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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수의 노드가 하나의 접속점 (AP) 혹은 기지국에 접속하는 시나리오에서 주파수 효율 및 신뢰도를 증가시

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두 개의 노드가 하나의 수신자에게 접속하는 다중 접속 (Multiple access)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기존의 할당된 자원 전체에 다수의 송신 노드의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 대신, 본 논문에서는, 할

당된 자원 중에서 일부의 자원만을 두 송신 노드가 공유하는 부분 다중화 방식을 고려한다. 각 노드가 할당 받은 자원 

중에서 다른 노드와 공유하는 자원의 비율을 

라 하고, 


에 대한 성능 분석 및 최적화를 수행한다. 근사된 BER 식

을 통하여, 수율을 계산하고,  수율을 최대화 하는 

는 1 혹은 0의 값만을 갖음을 보인다. 또한 프레임 에러율 (FER) 

값에 제한을 둘 때,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음을 보이고, 그것을 만족하는 


의 근사값을 닫힌 형태로 구한

다. 부분 다중화는 새로운 다중 접속 방식이 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spectral efficiency or reliability is required to be improved in the scenario of multiple access. In this paper, 

we consider a scenario where two source nodes access one destination node. Different with conventional multiple 

access studies, in our research, a part of the allocated resource is shared by two source nodes and this scheme is called 

partial multiplexing. Let 

 denote the ratio of the amount of the shared resource to that of the resource allocated to 

each user. We analyze and optimize the performance of the partial multiplexing in term of 

. We show that the 

optimal 

 to maximize the throughput is 1 or 0 based on approximated bit error rate (BER). In addition, if we set a 

constraint on frame error rate (FER), 

 can have a value between 0 and 1. We also find the approximated 


 to meet 

the constraint as a closed form. Partial multiplexing can be a novel multiple access scheme. 

키워드 : 부분 다중화, 다중 접속, 수율 극대화 

Key word : Partial multiplexing, Multiple access, Throughput max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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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모바일 단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값비싼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는 Machine-type communications (MTC)에서는 인간으

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이 아닌, 무수히 많은 기계들로

부터 발생하는 작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시나리오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1∼4]. MTC를 수용하기 위해

서, 한 기지국에서 관리해야 하는 노드들의 수는 수천

에서 수만 개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한 노드들이 상향

으로 보내는 트래픽의 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서로 다른 노드들에게 시간, 주파수, 코드 등의 직교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은 지난 세대의 통신에서 실제적

으로 구현되어 다수의 단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

여 왔다. 최근 기지국 및 단말에 다수의 안테나를 설치하

여, 안테나 간 간격을 적절히 떨어뜨렸을 때 채널 간 상

관관계가 매우 적어지는 성질 이용하여, 송수신 안테나 

개수의 최소값 만큼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이 이론

적으로 증명되었다 [5]. 만약 송신단에서 채널을 예측할 

수 없다면, 페이딩 현상에 의해서 통신의 신뢰도가 떨어

지지만, 송수신단에 다수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면, 복수

의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는 동시에 에러 확률의 기울

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때, 데이터 스트림의 개수와 

에러 확률의 기울기 사이의 Tradeoff 관계가 있음이 밝

혀졌다(Diversity-multiplexing tradeoff)[6]. [5][6]에서 

사용한 다중송수신 안테나 (MIMO) 기술은 단일 송신자

와 단일 수신자가 있을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다수의 송

신자가 하나의 수신자에 동시 접속하는 다중 접속 

(multiple access) 방식에서 MIMO 기술을 사용했을 때

에 얻을 수 있는 Diversity-multiplexing Tradeoff 에 대

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7].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하는 다중 접속 시나리오는, 할

당된 자원 전체에 다수의 송신 노드의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본 논문에서는, 할

