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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방형 주파수 관리 정책이란 특정 사용자에게
인가된 주파수 대역에서 주 사용자들에게 간섭을 주

CR은 사용자 환경의 실시간 조건에 따라 무선 파

지 않는 한에서 다른 사용자가 그 대역을 빌려 쓸 수

형을 적응시킴으로써 주파수 스펙트럼을 유연하고,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전파 환경을 감지하여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게 활용하는 지능적인 무선

특정 주파수 대역의 사용 유무를 판단하고, 가장 알

통신 방식을 의미한다. 한편, 무선 채널의 다양한 특

맞은 주파수 대역(spectrum holes)을 찾자 통신을 수

성에 따라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 자원의 동적 할

행하는 과정은 바로 CR 개념과 잘 부합하는 것이다.

당이 가능한 OFDMA 방식은 CR 시스템에 잘 부합

이러한 방식을 CR로 지칭하기도 하나 이는 CR의 많

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무선 환경에

은 응용 가운데, 주파수 대역에 적응하는 것으로

서 주파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OFDMA 기반 적

“spectrum agile radio” 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고 볼

응 전송 방식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사용자 환경

수 있다 . 이렇게 주파수 대역을 차용하는 개념을

에 좀 더 지능적으로 대처하는 CR 시스템을 구현하

세계 최초로 적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 표준을 개발

기 위한 재구성 가능한 OFDMA 전송 플랫폼을 소개

하기 위한 IEEE 802.22 표준화 그룹이 결성되어 활

한다.

발하게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

[6]

[7]

한편,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

Ⅰ. 서 론

Plexing) 방식은 다중 경로 감쇄(multipath fading)에
강인하고 송수신기의 복잡도가 적은 장점으로 DAB

CR(Cognitive Radio)은 시스템이 사용자 및 시스

(Digital Audio Broadcasting)나 DVB(Digital Video

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그 환경의 통계학적 변화

Broadcasting) 같은 디지털 방송 및 무선 랜 및 휴대

를 학습하여 그에 적응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지능적

인터넷 등의 패킷 기반 무선 시스템에서 전송 효율

[1]～[3]

. 이렇게 시

을 높이는 데 활용되어 왔다[8]～[13]. 또한, OFDM 기

스템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신

반 다중 접속 방식 가운데 OFDMA(OFDM-Frequency

뢰성 있는 통신을 가능하게 하면서 주파수 스펙트럼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은 여러 사용자에 대한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 미국

자원 할당이 용이하고 셀 내 간섭이 없다는 장점으

연방통신협회(FCC)가 주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로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유력한 전송 방

위해 주파수 이용 현황 및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 방

식으로 고려되고 있다

법을 연구하여 개방형 주파수 관리 정책을 점진적으

방송, 고정 광대역 망, 이동 셀룰러 환경의 이종 시

로 수용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CR 기술이 특히 주목

스템 및 이종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

인 무선 통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4],[5]

을 받게 되었다

.

[14]～[16]

. 이렇게 OFDM 방식은

문에, 사용자 환경 및 요구 서비스에 따라 최적의 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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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식을 선택하는 CR 알고리즘과 이를 실현시키는 재

한 채널 구조이다 . 한편, [그림 1(b)]는 부분 블록

구성 가능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데 가장 좋은 전

적응 변조 부호화 또는 대역 선택을 위해 물리 채널

송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을 인접한 부반송파들로 구성한 구조이다[18]. 본 논

본 고에서는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위해 무선

문에서는 전자를 분산 자원 채널, 후자를 인접 자원

채널 환경에 적응하는 CR 기술의 한 분야로, OFDMA

채널로 부르기로 한다. 두 물리 채널 구조는 주파수

기반 적응 전송 기술을 소개한다. 이 때, 성능과 복

선택성 페이딩 특성을 지니는 무선 채널에서의 적응

잡도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적

전송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응 전송 기법을 소개하고, 각 적응 전송 방식의 장단

설명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점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한 프레임 내에서 두 적응

