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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안테나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적응형 검파기 
설계

Adaptive Detector Design for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Massive Antenna Systems

서방원*

Bangwon Seo*

요  약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대용량 안테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용
량 안테나 방식에서는 기지국에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안테나를 설치하고 다중 사용자 기법을 통해 공간 다이버시티 
이득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다중 사용자 기법을 적용하면 사용자간 간섭이 발생하는데, 기존에는 수신기의 복잡도를 
줄이고 간섭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여 최대 비율 결합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시 전송 단말 개수가 증가하면, 기존 
수신기의 성능이 크게 열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등록된 단말로부터의 
간섭은 완벽하게 제거하고, 등록되지 않은 단말들로부터의 간섭은 줄여주는 검파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나서, 제안하는 
검파기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적응형 검파기를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검파기가 기존의 검파기보다
더 우수한 비트 오율 성능을 갖는다는 것을 보인다.

Abstract  One of the effective ways to increase data transmission rate is to use massive antenna technique
where tens or hundreds of antennas are deployed in base station and spatial diversity gain is improved
by multiuser method. If multiuser method is applied, there will be inter-user interference and maximal
ratio combiner (MRC) is conventionally used to reduce the complexity of the receiver and to eliminate 
interference. However, as the number of mobile devices increases, the performance of the conventional 
receiver becomes deteriorated.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 new detector that completely 
eliminates the interference from the registered devices and reduces that from the unregistered devices. 
Then, to reduce the complexity of the proposed scheme, we propose adaptive algorithm of the proposed
scheme. Through simulation, we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has better bit error rate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scheme.

Key Words : massive antenna system, uplink, receiver design, adaptive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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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개수가 폭발적
으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 및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
이 요구하는 데이터 전송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스마트폰 외에도 모바일 태블릿 기기 및 스마
트 워치 등과 같은 제품들도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전송률은 앞으로도 계속해
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 따라서, 차세대 통신시스
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다[2]. 데이터 전
송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가장 쉽게 생
각할 수 있는 기술은 전송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자
원들은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전송 대역폭을 늘려
서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또 다
른 방법은 송신안테나 또는, 수신안테나의 개수를 증가시
키는 것이다.

송신기 또는 수신기에서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안테
나를 배치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대용량 다중입력 다중출력 
(Massive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assive 
MIMO) 기술이라고 한다[3]-[6]. 대용량 MIMO 기술이 높은 
데이터 전송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다중 사용자 MIMO 
(Multiuser MIMO, MU-MIMO) 기술과 결합해서 동작
해야 한다. 무선 통신 하향링크 시스템에서의 MU-MIMO 기
술은 기지국이 동일한 시간 및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단말들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데
이터 전송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그리고, 무선통
신 상향링크 시스템에서의 MU-MIMO 기술은 여러 개
의 단말들이 동일한 시간 및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여 동
시에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7]-[8].

무선통신 상향링크 시스템에서 MU-MIMO를 적용하
는 경우에, 동일한 시간 및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여 동시
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단말의 개수는 기지국의 수
신 안테나 개수에 의해서 제한된다. 

대용량 MIMO 시스템의 경우,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수신 안테나의 개수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단말의 개수도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에 이르게 된다. 그
러나,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말의 개수가 증가하
면, 다중 사용자 간섭 신호가 크게 증가해서 수신단의 검

파 성능이 매우 악화되게 된다.
대용량 MIMO 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수신단은 적절한 

검파기를 사용함으로써 다중 사용자 간섭을 줄일 수 있
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검파기들은 최대 비율 결합기 
(Maximal Ratio Combiner, MRC), Zero-Forcing 
(ZF) 검파기, 최소 평균 제곱오차 (Minimum Mean 
Square Error, MMSE) 검파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MMSE 검파기와 ZF 검파기가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지
만, ZF 검파기는 모든 단말에 대한 채널 정보를 알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 MMSE 검파기는 매우 큰 사이즈의 행
렬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계
산량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용량 
MIMO 시스템에서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MRC 검
파기를 사용하게 된다.

