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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DMA 기반의 셀룰러 시스템에서의
MAC-PHY 계층간 최적화를 위한 효율적인 적응전송기법
Efficient Adaptive Modulation Technique for MAC-PHY
Cross Layer Optimization in OFDMA-based Cellular Systems
김광순
Kwang Soon Kim

본 논문에서는 LDPC 부호와 QAM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OFDMA 기반의 FDD 셀룰러 시스템에서 수신 로그우
도비 분포에 기반을 둔 적응전송 방식을 제안하였다. 기지국에서 수신된 로그우도비 분포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각 부채널 별 송신 전력을 고정시켜 놓았을 때와 가변적으로 할당할 수 있을 때의 사용자 선택, 부채
널 전력할당, 변조 및 부호화 방식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그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
하고 수신 신호대 잡음비만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현재 CDMA 기반 셀룰러 시스템에서 쓰이
고 있는 궤환정보 보다 단지 3비트를 더 씀으로써 시간 및 주파수 선택성을 지원해야 하는 OFDMA 기반의 셀룰러 시
스템에서 사용자가 60명 일 때 최대 5.0dB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주제어: 적응전송,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접속, 저밀도, 패리티 검사부호

An adaptive transmission scheme using QAM and LDPC code is proposed for an OFDMA cellular system
employing FDD. Also, adaptive algorithms for active user selection, subchannel transmission power allocation,
and modulation and coding set selection were propos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was obtained
from computer simulation and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scheme using mean SNR only.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provide up to 5.0dB gain over the conventional scheme at the expense of
only 3 more bits in feedback information.
Keywords: Adaptive Transmission, OFDMA, LDPC

I. 서 론
오늘날 우리는 이제까지의 통신방식으로는 넘을 수
없었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이동통신의 발달로 극복하
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는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3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이동 데이
터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cdma2000 EV-DO
(evolution data only), cdma2000 EV-DV(evolution
data and voice), W-CDMA(wideband CDMA) 등의

김광순: 연세대학교

규격이 만들어졌으며,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상용화가
임박해 있다. 하지만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동
데이터 통신의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접
근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계층간 최적화(cross layer
optimization)이다[1],[2]. 기존의 2세대 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는 주로 음성 등의 전송률이 고정된 데
이터를 전송하였고, 이를 위해 네트워크 계층과
MAC(Medium Access Control) 계층에서는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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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에서 지원해야 하는 시간 및 주파수 선택성

전송률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물리계층에서는 해당 전송
률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전력제어를 수행하였
다. 한편, 패킷(packet) 기반의 데이터 통신에서는 실
제 데이터의 전송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정된 자원을 사용하여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의
동적 할당과 패킷 스케줄링(scheduling) 등의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유선 데이터 통신과는
달리 무선통신에서는 물리계층의 전송 성능이 채널 상
황에 따라 변하게 되며, 물리계층의 성능을 고려하여 채
널 상태에 따라 다른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적응전송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법은 기존의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나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같은 디지털 방송과 IEEE802.11a나 Hiperlan/2와 같
은 무선랜 등에 쓰여 왔으며, 다중경로 감쇄(multipath
fading)에 강인하고 자원할당이 용이하며 셀 내 간섭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을 대신할
차세대 이동통신의 유력한 전송방식으로 꼽히고 있다
[3]~[7]. 이제까지 OFDM을 사용할 때의 적응전송방
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며, 효율적인 데이
터 전송을 위하여, 채널 상태에 따라 적응 전송을 함으로
써 전송률과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8]~[12]. 채널이 거의 변하지 않는 VDSL(VeryHigh-Data-Rate Digital Subscriber Line) 등의 유선
통신이나 무선랜의 경우에는 각 부반송파 또는 부반송
파 그룹 별로 다른 변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전송 효
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이 빠른 이동 속도와 큰 주파수 선택성을 동시에 지원해
야 하는 셀룰러 시스템의 경우에는 채널을 추정하고 그

