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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중치 벡터를 이용한 16-QAM 신호의 MCMA 
적응 등화 성능 개선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MCMA Adaptive Equalization 

in 16-QAM Signal using Dual Weight Vector

윤재선*, 임승각**

Jae-Sun Yoon, Seung-Gag Lim

요  약  본 논문은 기존 CMA(Constant Modulus Algorithm) 적응 등화기의 성능인 수렴 특성과 잔류 부호 간 간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중치 벡터의 업데이트를 이중으로 적용한 DW-MCMA(Dual Weight vector Modified Constant Modulus 

Algorithm)에 대한 관한 것이다.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을 연결하는 무선과 유선의 대역 제한 채널에서 발생되는 
부호간 간섭에 의한 찌그러짐을 줄이기 위하여 등화기가 사용되며, 이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CMA가 널리 알려
져 있다. 이와 같은 채널을 통하여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등화에 필요한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빠른 수렴 속도가 요구된다. 논문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 CMA와 MCMA보다 등화기 입력
단에서 정상 등화 상태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비용함수와 가중치 벡터를 이중으로 적용하는 제안 방식인 
DW-MCMA가 잔류 부호간 간섭량과 빠른 속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W-MCMA(Dual Weight vector Modified Constant Modulus 
Algorithm) adaptive equalization algorithm using the dual weight vector in order to improve the convergence 
characteristic and residual inter-symbol interference which are used as the performance index for an adaptive 
equalizer. The equalizer is used to reduce the distortion caused by the inter-symbol interference on the wireless 
and the wired band-limited channel that connect the transmitting system and receiving system. The CMA is 
widely known as the representative algorithm for equalization. In order to transmitting the mass information with 
a high speed through the channels, a fast convergence speed in the equalizer performance that is able to 
minimize overhead needed for equalization is acquired. In this paper, By the computer simulation, we confirmed 
that the proposed DW-MCMA has the faster convergence speed and the smaller residual inter-symbol 
interference than the conventional CMA and M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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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이동 통신과 디지털 텔 비  시스템 환경에

서 채  상태를 모른채 수신단에서 수신된 신호는 심벌

간의 간섭을 받는다. 심벌의 간섭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

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에 하나이며, 이른 

경우 등화기를 쓰면 심벌 사이 간섭을 일 수 있으므로 

심벌 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정보가 담긴 신호를 보내기 에, 측 가능한 디지털 부

호를 먼  보내 등화기 계수를 기화하는 여러 응 등

화기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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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드(Godard) 알고리즘은 가장 단순하면서 잘 알려

진 블라인드 응 알고리즘 가운데 하나이며, 이를 고속 

시스템에 합하도록 개선시킨 CMA(Constant Modulus 

Algorithm) 알고리즘이 리 사용된다
[1]. 

CMA는 형의 진폭이 일정한 변조방식에서 형의 

진폭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심벌간 간섭으로 수

신신호가 진폭을 갖지 못할 때 일정한 값이 되게 하여 채

왜곡을 등화시키는 장 이 있으나, 정상상태에서 잔류 

ISI(Residual Inter-Symbol Interface)가 충분히 작아지

지 않는 단 이 있다. 한 일정 계수 알고리즘은 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수렴한 뒤에도 등화기의 출력에서 

상오차를 보이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가 치 벡터를 사용하여 

CMA 수렴속도를 개선시키고 등화기와 동시에 상복원

을 알려주는 이  가 치 벡터 MCMA(Modified 

Constant Modulus Algorithm)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이  가 치 벡터 MCMA(DW-MCMA)는 

CMA의 상을 복원하기 하여 출력 신호와 상 동기 

루 (PLL: Phase Locked Loop)의 출력과 곱해져 상 

복원을 한다. 이에 비해 DW-MCMA는 MCMA와 동일

하게 진폭 등화와 상을 복원하지만 이  가 치 벡터

를 사용하여 동시에 이들을 갱신하기 때문에 빠른 수렴 

속도와 낮은 잔류 ISI양을 얻을 수 있음을 시뮬 이션을 

통하여 확인을 하 다. 

