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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정 수신 환경에서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3.0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의
채널 추정 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를 제시하였다. ATSC 3.0 MIMO 시스템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 시스템에 비해 높은 주파수 효율성
(spectral efficiency)과 향상된 수신 성능을 얻을 수 있다. ATSC 3.0 MIMO의 파일럿 인코딩 알고리즘(pilot encoding algorithm)으로
서 Walsh-Hadamard 인코딩과 널 파일럿(null pilot) 인코딩이 정의되어 있고, 단일 입력 단일 출력(single-input single-output)에 비해
크기와 위상이 달라진다. 수신기에서 파일럿 신호에 대한 채널 추정 후 데이터 신호에 대한 채널 추정을 위한 보간(interpolation)이 수
행되는데, 이 때 시간 축과 주파수 축에 대해 선형 보간과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 기반 보간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시간 축과 주파수 축에 대해 가능한 보간 방법의 조합을 구성한 뒤, 전산 실험을 통해 다양한 보간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였
다. 전산 실험 결과는 시간 축으로 선형 보간을 먼저 수행한 후 주파수 축으로 DFT 기반 보간을 수행하는 조합이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performance evaluations of various channel estimation schemes for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TSC) 3.0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system under a fixed reception environment. ATSC 3.0 MIMO system can 
obtain high spectral efficiency and improved reception performance compared to conventional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s. The 
ATSC 3.0 MIMO defines Walsh-Hadamard and null pilot encoding algorithms and the amplitude and phase of MIMO pilo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single-input single-output pilots. At the receiver, linear and 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based 
interpolations can be used for the channel estimation. This paper provides the various combinations of the interpolation schemes 
for channel estimation in time and frequency dimensions, and then analyzes the performance of the various combinations through 
the computer simulation. The results of computer simulation show that the combination of the linear interpolation in the time 
dimension and then DFT-based interpolation in the frequency dimension can obtain the best performance among the considered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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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TSC(Advance Television System Committee) 3.0은 고
품질음성및영상서비스에 대한 방송 사업자의요구사항

을충족시키기위해 개발된, 기존 ATSC 표준과하위호환
성에 제약이 없는 차세대 지상파 방송 표준이다[1]. 그 중, 
2016년 9월에 승인된 A/322: “Physical Layer Protocol”은
전반적인 ATSC 3.0의 물리 계층(physical layer) 시스템에
대한내용을정의하고있다[2]. ATSC 3.0 물리계층시스템
은 데이터의 강건성(robustness)과 주파수 효율성(spectrum 
efficiency)을위한다양한전송기술과파라미터조합을지
원한다. 또한, 시간분할 다중화(time division multiplexing: 
TDM)와 주파수 분할 다중화(frequency division multi-
plexing: FDM), 계층 분할 다중화(layered division multi-
plexing: LDM)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단
일 RF(radio frequency)로 전송할 수 있다[3-9]. 안테나 전송
기술에는옵션기술로서 채널 본딩(channel bonding), 다중
입력 단일 출력(multiple-input single-output: MISO), 다중
입력 다중 출력(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을
지원한다[10-12]. 여기서 채널 본딩과 MISO는 TDM, FDM, 
LDM이모두사용가능하지만 MIMO는 LDM과같이사용
할 수 없다.

ATSC 3.0 MIMO 시스템은 단일 RF 채널에서 두 개의
교차 편파 안테나(cross-polarized antenna)를 사용하여 두
안테나 사이의간섭을최소화시키면서송수신이 가능하다. 
또한, MIMO 시스템은 단일 입력 단일 출력(single-input 
single-output: SISO) 시스템에서 MIMO 역다중화기(de- 

multiplexer)와 MIMO 프리코더(precoder)가 추가된 형태
를 갖는다. MIMO 역다중화기로부터 단일 데이터 스트림
을 두 개의 독립적인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하여 전송함

으로써공간다중화(spatial multiplexing) 이득으로인한증
가된 채널 용량(channel capacity)을 얻을 수 있고, MIMO 
프리코더로부터 공간 다이버시티(spatial diversity) 이득을
얻음으로써페이딩(fading) 환경에대한강인성을증대시킬
수 있다[12].