값을 송신단으로 전달하는 궤환정보(feedback
information)의 양이 매우 커지게 된다. 따라서 실제
셀룰러 시스템에 적응전송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
소한의 정보만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OFDM 기반의 셀룰러 시스템에서 수신 로그우
도비(LLR: Log-Likelihood Ratio)에 기반을 둔 적응
전송방식이 제안되었고, 고정 송신 전력과 단일 사용자인
경우에 기존의 방식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는다는 것이 알
려져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LDPC(Low-Density
Parity-Check) 부호를 사용하고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OFDMA 기반의 셀룰러 시스템에서 수신 로그우도비
분포에 기반을 둔 다중사용자 환경에서의 적응전송 알
고리즘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시
간 및 주파수 축에서 퍼져 있는 하나의 부호 블록 안의
수신 LLR의 분포를 모형화한다. III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고려하는 시스템 모형을 살펴보고 IV장에서는
OFDMA 기반 셀룰러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적응전송
방식을 제안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적응전송방식
의 성능을 살펴본 후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시스템 모형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물리계층의 하향링크 프레임
구 조 는 일 반 적 인 OFDMA/FDD(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Frequency
Division Duplexing) 기반의 프레임 구조이다. 하나의
프레임은 여러 개의 연속된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88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4권 6호·2004년 12월

Transmitter
Adaptive LDPC
Encoder &
QAM Symbol
Mapper

Receiver
OFDM

OFDM
Modulator

Demodulator
LLR
Calculator
Channel

MCS & TP
Selector

CSI
feedback

Req. SNR
Table

Estimator

CSI

LDPC

Calculator

Decoder

그림 2. 적응전송 시스템 모형

각각의 슬롯은 시간 및 주파수 축에서 잘 퍼져 있는 여
러 개의 데이터 부채널과 파일럿 심볼을 가지고 있다.
동기화 및 셀 탐색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레임 앞부분에
프리앰블을 둘 수도 있다. 수신단에서는 하향링크 파일
럿 심볼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의 슬롯 안에서 복수의 사용자에게 각각의 데이터 부채
널을 할당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각 데이터
부채널은 슬롯 단위로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될 수 있다.
여기서 각 슬롯마다 하나의 부채널 안에서는 고정된 변
조방식과 부호화 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즉, 허
용된 정보 비트 수와 부호화 후의 비트 수에 따른
LDPC 부호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의 부채널의 정보 비트를 하나의
LDPC 부호로 부호화한다. 또한 전송되는 변조방식은
하나의 부호블록 내에서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적응전송 시스템의 모형은 그
림 2와 같다. 기지국 송신기에서 파일럿 심볼을 Ppilot의
고정 전력으로 송신하고 단말 수신기에서는 파일럿 심
볼을 이용하여 채널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널상
태정보(CSI: Channel State Information)를 생성한
다. 생성된 채널상태정보는 주기적으로 기지국으로 송
신되며 기지국에서는 여러 단말의 채널상태정보와 미리
정해져 있는 단말기의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할 단말기를 결정하
고 해당 단말기의 변조 및 부호화 방식과 전송 전력을
결정한다. 기지국 송신기에서는 결정된 변조 및 부호화
방식과 송신전력에 따라 데이터 채널을 전송하고 단말
기는 파일럿 심볼로부터 채널을 추정하고 수신된 데이
터 심볼로부터 각 데이터 비트의 로그우도비를 계산한
후 LDPC 복호를 통해 송신된 정보를 추출한다.

