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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은 순시 채널 전력의 조건에 따라 데이터 심벌의 전력 할당 계수와 사용자별 수신 신

호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그러나 순시 채널 전력의 이용은 시스템의 복잡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평균 채널 전력을 이용하는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을 고려한다.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은 시간

에 따라 느리게 변화하는 평균 채널 전력의 조건을 기반으로 데이터 심벌의 전력 할당 계수와 사용자별 수신 신호 처

리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스템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에 대한 

평균 심벌 오차율을 분석한다. 특히, 레일레이 페이딩 채널을 가정하여 M-ary 직교 진폭 변조에 대한 평균 심벌 오차

율의 표현식을 유도한다. 또한, 수치적 결과를 통하여 열악한 채널 환경에 있는 사용자에서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과 기존의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의 평균 심벌 오차율 성능이 유사함을 보였다. 
 
ABSTRACT

In the conventional multi-user superposition transmission, the power allocation coefficients of data symbols and the 
received signal processing of users are determined by the condition of instantaneous channel powers. However, the use 
of instantaneous channel powers can increase the system complexity. Hence, we consider fixed multi-user superposition 
transmission using average channel powers. The fixed multi-user superposition transmission can reduce the system 
complexity because it uses the condition of average channel powers that slowly change over time in order to decide the 
power allocation coefficients and the received signal processing.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average symbol error rate 
for the fixed multi-user superposition transmission. In particular, an expression for the average symbol error rate of M-ary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is derived assuming Rayleigh fading channels. In addition, through the numerical 
results, we show that the conventional and fixed multi-user superposition transmissions achieve the similar average symbol 
error rate performances at the user in the severe channe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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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은 다수의 단말들의 독립

적인 데이터 심벌들에 상이한 전력을 할당하여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동시에 다수의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

다. 따라서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은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법으로 최근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7]. 
기존의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은 순시 채널을 이용하

여 사용자별 수신 신호 처리 방법 및 데이터 심벌의 전

력 할당 계수를 결정한다[1]. 그러나 최근 시스템의 복

잡도를 낮추기 위하여 평균 채널 전력을 이용하는 고정

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이 제안되었다[2]. 고정적 다중

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은 시간에 따라 느리게 변화하는 

평균 채널 전력을 기반으로 사용자별 수신 신호 처리 방

법 및 데이터 심벌의 전력 할당 계수를 결정한다.
기존의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과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에 대한 성능 분석은 대부분 아웃티지 확률 성

능과 평균 데이터 전송률 성능에 집중하였다[1-7].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다

중사용자 중첩 전송에 대한 평균 심벌 오차율 성능 분석

에 집중한다. 특히, 레일레이 페이딩 채널을 가정하여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에 대한 M-ary 직교 진폭 

변조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의 평균 

심벌 오차율의 표현식을 유도하고, 수치적 성능 평가를 

통하여 기존의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의 평균 심벌 오차

율 성능과 비교한다.

Ⅱ.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송신기와 두 개

의 수신기를 갖는 단순한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시스템

을 고려한다. 모든 송수신기는 하나의 안테나를 갖는다

고 가정하고, 송신시 Tx와 수신기 RxA간 복소 채널을 hA

라 표기하고, 송신시 Tx와 수신기 RxB간 복소 채널을 hB

라 표기한다. 복소 채널 hA와 hB는 각각 평균이 0이고 분

산이 와 인 독립적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수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 가정은 평균 전력이 각각 


   와 

   인 독립적 레일레이 채널

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Tx와 RxA간 경로 손실 또는 

쉐도잉 효과가 Tx와 RxB간 보다 심각한 환경을 가정하

며, 이것은  을 의미한다.

Fig. 2 Constellation signal points of multi-user superposition 
transmission with 4-ary QAM.

Tx의 총 송신전력을 P라고 가정하여, 다중사용자 중

첩 전송에 따라 RxA와 RxB에서 수신되는 기저대역 신호

는 다음의 식 (1)과 (2)와 같이 각각 표현된다.

   , (1)

    . (2)

여기서, sA와 sB는 각각 RxA와 RxB의 데이터 심벌을 

의미하고,   
    

   이다. aA와 aB는 

각각 RxA와 RxB의 데이터 심벌에 할당된 전력 할당 계

수를 의미하고,    이다. nA와 nB는 각각 RxA

와 RxB에서의 백색 가우시안 잡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1]에서는 순시 무

Fig. 1 System model of multi-user superposition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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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채널 전력이 작은 수신기의 데이터 심벌에 큰 전력 

할당 계수를 할당하고, 그 수신기에서는 작은 전력 할당 

계수가 할당된 데이터 심벌을 잡음으로 간주하여 복조

를 수행한다. 반면에, 순시 무선 채널 전력이 큰 수신기

의 데이터 심벌에는 작은 전력 할당 계수를 할당하고, 
그 수신기에서는 큰 전력 할당 계수가 할당된 다른 수신

기의 데이터 심벌을 먼저 복조하여 연속 간접 제거 기법

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자신의 데이터 심벌을 복조한다. 