[그림 2]는 적응 전송을 적용하는 OFDMA 시스템

전송 방식을 함께 지원하는 방법과 사용자 환경에

구조를 보인 것이다. 기지국 송신단의 패킷 스케줄

따라 서로 다른 두 적응 전송 방식을 적용하는 채널

러는 고정 또는 이동 수신단에서 보내온 채널 상태 정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보(channel state information)와 각 사용자들의 전송

OFDMA 플랫폼은 시스템 파라미터를 다르게 설정

데이터 버퍼 상태에 따라, 한 프레임에 데이터를 전

함으로써 고정 및 이동의 서로 다른 셀 환경에 각각

송할 사용자와 각 사용자의 전송 옵션을 결정한다.

적합한 전송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셀

이 때, 전송 옵션은 채널 상태 정보에 따라 요구하는

및 사용자 환경의 실시간 특성에 따라 송신 파라미

품질을 만족시키는 AMC(Adaptive Modulation & Co-

터를 재설정하여 전송 효율을 더욱 증대할 수 있도
록 한다.

Ⅱ. OFDMA 시스템 모형
OFDMA 방식은 [그림 1]과 같이 다수의 OFDM
심볼로 이루어진 시간 슬롯을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
서 서로 직교하는 다수의 물리 채널로 나누고, 여러
사용자들이 물리 채널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다. 이 때, 자원(resource) 할당의 최소 단위는 OFDM

(a) 분산 자원 채널

(b) 인접 자원 채널

[그림 1] OFDMA 시스템의 물리 채널 구성 방법

심볼을 구성하는 한 부반송파에 해당한다. OFDMA
에서는 시간, 주파수 2차원 자원 격자에서 물리 채
널을 구성하는 자원의 위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물리 채널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은 OFDMA
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 물리 채널을 구성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보인 것이다. [그림 1(a)]는 물
리 채널을 시간/주파수에 퍼져 있는 자원으로 구성
하는 방법으로 주파수 도약(frequency hopping)으로
주파수 다이버시티 및 셀간 간섭 평준화를 얻기 위
10

[그림 2] 적응 전송을 위한 OFDMA 시스템 구조

韓國電磁波學會誌 第17卷 第2號 2006年 4月

ding) 옵션 또는 전력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물리

채널 구조에서의 성능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

채널 위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선택된 AMC

그림은 부호율이 2/3인 LDPC(Low-Density Parity-

옵션에 따라 입력 데이터 패킷에 대해 채널 부호화

Check) 부호를[19] 적용하고 16 QAM 을 사용할 때, 평

및 심볼 대응을 수행하고, 프레임 구성기(frame for-

균 SNR으로 전력 제어 시의 패킷 오류율(PER)을 채

matter)에서 할당된 물리 채널의 위치와 송신 전력에

널 변화율에 따라 성능을 보인 것이다. 그림에서 채

따라 심볼 진폭을 증폭하여 [그림 1]과 같은 물리 채

널 변화율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정규화된

널의 프레임 내 시간/주파수 위치로 대응한다. 대응

표준 편차를 8 레벨로 양자화한 std0, std1,…, std7 값

된 심볼은 IFFT 및 보호 구간 삽입 등의 OFDM 변조

을 사용하였다.

를 통해 전송하게 된다. 이 때, 제어 채널을 통해 해

σ̃

당 물리 채널의 전송 옵션이 함께 전송된다. 수신단
은 해당 채널에 대한 전송 모드에 따라 송신단의 역

SNR =

m

3-1 분산 자원 채널에서의 적응 전송
분산 자원 채널 구조에서 각 단말이 기지국에 전
송하는 채널 상태 정보는 cdma2000 1xEv-DO 시스템
과 같은 CDMA 기반의 기존 이동 셀룰러 시스템에
서처럼 물리 채널을 구성하는 심볼들의 수신 SNR

(Signal-to-Noise power Ratio)의 평균을 이용할 수 있

SNR

.

SNR

여기서,

과정을 통해 보내온 정보를 복원한다.