2장에서는 기본 인 CMA에 한 개요와 DW 

-MCMA에 한 구조에 하여 설명한 후 상 오 셋

(offset)을 보정 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 다. 3장에서

는 16-QAM신호를 발생시켜 채 을 통과시켜 신호  

잡음비를 30dB와 40dB로 고정시킨 컴퓨터 시뮬 이션 

과정  결과에 해 설명한 후 4 장에서는 결론을 내리

겠다.

Ⅱ. 본  론 

1. CMA

그림 1은 CMA 응 등화기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

의 기  역 수신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는 송된 심볼(symbol), 는 채  

임펄스 응답, 는 채 에서 부가 되는 잡음,  는 

등화기 입력,  는 연 정 장치, 등화기 계수 벡터는 

         ⋯    

이의 계수 입

력 벡터는    ⋯이

고, 를 등화기 출력을 나타내며, 이의 출력과 같

다.
[7]

     (1)

그림 1. CMA 등화기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CMA Equalizer

여기서 CMA 비용 함수를 , 오류 함수를  라면,

     
 (2)

     (3)

가 되고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constant modulus 

값이다.

  
 

 
(4)

가 치 벡터  의 갱신식은,

       (5)

가 되며, 여기서 는 스텝 사이즈이다.

2. MCMA(Modified CMA)

MCMA는 등화와 동시에 상 복원을 수행하기 해 

변형된 CMA(Modified CMA : MCMA)가 제안 되었고, 

이의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4]~[5]

그림 2. 이중 가중치 벡터 구조 등화기
Fig. 2. Structure of Dual Weight Vector eq 

ualiz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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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비용 함수의 실수 성분이며,  

는 허수 성분이다. 이것은 각각 등화기 출력 

  의 실수  허수 성분에 한 비

용함수이며 이들에 한 각각의 ‘constant modulus‘는 아

래와 같이 정의된다.


 


 


 


 


 

 
 

(7)

등화기를 최 화하기 해 LMS(Least Mean Square) 

알고리즘을 용하여 식(6)의 비용함수를 최소로 하도록 

하면, 탭 개수 갱신 식은

    ∙∇
  ∙∙

(8)

가 되며, 여기서 오차신호  는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9)

변형된 CMA의 비용함수는 등화기 출력을 실수  허

수 성분으로 분리하고, 각각에 해 오차를 추정한다. 정

상상태에서    으로 가정을 하면,


 

  




 

(10)

이므로,

 ±

 ±
(11)

를 얻는다. 따라서 등화기 출력의 실수 성분을 원주 상의 

임의의 이 아닌 실수 축상의   는   

에 놓이게 하고, 허수 성분 역시   는 

  에 놓이게 한다. 

3. DW-MCMA

DW-CMA알고리즘의 등화기에는 2개의 가 치 벡터

가 동시에 동일한 스텝 사이즈로 갱신을 하며, 한 탭 개

수의 지연 오차를 이고 빠른 수렴 속도와 정상 상태 오

차를 개선을 한 알고리즘이다. 

이  가 치 벡터를 사용하기 해서는 각각 N-탭 가

치 벡터를 사용하면,

  ⋯ 


  ⋯ 


               (12)

이다. 

그리고 등화기의 출력 신호를 표  하면,

   
  (13)

가 된다. 먼  DW-MCMA의 는 coordinate 

change 장치를 통과한 후 ′  얻는다.

DW-MCMA의 비용함수는 Wei Rao에 의해 아래처럼 

변형을 하 다.
[6]~[7] 

        (14)

여기서 와는 의 각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이고, 송된 신호의 원래의 coordinate로 가정을 한다.  

와 같이 coordinate change를 통하여, 모든 신호들은 

같은 단 원(圓)의 치에 나타나게 되며, 원래 CMA

의 비용함수 (2),(3)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오류함

수    표시한다.[8] 

    

   
′

(15) 

    

     


(16)  

여기서  와는 의 각 실수 부분과 허수 부

분이고, DW-MCMA의 비용 함수를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17)

비용 함수로 ′ 로 표  한다.