예를 들어,  
  

인 경우,     이고, RxA

는 RxB의 데이터 심벌 sB를 잡음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데이터 심벌 sA를 복조한다. 반면에, RxB는 RxA의 데이

터 심벌 sA를 복조하여 제거한 후 자신의 데이터 심벌 sB

를 복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순시 채널 전력을 이용하는 기존의 다

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과는 달리 복잡도가 낮은 고정

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2]에 집중한다.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은 순시 채널 전력 
, 



이 아닌 평균 채널 전력인 , 을 이용한다. 따라서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에서는  인 

경우에    이고, RxA는 RxB의 데이터 심벌 sB를 

잡음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데이터 심벌 sA를 복조한다. 
반면에, RxB는 RxA의 데이터 심벌 sA를 복조하여 제거

한 후 자신의 데이터 심벌 sB를 복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을 위하

여 RxA와 RxB의 데이터 심벌들을 각각 동일한 M-ary 
QAM을 이용하여 변조한다. 따라서 4-ary QAM의 경우, 
식 (1)과 (2)의 다중 사용자 중첩 전송에 대한 데이터 심

벌   의 신호 점들은 그림 2에서 

“x”로 표시된 것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I 축은 

in-phase 요소를 의미하고, Q축은 quadrature 요소를 의

미한다. 그러므로 RxA와 RxB의 데이터 변조 신호 점들

은 2차원 좌표인  
와 


으로 각각 표현

될 수 있다[8].


  , ⋯, (3)


  ,  ⋯, (4)


   , ⋯, (5)


    ,  ⋯. (6)

여기서,  




 ,  





이

다. 따라서 다중 사용자 중첩 전송에 대한 데이터 변조 

신호의 점들은 
  


  

와 같이 표현된다.

Ⅲ. 심벌 오차율 분석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M-ary QAM은 독립

적인 in-phase 요소(I축 요소)와 quadrature 요소(Q축 요

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ary QAM의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에 대한 RxA와 RxB의 평균 

심벌 오차율 분석을 위하여 먼저 각 수신기에서의 

in-phase 요소(I축 요소)와 quadrature 요소(Q축 요소)에 

대한 평균 심벌 성공 확률을 각각 유도한 후 이 수식들

을 이용하여 M-ary QAM에 대한 평균 심벌 오차율을 유

도한다. 본 장에서는 수식의 간소화를 위하여 

  
,   

 로 표기한다. 

3.1. RxA에서의 평균 심벌 오차율 

코히어런트 (coherent) 수신기를 가정하여, 주어진 

에서 in-phase 요소인 
  

가 전송된 경우, RxA에

서의 수신 신호의 성공적인 복조를 위한 in-phase 영역

의 최댓값 
 과 최솟값 

 은 각각 다음과 

같다.


  









 




 

for  


⋯




∞ for 


(7)


  









 




 

for  


⋯



∞ for 




(8)

In-phase 요소에 대하여 분산이 1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

(즉, in-phase 요소에 대한 잡음 전력은 1임)을 가정하고, 

식 (7)과 (8)을 이용하여 RxA에서 변조 심벌 
  


에 대한 수신 성공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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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기서,  


∞


 [8]. 식 (9)와 

Craig’s formula   







sin


를 이용

하여, 레일레이 페이딩 채널에 대한 평균 심벌 성공 확

률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


 



   

         


∞


 



 

    









∞


  

 

sin








  

         









∞


  

 

sin








  

    




sin

  





         




sin

  



 . (10)

여기서, 
 

  , 
 

 

이다. 즉, 
 , 

 은 식 (7)과 (8)에서 무선 채널 전력 

가 제외된 형태를 의미한다. 식 (10)의 적분은 유한 

구간인 에서 연산되기 때문에 수치적 결과 도출

시 복잡도가 낮다.
M-ary QAM은 그림 2와 식 (3)-(6)에서 보여주는 바

와 같이 in-phase 요소와 quadrature 요소가 대칭이다. 따

라서 quadrature 요소인 
  

에 대한 평균 심벌 성

공 확률 


는 식 (10)의 in-phase 요소에 대한 평균 심

벌 성공 확률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와 


을 이

용하여, 최종적으로 RxA에서의 M-ary QAM에 대한 평

균 심벌 오차율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1)

여기서,  ,   이다.

3.2. RxB에서의 평균 심벌 오차율 

먼저, RxB에서는 RxA의 데이터 심벌 의 제거를 위

하여 의 복조를 수행한다. 그 다음, 가 성공적으로 

복조되었을 경우, 자신의 데이터 심벌 를 복조한다. 