III. 수신 로그우도비 분포
채널 상태 정보로 지금까지 흔히 쓰인 것은 신호대
잡음비이다. 하지만, 시간과 주파수에 따라 흩어져 있
는 하나의 부호블록의 신호대 잡음비는 각각의 심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송신단에 전송하는 것
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단지 평균 신호
대 잡음비 하나의 정보만으로 표현하는 것으로는 수신
단 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다중반송파를 사
용하는 OFDM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적응전송의 성능
을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부채널 안에서는 고정된 변조
방식과 부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즉,
하나의 부채널은 하나의 LDPC 부호로 부호화되며, 전
송되는 변조방식은 하나의 부호블록 내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복호화 성능을 결정하는 좋은 기준 가운데 하나
는 수신 부채널 내의 비트들의 수신 로그우도비 분포이
다[14]. 물론 모든 심볼의 신호대 잡음비를 모두 안다
면 수신 로그우도비 분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 부호블록 내의 모든 심볼의 신호대 잡음비를 궤환시
켜야 하므로 셀룰러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쓰기는 어렵
다. 본 논문에서는 수신 로그우도비 분포를 몇 개의 매
개변수를 갖는 분포로 모형화하여 몇 개의 매개변수 정
보 만으로 수신 성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은 20MHz 대역에서 2048개의 부반송파를
사용하는 OFDM 시스템에서 채널 전력 프로파일과 지
연 프로파일이 각각(0dB, -1dB, -9dB, -10dB, 15dB, -20dB), (0 310ns 710ns 1090ns 1730ns
2510ns) 일 때의 수신 로그우도비의 분포와 이를 정규
분포로 근사화 한 분포를 그린 것이다. 여기서 정규화
된 표준편차의 값이 작은 경우에는 그림 3-(a),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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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신 로그우도비 분포의 예

(b)와 같이 정규분포로 근사화한 것과 잘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결정짓는 평균
값과 표준편차 값 만을 송신단으로 궤환시켜 수신단의
수신 성능을 예측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화된
분산의 값이 큰 경우에는 그림 3-(c), 그림 3-(d)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분포 근사화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정규화된 표준편차의 값이 클 때에는
수신 로그우도비의 분포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매개변수가 필요하고, 이를 송신단으로 전송
하려면 궤환 정보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는 이 경우에도 궤환 정보의 양을 줄이기 위해 정규화된
표준편차의 값이 클 경우에도 정규화된 표준편차의 값
이 작을 때와 같은 양의 정보만을 궤환시키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화된 표준편차의 값이 클 때에는
수신 성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송신 전력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여유전력의
양은 부호율이 낮은 경우에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부호율이 높은 경우에만 커지기 때문에 송신
단에서 수신 로그우도비의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면 비슷한 양의 정보를 보내더라도 변조 차수를 올리고
부호율이 낮은 변조 방식을 선택하여 필요 이상의 송신
전력을 쓰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그림 4에는 그레이 인코딩(Gray encoding)을 사용하
는 4-QAM과 16-QAM의 신호 성상도(constellation)를
보였다. 먼저 4-QAM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에는 2비트로 하나의 심볼을 생성하게 되고, 신호 성상
도에서 심볼 간의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가 모두 같기 때문에 각 비트는 같은 수신 로그우도비를
갖게 된다. x를 평균 에너지가 1로 정규화된 송신 심볼
이라 하고, xk를 송신 심볼을 결정하는 k번째 비트라 하
자. 그러면 수신 심볼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y=Ahx+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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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ray encoding을 쓰는 4-QAM과 16-QAM의 신호성상도

여기서 A2, h와 n은 각각 송신 전력, 복소 채널 이득, 평
균이 0이고 분산이 2σ2인 복소 정규 잡음이다. 이 때,
수신단에서 채널이 보상된 심볼을 z=zi+jzq라 하면,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z=h*y/|h|=A|h|x+n' ,

(2)

여기서 n'=h*n/|h|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2σ2인 복소
정규 잡음이므로 z는 평균이 A|h|x이고 분산이 2σ2인
복소 정규 확률변수이다. 그러면 x0의 수신 로그우도비
Λ(x0)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Σ Pr{z|h,x}Pr{x})- log( Σ Pr{z|h,x}Pr{x})

Λ(x0)=log

x∈X

0,0

x∈X

( (

) (

(zi+v)2+(zq-v)2

) (

))