Ⅲ. OFDMA 기반 적응 전송 기술

σ
m

SNR =

σ 2 SNR =

1
NfW

W - 1 N f -1

SNR
∑ k∑
=0

n= 0

n, k

,

N f -1

W-1
1
∑ (SNR
( WN f - 1) n∑
= 0 k= 0

n, k - m SNR )

2

이며, W 는 물리 채널을 구성하는 OFDM 심볼 수, Nf
는 한 OFDM 심볼을 구성하는 부반송파 수, 그리고

SNRn,k는 n번째 OFDM 심볼의 k번째 부반송파에 대
한 수신 심볼이다. 그림에서 std0은 채널 변화가 거
의 없는 경우이고, std7은 채널 변화가 가장 큰 경우
를 나타내는데, 채널 변화율이 클수록 성능이 나빠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OFDMA 시스템에서 이러한

다. 기존 CDMA 시스템에서는 레이크 수신기로 수

채널 변화율에 따른 성능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평

신 심볼마다 시간 다양성을 동일하게 얻기 때문에

균 SNR 값에 부가적으로 정규화된 표준 편차를 귀

채널의 시간 변화를 무시하면 심볼마다 SNR 값이

환하여 전력 제어 및 AMC 를 수행하는 방법이 제안

동일하다. 따라서, 전력 제어를 수행할 경우 AWGN

되었다 . 제안한 방식은 평균 SNR 만을 귀환하는

[20]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에서와 동일한

방법보다 1/2의 송신 전력으로 동일한 전송률(through-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OFDMA에서 분산 자

put)을 제공한다.

원 채널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경우 주파수 선

분산 자원 채널에서의 적응 전송 방식은 주파수

택성 페이딩에 의해 각 심볼마다의 수신 SNR은 평

대역마다 페이딩 세기가 다른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

균 수신 SNR과 다르게 된다. 따라서, 평균 수신 SNR

채널의 주파수 다양성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

로 전력 제어를 수행할 경우 OFDMA 분산 자원 채

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채널 상태 정보도 평균

널에서의 특정 전송 옵션에 대한 성능은 AWGN 채

SNR 또는 표준편차와 같이 전체 대역에 대한 평균

널의 성능보다 나빠진다.

정보를 귀환하므로 귀환 정보량이 적고, 전송 옵션

이렇게 CDMA 시스템과 다른 OFDMA 분산 자원

을 선택하는 알고리즘도 비교적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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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CR을 위한 OFDMA 기반 적응 전송 방식

한편,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는 특정 부반송파에서
사용자의 채널 상태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사용자마
다 채널 상태가 좋은 부반송파 그룹을 동적으로 할
당하면 다중 사용자 다양성(multiuser diversity)을 추
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자마
다 부반송파 그룹을 동적으로 할당하고 할당된 부반
송파별로 변조 방식과 전력을 함께 제어함으로써 성
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26],[27]. 그러나,
이러한 적응 전송 방식은 2가지 문제가 있다: 한정
된 용량의 귀환 채널로 여러 사용자로부터 부반송파
별 채널 상태 정보를 수신해야 하는 점과 주어진 채
[그림 3] 분산 자원 채널에서 평균 SNR에 따른 전력 제

널 상태 정보로 다중 사용자의 최적 부반송파 그룹

[20]
어시 SNR의 변화율에 따른 성능

과 AMC 옵션 (또는 변조 방식) 및 전력을 합리적인

3-2 인접 자원 채널 구조에서의 적응 전송
광대역 채널에서 OFDM 심볼을 구성하는 부반송

복잡도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귀환 정보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부반송파
대신 부대역에 대한 대표 채널 상태 정보를 보내는

파는 주파수 대역에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페이

방법이 제안되었고, 채널 상태가 좋은 일부 부대역

딩을 겪는다. 만약, 이러한 페이딩 값을 송신단에서

만을 선정하여 부대역 인덱스와 그에 대한 채널 상태

알 수 있다면 부반송파마다 그에 알맞은 변조 방식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13]. 또한, 부대

과 전력을 할당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1]～[23]