당된 자원 중에서 일부의 자원만을 두 송신 노드가 공

유하고, 나머지 자원은 노드 간에 서로 겹치지 않게 나

누어 전송하는 부분 다중화 방식을 고려한다. 각 노드

가 할당 받은 자원 중에서 다른 노드와 공유하는 자원

의 비율을 

라 하고, 


에 대한 성능 분석 및 최적화

를 수행한다. 두 노드 모두 BPSK 변조를 사용하고, 주

파수 선택적 채널을 겪으며, 채널 이득 값은 수신단에

서만 정확히 안다고 가정한다. 근사된 BER 식을 통하

여, 수율을 계산하고, 이 수율식이 

에 대한 convex 함

수임을 보임으로써, 수율을 최대화 하는 

 는 1 혹은 0

의 값만을 갖음을 보인다. 또한 프레임 에러율 (Frame 

error rate, FER) 값에 제한을 두고 이를 만족시켜야할 

때,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을 수 있음을 보이고, 그

것을 만족하는 

의 근사값을 닫힌 형태로 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시스템 

모델과 부분 다중화 기법을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평균 

BER을 분석을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수율을 최대화 하

는 

과 FER 제한을 만족하는 


를 구하고, Ⅴ장에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Ⅱ. 시스템 모델

하나의 기지국과 두 개의 단말이 존재하며, 두 개의 

단말이 기지국에 접속하는 상향 링크의 상황을 고려한

다. 기지국이 두 단말에게 할당한 자원은 세부분으로 

나누어,  단말 1만 사용하는 영역, 단말 2만 사용하는 영

역, 단말 1과 2가 동시에 사용하는 영역으로 나눌수 있

으며, 이를 그림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은 일반

적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 (OFDM) 시스템 하에서, 두 

단말에게 부분적으로 자원을 공유하도록 할당한 부분 

다중화 자원 할당 방식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는 

OFDM 심볼을 기준으로 단말에게 자원을 할당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단말 1과 2에게 동일한 양의 자원을 할

당한다고 가정한다. 각 단말에게 할당된 자원중, 다른 

단말과 공유해야 하는 자원의 비율을 

로 표시하고 

공유율이라고 지칭한다. 

기지국과 각 단말은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며, Binary 

phase shift keying (BPSK) 변조를 사용한다. 단말 의 

신호를 라고 하면 ∈  가 된다. 이때 단

말 1에게 할당된 자원 상에서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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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분 다중화의 자원 할당 방식

Fig. 1 Resource allocation method of partial multiplexing 

여기서 는 수신된 신호, 는 단말 의 송신 전력, 


는 단말 의 채널 상수, 은 AWGN 잡음을 각각 나

타낸다. 
는 파일럿 신호를 이용하여 수신측인 기지국

이 정확한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수식 (1)에서 

case 1은 단말 1이 단독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이고, 

case 2는 단말 1과 2가 동시에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이

다. 
는 평균이 0인 원형 대칭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

수이며,  ∼로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

파수 선택적 페이딩을 가정하므로, 같은 프레임안에 존

재하는 자원 원소마다 
는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는 매 자원 원소마다 독립적인 동일 분포(i.i.d.)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도 평균이 0인 원형 대칭 복소 가

우시안 랜덤 변수이며, ∼로 나타낸다. 

case 1에서 수신 신호를 Maximum likelyhood (ML) 방

식을 사용하여 복호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생

략한다. case 2에서 

의 값을 추출하기 위한 Log- 

Likelyhood Ratio (LLR) 값은 다음과 같다. 


 log



 

 


 

 

 log


 

exp


 






 

exp


 





(2)

Ⅲ. 평균 BER 분석



가 FER 및 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에 대한 평균 BER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

의 단말 만이 사용하는 자원에서의 BER 분석은 잘 알

려져 있다[7]. 본 섹션에서는 두 단말이 동시에 전송할 

때 (case 2) 의 BER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8]의 레일리 

페이딩에서의 BPSK를 사용하는 두 단말의 신호가 충

돌할 때의 BER을 분석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두 단말이 모두 다음과 같은 BPSK 변조를 사용한다

고 가정한다: (0 -> 1), (1 -> -1). 각 단말이 보낸 패킷 내

의 심볼은 

의 비율 만큼 다른 단말로부터 간섭을 받

으므로, (2)와 같은 LLR을 사용해야 한다. 두 단말이 보

낸 신호가 충돌한다면, 수신 심볼 후보들은 각각 다음

과 같은 값을 가지며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두 단말이 보낸 신호가 {0, 0} 이라고 가정할 때, 수

신된 심볼은 을 평균으로 한 복소 가우시안 분포를 

띄게 된다. 