ATSC 3.0에서사용되는 파일럿(pilot)은크게 분산 파일
럿(scattered pilot), 연속파일럿(continual pilot), 엣지 파일
럿(edge pilot), 부프레임 경계 파일럿(subframe boundary 
pilot), 프리앰블 파일럿(preamble pilot)이 있으며, 연속 파
일럿은 다시 공통 연속 파일럿(common continual pilot)과
추가 연속 파일럿(additional continual pilot)으로 나뉜다. 
MIMO가사용되면공통연속파일럿과프리앰블파일럿을
제외한나머지파일럿은 SISO 시스템에서의파일럿과동일
한 위치를 갖지만 크기(magnitude)와 위상(phase)이 달라진
다. 또한, MIMO 시스템에서분산파일럿은Walsh-Hadamard 
(WH) 인코딩방법과널파일럿(null pilot: NP) 인코딩방법
의 두 가지 파일럿 안테나 인코딩(pilot antenna encoding) 
방법을 지원한다. 그리고 ATSC 3.0 SISO 시스템에서는
SP3_2부터 SP32_2까지 16가지의 파일럿 패턴(pilot pat-
tern)을 지원하고, MIMO 시스템에서널 파일럿 인코딩 방
법의 경우에는 SISO에서 제공되는 16가지의 모든 파일럿
패턴을 사용할 수 있지만 Walsh-Hadamard 인코딩 방법의
경우 12가지의 파일럿 패턴만 지원한다.
기존에 연구된 내용으로서 [13]에서는 ATSC 3.0 SISO 
시스템에서 분산 파일럿을 이용한 채널 추정(channel esti-
mation) 성능을 분석하였고 [14]에서는 ATSC 3.0 MIMO 
시스템에서 분산 파일럿을 이용한 채널 추정 성능과 주파

수 축에서의 보간(interpolation) 방법에 따른 성능을 분석
하였다. 그러나 엣지 파일럿과 부프레임 경계 파일럿까지
이용한 채널 추정의 성능 및 시간 축에서의 보간 방법에

대한 성능은 분석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고정 수신
환경에서 ATSC 3.0 규격을 따르는 2x2 MIMO 수신기의
다양한 채널 추정 방법에 따른 성능을 분석한다. Walsh- 
Hadamard 인코딩방법과널파일럿인코딩 방법에대해서
각각파일럿신호에대한채널이득을추정하고, 추정된파

a) 한국해양대학교(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 ㈜한화(Hanwha Corporation)
c) 한국전자통신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 Jeongchang Kim

E-mail: jchkim@kmou.ac.kr
Tel: +82-51-410-4315
ORCID: https://orcid.org/0000-0002-8612-9360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Development of Transmission 
Technology for Ultra High Quality UHD, 2017-0-00081].(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and Evalu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Manuscript received July 26, 2019; Revised September 4, 2019; Accepted 
September 4, 2019.



김형석 외 5인: 고정 수신 환경에서 ATSC 3.0 MIMO의 채널 추정 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   881
(Hyeongseok Kim et al: Performance Evaluation of Channel Estimation Scheme for ATSC 3.0 MIMO under Fixed Reception Environment)

일럿 신호에 대한 채널 이득 값 사이를 보간함으로써 두

개의 파일럿 신호 사이에 있는 데이터 신호에 대한 채널

이득을추정할수 있다. 이때, 보간 방법으로서시간 축으
로 선형 보간(linear interpolation)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주파수축으로선형보간방법과이산푸리에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을 기반으로 한 보간 방법을 사용
할 수있다[15][16]. 시간및 주파수 축에서사용가능한 보간
방법은 총 4 가지의 조합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성능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ATSC 3.0 

2x2 MIMO 시스템의 송신기와 수신기 구조를 설명하고, 
파일럿을이용한채널추정및보간방법을 3장에제시하였
다. 4장에서다양한채널추정방법에대한전산실험결과
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ATSC 3.0 2x2 MIMO 시스템

그림 1은 ATSC 3.0 2x2 MIMO 송신기의블록다이어그
램을 나타낸다. 2x2 MIMO 송신기에서는 입력 포맷팅

(input formatting), BICM(bit-interleaved coded modu-
lation), MIMO 프리코딩, 프레이밍및인터리빙(framing & 

interleaving), 파형생성(waveform generation)이차례로수
행된다. 입력 포맷팅 블록으로부터 생성된 기저대역 신호
(baseband signal)는 BICM 블록 내의 FEC(forward error 
correction)와비트 인터리버(bit interleaver)를 거쳐서 비트
인터리빙된 단일 직렬 비트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MIMO 
역다중화기에의해단일직렬비트스트림이두 개의 병렬

