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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대 전력 대 평균 전력의 비(PAPR; peak to average power ratio) 감소를 위한
방법중의 하나인 부분전송수열(PTS; partial transmit sequence)을 사용한다. 그러나 PTS는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이 논문에서 제안한다. 제안
된 방법은 카사미 수열(Kasami sequence)을 이용하여 PTS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모의 실험을 통
해서 적은 계산량으로 PAPR 성능을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반송파(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시스템은 다중반송파
신호를 이용하기 위해 역퓨리에 변환(IFFT;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을 사용하며 이때 시간 영역의
신호로 바뀌는 데이터는 최대 전력 대 평균 전력의 비
(PAPR; peak to average power ratio)가 크다는 단점
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방법
들이 제안되어졌으며 그중에 부분전송수열(PTS; partial
transmit sequence)은 위상만을 변경하여 전송하는 방
식으로 수신단에서 비트에러율 없이 복원이 가능하다. 그
러나 PTS 방법은 많은 후보 시퀀스 중에서 좋은 PAPR
을 갖는 인수를 찾아야 함으로 계산량이 복잡해지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메타휴리스틱
(meta-heuristic)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복잡도를 줄이는
논문들이 제안되어졌다[1][2]. 이 논문에서는 PTS에서
카사미 수열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적은 계산
량으로 PAPR 감쇄 효과를 얻는 방법을 제안한다.

하나의 심볼주기 안의 OFDM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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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R은 다음식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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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기대치 연산을 의미한다.
입력 데이터 블록  는 PTS에서 개의 분리된
작은블록(subblock)으로 나뉘어  을 생성하며,
이 subblock들은 각각 IFFT 연산을 한 후
시간축에서 위상 인수 벡터             와
곱해져서 서로 다른 후보 심볼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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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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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작은 PAPR을 갖는 후보 심볼
시퀀스가 보내지게 되며 PTS의 목적은 이 후보
심볼 시퀀스를 만드는 위상 인수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위상 인수를 찾는 계산량은    로서
소모적인 계산량이 필요하다. 여기서 는 허용된
위상 인수의 개수이다.

A. 카사미 수열을 이용한 새로운 알고리즘 구현
여러개의 후보 심볼 시퀀스 벡터  ′  을 생성하
기 위한 위상 인수 벡터  를 카사미 수열을 이용
하여 개 만큼 초기값을 생성한다. 이때 상관성
(correlation)이 작은 많은 위상 인수를 선택하기
위해 카사미 수열의 동종집합(family set)을 이용
한다. 생성된 개의 후보 위상 인수의 PAPR을 각
각 구하며 그 중 PAPR 값이 작은 인수 개만을
선택한다. 이때    를 만족한다. 선택된 개의
위상 인수 벡터는 부분 탐색(local search)을  번
만큼 시행하여 또 다른 후보신호를 만들어 내며
이때 부분탐색 방법은 벡터  의 원소 중 3개만을
변경한다. 따라서 한번 초기값을 생성하고 부분탐
색까지 하는 위상인수의 개수는 아래와 같으며 여
기서  는 이항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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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성된 후보 시퀀스 중에서 다시 PAPR이
작은 후보 시퀀스를  개만큼 선택하고 이런 과정
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B. 모의 실험 결과
random 16iter
kasami 16iter
random 60iter
kasami 60iter
random 900iter
kasami 900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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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PAPR성능을 보여준다. 전체 탐색시 계산량
은   번을 수행해야 하지만 제안된 방법
으로 전체 계산량의 2.75%인 900번만을 사용했을
때 전체 탐색과 단지 0.5dB의 차이만 있음을 모의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부분 탐색을 2번했
을 때보다 3번했을 때 PAPR성능도 더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TS에서의 계산복잡도 감소를 위
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으며 모의실험을 통하여
적은 계산량을 가지고 높은 PAPR 성능을 구현함
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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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된 PTS 방법과 기존 PTS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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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탐색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그림 1.에서 임의로 위상 인수를 선택하여 구한 그
래프(random)와 제안된 방법으로 카사미 수열을
이용해 구한 그래프(Kasami)의 PAPR을 비교하였
다. 이 시스템의 변조는 직교 진폭 변조(16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를 사용하여 오
버샘플링(oversampling)을 하였고, subblock은 16
개로 나누고 반송파는 256개, 그리고 위상 인수는
   의 2개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
와같이 반복횟수(iteration)를 변화시켜 비교해보았
을 때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가 무작위로
위상 인수를 선택하여 구한 PAPR보다 0.1dB의 성
능향상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128개의 반송파를 이용하여 PTS를
사용했을 때 위상 인수 전부를 탐색(optimal PTS)
했을때와 제안된 방법으로 900번을 iteration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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