대용량 MIMO 시스템에서는 기지국에 매우 많은 수
신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단
말의 개수가 매우 많지 않은 경우에는 MRC 검파기만으
로도 다중 사용자 간섭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전송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말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다중 사용자 간섭에 의해 MRC 검파기의 검
파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단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동시 
전송 단말의 개수를 충분히 키울 수 없는 단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RC 수신기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 Error, MSE)를 
최소화시키는 수신 기법을 제안한다. 기지국 주변에는 등
록된 단말들과 등록되지 않은 단말들이 같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등록된 단말들은 기지국으로 채널 추정을 위한 
파일럿 심볼들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지국은 등록된 
단말들에 대한 채널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반
면에, 기지국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들에 대해서는 기지국
이 채널 정보를 알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지국 수신기는 등록된 단말들로부터 발생하는 간섭신호
는 완벽하게 제거하고, 등록되지 않은 단말들로부터 발생
하는 간섭신호는 억제하도록 검파기를 설계한다. 이렇게 
설계한 검파기는 사이즈가 큰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검파기의 계산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적응 수신 기법을 추가적으로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Ⅲ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신 기법을 설
명한다. Ⅳ장은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수신 기법과 
기존의 MRC 기법 간의 성능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은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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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스템 모델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상향링크 대용량 안테
나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보여준다. 여러 개의 단말들이 
한 개의 기지국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환경이며, 기지국
에 등록된 단말 (R-UE)과 등록되지 않은 간섭 단말 
(I-UE)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기지국의 수신 안테나 개
수는 M이며, 대용량 안테나 시스템이므로, M은 50 이상
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R-UE의 개수는 K, I-UE의 
개수는 J라고 가정하고, 모든 단말들은 한 개의 송신 안
테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기지국에서 모든 수신 안테나로부터 받은 수신 신호 
y∈×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 


 h  


 h z           (1)

여기에서 h∈×는 단말 k로부터 기지국까지의 

채널 벡터를 나타내고, z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백색 가우시안 부가잡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k번째 
단말이 전송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고, 


  인 특성을 갖는다. 한편, 기지국은 

R-UE 단말들에 대한 채널 벡터 hhh  는 완벽하
게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I-UE 단말들에 대한 채널 벡
터 hhh 는 모른다고 가정한다.

기존의 수신기 설계 방식은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최대 결합 수신기 (Maximal Ratio Combining, MRC)
를 사용하였다. 즉, 데이터를 추정하고자 하는 단말을 편
의상 1번 단말이라고 가정하고, 검파기를 w이라고 가
정하면, 기존의 수신기는 w  h 에 의해 주어진다. 이 
때, 에 대한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림 1. 상향링크 대용량 안테나 시스템 모델
Fig. 1. System model for uplink massive MIMO 

 wy  hy                  (2)

이와 같은 기존의 수신기는 M이 매우 큰 값이므로 전
체 단말의 개수 가 값이 작을 때는 우수한 성능
을 나타낸다. 그러나,   값이 클 때는 간섭 신호가 
크게 증가해서 데이터 심볼 추정 성능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Ⅲ. 제안하는 수신기 설계 방법

본 장에서는 기존의 MRC 수신기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MSE 기반의 검파기를 제안하고, 검파기의 계
산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적응형 검파기를 
제안한다.

수신단에서 검파기 w를 적용했을 때, 검파기 출력에
서의 평균 제곱 오차 Q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wy                  (3)

기지국은 R-UE에 대한 채널 정보는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R-UE들이 미치는 
간섭은 완벽하게 제거하도록 검파기 w을 설계한다.

   w
minwy   wH      (4)

여기에서, H∈×는 단말 1을 제외한 R-UE 
단말들의 채널 행렬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  hhK                  (5)

식 (4)에서 주어진 최적화 문제에서 조건식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최적화 문제에 대한 해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wopt hRh
 Ryh              (6)

여기에서 R∈× 은 수신 신호의 상관행렬을 나

타내며, R yy  에 의해 주어진다.

이제 식 (4)에서 주어진 조건식으로부터 wopt 는 H
에 직교해야 되므로, 최적화 문제 (4)에 대한 최적해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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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pt hRh
 IHHHHRyh

                                          (7)

여기에서 I은 사이즈가 ×인 단위행렬을 나타
낸다. 