그림 3은 각 심볼 후보들의 검파 결정 영역을 나타낸

다. 단말 1이 보낸 신호가 0일 경우 수신된 심볼이 영역 


에 있으면 ML 검파기가 올바르게 검파할 것이

고, 영역 
에 있을 경우는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단말 1이 0을 보냈을 경우, 단말 1의 BER은 다

음과 같다 .


Pr∈

  
Pr∈

  


Pr∈
  

Pr∈
  



(4)

여기서 는 올바른 심볼 후보를 나타내고 는 ML 

검파기로 검파한 심볼이다. 수신된 심볼이 각각 영역 




에 있을 확률은 union bound 로 아래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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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Pr∈

  
 ≤




 
   (5)

식 (5)를 식 (4)에 대입하여 BER의 union bound를 얻

을 수 있다. 신호 대 잡음비 (SNR)가 높은 경우에 각 영

역의 확률 계산에 들어가는 
 

과 
 

  

중에서 거리가 짧은 쪽의 확률이 먼 쪽의 확률에 비해 

매우 큰 값을 가지므로 실제의 BER과 잘 맞는다. 

그림 2. 단말 1과 2가 동시에 전송했을 때, 특정 시간의 수신 

심볼 후보

Fig. 2 Received symbol cadidates when terminal 1 and 

2 transmit simultaneously

그림 3. 각 심볼 후보들의 검파 결정 영역

Fig. 3 Detection decision region of each symbol candidate

식 (3)을 식 (5)에 대입하여, BER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6)

여기서 ′은 

과 마찬가지로 분산이 1인 복소 가우

시안 랜덤 변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평균 BER을 구하기 위해 i.i.d. 한 ′ , 
에 

대하여 평균을 취한다. 평균 BER의 union bound는 다

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8]. 

≤ 








 













′  








 




  




 
(7)

여기서    


을 나타낸다. 높은 SNR에서 식 

(7)은 테일러 급수 확장에 따라서 다음 식으로 근사화 

된다 [8].

 

≈




  


  (8)

단말 1이 사용한 자원 중에서,   만큼의 자원을 단

말 2와 같이 사용했을 때의 BER을 살펴본다. 코딩이 걸

리지 않은 상황에서, 패킷 내의 심볼들은 서로 상관관

계가 없다. 즉 공유율 에서의 BER은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9)

여기서 




는 각각 공유하지 않는 상황의 

BER과 공유 상황의 BER을 나타낸다. 





은 





≈으로 근사된다[7]. 따라서 식 (9)는 아래

와 같이 근사화 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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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 최적화 제안

4.1. 수율 최대화 관점

BER 분석을 토대로 두 단말이 얻을 수 있는 수율을 

분석하며, 수율을 최대화 하는 

을 찾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우선 단말 i의 Frame error rate (FER)은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1)

여기서 







,











이며, 은 한 프레

임에 들어있는 bit 수를 나타낸다. BPSK 변조 방식에서

는 비트 수 와 심볼 수가 같으므로, 은 한 단말이 사용

한 심볼 수와 같게 된다. 두 단말이 동일한 양의 데이터, 

을 보내고 각각의 평균 SNR이  일 때, 수율은 다

음과 같다. 



 











 (12)



의 


에 대한 경향을 수학적으로 용이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으로 가정하여 식 (12)을 아

래와 같이 전개할 수 있다.



