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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신호 수열의 높
은 최대전력 대 평균전력의 비 (peak-to-average power ratio; PAPR)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종
류의 선택 사상 기법 (selected mapping; SLM)이 존재한다. 기존의 SLM 기법을 비롯하여, 계산
복잡도를 낮추는 저 복잡도 SLM 기법들이 현재까지 제안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전송 OFDM
신호 수열의 효율적인 선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OFDM 신호들을 생성함에 있어
기존의 생성방법과 다른 순차 생성을 활용하며, 순차 생성 과정에 있어 높은 OFDM 신호를 발
견함과 동시에 생성을 중단함으로써 필요 없는 계산도를 제거한다. 이는 기존의 SLM 기법을
비롯한 여러 SLM 기법에 적용 가능하며, 계산 복잡도를 많이 감소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1. 소개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2 절
에서, 기존의 SLM 기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3 절에
서는 제안하는 효율적인 선택 방법을 소개하며 이
를 기존의 SLM 에 적용하여 본다. 그리고 4 절에서
는 모의실험 결과로 제안하는 기법의 계산도적인
이득을 확인해 본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신호 수열의
높은 최대전력 대 평균전력의 비 (peak-to-average
power ratio; PAPR)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택 사상
기법 (selected mapping; SLM)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
의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2. 기존의 SLM 기법
그 예로써는 클리핑 [1], 부호화 기법 [2], 톤 예약
기법, 부분 전송 수열 기법, SLM [3] 등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X { X (0), X (1),..., X ( N − 1)} 를
=
그 중에서 SLM 기법은 매우 좋은 PAPR 감소 성
능을 보여주고, 다른 PAPR 감소 기법과 다르게 비
주파수 영역에서의 입력 심볼 수열이라고 생각한다.
트 오류율을 열화 시키지도 않는다. 하지만 많은
수
또한 x {x (0), x (1),..., x ( N − 1)} 를 시간 영역에서
=
의 역 퓨리에 변환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의 OFDM 신호 수열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SLM
IFFT) 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매
기법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현된다.
우 크다.
Fig. 1 에서 입력 심볼 수열은 각기 다른 위상 회전
이 논문에서는, SLM 기법에서 전송 OFDM 신호
u
u
벡터 P 에 의해 후보 입력 심볼 수열 X 로 변환
수열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된다. 그리고 각 후보 입력 심볼 수열은 IFFT 과정
방법은 기존의 SLM 기법을 포함하여, 그것의 저 복
u
을 통하여 후보 OFDM 신호 수열 x 로 변환된다.
잡도 구현인 다른 여러 SLM 기법들에도 적용이 대
총 U 개의 후보 OFDM 신호 수열이 만들어 지는데
부분 가능하며 계산 복잡도를 감소 시키는 효과를
이 중 가장 작은 PAPR 을 갖는 것을 선택하여 전송
낸다. 모의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효율적인 선택 방
하게 된다. 눈여겨볼 점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법이 SLM 기법의 계산 복잡도를 크게 감소 시킴을
OFDM 신호 수열이 선택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
보여준다. 제안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대상이
보 OFDM 신호수열들이 온전히 생성된다는 것이다.
되는 SLM 기법의 PAPR 감소 성능을 열화 시키지

법을 적용할 수 있다.

Figure 1 기존의 SLM 기법

3. OFDM 신호의 순차 생성
어떠한 후보 OFDM 신호 수열

xu 를 생성하는데 있

u

어 IFFT 를 X 에 대해 수행하게 되는데 그 그림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위 의사코드에서

γ

라는 변수를 활용하여 기존의

SLM 기법을 구현하게 된다. 만약 후보 OFDM 신호
수열을 순차 생성하는 도중 기존에 생성된 후보
OFDM 신호 수열의 PAPR 값 중 가장 작은 값인 γ 보
다 큰 PAPR 값을 갖게 하는 OFDM 신호가 생성되면
즉시 그 생성을 중단하게 된다. 명백히, SLM 기법
의 PAPR 감소 성능은 이러한 선택 전략에 대해 어
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5. 모의실험 결과

Figure 2 8 개의 입출력을 갖는 IFFT 구조
Fig. 2 에서 보다시피, IFFT 구조는 여러 개의 노
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떠한 후보 OFDM 신호 수열

xu 를 생성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부반송파의 수를
N 이라고 한다면, N log 2 N 개의 노드들이 계산되
어져야 한다. Fig. 2 를 보자면, 24 개의 노드들을 계산
u

해야지만 x 를 생성 할 수 있다.
하지만 IFFT 구조를 활용한다면, 순차 생성이 가능
한데, 예를 들어 Fig. 2 에서 x(0) 는 동그라미로 표
시되어있는 노드들만을 계산하여 얻어 질 수 있다.
또한 x(4) 는 x(0) 의 결과에 네모로 표시된 노드를
추가로 계산하여 얻어 질 수 있다. 이는 만약 우리
u

가 x 를 순차 생성을 이용하여 생성한다면, 이 생성
과정을 멈출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4. 기존의 SLM 기법에 대한 제안하는 선택
방법
2 절에서 기존의 SLM 기법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후보 신호들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3 절에서 설명된
순차 생성을 사용하고, 만약 그 후보 신호를 생성
하는 도중 “지금까지 생성된 후보 신호보다 PAPR
이 나빠지게 만드는” 높은 파워를 지닌 OFDM 신호
가 발견된다면, 생성을 중단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사코드로 기존의 SLM 기
법에 대해 효율적인 전송 OFDM 신호 수열 선택 방

모의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SLM 기법에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한
경우,
계산도
감소
성능
(computational complexity reduction ratio;
CCRR)을 살펴보았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제안된
기법은 많은 계산 복잡도 감소를 가져온다. 표에서
ES 는 제안하는 기법이고, TN 은 한 IFFT 의 계산도
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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