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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 중계기를 사용하는 다중 사용자 OFDMA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THP 를 이용한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제안한다. 기지국은 각 중계기로부터 임의의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신호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채널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궤환 받아
THP 를 사용하여 셀 안쪽의 사용자에게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재사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사용자들이 THP 에 필요한 채널 정보를
양자화하여 기지국에 궤환하는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이 경우에 양자화의 오류에 따른 링크 레벨
성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레벨 모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수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궤환량을 함께 고려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성이
향상됨을 보였다.

I. 서론
차세대 광대역 무선 통신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은 높은
주파수 효율성을 제공하며, 간단한 채널 등화기를
이용하여 주파수 선택적 감쇄 채널을 다수의 직교
주파수 비선택적 채널들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자원 할당 및 적응 변조와 부호화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AMC) 적용 측면에서의 높은 유연성을 갖는
등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1]-[3]. 또한 OFDMA
시스템에서 셀 안에 다수의 무선 중계기를 추가
운용하여 협력 통신 기술을 사용할 경우 음영 현상을
극복하거나 전송 신호의 도달 범위를 확대하여 셀
경계에 있는 사용자에게도 높은 전송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등 전체적인 셀룰러 시스템의 용량 증대를
얻을 수 있다 [4]-[6].
본 논문에서는 무선 중계기가 존재하는 다중 사용자
OFDMA 시스템에서 주파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THP (Tomlinson-Harashima precoding) [7][10]를 이용한 효율적인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제안한다.
THP 는 dirty paper coding 의 일종으로 복조 차수
(modulation order)가 낮을수록 추가적인 전력 손실이
발생하긴 하지만, 비교적 낮은 복잡도로 구현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간섭 제거 기법이다. 기지국은 무선
중계기로부터 임의의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신호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궤환을 통하여 채널에
대한 정보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THP 를 이용한
주파수 재사용을 통해 셀 안쪽의 다른 사용자에게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 THP 를 사용할 경우 각 사용자는 채널
정보를
양자화
(quantization)
하여
기지국에
궤환하여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THP 의
양자화 오류에 따른 링크 레벨 성능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시스템 레벨 모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수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궤환량을 함께 고려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성이 향상됨을 보인다.

II. 시스템 모형 및 제안하는 프레임 구조
1. OFDMA 시스템 모형
본 논문에서는 기지국과 K 명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다중 사용자 OFDMA 시스템을 고려하였다. 부반송파
(subcarrier)의 개수는 Ns 개로 이루어졌으며, 한 OFDMA
심볼의 길이는 T 이다. 한 부채널 (subchannel)은
Nc 개의 부반송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때 한 OFDMA
심볼은
사용자의

Nb 개의 부채널로 이루어지게 된다. k 번째
n 번째 부반송파에서의 수신 신호 yk ,n 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k ,n = Dk−η / 2 hk ,n xn + wk ,n .

(1)

xn 은 n 번째 부반송파에서의 송신 신호이며, wk ,n 은
서로

독립이며

평균이

0

이고

분산이

Pw 인 복소

가우시안 (complex Gaussian) 랜덤 변수이다.
기지국과 k 번째 사용자와의 거리를 의미하며,

Dk 는

η 는 경로

감쇄 지수 (path loss exponent)를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는 4 로 가정하였다. 사용자들은 셀 안에 단위
면적당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hk ,n 은 k 번째
사용자의 n 번째 부반송파에서의 감쇄 채널을 나타내며
서로 다른 사용자의 채널은 서로 독립이라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 페이딩 채널 모델을 사용하여
NOFDM T 동안의 시간 동안 각 감쇄 채널은 변하지

그림 1. THP 제안하는 프레임 구조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때 NOFDM 은 채널의 일관 시간
(coherence time)을 반영하여 정해지는 정수값이다.
ρb 는 셀 경계에서의 평균 신호 대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 SNR)를 나타내며, 셀 경계에서의 평균
수신 전력이 Ps 일 때 ρb = Ps / Pw 이다. 이 때 k 번째
사용자의 평균 수신 SNR 은 ρk = ρb ( Db / Dk )η 로 주어진다.
기지국과 중계기, 중계기와 사용자간의 송수신 신호 및
채널에 대한 정의는 위와 유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생략한다.

