은 각 속도 구간에 대해서 대략 0.5 dB 정도
의 성능 향상을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복단에서 채널
의 상관 관계 및 SNR 을 재추정하여 필터의 계수를 다
시 선택하는 것이 보다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6e 상향 전송 환경에서
O-PUSC 타일 구조를 사용하였을 때를 가정한 반복 수
신기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IEEE 802.16e 상향 전송 환
경에서 특히 O-PUSC 타일 구조는 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파일럿의 수가 적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채
널 추정기가 필요하다. 복잡도 문제와 채널 추정기의
성능 두 가지 문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1275)

2006년 11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3 권 TC 편 제 11 호

15

estimation and LDPC decoding over fading
channels," Proc. IEEE Transaction on wireless
communications, vol. 4, no.4, Jul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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