비트 스트림으로나뉘어진다. 나뉘어진 두 개의 병렬 비트
스트림은 각 RF에 해당하는 맵퍼(mapper)로 입력되어 변
조 심볼로 맵핑된다. 맵핑된 두 개의 병렬 심볼 스트림은
하나의 MIMO 프리코더 블록에서 프리코딩되고, 이어서
각 RF에대한프레이밍및인터리빙블록과파형생성블록
을 거쳐서 최종 송신 신호가 생성된다.
그림 2는 MIMO가 사용되었을 때의 파형 생성 과정을
나타낸다. 프레이밍 및 인터리빙 블록의 출력 신호는 파형
생성블록내에서차례로파일럿삽입(pilot insertion), IFFT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보호 구간 삽입(guard in-
terval insertion: GI), 부트스트랩(bootstrap) 추가가 수행된
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ATSC 3.0에서사용되는파일
럿은프리앰블파일럿, 분산파일럿, 부프레임경계파일럿, 
공통 연속 파일럿, 추가 연속 파일럿, 엣지 파일럿까지 총
6 가지 종류의 파일럿이 있다. 또한, ATSC 3.0 프레임은
크게 부트스트랩과 프리앰블 심볼(preamble symbol: PS), 

그림 1. ATSC 3.0 2x2 MIMO 송신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the transmitter for ATSC 3.0 2x2 MIMO

그림 2. 파형 생성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2. Block diagram of waveform generation



882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4권 제5호, 2019년 9월 (JBE Vol. 24, No. 5, September 2019)

부프레임(subframe)으로이루어져있으며, 부프레임은데이
터 심볼(data symbol: DS)과 부프레임 경계 심볼(subframe 
boundary symbol: SBS)로나눌수있다. 부트스트랩에는파
일럿이 존재하지 않고 프리앰블에는 오직 프리앰블 파일럿

만 존재하며, 부프레임 내의 데이터 심볼과 부프레임 경계
심볼에 존재할 수 있는 파일럿 종류는 표 1과 같다.

MIMO 시스템에서 분산 파일럿은 Walsh-Hadamard 인
코딩 방법 또는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으로 인코딩 되어

삽입된다. 두 개의 인코딩 방법 중 하나가 선택되었을 때, 
각 안테나에 삽입되는 분산 파일럿의 인코딩 방법은 해당

안테나인덱스(index)에의해결정된다. 표 2는부프레임에
삽입되는파일럿중, 공통연속파일럿을제외한나머지파
일럿의 인코딩 방법을 안테나 인덱스에 따라 나타낸 것이

다. 공통 연속 파일럿은 안테나 인덱스에 관계없이 항상
SISO와 동일한 파일럿이 삽입된다. 표 2에서 부프레임 경
계 파일럿과 엣지 파일럿은 분산 파일럿의 인코딩 방법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인코딩 방법이 적용된다.
MIMO 시스템에서파일럿은각안테나마다그룹 1과그
룹 2로나눌수있다. 표 2에서Walsh-Hadamard 인코딩방
법의경우, 분산파일럿및부프레임경계파일럿은안테나
#1에서그룹 1과그룹 2 모두 SISO에서의파일럿과동일한
크기와위상을갖고, 안테나 #2에서는Walsh-Hadamard 인
코딩 방법이적용되어그룹 1과그룹 2의파일럿이크기는
동일하고부호가반전된형태를 갖는다. 안테나 #2에서그
룹 1과 그룹 2의 분산 파일럿 및 부프레임 경계 파일럿은

다음 수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2].

Re×




×SP



Im

(1)

여기서, 는 각각 부프레임,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심
볼, 부반송파(subcarrier)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또한, 는

의사 잡음(pseudo-noise: PN) 수열을 나타내고, 와 SP

는 각각 주파수축에서분산파일럿의이격거리와파일럿

의 크기(amplitude)를 의미한다. 부반송파 경계 심볼의 경
우 분산 파일럿의 크기 SP와동일한크기 값을 사용한다. 

추가 연속 파일럿은 안테나 #2에 대해서 분산 파일럿과
삽입 위치가 겹치는 경우에만 Walsh-Hadamard 인코딩 방
법이 적용된다. Walsh-Hadamard 인코딩 방법이 적용되면
안테나 #2에서 그룹 1은 SISO와 동일한 파일럿이 삽입되
지만 그룹 2의 경우 SISO 파일럿과 비교하여 크기는 동일
하고 부호가 반전된 파일럿이 삽입된다. 안테나 #2에서그
룹 1과 그룹 2의 추가 연속 파일럿은 다음 수식으로 계산
될 수 있다[2].