. 이러한 방식을 비트-로딩(bit-loading) 알고리

즘이라고 하며, 모든 부반송파에 대해 동일한 전력
과 변조 방식으로 전송하는 분산자원 채널에서의 방
법에 비교하여 성능이 우수한다. 그러나, FDD(Fre-

quency Division Duplex) 시스템이나 패킷 기반의 TDD
(Time Division Duplex) 시스템에서 송신단이 각 부
반송파가 겪은 수신 SNR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사
용자가 각 부반송파마다의 채널 상태 정보를 전송해
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귀환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인접한 FB 부반송파를 하나의
부대역으로 묶고 부대역에 대한 평균 채널 상태 정
보만을 귀환 채널로 전송하여 부대역에 대한 전송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24],[25]. 이러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리 채널을 인접자원으
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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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반송파별 전력 제어, 부대역별 전력 제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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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한 채널 상태 정보를 초기에만 전송하고 채

한편, 주어진 채널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중 사

널 상태 정보의 변화만을 추가적으로 전송하는 방법

용자에게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과 채널 상태 정보를 소스 코딩 기법으로 압축하여

하려는 목적 함수와 제한 조건을 정의하여야 하는데

전송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분산 자원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성능과 복잡도의 손

채널 구조에서의 평균 SNR 정보만을 이용하는 방식

익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동

보다 채널 상태 정보가 많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적으로 부반송파 (또는 부대역)를 선택하고 선택된
부반송파에 대한 변조 방식 및 전력을 할당할 때, 전
력 할당에 따른 성능 향상은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
다[28],[29]. 따라서, 전력을 고정하고 부반송파 및 변조
방식만을 최적화한다면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그
러나, 셀 내 사용자 분포에 따라 전력 제어가 성능에
크게 미칠 수도 있다. [그림 5]는 16 사용자가 셀에
균일하게 분포할 때 적응 변조 방식을 수행한 경우
부반송파와 전력를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른 성능
을 보인 것이다[30].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다중 사용
자 환경에서는 전력 제어보다는 부반송파를 동적으
로 할당하는 것이 전송률을 더 향상시킴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전력 제어를 함께 수행하면 셀 경계에서
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킴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성
능 향상 측면에서 OFDMA 자원을 인접 자원 채널
구조로 나누고 동적 부반송파 (부대역) 할당 및 그에
대한 적응 전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Ⅳ. 재설정 가능한 프레임 구조
4-1 물리 채널 다중화
지금까지 살펴 본 분산 자원 채널 구조와 인접 자
원 채널 구조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장단
점을 지닌다. 분산 자원 채널 구조는 다중 사용자 다
[그림 5] OFDMA에서 적응 변조 수행 시 부반송파 및

양성을 활용하지 못하나, 귀환해야 할 채널 상태 정

전력 할당 방법에 따른 성능 비교 (I: 고정 부

보가 적기 때문에 채널 상태 정보를 자주 전송할 수

반송파 할당 & 고정 전력 할당, II: 동적 부반

있고 채널 변화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따

송파 할당 & 고정 전력 할당, III: 동적 전력

라서, 이동 환경의 단말에게 알맞은 방법이라 할 수

할당 & 고정 부반송파 할당, IV: 동적 부반송

있다. 한편, 인접 자원 채널 구조는 동적으로 부대역

[30]

파 & 동적 전력 할당) .

(부반송파)을 할당함으로써 다중 사용자 다양성을
13

특집…CR을 위한 OFDMA 기반 적응 전송 방식

확보할 수 있으나, 부대역 선택을 위해서는 귀환 정
보 양이 많아 채널 변화를 빠르게 추적할 수 없다. 한
편, 채널의 주파수 선택성이 높아 부대역 내에 SNR
이 주파수 대역내의 평균 SNR 과 비슷한 경우에는
부대역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성능 이득이 줄어든다.
따라서, 인접 자원 채널 구조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부대역을 할당하는 방식은 고정 환경, 특히 주파수