식 (7)을 보면,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관 행렬 
R의 역행렬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행렬 R의 사이즈
가 ×이고, 대용량 안테나 시스템에서는 이 매우 
큰 값이므로, R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너무 많은 계
산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식 (4)에서 주어진 최적화 
문제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적응형 검
파기를 제안한다.

식 (4)에서 조건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w에 대
한 최소 평균 오차 (Least Mean Square, LMS) 적응형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w wywy   
                                   (8)

여기에서 은 번째 심볼을 의미하고, 는 적응 알
고리즘의 스텝 크기를 나타낸다. 

이제, 식 (4)에 대한 조건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w  중에서 H에 직교하는 성분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IHHHH w ⇒ w
                                          (9)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형 검파기는 식 (8)

과 (9)에 의해서 주어진다.

Ⅳ. 모의 실험

대용량 안테나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적응형 수신 기와 
기존의 MRC 기법 간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컴퓨터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채널 벡터는 평균이 h   이고 공분산 

행렬이 hh   I  인 Rayleigh 가우시안 
채널 모델을 사용하였다. 기지국 수신 안테나의 개수는 

M=64를 사용하였고, R-UE 단말의 개수 K는 5를 사용
하였다. 또한, I-UE 단말의 개수 J는 5, 10을 사용하였다. 

그림 2는 개별 수신 안테나에서의 신호대 잡음비 
(Signal-to-Noise Ratio, SNR)가 20dB인 경우에, 제안
하는 적응 수신기와 기존 수신기의 신호대 간섭 잡음비 
(Signal-to-Interference plus Noise Ratio, SINR)를 
나타낸다. R-UE 단말의 개수 K는 5이고, I-UE 단말의 
개수 J는 5이다. 독립적인 채널을 1000번 발생시키고, 
각 채널에 대한 결과들을 평균한 값들이다. 그림에서 제
안하는 수신기의 성능은 Prop.로 표시된 그래프이며, 기
존 수신기의 성능은 Conv.로 표시된 그래프이다. 그리
고, 제안하는 적응 수신기에 대한 결과에서 파란색 곡선
은 스텝 크기 가 ×인 경우이고, 빨간색 곡선은 
가 ×인 경우이다. 이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적
응 수신기가 수렴 상태에서 기존의 MRC 수신기보다 
SINR이 4dB 정도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K=5, J=5일 때, 제안하는 적응 수신기의 SINR 학습 곡선
Fig. 2. SINR learning curve of the proposed adaptive 

receiver when K=5 and J=5

그림 3은 제안하는 적응 수신기와 기존의 MRC 수신
기 간의 비트 오류 확률 (Bit Error Rate, BER)을 비교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적응 수신기이기 때문에, 적응 검
파기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 후에 BER 성능을 획득하
였다. R-UE의 개수는 K=5로 고정하였고, I-UE의 개수
를 J=5인 경우와 J=10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 결과로
부터, 기존의 MRC 수신기는 SNR이 증가함에 따라 BER 
값이 × 근처에서 수렴하지만, 제안하는 적응형 
수신기는 BER 값이 × 근처에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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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적응 수신기와 기존 MRC 수신기 간의 BER 
성능 비교

Fig. 3. BER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adaptive receiver and the conventional 
MRC receiver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향링크 대용량 안테나 시스템을 위한 
수신 기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대용량 안테나 시스템에서
는 기지국 수신 안테나의 개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간단
한 MRC 기법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알려졌
다. 그러나, 기지국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말
의 개수가 증가하면, 간섭 신호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
해서 기존의 MRC 기법은 성능이 크게 저하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등록된 단말들의 채널 정보를 이
용하여 등록된 단말들의 간섭신호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MSE 수신기를 제안하였고, 수신기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적응형 검파기를 제안하였다. 모의실
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적응 수신기의 SINR 학습 곡선을 
제시하였고, 제안하는 수신기가 기존의 MRC 수신기보
다 더 우수한 SINR 성능과 BER 성능을 갖는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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