′    ′  (18)

SGA(Stochastic Gradient Algorithm)를 이용하여 등

화기 가 치 벡터    를 갱신한다.

 
  (19)

한  SGA를 이용하여  하나의 등화기 가 치 벡터 

를 갱신 한다.

   (20)

의 수식 에 (1),(14),(16),(17),(18)은 DW-CMA에

서 coordinate change 부분이다. 그림 3에서 좌표 A1 이 

좌표 A 과 좌표 B1 도 좌표 B으로 상이 등화기의 

등화와 동시에 상이 보정이 된다. CMA 등화기는 상

의 보정이 되지 않아 PLL의 출력과 곱 져 상의 복원

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MCMA와 DW-MCMA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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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등화기에서 동시에 복원이 된다. 그림 4에서 등화기

의 출력이 반지름 R16인 원을 심으로 출력이 분포하도

록 오류 함수를 조정하게 되므로 원래의 신호는 동일한 

반지름이 R인 작원 원이 4개로 구분 지어지만, coordinate 

change를 통과함으로써 앙의 작은 원이 반지름이 R인 

원으로 축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축소함으로서 

채 이 완 히 등화가 되어 질때, 오류 함수를 기존의 

CMA보다 개선되며, 수렴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이  가

치 벡터로 인해 더욱 수렴 숙도가 빨라지므로 등화기

의 성능이 확연히 성능을 개선 할 수 있다.

그림 3. 위상 변한 CMA

Fig. 3. CMA with phase rotations

그림 4. 위상 변화 없이 축소된 DW-MCMA

Fig. 4. DW-MCMA with no phase rotations

Ⅲ.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DW-MCMA의 성능을 알아보기 

해서 컴퓨터 시뮬 이션을 수행 했으며, 수렴 속도와 

지수로는 잔류 ISI(Residual ISI)를 성능의 잣 로 사용을 

하 다.

컴퓨터 시뮬 이션에서 등화기는 모두 57탭 여 기

(transversal)라 하이며. 탭 개수는 가운데 것만 1이고, 나

머지는 0이 되도록 기화 하 다. 간단한 16-QAM 방식

의 신호를 사용하 고 신호  잡음비는(SNR : Signal 

-to-Noise Ratio) 등화기 입력에서는 30dB와 40dB로 두

어 비교를 하 다. 이때 용되는 스탭 크기는 모두 동일

한   이며, 신호를 통과하는 채  임펄스 응답

은 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CMA 신호 성상도

Fig. 5. Constellation by CMA signal

그림 6. DW-MCMA에 의한 신호 성상도

Fig. 6. Constellation by DW-MCMA signal

다음의 그림 5과 6은 CMA와 DW-MCMA를 용할 

때, 등화기 출력 신호 16-QAM 신호의 복원 성상도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 5에서 CMA는 오차 신호가 상 정보

를 포함 하지 않기 때문에 등화 후 수렴된 신호 은 채  

특성과 반송  주 수 옵셋에 의해 상 오차를 갖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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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된다. 그러나, 그림 6 DW-MCMA는 비용 함수가 

등화기의 출력의 상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원 송신 

데이터의 각 심벌 주 에 군집들을 형성하고, 등화가 진

행이 되면서 이 군집들을 심벌 주 의 작은 구간으로 모

이게 한다. 그래서 DW-MCMA는 진폭  상 복원이 

되는 것으로 보아 CMA 보다 우월한 보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성능을 확인하기 한 지수로는 잔류 

ISI(Residual ISI)를 사용 한다. 잔류 ISI 는 통신 채 의 

필터 계수와 응 등화기의 계수라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응 등화기가 채  그러짐을 제거하고 남은 

잔류량을 나타낸 것으로 리 사용되므로 본 논문에서도 

이를 사용하 다.

