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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5G 의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로 제시되는 초저지연 고신뢰 고용량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로 유니버셜 공간-주파수 다중 접속 기술 (universal spatio-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USFDMA)을
소개하였다. USFDMA 는 각 사용자 별로 할당된 통신자원에 대해 공간-주파수 필터를 사용하여 서로 간섭이 적은 3 차원
웨이브폼을 구성한다. OFDM, GFDM 과의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해 높은 빔형성 해상도와 좋은 대역외 채널 성능으로
주어진 서비스 요구조건에서 주파수 효율이 높음을 보였다.

Ⅰ. 서 론

Ⅱ. 본론

5G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들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 또한 함께 정리되고
있다. 5G 의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로서 초저지연
고신뢰 고용량 서비스는 1ms 이내의 무선 구간
지연시간과 99.999% 신뢰도 조건 및 최대 100Mbps 급의
데이터 전송 용량을 요구한다 [1][2].
위와 같은 서비스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각 사용자 별로 다른
이동성 및 채널환경에 맞는 웨이브폼 구성이 필요하며
이렇게 구성된 여러 웨이브폼들이 효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송수신단에서 다수의 안테나를 활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 특성에 맞는 시간, 주파수, 공간의 3 차원
웨이브폼 구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웨이브폼 간의
간섭을 낮추고 다이버시티를 높여 요구되는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 주파수, 공간으로 할당되는
자원들에 대하여 비직교 다중접속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또는 채널 환경에 따라 비직교성이
변화할 수도 있다 [2].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유니버셜 공간-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기술 (universal spatio-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USFDMA)은 사용자 기반 공간-주파수
필터를 사용하는 시간, 주파수, 공간 도메인의 3 차원
웨이브폼을 제공하며, 채널 환경에 따라 시변적
비직교성을 갖는 공간-주파수 자원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지원한다. 또한 각 사용자 별 채널부호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공간-주파수 자원에 서로 다른 변조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요구되는 초저지연 고신뢰
조건과 데이터 전송 용량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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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에서 사용 가능한 부반송파의 개수가 𝐾𝐾 이고,
서브스트림(substream)의 개수는 𝐿𝐿 이라고 할 때,
기지국에서 할당 가능한 공간-주파수 자원 (𝑘𝑘, 𝑙𝑙) 들의
집합을 𝑅𝑅𝐵𝐵𝐵𝐵 라 하고 사용자 𝑖𝑖 에 할당되는 자원을 𝑅𝑅𝑖𝑖 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𝑁𝑁𝑈𝑈𝑈𝑈

𝑅𝑅𝐵𝐵𝐵𝐵 = {(𝑘𝑘, 𝑙𝑙)| 𝑘𝑘 = 0, … , 𝐾𝐾 − 1, 𝑙𝑙 = 0, … , 𝐿𝐿 − 1} = � 𝑅𝑅𝑖𝑖 . (1)
𝑖𝑖=1

이때 사용자 𝑖𝑖 의 𝑗𝑗번째 서브스트림에 보내고자 하는 길이
𝑀𝑀 의 심볼 벡터를 𝒄𝒄𝑖𝑖,𝑗𝑗 라 정의하고, 기지국에서의 (𝑘𝑘, 𝑙𝑙)
자원 인덱스를 통해 송신하는 심볼 벡터를 𝒅𝒅𝜇𝜇,𝑘𝑘,𝑙𝑙 로
표기하면 아래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𝒅𝒅𝜇𝜇,𝑘𝑘,𝑙𝑙 = [𝑑𝑑0 𝑑𝑑1 … 𝑑𝑑𝑀𝑀−1 ] = 𝒄𝒄𝑖𝑖(𝑘𝑘,𝑙𝑙),𝑗𝑗(𝑘𝑘,𝑙𝑙) ,

𝑗𝑗 = 1, … , |𝑅𝑅𝑖𝑖 |. (2)

여기서 𝑖𝑖(𝑘𝑘, 𝑙𝑙) 과 𝑗𝑗(𝑘𝑘, 𝑙𝑙) 은 각각 (𝑘𝑘, 𝑙𝑙) 자원 인덱스로부터
해당하는 사용자와 서브스트림을 가리킨다. 이로부터
기지국에서 𝜇𝜇 번째 블록의 송신신호의 주파수 도메인

신호 𝑾𝑾𝜇𝜇 ∈ ℂ

𝐿𝐿×𝑀𝑀𝑀𝑀

는 다음과 같다.