(zi+v)2+(zq+v)2

))

-log exp - -----------------------------2------------------ +exp - ------------------------------2------------------ ,
2σ
2σ
2

2

(zi- v)
(zi+v)
=- -----------------2---------+------------------2-------2σ
2σ
2vzi
=---------2-----

σ

1 L-2 A2|hl|1
E{Λ(xk)|xk=0}=------ Σ ---------------------------=2mSNR
L l=0 σ 2
1 L-1 2A2|hl|2 A4|hl|4
E{Λ2(xk)|xk=0}=------ Σ -------------------------------+---------------------------L l=0
σ2
σ4

(

)

0,1

(zi-v)2+(zq-v)2
(zi-v)2+(zq+v)2
=log exp - ---------------------------2-------------------- +exp - ----------------------------2------------------2σ
2σ

( (

v=A|h|/√
2이다. x0=0인 경우 zi가 평균이 v이고 분산
2
이 σ 인 정규분포를 갖게 되므로 Λ (x 0 )은 평균이
2v2/σ2=A2|h|2/σ2이고 분산이 4v2/σ2=2A2|h|2/σ2인
정규분포를 가지게 된다. 또한 4-QAM을 사용하기 때
문에 Λ(x1)도 같은 분포를 갖는다. 이제 하나의 부호
블록 안의 심볼의 개수를 L이라 하고, 각각의 채널 값이
hl, l=0, ... L-1이라 하자. 그러면 부호 블록 안의 수신
비트의 로그우도비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다.

Var{Λ(xk)|xk=0}=E{Λ2(xk)|xk=0}-E2{Λ(xk)|xk=0}
1 L-1 2A2|hl|2 A4|hl|4
=------ Σ -------------------------------+---------------------------L l=0
σ2
σ4

(

)

1 L-1 A2|hl|2 2
- ------ Σ ---------------------------L l=0 σ 2

(

)

1 L-1 2A2|hl|2 1 L-1 A2|hl|2 2
=------ Σ -------------------------------+------ Σ ---------------------------L l=0
σ2
L l=0
σ2

(

(3)

여기서 X k,l 은 k번째 비트가 l인 심볼의 집합이고

)

1 L-1 A2|hl|2 2
- ------ Σ ---------------------------L l=0 σ 2

(

=4mSNR+4σ 2SNR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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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QAM 부호율 1/3을 쓸 때의 PER 성능

여기서 mSNR과 σ 2SNR 은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평균과
분산이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L-1

(

Pr{z|h,x}Pr{x}

x∈X0,0

(Σ

-log

1 L-1 A2|hl|2
mSNR=------ Σ ----------------------------,
L l=0 2σ 2
1

(Σ

Λ(x0)=log

)

Pr{z|h,x}Pr{x}

x∈X0,1

)

=log(maxx∈X0,0 Pr{z|h,x}Pr{x})

A2|hl|2 2

) (1

L-1 A2|h |2 2
l

)

σ 2SNR =------ Σ ----------------------------- - ------ Σ ------------------------------ .
2σ 2
L l=0 2σ 2
L l=0

(5)

- log(maxx∈X0,1 Pr{z|h,x}Pr{x})
=Euclidean distance difference/σ 2.

따라서 부호 블록 내의 각 심볼의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평균과 분산값으로 해당 부호 블록의 수신 로그우도비
의 평균과 분산값을 알 수 있고, 정규분포 근사화를 적
용할 경우 수신 로그우도비의 분포를 알 수 있다.
이제 일반적인 M-QAM에 대해 생각해 보자. MQAM의 경우에는 신호 성상도에서 심볼 간의 유클리드
거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 비트마다 수신 로그우
도비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의 그레
이 인코딩을 사용하는 16-QAM의 경우에는 비트에 따
라 두 개의 다른 수신 로그우도비 분포를 가지게 되며
전체 수신 로그우도비의 분포는 각 비트의 수신 로그우
도비 분포의 평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에 수신
단에서 최대우도(ML: maximum likelihood) 방식이
아닌 최대-최대우도(Max-ML) 방식을 사용한다면 다
음과 같이 각 심볼의 수신 로그우도비를 근사화 할 수
있다.

