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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1p기반의 차량통신시스템에서 고속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도플러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상태 회귀 디코더를 이용한 채널
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파일럿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채널 추정을 수행하여 에러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분석한다.
의 번째 수신심볼, 채널, 송신심볼 그리고 잡음을 의미한다. 또한  와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이 빠르게 진보함에 따라서  는 각 각 데이터 부반송파의 인덱스들의 집합과 Data field를 구성하
는 OFDM심볼의 개수를 의미한다.
V2X(Vehicle-to-Everything)와 같은 차량통신기술도 큰 관심을 받고
제안하는 채널 추정 기법은 <그림 1>과 같이 제안하는 기법은
있다. 특히,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계열에서는 IEEE
Soft-demapping, Deointerleaving, SFD(State Feedback Decoding),
802.11p
기반의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Interleaving 그리고 Channel Estimation 순으로 동작한다.
Environment)[1]시스템에서의 시변 채널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연구
Ⅰ. 서 론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WAVE에서의 빠르게 변화하는 채널을 추정하기 위해 수신된 신호를 데
이터 파일럿으로 이용하는 DPA(Data-pilot Aided) 채널추정 방법[2]
및 이를 이용한 반복적 채널 추정 기법인 ICED(Iterative Channel
Estimation Decoding)[3,4]이 제안되었으나 차량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HR(High Reliability) 특성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성능을 충

그림 1 제안하는 기법의 채널 추정 과정

족시키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변 채널환경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상태 회귀 디코더 기
반의 채널 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
여 순차적으로 디코딩된 데이터를 채널 추정 단계에서 데이터 파일럿으로
이용한다. 이로 인하여 각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심볼 내에서 정확한 채널추정이 가능하게 되며 패킷 내부
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에러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변

1) Soft-demapping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OFDM심볼에서 추정된
채널 H 를 이용하여 번째 OFDM심볼에 대한 모든 coded bit
LLR(Log Likelihood Ratio)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인 경우 H
은 Preamble에서 추정된 채널을 이용한다.




채널환경에서의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분석한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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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Coded OFDM기반의 IEEE 802.11p 패킷은 시간-주파수 동기화 및 채널
추정을 위한 Preamble, 시스템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Signal
field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위한 Data field로 구성되며 수신단에서
CP(Cyclic Prefix)제거 및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이 후
의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2)

여기서  과  는 각 각 번째 OFDM심볼의  번째 coded bit와 한
OFDM심볼을 구성하는 coded bit의 개수를 의미하고  은 번째
OFDM심볼의  번째 coded bit LLR을 의미한다. 이 후, deinterleaver를
거쳐  를 SFD 단계로 전달한다.




(1)





2) SFD : SFD알고리즘은 송신단에서 이용한 Convolution Encoder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다. 먼저, 이전 SFD단계에서 feedback받은 state
여기서      그리고  는 각 각 번째 OFDM심볼  에 따라서 개의 information bits로 구성된  개의 bit strea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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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 Encoder에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의 기대되는 coded bits를 존의 채널 추정기법들은 고속이동에 따른 도플러 효과로 인해 심각한 성
능저하를 겪는 반면에 제안하는 기법은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  사이즈의 look-up table로 구성한다. Look-up table을 구성한

후  과 MAP(Maximum a Posteriori) decision rule에 따라 가장 신 할 수 있다.
뢰성 있는 coded bits를 저장하고 저장된 coded bits를 Convolution
Encoder의 state에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을 다음 SFD단계를 위해
feedback하여 준다.
위의 과정을 통해 SFD 동작 한번으로 개의 신뢰성이 향상된 coded
bits을 얻을 수 있으며, 한 OFDM심볼당    번의 SFD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된다. 이 때,  는 한 OFDM심볼을 구성하는 information bits의
수를 의미한다. 번이 모두 수행 된 후 coded bits들은 interleaver를 거
친 후 변조 기법에 따라 데이터 파일럿 X 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초기
state  은 0으로 설정하며  는   번째 OFDM심볼의 첫 번째
SFD 단계로 feedback하여 준다.
















3) Channel Estimation : 채널추정단계에서는 SFD 단계에서 구성된
를 이용하여 번째 OFDM 심볼의 채널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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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채널추정 기법 PER성능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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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의실험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WAVE시스템에서의 채널 추정 성능 향상을 위해 상태회
기 디코더를 이용한 새로운 채널 추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
은 기존 기법과 달리 채널 추정단계에서 decoded bits를 이용하여 데이터
파일럿을 구성함으로써 에러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모의실험 결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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