2. 중계기를 이용하는 셀룰러 시스템 모형 및
제안하는 프레임 구조
셀의 내부에는 기지국과의 거리가 Dr 인 총 6 개의
무선 고정 중계기가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육각형의
꼭지점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사용자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각 부채널마다 기지국으로부터 또는 중계기를
거쳐 전송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송률에 해당하는 MCS
옵션을 기지국으로 궤환한다.

{ (

)}

Rk ,n = max ⎡ RkBS,n→MS , max min α RrBS,n →RS ,(1 − α ) RkRS,nr →MS ⎤ . (2)
⎣
⎦
여기서 RkBS,n→MS 는 k 번째 사용자가 n 번째 부채널에서
기지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을 의미하며,
RrBS,n →RS 은 r 번째 중계기가 기지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을

나타낸다.

또한

RkRS,nr →MS 는

k 번째

사용자가 r 번째 중계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이며, α 와 1- α 는 전체 프레임에서 첫 번째
부프레임과 두 번째 부프레임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지국은 비례 공정 스케줄링 (proportional
fair scheduling) [11]을 이용하여 각 부채널을
사용자에게 할당하며, 이 때 n 번째 부채널에 선택된
*
는
n

사용자 k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kn* = arg max ( Rk ,n / Rk ) .

(3)

k

여기서 Rk 는 k 번째 사용자의 평균 전송률이며, 시간

t 에서 평균 전송률 Rk (t ) 는 다음과 같다.
Rk (t ) = (1 −1/ Tc ) Rk (t −1) + 1/ Tc

∑

n∈Ck (t )

Rk ,n (t ).

(4)

여기서 Tc 는 평균 전송률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윈도우
사이즈를

나타내며,

Ck (t ) 는 시간 t 에서

k 번째

사용자에게 할당된 부채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기존의 중계기를
이용하는 셀룰러 시스템에서 그림 1 과 같이 중계기가
사용자들에게 신호를 전송하는 주파수 대역을 기지국이
THP 를 이용하여 셀 내부의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프레임 구조를 제안한다. 기지국은 두
번째 부프레임에서 중계기가 전송하는 신호를 미리 알고
있으므로 동일한 대역을 중계기 보다 셀 안쪽에 위치해
있는 사용자들에게 추가로 할당하고 THP 를 이용하여
중계기로부터의 간섭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중계기로부터
신호를 전송 받던 사용자들에게 간섭의 영향을 미쳐
성능의 열화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거리에 따른
간섭 신호의 감쇄로 인하여 시스템의 성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III. THP 의 링크 레벨 성능
다음과 같은 수신 신호 Y 를 고려하자.

Y = h1 X1 + h2 X 2 + w.
여기서

(5)

X1 은 송신 신호이고, X 2 는 간섭 신호이며,

h1 과 h2 는 각각 상응하는 무선 감쇄 채널을 나타낸다.
w 는 잡음을 나타낸다. 이때 간섭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THP 를 사용할 경우 수신 신호 Y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Y = h1 m
X1 + h2 X 2 + w
⎛
⎞
h
= h1Mod ⎜ X1 − 2 X 2 ⎟ + h2 X 2 + w.
h1
⎝
⎠

(6)

여기서 Mod (⋅) 는 평균 전력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modulo 연산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Re( x) 1 ⎥
Mod ( x ) = x − ⎢
+ ⎥τ −
2⎦
⎣ τ

⎢ Im( x) 1 ⎥
j⎢
+ ⎥τ .
2⎦
⎣ τ

(7)