𝐾𝐾−1 𝐿𝐿−1

𝑾𝑾𝜇𝜇 = � � 𝒑𝒑𝑇𝑇𝐿𝐿,𝑙𝑙 𝒅𝒅𝜇𝜇,𝑘𝑘,𝑙𝑙 𝑭𝑭𝑀𝑀 𝑷𝑷𝑀𝑀,𝑀𝑀𝑀𝑀,𝑘𝑘 = �𝒘𝒘𝜇𝜇,0 … 𝒘𝒘𝜇𝜇,𝑀𝑀𝑀𝑀−1 �,
𝑘𝑘=0 𝑙𝑙=0
𝑙𝑙

𝑘𝑘

(3)

�����
��
���
��
𝒑𝒑𝐿𝐿,𝑙𝑙 = �0, … ,0 , 1, 0 … � , 𝑷𝑷𝑀𝑀,𝑀𝑀𝑀𝑀,𝑘𝑘 = �𝟎𝟎
𝑀𝑀 … 𝟎𝟎𝑀𝑀 𝑰𝑰𝑀𝑀 𝟎𝟎𝑀𝑀 … �. (4)
위에서, 𝑭𝑭𝑀𝑀 는 크기 𝑀𝑀 인 DFT 매트릭스이며 𝒑𝒑 과 𝑷𝑷 는
각각 순열 사용자 다중화(multiplexing)를 위한 순열
벡터와 순열 매트릭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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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SFDMA 수신방식

그림 1. USFDMA 송신방식
이로부터 𝜇𝜇 번째

블록의

USFDMA

전송

𝐿𝐿×𝑀𝑀𝑀𝑀

신호 𝑿𝑿𝜇𝜇 ∈

는 주파수 도메인 신호 𝑾𝑾𝜇𝜇 에 주파수 필터와 공간
필터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으로써 얻어진다.

ℂ

𝑀𝑀𝑀𝑀−1

1/2

𝑿𝑿𝜇𝜇 = � � 𝑽𝑽𝜇𝜇,𝜈𝜈 𝒈𝒈𝜇𝜇,𝜈𝜈 ∘ 𝑸𝑸𝜇𝜇 𝒘𝒘𝜇𝜇,𝜈𝜈 𝒑𝒑𝑀𝑀𝑀𝑀,𝜈𝜈 � 𝑭𝑭𝐻𝐻
𝑀𝑀𝑀𝑀 ,
𝜈𝜈=0

𝐾𝐾−1

𝐿𝐿−1

𝑘𝑘=0

𝑙𝑙=0

𝑮𝑮𝜇𝜇 = 𝜞𝜞𝜇𝜇 ∘ 𝜳𝜳𝜇𝜇 = � �� 𝒑𝒑𝑇𝑇𝐿𝐿,𝑙𝑙 𝜸𝜸𝜇𝜇,𝑘𝑘,𝑙𝑙 ∘ 𝝍𝝍𝜇𝜇,𝑘𝑘,𝑙𝑙 � 𝑷𝑷𝑀𝑀,𝑀𝑀𝑀𝑀,𝑘𝑘 .

(5)
(6)

𝐿𝐿×𝐿𝐿

여기서 ∘ 는 아다마르 곱 연산을 나타내고, 𝑸𝑸𝜇𝜇 ∈ ℂ 는
𝜇𝜇 번째
블록의
사용자
전력
할당을
나타내는
𝐿𝐿×𝑀𝑀𝑀𝑀

𝐿𝐿×𝐿𝐿

와 𝑽𝑽𝜇𝜇 ∈ ℂ
는 각각 𝜇𝜇 번째
대각행렬이며, 𝑮𝑮𝜇𝜇 ∈ ℂ
블록 사용자들의 주파수 도메인 필터와 공간 도메인
필터를 묶어놓은 행렬이다. 주파수 필터 행렬 𝑮𝑮𝜇𝜇 는
주파수 도메인 등화 필터 𝜞𝜞𝜇𝜇 와 펄스성형필터 𝜳𝜳𝜇𝜇 로
이루어진다. 주기적 전치 부호 (cyclic prefix)를 추가하여
D/A 컨버터에 인가되는 시간 도메인 신호 샘플은
다음과 같다.
�𝜇𝜇 = �𝒙𝒙𝜇𝜇,𝑀𝑀𝑀𝑀−𝑁𝑁 … 𝒙𝒙𝜇𝜇,𝑀𝑀𝑀𝑀−1 𝒙𝒙𝜇𝜇,0 𝒙𝒙𝜇𝜇,1 … 𝒙𝒙𝜇𝜇,𝑀𝑀𝑀𝑀−1 �, (7)
𝑿𝑿
𝐶𝐶𝐶𝐶
𝒔𝒔[𝑚𝑚] =