(6)

여기서 유클리드 거리는 A2|h|2에 비례하므로 수신 로
그우도비는 A2|h|2/σ 2에 비례하는 값으로 놓을 수 있
고, 그 평균과 분산은 다음의 형태를 가진다.

E{Λ(xk)|xk=0}∝ mSNR
Var{Λ(xk)|xk=0}∝ amSNR+bm2SNR+cσ 2SNR

(7)

따라서 M-QAM을 변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 부호 블록 내의 각 심볼의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평
균과 분산값으로 해당 부호 블록의 수신 로그우도비의
평균과 분산값을 알 수 있고, 정규분포 근사화를 적용할
경우 수신 로그우도비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4-QAM과 부호율 1/3의
LDPC 부호를 쓰는 경우와 16-QAM과 부호율 2/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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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6-QAM 부호율 2/3을 쓸 때의 PER 성능

표 1. 시뮬레이션에 쓰인 변조 및 부호화 방식

MCS Options

Modulation

Code Rate

Data-rate/sub-channel

MCS0

No Tx

No Tx

0Kbps

MCS1

4-QAM

1/6

384Kbps

MCS2

4-QAM

1/3

768Kbps

MCS3

4-QAM

2/3

1.536Mbps

MCS4

16-QAM

1/2

2.304Mbps

MCS5

16-QAM

2/3

3.072Mbps

MCS6

16-QAM

5/6

3.84Mbps

LDPC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ITU-R Pedestrian A 채
널에서 수신 로그우도비의 분포에 따라 평균값은 일정하
도록 보상할 경우 정규화된 표준편차값에 따른 수신 성능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std0’
~
‘std7’
은 수신 신
￣
호대 잡음비의 정규화된 표준편차 σ
=
σ
SNR
SNR/mSNR의
값을 3비트로 양자화 한 값이며‘All’
은 정규화 된 표준
편차에 상관없이 성능을 평균한 값이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평균이 일정
하더라도 정규화 된 표준편차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열
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성능이 열화되는 정도는 변
조 차수와 부호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정규화 된 표준편
차가 작을 때에는 패킷오류율(PER: Packet Error
Rate) 10-3을 기준으로 4-QAM과 부호율 1/3의
LDPC 부호를 쓰는 경우와 16-QAM과 부호율 2/3의
LDPC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정규화 된 표준편차 정보를 모르고 송신하는 경우보다
각각 1.1dB와 5.5dB의 송신 전력을 줄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평균 뿐 아니라
정규화 된 표준편차 정보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적응 전송 알고리즘 및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 전송 알고리즘에서는 채
널상태정보로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평균 mSNR과 정규
￣
화 된 표준편차 σ
SNR을 사용한다. l번째 단말기는 Ppilot
의 고정 전력으로 송신된 파일럿 심볼로부터 한 슬롯 내
의 채널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대 잡음비
￣
의 평균 ml,SNR과 정규화 된 표준편차 σ
l,SNR을 계산하
여 주기적으로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기지국에서 수신
한 채널상태정보는 l번째 단말기에 Ppilot의 전력으로 송
신할 때 예측되는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평균과 정규화
된 표준편차이다. 이제, 기지국에서는 K+1(0, ...,K)개
의 변조 및 부호 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k번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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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용자가 1명 일 때의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의 적응전송 성능

조 및 부호 방식의 필요 평균 수신 신호대 잡음비를
SNRk라 하고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정규화된 표준편차
￣
에 따른 필요한 추가 전력을 ∆k(σ
SNR)라 하자. 그러면
기지국에서 l번째 단말기에 k번째 변조 및 부호 방식을
사용할 때 필요한 송신 전력 Pl,k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Pl,k=Ppilot+SNRk-ml,SNR+∆k(σ
l,SNR)

