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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최대 전력 대 평균 전력 비(PAPR: Peak-to-Average Power Ratio)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인 저복잡도 선택사상기
법(SLM: Selected Mapping)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데이터길이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후보신호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추가정보(SI: Side Information)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가정보를 줄이기 위하여 연관성이 적은 위상
신호(Phase Sequence)집합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Ⅰ. 서 론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반송파(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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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는 단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Clipping,
SLM, PTS와 같은 방법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SLM은 후보신호의 개수
만큼 IFFT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
다. SLM에서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IFFT한 후
에 시간 영역에서 위상신호(Phase Sequence)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변환벡
터(Conversion Vector)를 곱하여 위상회전(Phase Rotation)과 순환자리
이동(Cyclic Shift)을 통해 후보신호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
이 방법은 후보신호의 개수가 데이터길이의 세제곱(  )과 같으므로
추가정보를 많이 보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정보를 줄
이기 위하여 연관성이 적은 위상신호를 선택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Ⅱ. 본론
OFDM은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직교(Orthogonal)하는 부반송파에
나누어서 전송하는 방식이며 다중페이딩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OFDM의 시간영역에서의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  ≤  (1)


여기서  은 데이터,  은 데이터의 길이, ∆ 는 부반송파의 간격을 의
미한다. 또한  는 OFDM 하나의 심볼 간격이며 OFDM에서의 심볼 간
격은   ∆ 를 만족해야한다.
하지만 OFDM의 전송신호는 PAPR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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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기댓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PAPR을 줄이는 방법으로 SLM, PTS 등이 제안되었으며 최근에
는 계산 복잡도를 줄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한 번의 IFFT연
산만으로 다양한 후보신호를 만들 수 있는 SLM기법이 Wang[1]에 의해
제안되었다. SLM방식은 주파수 영역에서 데이터를 각각 독립적으로 위
상회전시켜서 독립적인 후보신호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이를 시간 영
역에서 보면 컨벌루션(Convolution)해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먼저 데이
터를 IFFT연산한 후에 변환벡터(Conversion Vector)와 컨벌루션을 하면
OFDM 전송신호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시간영역에서의 변환벡터를 DFT
하게 되면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시퀀스(Phase Sequence)가 된다. [1]에
서의 CLASS3 방식은 4개의 base vector(     )를 (3)식과 같
이 각각 위상회전과 순환자리이동을 통하여 후보신호를 만든다.
     ·    ·    · 
(3)
±
여기서  는 위상회전을 시키는 것이고 그 값은  ± 이
될 수 있다.  는  벡터를 오른쪽으로 만큼 cyclic shift하는 것을
의미하고  ≤  ≤    를 만족한다. 따라서 이때 만들
수 있는 총 후보신호의 개수는  개이며 추가정보는⌈log  ⌉비트만
큼 필요하게 된다. 이는 강한 오류정정부호를 사용하여 데이터와 함께 전
송해야 하므로 이는 전송데이터효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러므로 추가정보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CLASS3에서의 4개의 base vector의 합( )이 위상
회전의 값에 따라 순환자리이동한 형태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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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신호의 순환자리이동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즉 전송신호의 최대값
은 자리만 이동할 뿐 값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PAPR감소효과가 없 위의 방식에서 연관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 총 64가지의 위상회전의 경우가 16가지로 줄기 때문에 실제적인 후보

  ≈      
신호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다.
  ≤  ≤    (5)


여기서  는 번째 위상신호의 번째 원소를 의미하며 는 complex
 × 하나의 벡터가 shift 할 수 있는 양  

conjugation이다.   는 time domain에서의 OFDM 신호끼리의


 · 
(4)
correlation coefficient이며 이 값이 작을수록 좋은 PAPR 감소성능을 보


인다.
 의 값에 따른 위상회전의 16가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여기
서        이며 의 가능한 값은  이고 각각 그림2. 는 제안된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모의실험한 결과이며 이를 Wang
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개의 phase sequence를 표현하려면 18
 →   →   →    →   를 의미한다. 아래의 경우에서 같은 집
비트의 추가정보가 필요하지만 제안된 알고리듬을 사용하는 경우
합 안에 있는 위상회전끼리는 가 서로 같아야 한다.
⌈log ⌉ 비트만 필요하게 된다. 또한 PAPR성능에서도  에서 약
 ∼  dB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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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같은 peak값을 가지는 전송신호를 만들어 내는
16가지 위상신호의 집합

(3)식에서의   로 고정시킴으로써 전체 후보신호의 개수를  로
그림2.   인 경우 Random, Correlation을 이용하여
줄일 수 있고 그림.1과 같이  에서 약 0.1dB 가량 성능 이득을 얻을
선택한 phase 사용하는 경우의 PAPR 감소 성능
수 있었다. 또한 가능한 전체 후보신호의 수를  로 줄였기 때문에 추가
정보의 양을 2비트 줄일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저복잡도 선택사상기법에서 추가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
법을 제안하였다. CLASS3방식에서 서로 다른 위상회전값을 가져도 같은
peak값을 가지는 변환벡터를 발견하여 총 후보신호의 개수를 로 감소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적은 연관성을 갖는 phase seqeunce pool을 만드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으며 모의실험을 통하여 원래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부가정보의 양으로 더 우수한 PAPR감소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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