(a) 시분할

(b) 주파수 분할

[그림 6] 기존의 두 종류의 물리 채널 지원 방법

선택성이 적은 셀 안쪽에 위치한 사용자에게 알맞다.
본 절에서는 한 프레임에서 두 종류의 채널 구조

부대역을 선택하는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 자

를 지원하면서 셀 내 사용자 환경에 따라 두 채널의

원을 인접하는 여러 부대역으로 나누고, 분산 자원

비율을 다르게 하는 재구성이 가능한 프레임 구조를

채널은 도약으로 부대역의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골

고려한다. [그림 6]은 기존 시스템에서 두 채널 구조

고루 퍼져 있는 자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주파수

[13]

를 동시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분할 방식 과 주파
수 분할 방식을 나타낸다[18]. 휴대 인터넷 시스템에

도약을 하는 기본 단위는 자원 할당을 쉽게 하도록
최소 단위보다 큰 Rf×Rt 크기로 설정할 수 있으며, Rf

서는 [그림 6(a)]와 같이 두 종류의 물리 채널을 시분

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자원 수, Rt는 시간 영역에서

할로 다중화하여 이동 사용자나 스마트 안테나를 사

의 자원 수이다. [그림 7(a)]는 최소 단위인 1×1 자원

용하지 않는 경우 분산 자원 채널을 할당하고, 고정
사용자나 스마트 안테나를 적용하는 환경에서는 인
접 자원 물리 채널을 할당한다. 이렇게 하면, 분산자
원 채널에 주로 이동 환경 및 셀 경계의 열악한 채널
환경에 있는 사용자들이 할당 받게 되어 한정된 전
력으로 전송률을 향상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반면,

[그림 6(b)]와 같이 주파수 다중화를 하면 동일한 시

을 기반으로 한 주파수 도약, [그림 7(b)]와 8×1 자원
블록을 기반으로 한 주파수 도약을 나타내며 주파수
선택성이 높은 채널에서는 [그림 7(a)]와 [그림 7(b)]
의 성능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이 때, 인접 자원 채
널은 각 부대역에서 분산 자원 채널을 뺀 나머지 자
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면, [그림 6(b)]의 주파수 분

간에 분산 자원 채널 구조에 적합한 이동 사용자 및
셀 경계 사용자와 같은 열악한 환경의 사용자와 인
접 자원 구조를 선호하는 안정적인 고정 사용자가
함께 할당됨으로써, 전력 분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즉, 좋은 환경의 사용자로부터 여분의 전력을
받아 열악한 사용자에게 할당함으로써 최소 전송률
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분산 자원 채널을 구성
하는 자원이 시간에 따라 주파수 위치가 바뀌지 않음
으로 인해서 다양성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

[그림 7]은 동일 프레임 내에 분산 자원 채널과
인접자원 채널을 동시에 지원하는 또 다른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14

(a)

(b)

[그림 7] 분산자원 채널을 시간/주파수 분할로 구성하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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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소 전송률을 향상시킬 수

함께 설정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이 때, 두 물리 채

있으면서, 분산 자원 채널을 구성할 때 시간 축에서

널의 비율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액티브 사용자들로

도 도약하는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주파수 다양성을

부터 무선 채널의 변화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정 환경에서의 채널 변화는 주로 무선 채널의 주파

4-2 프레임 재구성

수 선택성에 기인하는 한편, 이동 환경에서는 시간
선택성 및 주파수 선택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사용

본 절에서는 두 종류의 물리 채널을 함께 지원하

자마다 무선 채널의 변화율을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

는 프레임 구조에서 분산 자원 채널과 인접 자원 채

서 각각 추정하여 송신단에 알려줄 수 있다. 이 때,

널 비율 C d : Cc에 대한 재구성 방법을 논의한다. 앞

시간 축으로는 도플러 주파수 또는 코히이런스(co-

절에서 명시했듯이 분산 자원 채널과 인접 자원 채

herence) 시간을 추정할 수 있고, 주파수 축으로는

널이 적합한 사용자 환경은 다르고, 각 채널에 따른

RMS 지연 확산 또는 코히이런스 대역폭을 추정할

적응 전송 방식을 적용할 때 귀환 정보와 성능에서

수 있다. 또한, 무선 채널 변화율을 시간과 주파수

의 손익 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셀 내 사용자 분

영역에 상관없이 3장에서 구한 정규화된 표준편차

포 및 사용자 개개인의 무선 채널 환경 특성에 따라

를 대푯값으로 추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최적의 물리 채널을 할당하고 그에 따라 프레임 구