용할 때의 전송률은 변조 및 부호화 방식에 따라 송신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소 384Kbps에서 최
대 3.84Mbps이다. 그리고 20MHz 대역폭을 사용하
는 경우에 한 슬롯 내의 부채널 수 S는 12이다. 기지국
에서는 단말로부터 수신된 궤환정보를 보고 전송이 가
능한 변조 및 부호화 방식 가운데 가장 전송률이 높은
것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전송한다.

(8)
k*=arg max r(k) subject to P1,k≤PA,Max

(10)

k

￣
여기서 SNRk와 ∆k(σ
SNR)은 기지국에서 저장하고 있는
정보이며, 모의실험을 통해 미리 정할 수 있다. 수신 신
호대 잡음비의 평균만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을 쓸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송신 전력 P cl,k를 구할 수 있다.

P cl,k=Ppilot+SNR ck-ml,SNR

(9)

여기서 SNR ck는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평균만을 사용하
는 경우의 k번째 변조 및 부호 방식의 필요 평균 수신
신호대 잡음비이다.
이제, 먼저 사용자가 1명인 경우의 성능에 대해 알
아보자.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4-QAM과 16-QAM의
두 가지 변조 방식을 사용하고 1/6~5/6의 부호율을 갖
는 LDPC 부호를 사용한다. 기지국에서 표 1과 같이
각 부채널마다 각각 송신하지 않는 옵션을 포함하여 7
개의 변조 및 부호화 방식(MCS: Modulation and
Coding Set)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부채널을 사

여기서 r(k)는 k번째 변조 및 부호 방식을 사용할 때의
전송률이고, PA,Max는 데이터 채널에 쓸 수 있는 기지국
의 최대 전송 전력이다.
그림 7에는 목표 패킷 오류율을 10-3으로 하고 사용
자가 한 명인 경우에 제안한 방법과 수신 신호대 잡음비
의 평균만을 사용한 적응전송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였
다. 여기서 X축은 PA,Max의 송신전력으로 송신했을 때
의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통계적 평균치이며, 단말의 경
로 감쇄 (path loss)에 따른 값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다중경로 감쇄 채널은 ITU-R의 Pedestrian A 채널을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한 방법이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평균 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단지
3비트의 궤환정보를 더 쓰는 것으로 2.4dB~3.5dB의
성능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자. 먼
저 각 부채널의 최대 전송 전력을 PS,Max=PA,Max/S로
고정한 경우를 생각하자. 이 경우에는 l번째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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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부채널 전송전력이 고정일 때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의 적응전송 성능

가능한 변조 및 부호화 방식 가운데 가장 전송률이 높은
것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k(l)=arg max r(k) subject to Pl,k≤PS,Max

(11)

k

따라서 시스템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알
고리즘을 통해 S개의 부채널을 통해 전송할 사용자
l*(s), s=1, ..., S를 선택하여 각각 k(l*(s))번째 변조 및
부호 방식을 사용하여 전송한다.

for s=1:S
l*(s)=arg max k(l); k(l*(s))←0;
l

end for

(12)