Re×




×SP

  mod  

Re×SP

 otherwise

Im

(2)

Symbol Type Scattered pilot Subframe 
boundary pilot

Common 
continual pilot

Additional 
continual pilot Edge pilot

Data symbol O O O O

Subframe boundary symbol O O O O

표 1. 심볼 종류에 따른 다양한 파일럿의 존재
Table 1. Presence of the various pilot in symbol type

Pilot encoding algorithm
& Antenna index Scattered pilot Subframe 

boundary pilot
Additional 

continual pilot Edge pilot

Walsh-Hadamard 
encoding

#1 SISO SISO SISO SISO

#2 WH WH SISO/WH WH

Null pilot encoding
#1 NP SISO SISO/NP SISO

#2 NP WH SISO/NP WH

표 2. 안테나에 따른 파일럿 인코딩 방법
Table 2. Pilot encoding algorithm for each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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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od  을 만족하면 분산 파일럿의 삽입 위
치와겹치게되어분산파일럿의형태로계산된다. 엣지파
일럿은부프레임내의모든 OFDM 심볼에대해서첫번째
와 마지막 부반송파에 삽입되는 파일럿으로서, 안테나 #2
에 대해서 Walsh- Hadamard 인코딩 방법이 적용되므로
홀수 번째 OFDM 심볼에 삽입되는 엣지 파일럿이 그룹
2가 되어 SISO 파일럿에 비해 부호가 반전된 파일럿이
삽입된다. Walsh- Hadamard 인코딩 방법이 적용된 엣지
파일럿은 다음 수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2].

          Re××SP



          Im  
(3)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은 그룹 1과 그룹 2의 전송 전력
을 다르게 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서, 안테나 #1과 #2에
각각 적용된다. 안테나 #1의 그룹 1과 안테나 #2의 그룹
2에 삽입되는 파일럿은 각각 전송 전력을 3 dB 만큼 더
증가시켜 전송하고, 안테나 #1의 그룹 2와 안테나 #2의
그룹 1에 삽입되는 파일럿은 전송 전력을 0으로 설정하여
해당 파일럿은 전송되지 않는다.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
은 오직 분산 파일럿에만 적용되며, 추가 연속 파일럿에
서 분산 파일럿과 겹치는 경우에는 분산 파일럿과 동일한

파일럿이 삽입되므로 이 경우도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이

적용된다.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이 적용되었을 때, 안테
나 #1에서의 분산 파일럿은 다음 수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2].

Re

×





 

×SP



Im

(4)

계속해서안테나 #2에서의분산파일럿은다음수식으로
부터 계산될 수 있다[2].

Re

×





 


×SP



Im

(5)

엣지 파일럿과 부프레임 경계 파일럿은 널 파일럿 인코

딩 방법이 사용되더라도 Walsh-Hadamard 인코딩 방법이
적용되며, 각각 수식 (1)과 수식 (3)으로부터얻을수 있다.
그림 3은 ATSC 3.0 2x2 MIMO 수신기의블록다이어그
램을나타낸다[17]. 두 개의 수신 안테나로부터수신된신호
는 OFDM 복조(demodulation) 블록에서 동기(synchroni- 
zation) 획득, FFT, 파일럿 검출(detection) 및 채널 추정
(channel estimation)이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동기는 완벽하다고 가정하고, 파일럿 검출
및채널추정은 3 장에서자세히설명한다. OFDM 복조이
후에는 역프레이밍 및 역인터리빙(de-framing & de-inter-
leaving), MIMO 디코딩(decoding), BICM 디코딩이 차례
로수행된다. BICM 디코더내부에는두개의 RF로부터수
신한 신호의 역맵핑(de-mapping) 과정이 각각 수행되고, 

그림 3. ATSC 3.0 2x2 MIMO 수신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3. Block diagram of the receiver for ATSC 3.0 2x2 M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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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O 다중화기(multiplexer)를통해두개의병렬비트스
트림이 단일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된다. 변환된 스트림은
비트역인터리버(bit de-interleaver)와내부및외부부호디
코더(inner & outer code decoder)를 거쳐 입력 역포맷팅
(input de-formatting) 블록으로 입력된다.