사용자 환경에 따른 프레임 재구성은 비단 분산

조를 재구성하며 각 사용자 정보에 따라 할당된 채

자원 채널과 인접 자원 채널의 비율만으로 국한되지

널에 알맞은 적응 전송 방식을 적용한다면 자원 이

않는다. 하드웨어 복잡도가 허용하는 한 시스템이

용 효율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셀 내

사용하는 대역폭, 파일럿 패턴, 보호 구간 길이나

사용자가 주파수 선택성이 적은 고정 사용자들만 있

FFT 크기 등의 OFDM 파라미터 등도 사용자 및 셀

을 경우 Cd : C c를 0 : 8로 설정하여 인접 자원 채널

내 환경에 따라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을 기반으로 한 적응 전송 방식을 적용하고, 이동 환

앞으로 개발될 지능적인 CR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경의 사용자나 주파수 선택성이 높은 사용자들만 있

요소로써 고려할 수 있다.

을 경우 Cd : C c=8 : 0로 설정하여 분산 자원 채널을
기반으로 한 적응 전송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비

Ⅴ. 결 론

율에 따라 다른 프레임 구성 모드를 설정하고 셀 내
액티브 사용자들의 특정 채널 환경에 따라 프레임

일반적으로 CR을 빈 주파수 대역을 찾아 통신을

구성 모드를 바꾸며, 해당 프레임 내에서 각 사용자

수행하는 통신 시스템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에 대한 채널 상태 정보로 부대역 선택 또는 적응 변

넓은 의미에서의 CR 은 시스템이 사용자 및 시스템

조 부호화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그 환경의 통계학적 변화를

이러한 프레임 구성은 셀 특성에 따라 기지국 설

학습하여 그에 적응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지능적인

치 시 고정값으로 설정할 수 있고, 한 셀 내에서 액

무선 통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

티브 사용자들의 분포가 시간적으로 바뀌는 것을 추

부분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력

적하여 장기적인 시간에서 재구성할 수 있으며, 사

제어 및 AMC 등의 적응 전송 기법들은 CR의 일부

용자들이 소규모 페이딩 특성에 따라 부대역 선택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자원 할

및 AMC 전송 모드를 선택할 때 물리 채널 종류도

당과 적응 송신에 유연한 OFDMA를 기반으로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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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전송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 때 사용자 환경에 따
라 다른 장단점을 지니는 두 적응 전송 방식을 동일
프레임 내에 지원하고, 한정된 자원을 최적으로 사

Area Networks, http://www.ieee802.org/22/ .
[8] IEEE 802.11a, High-speed physical layer in the 5
GHz band, 1999.

용하기 위해 셀마다 다른 무선 채널 환경과 시간에

[9] ETSI EN 300 401, Radio broadcasting systems: di-

따라 바뀌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 알맞은 프레임 구

gital audio broadcasting(DAB) to mobile, portable

조와 적응 전송 방식을 선택하는 개념을 제시하였

and fixed receivers, Sep. 2000.

다. 이러한 방법은 미래의 지능적인 CR 시스템을 구

[10] ETSI EN 300 799, Digital video broadcasting

현하기 위한 한 부분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

(DVB); framing, structure, channel coding and modu-

나, 실제 시스템으로의 적용을 위해서는 프레임 구

lation for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Jun. 1999.

조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선정 방법, 그에 따른 제

[11] IEEE Std 802.16a-2003, Air interface for fixed

어 신호의 오버헤드 분석, 허용하는 복잡도 내에서

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s-medium access

의 프레임 재구성 방안 및 그에 따른 성능 향상 정도

control modifications and additional physical layer

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specifications for 2-11 GHz, Apr. 2003.
[12] IEEE P802.16e/D3, Amendment for phys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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