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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대규모 안테나 시스템에서의 상향링크 무허가 스케줄링에 대한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를 3차원 실제 지형 기반의 다중안테나
채널을 사용하여 MIESM(Mutual Information based Effective SINR Mapping) 및 저부호율 부호(LDPC Code) 기반의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로 만들고 이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

Ⅰ. 서 론
최근 밀리미터 웨이브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이에 따른 3차원
실제 지형 기반의 채널 모델링에 대한 연구 또한 함께 진행되어 왔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방식인 2차원 맵에서 무작위 채널
을 발생시켜 채널 용량을 얻는 방식이 아닌 3차원 실제 지형 기반의 디지
털 맵을 사용하여 실제 기지국 위치에 기지국을 설치하여 실측에 가까운
채널을 발생시키고 사용자 또한 실제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하여 포인트
포아송 프로세스 방식을 사용하여 유저를 뿌려 MIESM(mutual
information effective SINR mapping)방식과 LDPC 코드 중 하나인
축적 반복 축적 검사 축적 코드(accumulate-repeat-accumulate-check
-accumulate, ARACA)를 활용하여 주파수 효율을 향상하는 방법을 소개
한다.

Ⅱ. 본론

그림 2. 제작한 강남역 디지털 맵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채널 용량을 얻는 방식에 대한 블록다이
어그램이다. [1]에서 제공하는 강남역의 실제 기지국 위치와 상세 사양(전
송 파워, 방위각, 경사각 등)을 그림 2의 직접 제작한 강남역 디지털맵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벨 연구소의 WiSE라는 ray-tracing 툴을 사용하여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 채널 파라미터를 측정하여 클러
스터 채널모델[3]을 통해 MIMO 채널을 얻는다.

그림 3. WiSE를 이용하여 얻은 실제 지형 기반의 데이터
그림 3은 특정 기지국과 유저의 위치에서 ray-tracing 툴으로 측정한
대규모 변수(large-scale-parameter) 및 소규모 변수(small-scale-param
eter)의 예시이다. 그림 3에서 구한 대규모 변수와 소규모 변수를 사용하
여 3GPP 채널모델 방식처럼 클러스터 채널모델로 MIMO 채널을 생성한
다.

그림 1.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의 블록다이어그램

그림 7. 상향링크 무허가 스케줄링에 대한 결과

실질적인 신호 대 잡음비값을 사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변조차수

그림 4. 노드 위치 및 기지국 위치

(modulation-order)와 코드율(code-rate)들의 프레임 오류율(frame-err
or-rate, FER)을 구하고 시스템에서 설정한 타겟 프레임 오류율을 넘지
않는 최대한의 코드율과 변조차수를 찾아 수식 (2)를 사용하여 주파수 효
율을 계산한다.

        ...(2)
그림 7은 상향링크 무허가 스케줄링[4]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본 논문에

그림 5. 강남역 출구별 일일 유동인구

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결과이다. LTE-A Extension 방식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는 대규모 안테나 시스템에

및 지연시간을 계산하였고 실측 기반 채널을 반영하여 상향링크 무허가

서 고신뢰 저지연 통신을 위한 상향링크 무허가 스케쥴링에 대한 시뮬레

스케줄링을 했을 때 셀 외곽 유저에게 최소한의 주파수 효율을 보장해주

이터이다. 기존의 LTE-A 방식인 허가 기반방식이 아닌 파일럿을 보내어

고 지연 시간 또한 1ms를 보장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MIESM 방식 및 축적 반복 축적 검사 축적 코드를 사용하여 주파수 효율

훈련을 시키고 공간 분할 다중 접속 방식(space division multiple access
, SDMA)으로 기지국에 전송을 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4에서 기지국의 위치는 실제 기지국의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고정
되어 있고 사용자 노드의 분포의 경우, 그림 5[6]의 실제 유동인구를 반영
하여 포인트 포아송 프로세스 방식을 사용하여 발생시켰다. 발생시킨 유
저를 실제 강남역 디지털 지형과 동일 지역에 발생을 시켜 해당하는 채널
파라미터를 얻고 이를 이용해 각 유저는 실측기반 MIMO 채널을 가진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실제 지형 기반의 디지털 맵과 실제 기지국의 위치
를 사용하여 실측에 가까운 채널을 구축하였고 유저의 위치 또한 실제 사
용 된 디지털 맵의 유동인구를 반영하여 사용자 노드 위치를 반영하여 실
측에 가까운 채널환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측에 가까운 채널환경에서도 고신뢰 저지연 통신이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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