III. 채널 추정 방법

ATSC 3.0 MIMO 수신기에서는 두 개의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신호의 파일럿을 이용하여 전체 신호에 대한 채널

추정이수행된다. 채널추정은크게파일럿신호에대한채
널추정과데이터신호에대한채널추정으로나눌수있으

며 데이터 신호에 대한 채널 추정은 파일럿 신호에 대한

추정된 채널 이득 값 사이를 보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1. 파일럿 신호에 대한 채널 추정 방법

ATSC 3.0 MIMO 수신기에서는송신기에서사용된파일
럿인코딩방법에따라파일럿신호에대한채널추정방법

이다르게적용된다. 먼저, 본논문에서는Walsh-Hadamard 
인코딩 방법을사용할경우시간축에대해서 연속하는두

개의 OFDM 심볼사이의채널이득과주파수축에대해서
만큼 떨어진 부반송파 사이의 채널 이득이 모두 준정상

(quasi-static)이라고 가정한다. 수신 안테나 #1로부터 수신
된 그룹 1과 그룹 2의 파일럿 신호 벡터   

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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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은 번째 송신 안테나와 번째 수신 안테나

사이의 채널 이득을 의미하고,   
은 수신 안테

나 #1에대한그룹 1과 그룹 2의 부가 백색 가우시안 잡음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을 의미한다. 그리

고, P 

 


 


 

 
는송신안테나 #1과 #2에대한그

룹 1과그룹 2의파일럿행렬을의미하고, PTP SP
I를만

족하는직교행렬(orthogonal matrix)이다. 이를이용하여파
일럿 신호에 대한 각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1 사이의

채널이득벡터 
 

는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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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alsh-Hadamard 인코딩 방법은송신안테나 #1과 #2에
서동일한위치를갖는서로인접한두개의파일럿을이용

하여채널추정을할수있다. 이때, 부반송파경계심볼을
포함한모든 OFDM 심볼의개수  및  개의연속하는

OFDM 심볼내에존재하는분산파일럿의개수 에따라

서 파일럿 행렬 P를 구성하는 파일럿의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정한 채널 이득의신뢰도를향상시
키기 위해서 분산 파일럿뿐만 아니라 엣지 파일럿과 부프

레임 경계 파일럿까지 이용한 파일럿 조합을 제시하였다. 
그림 4는Walsh-Hadamard 인코딩방법에서파일럿패턴이
MP6_4일 경우 부반송파 경계 심볼을 포함한 모든 OFDM 
심볼의 개수  및  개의 OFDM 심볼 내에 존재하는

분산파일럿의개수 에따른분산파일럿과엣지파일럿, 
부프레임 경계 파일럿을 모두 이용한 파일럿 조합 방법을

나타낸다. 파일럿조합은엣지파일럿과부프레임경계파일
럿을먼저그룹핑한후에분산파일럿을그룹핑한다. 이때
분산파일럿의완벽한그룹핑을위해엣지파일럿또는부프

레임경계파일럿의일부를중복하여활용할수있다. 엣지
파일럿과 부프레임 경계 파일럿의 파일럿 조합 방법은 와

가각각시간축의 OFDM 심볼인덱스와주파수축의부
반송파인덱스를의미할때, 위치의파일럿을기준으로
각각    위치와   위치의파일럿을그룹핑하

는것을기본으로한다. 그리고분산파일럿의파일럿조합
방법은 위치의파일럿을기준으로    위치
의 파일럿을 그룹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림 4(a)는 와 가모두짝수인경우로서앞에서언

급한 기본적인 그룹핑 방법으로 파일럿 조합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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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 Walsh-Hadamard 인코딩방법에서파일럿패턴이 MP6_4인경우의파일럿조합방법 (송신안테나 #1), (a)  :짝수, :짝수, (b)  :홀수, :짝수, 

(c)  :짝수, :홀수, (d)  :홀수, :홀수

Fig. 4. Pilot grouping method when pilot pattern is MP6_4 using Walsh-Hadamard encoding scheme (transmit antenna #1), (a)  :even number, 

:even number, (b) :odd number, :even number, (c)  :even number, :odd number, (d)  :odd number, :od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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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4(b)는 가 홀수이고 가 짝수인 경우로서

부프레임 경계 파일럿과 분산 파일럿은 기본적인 그룹핑

방법으로파일럿조합을얻을수있지만, 엣지파일럿의경
우에는 OFDM 심볼개수 가 홀수이므로마지막심볼의

엣지 파일럿은 그룹핑될 다음 엣지 파일럿이 존재하지 않

는다. 이런경우에는점선으로표현한것과같이마지막심
볼의 엣지 파일럿과 이전 심볼의 엣지 파일럿을 그룹핑해

서파일럿조합을얻을수있다. 그림 4(c)는 가짝수이고

가 홀수인 경우로서 그림 4(a)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룹
핑하여파일럿조합을만들수있다. 이경우에는엣지파일
럿은 짝수 개가 되므로 파일럿 그룹핑이 바로 가능하지만, 
부프레임 경계 파일럿은 홀수 개가 되므로 마지막 하나의