∞

�𝜇𝜇 [𝑚𝑚 − 𝜇𝜇(𝑀𝑀𝑀𝑀 + 𝑁𝑁𝐶𝐶𝐶𝐶 )] .
� 𝑿𝑿

𝜇𝜇=−∞

(8)

전송된 신호가 MIMO 채널을 통과하고 수신단에서
수신 후 다운컨버팅과 A/D 컨버터를 통과한 후 동기를
맞추고 주기적 전치 부호를 제거한 신호를 𝒀𝒀𝜇𝜇 =
�𝒚𝒚𝜇𝜇,0 𝒚𝒚𝜇𝜇,1 … 𝒚𝒚𝜇𝜇,𝑀𝑀𝑀𝑀−1 � 라 하면, 이를 𝑀𝑀𝐾𝐾 크기 DFT 하고
수신단 공간필터 𝑼𝑼𝜇𝜇 와 주파수 필터 𝑨𝑨𝜇𝜇 를 적용하여 수신
필터 통과 후 신호 𝒁𝒁𝜇𝜇 를 얻는다.
𝑀𝑀𝑀𝑀−1

𝒁𝒁𝜇𝜇 = � 𝒂𝒂𝜇𝜇,𝜈𝜈 ∘ 𝑼𝑼𝜇𝜇,𝜈𝜈 �𝒀𝒀𝜇𝜇 𝑭𝑭𝑀𝑀𝑀𝑀 � 𝒑𝒑𝑀𝑀𝑀𝑀,𝜈𝜈
𝜈𝜈=0

𝑀𝑀𝑀𝑀−1

𝜈𝜈

1/2

= � 𝒂𝒂𝜇𝜇,𝜈𝜈 ∘ 𝑼𝑼𝜇𝜇,𝜈𝜈 �𝑯𝑯𝜈𝜈 𝑽𝑽𝜇𝜇,𝜈𝜈 𝒈𝒈𝜇𝜇,𝜈𝜈 ∘ 𝑸𝑸𝜇𝜇 𝒘𝒘𝜇𝜇,𝜈𝜈 + 𝒏𝒏𝜈𝜈 �𝒑𝒑𝑀𝑀𝑀𝑀,𝜈𝜈 . (9)
𝜈𝜈=0

그림 3. 데이터 전송 용량 성능비교
이어서 수신단 공간-주파수 필터 통과 후 신호 𝒁𝒁 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송신단에서 보낸 데이터를 복조할
수 있다.
�𝜇𝜇,𝑘𝑘,𝑙𝑙 = 𝒑𝒑𝑇𝑇𝐿𝐿,𝑙𝑙 𝒁𝒁𝜇𝜇 𝑷𝑷𝑀𝑀,𝑀𝑀𝑀𝑀,𝑘𝑘 𝑭𝑭𝐻𝐻
(10)
𝒄𝒄�𝑖𝑖,𝑗𝑗 = 𝒅𝒅
𝑀𝑀 .

[그림 3]의 실험결과는 초저지연 고신뢰 고용량 서비스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USFDMA 와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tiplexing), GFDM (gener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에서
각
사용자는
하나의
기지국으로부터 동일 거리 감쇄를 갖는 레일리 페이딩
채널환경으로
가정하였고
고이동성
(500km/s)과
저이동성 (0km/s)을 갖는 사용자로 절반씩 나뉘며
도플러 페이딩을 방지하기 위해 USFDMA 와 GFDM 의
경우 이동성에 따라 심볼 길이가 다른 웨이브폼을
공존시켰다. 길이가 서로 다른 OFDM 심볼은 낮은
대역외 채널(out of band, OOB) 성능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므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중심
주파수는 5Ghz, 대역폭은 80MHz, 부반송파간 간격은
16.875KHz 로 길이가 긴 심볼은 8192 FFT 크기를
사용하였고 짧은 심볼은 1024 FFT 크기를 사용하였다.
OFDM 과 GFDM 은 심볼레벨 빔형성을, USFDMA 에서는
샘플레벨 빔형성을 사용하여 GFDM 보다 빔형성 성능이
높으며 이동성에 맞는 웨이브폼 공존으로 OFDM 대비
주어진 조건 하에서 데이터 전송 용량 성능이 높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초저지연 고신뢰 고용량 서비스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로 유니버셜 공간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기술을 소개하였고, 높은 빔형성
해상도와
좋은
대역외
채널
성능으로
서비스
요구조건에서 GFDM 과 OFDM 대비 주파수 효율이
높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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