여기서 ⎢⎣ s ⎥⎦ 는 s 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나타내며,
τ 는 복조 차수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다. Modulo 연산
후의 최종 송신 신호 m
X1 은 성상도 (constellation)
상에서 제한되는 경계 내에서 균등 분포 (uniform
distribution)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며, 이에
따라 M-QAM 신호를 송신할 경우 간섭이 없는 경우 대비
약 M /(M −1) 의 상대적인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THP 를 사용하는 경우 수신단에서의 신호 복조시
demodulo 연산에 의한 디코딩 오류에 의해 링크 성능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기지국
또는 중계기는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한다. 간섭의 영향이 거의 없을 시
비교적 큰 잡음에 의해 잘못된 demodulo 연산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의 로그 우도비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Expanded Soft Demapper [9]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MMSE (minimum mean square error)
추정 기법의 THP [10]를 사용한다. 이 기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단에서는 간섭 신호에 특정 상수 β 를 곱한 후
본래 보내기로 한 송신 신호에 빼어 modulo 연산을 거친
후 송신하게 되면, 수신단에서는 수신 신호에 β 를
곱하여 정보를 추정하게 된다. β 는 수신 신호에서
유효한 잡음의 평균 전력을 감소시키는
정해지게 되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방향으로

β = P1 /(P1 + Pw / | h1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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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HP 기법 사용시 목표 PER 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
가적으로 필요한 평균 송신 전력

여기서 P1 은 최종 송신 신호 m
X1 의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표 1 은 본 논문에서 시스템 레벨 성능 평가에
사용할 각 MCS 옵션에 따른 목표 패킷 오류율 (packet
-2
error rate, PER), 10 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평균 전력의 양 ( AdB ) 을 실험을 통해 얻어
간격 Ts 는 0.1us 라고 가정하였으며, 각 사용자의 채널은
‘ITU-R Pedestrian A’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채널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24 개의 OFDMA 심볼 중
32 개의 부반송파로 이루어진 한 부채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총 768 개의 QAM 심볼로 한 개의 패킷이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각 MCS 옵션 별 다른 값을 갖는
AdB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효 SNR (effective SNR,
ESNR)을 구할 수 있다.

(

ESNR =| h1 | P1 / Pw10
2

0.1 AdB

).

(9)

양자화된 채널 정보들을 바탕으로 THP 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채널값과 양자화된 값과의 차이로 인하여
성능 열화가 발생하게 된다. Q( x) 가 x 의 양자화된 값을
나타낼 때, 수신단에서 본래의 채널값을 완벽히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수신단에서 필요한 βR 은 식 (8)과
동일하게 주어지고, 송신단에서 필요한 βT 는 P1 /

( P + P / | Q(h ) | )
2

1

1

w

로

주어진다.

이

경우에는

본래의

채널값과 양자화된 채널값의 차이로 인하여 간섭의
영향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게 되며, M-QAM 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전력 손실 Pq 는 다음과 같이

-1

10

PER

정리한 것이다. 실험을 위하여 Ns =1024, 그리고 샘플링

Ns =1024, Nc =32, K=512, N=1536, M=4, coderate=1/3, Qbits=5, INR=5dB

0

1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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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P, Quantization (no pwr. compensation)
THP, Quantization (pw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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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2 )
h
βT
− βR 2
M −1
Q(h1 )
h1

4

2

6

8

제거되지 않은 간섭의 영향으로 인하여 링크의 성능이
많이 악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식 (11)과 표 1 을
이용하여 ESNR 을 만족시키도록 송신 전력을 보상해준
결과 간섭이 없는 경우의 PER 성능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한 ESNR 계산 방법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시스템 레벨 모의 실험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성

(S ) 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S = CDLWDL / (WDL + WUL )

(12)

[bps / Hz].