파일럿이 그룹핑 되지 않는다. 그러나분산 파일럿까지적
용하면 완벽하게 그룹핑을 할 수 있다. 그림 4(d)는 와

가모두홀수인경우로서분산파일럿은기본적인그룹핑

방법으로파일럿조합을얻을수있지만, 엣지파일럿과부
프레임경계파일럿의경우에는마지막위치의파일럿이하

나씩남게 된다. 이런경우에는 그림 4(b)의경우와 유사하
게점선으로표현한것과같이이전위치의파일럿과그룹핑

해서파일럿조합을얻을수있다. 또한, 부프레임경계심볼
을사용하지않을때, 마지막 OFDM 심볼에서    위치
의분산파일럿이남는경우에는앞의예외경우와유사하게

이전심볼에서    위치의분산파일럿과그룹
핑을 하여 모든 경우에 대한 파일럿 조합이 가능하다.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은 송신 안테나 #1에서 그룹 1에
해당하는 파일럿 신호만 송신하고 송신 안테나 #2에서는
그룹 2에 해당하는 파일럿 신호만 송신한다. 이 때, 송신
안테나 #1의그룹 1과송신안테나 #2의그룹 2는서로위
치가 다르므로 하나의 수신 안테나로 수신되었을 때 서로

영향을주지않는다. 널파일럿인코딩방법을사용할경우, 
수신 안테나 #1로부터 수신된 그룹 1과 그룹 2의 파일럿
신호 , 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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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널파일럿인코딩방법은그룹 1과그룹 2의파일럿신호들
이 서로영향을 주지않으므로 수신기에서는 SISO 시스템
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되며, 최소 제곱법(least square)을 이
용하여 채널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일럿 신호에
대한 각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1 사이의 채널 이득
,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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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널 파일럿인코딩방법은 각송신안테나로부터 송신된파

일럿 신호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으므로 Walsh-Hadamard 
인코딩방법에서필요한두개의연속하는 OFDM 심볼사
이의 채널 이득과  만큼 떨어진 부반송파 사이의 채널
이득이모두준정상이라는가정이필요하지않다는장점이

있다. 그러나각송신안테나를기준으로볼때파일럿신호
의 간격은 시간 및 주파수 축에 대해서 SISO 또는 Walsh- 
Hadamard 인코딩 방법의 경우보다 두 배가 된다. 수신 안
테나 #2로부터 수신한 신호에 대해서는 위의 수신 안테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널 추정을 수행한다.

2. 보간 방법

파일럿신호에대한추정된채널이득을얻은후, 데이터
신호에대한채널이득을 추정하기위해다양한 보간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간의 계산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 축과 주파수 축을 분리하여 두 번의

1차원보간을병렬로수행하였고, 보간방법으로는선형보
간 방법과 DFT 기반 보간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형 보간
방법은 일정한 간격만큼 배치된 파일럿 신호의 사이를 선

형적으로추정하는방법으로서낮은복잡도를갖지만빠른

페이딩 환경에서는 채널 이득의 변화를 잘 추정하지 못하

기때문에좋지않은성능을보인다. 선형보간방법은시간
축과주파수축모두에서사용이가능하다. DFT 기반보간
방법은 먼저 하나의 OFDM 심볼 내에서 일정한 간격만큼
의반복주기를갖는추정된파일럿신호에대한채널이득

벡터를 IDFT(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를 통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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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영역으로 변환한다. 변환한결과는추정된채널 이득의
간격만큼반복패턴이나타나며, ATSC 3.0 MIMO 시스템
에서Walsh-Hadamard 인코딩방법을사용한경우와널파
일럿 인코딩 방법을 사용한 경우 각각 ∙  개와
∙∙  개의 반복 패턴이 나타난다. 그리고 반복

패턴에 대해 zero-padding을 수행한 후 DFT를 통해 다시
주파수영역으로변환함으로써데이터신호에대한추정된

채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DFT 기반 보간 방법은 주파수
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앞에서언급한것과같이보간은시간 축과주파수축을

분리하여 두 번의 1차원 보간을 병렬로 수행하였다. 이 때
시간 축과 주파수 축 모두 첫 번째로 보간이 수행될 수 있

다. 주파수 축에 대한 보간이 첫 번째로 수행되면 모든
OFDM 심볼에대해서추정된채널이득값을얻을수있기
때문에시간 축에 대한 보간은 수행되지 않아도무방하다. 
반대로, 시간축에대한보간이첫번째로수행되면주파수
축에 대한 보간이 수행될 때 추정된 채널 이득의 간격이

두가지인코딩방법모두 로변화한다. 즉, 주파수축에
대한보간을 시간 축보다먼저수행하는 경우보다더높은

밀도를 갖는 추정된채널이득값을이용하여 보간을수행

할 수 있다.