 





 













                     (13)

여기서            이다. 그림 4

을 통하여, 의 변화에 따른 
가 SNR 에 따라

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

는다. 그림 4.(a)는       인 경우로서, 상

대적으로 SNR이 낮은 환경이며, 이때에는 
 일 

때, 즉 자원을 서로 공유하지 않을 때에, 수율이 최대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4.(b)는       인 경우로서, 

상대적으로 SNR이 높은 환경을 나타낸다.
 는 

에 대한 convex 함수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록에서  ≤  ≤  ,   ≤  ≤  , 

 ≥   을 만족하면 , 






≥   임을 증명하여, 

복수의 심볼로 이루어진 프레임 형태의 구조에서는 항

상 
가 convex 형태임을 증명하였다. 

가 

convex 형태일 경우, 구간  ≤  ≤ 에서의 


의 최대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ax                       (14) 

따라서, 수율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두 단

말이 모든 자원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자원을 공유하

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최적의 답이 된다. 

4.2. FER 제한을 만족하는   선택

식 (11)에 따라서, FER은 에 따라서 증가하는 함

수임을 알 수 있다. 수율이 높더라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FER을 특정한 값 이하로 낮춰야하는 조

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조건은 ≤   로 둔다. 

만약 수율을 최대화 하는 가 0이면, FER 조건을 고

려할 필요 없지만, 
 에서 수율이 최대화가 된다

면, 
   일때  ≤   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

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인 를 선택해주어

야 한다. 식 (11)을 이용하여,   인 는 다음

과 같이 근사화 할 수 있다. 



≈



            (15)

위 근사식은  ≤  ≤  ,   ≤  ≤ 

 ≤  ≤ 일 때 유효한 값을 갇는다. 그림 5에서 



에 따른 FER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가 1 일 

때, 수율 성능이 최대화를 나타냈지만, 만약 이 0.1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를 초과하는 값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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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에 대한 Throughput (a) 





  (b) 





 

Fig. 4 Thooughput for varying 

 (a) 





  (b) 





 

는 FER이 0.1보다 커지므로, 적당한 값이 아니다. FER

이 0.1보다 작으면서, 수율을 최대화 하는 

이 

최적의 값이 되고, 이는 식 (15)의 값과 동일하다. 

그림 5. 

 에 대한 FER 

Fig. 5 FER for varying 

 when 





.

Ⅴ. 결  론

본 논문은 두 개의 노드가 하나의 수신자에게 접속하

는 다중 접속 (Multiple access)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본 논문에서는, 할당된 자원 중

에서 일부의 자원만을 두 송신 노드가 공유하고, 나머

지 자원은 노드 간에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누어 전송하

는 부분 다중화 방식을 고려한다. 각 노드가 할당 받은 

자원 중에서 다른 노드와 공유하는 자원의 비율을 


라 하고, 

에 대한 성능 분석 및 최적화를 수행한다. 

두 노드 모두 BPSK 변조를 사용하고, 주파수 선택적 채

널을 겪으며, 채널 이득 값은 수신단에서만 정확히 안

다고 가정한다. 근사된 BER 식을 통하여, 수율을 계산

하고, 이 수율식이 

에 대한 convex 함수임을 보임으

로써, 수율을 최대화 하는 

는 1 혹은 0의 값만을 갖음

을 보인다. 또한 FER 값에 제한을 두고 이를 만족시켜

야할 때,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을 수 있음을 보이

고, 그것을 만족하는 

의 근사값을 닫힌 형태로 구한

다. QPSK 혹은 16QAM 와 같이 보다 높은 효율의 변조

방식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부분 다중화 방식은 사

용자들의 패킷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중 접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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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으며, 논문의 분석을 토대로 시스템 요구

조건에 맞게 짝을 결정해 줄 수 있다. 

부  록



의 convexity 증명



 의 영역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


≤,  

≤

≤. 


  





로 두면



  


, 


  


로 둘 수 

있다. 














″ 

′ ′ 
′ 






 (A.1)

여기서 ′과 ′′는 다음과 같다. 

′  

″    


(A.2)



의 convexity 는 






≥ 을 증명하면 되

고 다음의 부호를 판단하면 된다. 

″ ′     (A.3)

′과 ′′를 대입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 



따라서  ≥이면, 





≥ 이 되어 는 

에 대한 convenx 함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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