잔류  ◎



◎  ◎


그림 7. 30dB에서의 잔류ISI 성능 비교

Fig. 7. Residual ISI performance comparions of 

30dB

그림 7.과 그림 8.는 제안된 DW-MCMA가 기존의 

CMA와 MCMA 알고리즘 보다 우월한 성능을 보이기 

해 잔류 ISI를 반복 횟수 (Iteration)에 하여 나타낸 것

이다. 이를 해 6000개의 16-QAM 신호를 발생시키면

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SNR이 30dB인 그림 8에서 

기 수렴 속도 측면에서는 정상 상태(-18dB)에 도달 할 

때까지는 DW-CMA에서는 580회, MCMA에서는 1308

회, CMA는 1782회가 필요하게 되어 제안 방식인 

DW-MCMA가 CMA 보다 약 3.07배의 빠른 수렴 속도

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한 잔류 ISI 양 측면에서는 

CMA는 정상 상태에서 ISI가 크다. 동시에 CR-CMA는 

정상 상태에서 CMA에 비해 8dB이상 개선이 되고, 

DW-MCMA는 -26dB이다. 그래서 MCMA는 -25dB, 

CMA는 -20dB이다. 그리고 SNR 40dB인 그림 7.에서 기 

수렴 속도 측면에서는 정상 상태까지 비교를 하면 CMA에

서는 1510회 MCMA는 1110회 그리고 DW-MCMA는 498

회가 되어 제안한 DW-MCMA가 CMA보다 3.03배 정도

의 빠른 수렴 속도를 가짐을 알 수 있어, CMA 정상 상태

애서는 ISI가 크다. 동시에 DW-MCMA는 정상 상태에

서 CMA에 비해 8dB이상 개선이 되고, MCMA는 1dB 

개선을 하 다. 의 결과 SNR이 30dB 보다 40dB일 때, 

다른 방식 비해 DW-MCMA가 정상 상태까지의 수렴 속

도가 정상 상태까지 580회 489회이므로 30dB보다 98회 

일  수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 40dB에서의 잔류ISI 성능 비교

Fig. 8. Residual ISI performance comparions of 

40dB

표 1. 잔류 ISI 의 통계치

Table 1. Statistics of residual ISI

30dB RISI 40dB RISI

평균 분산 평균  분산

CMA 0.0143 9.0685×10
-3

0.0193 2.5625×10
-3

MCMA 0.0111 1.2262×10-3 0.0089 9.3745×10-4

DW-MCMA 0.0068 8.2559×10-4 0.0054 4.6663×10-4

표 1은 이와같은 개선된 능력을 정량 으로 나타내기 

하여 잔류 ISI양의 통계치를 6000회 체에서 30dB와 

40dB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해서는 그림 4 과 

그림 5 의 복원 constellation에서도 DW-MCMA 가 기존 

CMA 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임과도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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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은 디지털 부호를 송 할 때 통신 채 에서 

발생되는 부호간 간섭 향을 제거하고 부가잡음의 향

을 최소화시키기 하여 사용되는 응 등화기의 성능 

개선에 한 것으로서 기존 방식인 CMA와 MCMA을 개

선한 DW-MCMA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

리즘의 성능 비교를 하여 16-QAM방식 신호를 발생한 

후 채 을 통과시켜 수신 신호를 획득하 으며, 각 알고

리즘의 동일 한 스텝 크기  SNR을 용하여 시뮬 이

션을 수행하여 성능을 평가 하 다.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방식인 DW-MCMA는 SNR이 30dB, 

40dB인 경우에서 CMA 방식 보다 3배 정도의 빠른 수렴 

속도를 가지며, 잔류 ISI양에서도 8dB정도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재 응 등화를 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에서 연산량이 가장 은 특징을 갖는 CMA 알고리즘의 

특성을 더욱 개선함으로서 고속 무선망을 통한 역 

정보를 송할 때 발생되는 그러짐을 빠른 속도로 보

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공간 상태의 시변 특성

과 다  경로 환경에서 통신시스템의 송 성능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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