따라서 RxB에서 데이터 심볼 의 수신 성공은 와 

  모두의 수신 성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in-phase 요

소인 
  

가 전송된 경우, RxB에서 데이터 심벌 

의 평균 수신 성공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2)

여기서,  ∙는 랜덤 변수 X에 대한 평균 연산을 

의미하고, 
 는 식 (9)에서 를 로 대체하여 

얻어지며 데이터 심벌 의 수신 성공 확률을 의미하

고, 
 는 데이터 심벌 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후 데이터 심벌 의 수신 성공 확률을 의미한다.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13)

여기서, 
 과 

 는 RxB에서 데이터 심벌 

의 성공적인 복조를 위한 in-phase 영역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각각 의미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or  


⋯




∞ for  


(14)


  










 

for 


⋯



∞ fo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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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와 (13)을 식 (12)에 대입하여 데이터 심벌 

의 평균 수신 성공 확률의 수식 유도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근사식을 이용하여 평균 수신 성공 확률을 

유도한다.


 

   ≈
  

    (16)

식 (16)의  
  는 식 (10)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구해진다.



 

  

         




sin

  





             




sin

  



 . (17)

식 (16)의  
  는 식 (13)-(15)를 이용하여 

식 (10)의 유도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sin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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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이

다. 즉, 
 , 

은 식 (14)과 (15)에서 무선 채널 전력 

가 제외된 형태를 의미한다. 
M-ary QAM은 그림 2와 식 (3)-(6)에서 보여주는 바

와 같이 in-phase 요소와 quadrature 요소가 대칭이기 때

문에, quadrature 요소인 
 

에 대한 평균 심벌 성

공 확률 
,  


은 식 (17)과 (18)의 in-phase 요소에 

대한 평균 심벌 성공 확률과 각각 동일하다. 최종적으

로, 
, 

, 
,  


을 이용하여, RxB에서의 

M-ary QAM에 대한 평균 심벌 오차율의 근사식을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9)

Ⅳ. 수치적 결과

그림 3-5는 송신 신호 대 잡음비 (Signal-to-Noise 
Ratio, SNR) 에 대한 평균 심벌 오차율의 결과를 보여

준다. 여기서, 를 의미하고, 분모의 2는 in-phase
와 quadrature 요소의 잡음 전력의 합을 의미하며, 각 요

소의 잡음 전력은 1이다. 그림 3-5의 범례에서 “Fixed 
MUST”와 “Conventional MUST”는 각각 고정적 다중

사용자 중첩 전송과 기존의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을 의

미한다.
그림 3은 =1, =10 일 때, RxA에 대한 4-ary와 

16-ary QAM의 평균 심벌 오차율을 보여준다. 여기서, 
16-ary QAM의 경우, 신호 점들의 증가로 신호 점들간 

간격이 감소하여 중첩 신호 점들간 겹치는 부분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 0.9으로 설정한다. 그림 3에서 

식 (11)로부터 얻은 평균 심벌 오차율이 몬테카를로

(Monte Carlo)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Fig. 3 Average symbol error rate for RxA with 4-ary 
and 16-ary QAM when =1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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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과 순시 채널

을 이용하는 기존의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의 평균 

심벌 오차율의 성능 차이가 미미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RxA의 데이터 심벌 에 할당되는 전력 계수인 가 증

가할수록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의 평균 심벌 오

차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와 5는 =1, =10 일 때, RxB에 대한 4-ary

와 16-ary QAM의 평균 심벌 오차율을 각각 보여준다. 
그림 5의 16-ary QAM에 대하여 그림 3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 0.9으로 설정한다. 그림 4와 5에서 식 (19)

로부터 얻은 근사적 평균 심벌 오차율이 몬테카를로

(Monte Carlo) 시뮬레이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

준다. 또한, 그림 3과는 달리 와 간 차이가 커질수

록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과 기존의 다중사

용자 중첩 전송 기법의 평균 심벌 오차율의 성능 차이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림 4에서는 가 증가함에 따라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의 성능이 개선되지

만, 그림 5에서는 반대로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의 성능이 저하된다. 그 이유는 4-ary QAM의 경우, 
가 증가함(즉, 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RxB에서

의 데이터 심벌 의 수신 성공 확률의 감소폭이 작지

만, 16-ary QAM의 경우, 의 증가에 따라 의 수신 

성공 확률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 4 Average symbol error rate for RxB with 4-ary 
QAM when =1 and =10. 

Fig. 5 Average symbol error rate for RxB with 16-ary 
QAM when =1 and =10.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레일레이 페이딩 채널을 가정하여 평

균 채널 전력을 이용하는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에 대한 M-ary QAM의 평균 심벌 오차율을 분석하

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유도한 평균 

심벌 오차율 표현식을 검증하였다. 또한, 순시 채널을 

이용하는 기존의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과 성능을 

비교하여 고정적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 기법이 수신기 

RxA(상대적으로 열악한 채널 환경에 있는 수신기)에서

는 매우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고 수신기 RxB(상대적으

로 좋은 채널 환경에 있는 수신기)에서는 와 간 차

이가 작을 때 두 기법의 성능 차이가 감소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다중사용자 중첩 전송을 위한 평균 

심벌 오차율 분석은 사용자별 요구하는 목표 심벌 오차

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첩 신호 변조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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