IV. 전산 실험 결과

본장에서는 ATSC 3.0 MIMO 시스템에서두가지파일
럿 인코딩 방법과 보간 방법의 조합에 대한 BER(bit error 

Parameter Value
FFT size 32768 (32k)

Modulation order QPSK
Code rate 4/15

GI GI7_2048

Pilot encoding algorithm Walsh-Hadamard (WH) encoding
Null pilot (NP) encoding

Pilot pattern WH: MP3_2
NP: MP6_2

Pilot boosting 0

표 3. 전산 실험을 위한 파라미터 조합
Table 3. Parameter set for computer simulation

rate) 성능을제시한다. 이때, 송수신기사이의동기는완벽
하다고가정한다. 전산실험은 ATSC 3.0 물리계층표준을
만족하는 MATLAB 기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고, 전산
실험을위한파라미터조합은표 3과같다. 전산실험을위
한시간및주파수축에서의보간방법의조합은보간순서

와방법에따라서총 4 가지가있을수있으며표 4와같다. 
시간 축에서는 선형 보간이 사용된다.

Case Description

Case 1 Only frequency dimension (linear interpolation)

Case 2 Only frequency dimension (DFT-based interpolation)

Case 3 1st: Time dimension
2nd: Frequency dimension (linear interpolation)

Case 4 1st: Time dimension
2nd: Frequency dimension (DFT-based interpolation)

표 4. 전산 실험을 위한 시간 및 주파수 축에서의 보간 방법 조합
Table 4. The combinations of the Interpolation schemes in the time 
and frequency dimensions for computer simulation

본 논문에서는 고정 수신 환경에서의 성능 비교를 위해

AWGN 채널과 MGM(modified Guildford model) 기반 채
널 하에서 전산 실험을 진행하였다. MGM 채널은 BBC 
(British Broadcasting Cooperation)로부터 나온 고정 루프
탑 환경(fixed rooftop environment)으로서, LoS(line-of- 
sight) 성분과 Rayleigh 성분이더해진첫번째경로와 Ray- 
leigh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나머지 7개의 다중 경로(multi- 
path)로 구성된다[18-20]. 본 논문에서 MGM 채널의 번째

송신안테나와 번째수신안테나사이의 Ricean K-factor, 
은 각각   와   로 설정하였

Tap 
number

Excess delay 
[us]


 

  
[dB]


 

  
[dB]

1 0 -0.029042 -14.638
2 0.2632 -22.82 -32.092
3 0.5264 -32.119 -38.937
4 0.7896 -35.436 -41.331
5 1.4480 -36.833 -42.482
6 2.5010 -38.366 -43.937
7 3.5540 -40.728 -46.129
8 4.6070 -43.791 -48.842

표 5. MGM 기반 채널의 채널 프로파일
Table 5. Channel profile of MGM-based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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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MGM 기반 채널의 프로파일(pro- 
file)은 표 5와 같다.
그림 5-6은 AWGN 채널 하에서 Walsh-Hadamard 인코
딩방법과널파일럿인코딩방법에대한다양한채널추정

방법의 BER 성능을 나타낸다. Case 4와 같이 시간 축에
대해서먼저보간을수행하고주파수축에 대해서 DFT 기

그림 5. AWGN 채널하에서 Walsh-Hadamard 인코딩방법에대한다양한
채널 추정 방법의 BER 성능
Fig. 5. BER performance of various channel estimation scheme for 
Walsh-Hadamard encoding under AWGN channel

그림 6. AWGN 채널하에서널파일럿인코딩방법에대한다양한채널추정
방법의 BER 성능
Fig. 6. BER performance of various channel estimation scheme for null 
pilot encoding under AWGN channel

반보간을수행하는방법이 Case 1과 3에비해 BER=10-4에

서 약 3.3 dB의 SNR(signal-to-noise ratio)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주파수축에서선형보간을하는 Case 1과 3은
두 가지 파일럿인코딩방법에서모두서로유사한성능을