그림 8에는 사용자가 각각 20명과 60명 인 경우에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수신 신호대 잡음비의 평균만을
사용한 적응전송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X
축은 PS,Max의 송신전력으로 송신했을 때의 수신 신호
대 잡음비의 통계적 평균치이다. 이 때, 사용자는 모두
같은 경로 감쇄와 독립적인 다중경로 감쇄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방법 모두 사용
자가 많아질수록 다중사용자 다이버시티(Multiuser
diversity)를 얻어 시스템 용량을 늘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시스템 용량이 신호대 잡
음비 전 구간에 걸쳐 부드럽게 증가하는 반면에 기존의
방법은 중간중간 불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MCS2, MCS4,
MCS6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제안한 방법보다 기존의
방법에서 시스템 용량의 증가가 더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호율이 올라가면서 기존의 방법을 쓸 때의 성능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차이는 사
용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MCS1과
MCS2 사이, MCS3과 MCS4사이, MCS5와 MCS6
사이에 각각 변조 및 부호화 방식을 더 추가해 주어야
시스템 용량을 부드럽게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제안한 방
법을 사용하면 현재 사용한 변조 및 부호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
법보다 시스템 용량에 따라 사용자가 20명 일 때는
2.5dB~4.7dB, 60명 일 때는 2.5dB~5.5dB의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각 부채널의 송신 전력을 송신 전력의 총합이
PA,Max 보다 작은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경우
를 생각하자. 이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사용자 집합과 각 사용자의 변조 및 부호화 방식을 선택
하는 것으로 시스템 용량을 최대화 할 수 있다.

s

Σ r(k(l(s)))
l(1), ..., l(S) s=1

{l*(s), k(l*(s))|s=1, ..., S}=arg max

s

subject to

Σ Pl(s), k
s=1

≤PA,Max

(l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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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ize:
∆P+(s)=Pl*(s),k(l*(s))+1-Pl*(s),k(l*(s)); ∆P-(s)=Pl*(s),k(l*(s))-Pl*(s),k(l*(s))-1;

∆r(k)=r(k+1)-r(k); Pl,K+1=∞, Pl,0=0, Pr=PA,Max-

S

Σ Pl*(s),k(l*(s));
s=1

While
v-=arg max ∆P-(s); v+=arg min ∆P+(s);
s

s

If(∆P+(s)≤Pr)
Pr=Pr-∆P+(v+); k(l*(v+))++; Update ∆P+(v+), ∆P-(v+);
elseig ((∆r(k(l*(v+)))＞∆r(k(l*(v-))-1) & ∆P+(s)≤Pr+∆P-(s)) or
(∆r(k(l*(v+)))==∆r(k(l*(v-))-1) & ∆P+(s)≤∆P-(s)))
Pr=Pr+∆P-(v-)-∆P+(s);
k(v-)--;k(l*(v+))++; Update ∆P+(v+), ∆P-(v+), ∆P+(v-), ∆P-(v-);
else break; endif;
end while;

그림 9. 부채널 전력 할당 및 부호 및 변조 방식 선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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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안한 부채널 전력할당 및 MCS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의 성능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 해를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으며, 준최적 해를 찾기 위해 먼저 식 (11)과 식
(12)를 이용하여 부채널 별로 동일한 전력을 전송할 때
를 기준으로 부채널 수 만큼의 사용자를 먼저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할당이 이루어지고, 이를 그림 9의 반
복 알고리즘 수행을 통하여 전력 할당을 수행한다. 그
림 9의 반복 알고리즘은 초기 할당 이후 남은 전력 Pr을
계산한 후 여러 부채널 가운데 MCS 번호를 하나 낮추
면 여유전력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것과 가장 적은
추가 전력으로 MCS 번호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먼저 현재 여유전력으로 MCS 번호를 높일 수 있는 것
이 있으면 제일 먼저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한 부
채널의 MCS 번호를 낮추고 다른 부채널의 MCS 번호
를 높이면서 현재 여유전력으로 전송률을 높일 수 있거
나 같은 전송률을 유지하면서 여유전력을 늘릴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각 부채널의 전송전력과 변조 및 부
호화 방식을 조정한다. 그림 10에는 제안한 방식을 사
용하고 부채널 간 송신 전력과 변조 및 부호화 방식을
그림 9의 반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할당하였을 때의
전송률을 사용자가 각각 20명과 60명 일 때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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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
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 모두 부채널 간 송신 전력을 가
변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제
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전송률에 따라 기존의 방법
보다 사용자가 20명 일 경우 1.2dB~4.4dB, 60명 일
경우 0.8dB~5.0dB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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