여기서 CDL 은 하향 링크의 주파수 효율성을 나타내고,
(10)
2

+

2
SNR

그림 2. 양자화된 채널값을 이용한 THP 의 전력 보상 여
부에 따른 PER 성능

구할 수 있다.

Pq =

0

2 | h1 |2 P2 M
Q(h2 )
h Q(h )
(1 − β R )βT βT
− βR 2 2 .
M −1
Q(h1 )
h1Q(h1 )

주파수

여기서 P2 는 간섭의 평균 전력을 나타낸다. Pq 를 식
(9)에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양자화되어 궤환된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의 수신 신호의 ESNR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SINR =| h1 |2 P1 / ⎡⎣( Pw + Pq )100.1 AdB ⎤⎦ .

WDL 은 하향 링크의 주파수 대역 크기를 나타내며
Ns / T 로 주어진다. WUL 은 궤환에 필요한 상향 링크의

(11)

그림 2 는 양자화되어 궤환된 채널 값을 기반으로 하는
THP 를 사용하였을 때 전력 보상 여부에 따른 PER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QPSK (M=4), 부호율은 1/3 인 경우를
관찰하였으며, 나머지 실험 환경은 표 1 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채널값을 양자화하기 위한 부호 벡터 (code
vector)를 찾기 위하여 LBG 알고리즘 [12]을 사용하였다.

대역

크기를

주어진다. 여기서

나타내며

F /(CUL NOFDM T ) 로

CUL 은 상향 링크의 평균 채널 용량을

나타낸다. 또한 F 는 시스템 전체의 궤환량을 나타내며
THP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K ( NM + NR ) Nb 비트로
주어지게

된다.

여기서

NM (= 3) 는

나타내는

데

필요한

비트수이며,

MCS

옵션을

NR (= 3)

는

기지국으로부터 직접 전송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중계기를 거쳐서 전송 받을지를 알려주는데 필요한
비트수이다. THP 를 사용할 경우에는 E[ Kin ] ( NM + 2NQ )

Nb 비트의 추가적인 궤환량이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NQ (= 5) 는 한 부채널의 채널값을 양자화하는데 필요한
비트수이다.

ρb = 0dB 라고 가정하였으며, 나머지 실험 환경은 앞의
실험들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먼저 그림
3 에서 THP 를 이용한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사용할 경우
궤환에 필요한 상향 링크가 함께 고려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수가 20 명일 경우 가장 큰
효율성을 나타내며, 이 때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비 약 31.6%의 효율성 증가를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 에서도 마찬가지로
THP 를 이용한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사용할 경우 비례적
공정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수가 커질수록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비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사용할 경우 하향
링크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이로 인하여 각 사용자의
평균 전송률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이다.

Ns =1024, Nb=32, Nc =32, Ped. A ch., η=4, Db=1000m, Dr=500m, ρb=0dB
Frequnecy Reuse with THP
No Frequency Reuse

3.8

Spectral Efficiency [bps/Hz]

그림 3 과 4 는 기존의 무선 중계기를 이용하는
OFDMA 셀룰러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주파수 재사용
기법의 사용 여부에 따른 주파수 효율성 및 비례적
공정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을 위하여 α = 1/ 2 ,
Db = 1000m , Dr = 500m , CUL = 1.5142 bps/Hz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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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주파수 재사용 기법의 사용 여부에
따른 주파수 효율성

35

Ns =1024, Nb=32, Nc =32, Ped. A ch., η=4, Db=1000m, Dr=500m, ρb=0dB

30

25

본 논문에서는 무선 중계기가 존재하는 다중 사용자
OFDMA 시스템에서 중계기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부프레임에 THP 를 이용한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 사용자가 THP 에 필요한
채널값의 정보를 양자화하여 기지국에 궤환하는 경우를
고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지국이 THP 를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할 경우에 양자화의 오류에 따른 링크 레벨
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스템 레벨 모의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궤환량이 함께 고려된
전체적인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성 및 비례적 공정성이
크게 향상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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