보이므로이경우시간축에대한보간의수행여부는성능

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알수 있다. 반면에, Case 4는
Walsh-Hadamard 인코딩 방법의 경우 Case 2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지만,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의 경우 약 0.7 
dB의 SNR 이득이 있다. Walsh-Hadamard 인코딩 방법과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에서 파일럿 패턴이 MP _일

때, 주파수 축에 대한 파일럿 간격은 각각 ∙와 
∙∙이다. Case 4에서주파수축에대한 DFT 기

반 보간을수행하기 전에 시간 축에서선형보간을수행함

으로써선형보간된 부반송파에 대한 채널 값을 추가로얻

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인코딩 방법 모두 주파수 축에서

 값에해당하는부반송파간격마다채널값을가지고주

파수 축에서 채널 추정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인코딩방법모두동일한  값을갖는파일럿패턴을사용

한다면, Walsh- Hadamard 인코딩방법보다널파일럿인코
딩 방법에서 선형 보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채널 값이 더 많으므로 Walsh-Hadamard 인코딩 방법보다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에서 Case 2와 4의 성능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림 7-8은 MGM 기반채널하에서Walsh-Hadamard 인
코딩 방법과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에 대한 다양한 채널

추정방법의 BER 성능을나타낸다. AWGN 채널의경우와
유사하게 Case 4의경우가 Case 1과 3에비해 BER=10-4에

서 약 4 dB의 SNR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Case 1과
3은두 가지 파일럿인코딩방법에서모두 서로 유사한성
능을보이므로이경우시간축에대한보간의수행여부는

성능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WGN 채널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Case 4는 Walsh- 
Hadamard 인코딩방법의경우 Case 2와유사한성능을보
이지만,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의 경우 약 1.0 dB의 SNR 
이득이있다. 즉, MGM 기반 채널에서도 Case 4를 적용했
을 때주파수 축에서의유효파일럿 밀도의증가량이 동일

한  값을 갖는 Walsh-Hadamard 인코딩방법보다 널파



김형석 외 5인: 고정 수신 환경에서 ATSC 3.0 MIMO의 채널 추정 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   889
(Hyeongseok Kim et al: Performance Evaluation of Channel Estimation Scheme for ATSC 3.0 MIMO under Fixed Reception Environment)

그림 7. MGM 기반채널하에서Walsh-Hadamard 인코딩방법에대한다양
한 채널 추정 방법의 BER 성능
Fig. 7. BER performance of various channel estimation scheme for 
Walsh-Hadamard encoding under MGM-based channel

그림 8. MGM 기반채널하에서널 파일럿 인코딩방법에 대한다양한 채널
추정 방법의 BER 성능
Fig. 8. BER performance of various channel estimation scheme for null 
pilot encoding under MGM-based channel

일럿인코딩방법에서더크기때문에, Case 2에비해 Case 
4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성능 이득은 널 파일럿 인코딩
방법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정 수신 환경에서 ATSC 3.0 MIMO의
채널 추정 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를 제시하였다. 먼저, 
ATSC 3.0 MIMO 송수신기 구조를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ATSC 3.0 MIMO에서파일럿인코딩알고리즘으로서정의
된 Walsh-Hadamard 인코딩과 널 파일럿 인코딩을 적용하
는방법에대해서설명하였다. 또한, 본논문에서는Walsh- 
Hadamard 인코딩과 널 파일럿 인코딩이 적용된 파일럿이
수신되었을때 파일럿신호에대한채널추정을 위한 방법

을제안하였다. 먼저, Walsh-Hadamard 인코딩의경우파일
럿 그룹핑을할때 분산 파일럿뿐만 아니라엣지파일럿과

부프레임경계파일럿까지모두활용하여다양한상황에서

최적의 파일럿 그룹핑 조합을 만드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널파일럿인코딩은특정위치의파일럿을 2배
증가시킨 크기로 전송하는 대신 나머지 위치의 파일럿은

전송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여 채널
추정을 할수 있다. 추가로, 파일럿신호에대한 채널추정
이후, 데이터신호에대한채널추정을위해시간축과주파
수 축의보간을독립적으로수행하여총 4 가지의 보간조
합을구성하였다. 전산실험결과는시간축으로먼저선형
보간을 수행한후주파수축으로 DFT 기반보간을수행하
는조합이다른조합에비해가장좋은성능을얻을수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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