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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 경로 약한 산란 (poor scattering) 전 이중 (full-duplex) 시스템에서 혼성 스케줄링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시스

템은 다중 안테나를 갖는 하나의 전 이중 기지국과 수 많은 단일 안테나 반 이중 (half-duplex) 단말로 구성된다. 혼성 

스케줄링은 송신기에서의 부분적 채널 정보만을 활용한다. 특별히, 상향링크 및 하향링크에서 모두 기회적 송신 기

술을 사용하는 기존 스케줄링 방법과는 달리, 제안하는 기술은 하향링크에서의 랜덤 송신 빔형성 및 상향링크에서의 

간섭 제거 빔형성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주요 결과로써,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술이 기존 스케줄링 방법

보다 특정 신호 대 잡음비 영역 이상에서 훨씬 더 우수한 합 용량 성능을 가짐을 보인다.

ABSTRACT

We introduce a hybrid scheduling in a multi-path poor scattering full-duplex (FD) system, which consists of one 
multi-antenna FD base station and a large number of single-antenna half-duplex mobile stations. Our hybrid 
scheduling utilizes partial channel state information at the transmitter. In particular, unlike the conventional scheduling 
method using opportunistic transmission for both uplink and downlink, the proposed scheme combines a random 
transmit beamforming for downlink and a zero forcing beamforming for uplink. As our main result, via computer 
simulation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scheme has a superior sum-rate performance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scheduling method beyond a certain signal-to-noise ratio regime.

키워드 : 기회적 스케줄링, 밀리미터파, 약한 산란, 자기 간섭, 전 이중, 혼성 스케줄링

Key word : Opportunistic scheduling, millimeter wave (mmWave), poor scattering, self-interference, full-duplex (FD), 

hybrid sched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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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고속 통신에 대한 증가된 요구와 함께 전 이중 

(full-duplex) 기술이 스펙트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1]. 그러나, 전 이중 

시스템의 잠재적인 이점은 반 이중 (half-duplex) 시스

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단말 간 간섭 (inter-terminal 
interference) 제거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전 이중 시스템에서 단말 간 간섭 문제는 최근

에 자유도 (degrees of freedom) (또는 capacity pre-log 
factor) 측면에서 연구되었다[2, 3]. 특별히, 채널이 애

르고드적 (ergodic) 위상 페이딩으로 모델링되고 송

신단에서 전체 채널 상태 정보 (CSIT: channel state 
information at the transmitter)가 유용하면, 전 이중 시

스템의 자유도는 이상적으로 반 이중 시스템의 자유도 

두 배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2]. [3]에서의 저자는 3개 

노드를 가진 전 이중 시스템에서의 몇 가지 단말 간 간

섭 제거 기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실제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존재하는 기술

들의 계산 복잡도는 시스템 차원 (dimension)이 증가함

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노드 (단말) 간 협

력과 방대한 양의 CSI 피드백 비트가 요구된다. 
한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기회적 전송 기술이 

폭 넓게 연구되어 왔는데, 브로드캐스트 채널, 인지 라

디오 (cognitive ratio) 채널, 간섭 채널 등에서 소개가 되

어 왔다[4-8]. [4]에서는 훨씬 더 적은 CSI 피드백 양과 

함께 랜덤 빔형성을 사용하여 최적의 더티 페이퍼 코딩 

(dirty paper coding)과 동일한 합 용량 스케일링 법칙이 

취득 가능함을 보였다. 게다가, 기회적 통신을 사용하

여 -간섭 채널[5], 다중 셀 간섭 채널[6], 인지 네

트워크[7], 전 이중 시스템[8]에서 특정 사용자 스케일

링 법칙이 만족되면 사용자 당 단위 자유도를 점근적으

로 취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자유

도 취득을 위해 송신단에서 순간 채널 상태에 대한 정

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밀리미터파 (mmWave: millimeter wave) 통신은 최

근 방대한 양의 대역폭 사용 가능으로 인해 차세대 

무선 접속에 대한 유망한 기술로 생각되고 있다[9]. 
mmWave 주파수에서의 과다한 고 경로 손실과 차단 민

감성 때문에, mmWave 채널은 본질적으로 약한 산란 

(poor scattering) 특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9, 10]. 본 

논문에서는, 다중 경로 약한 산란 채널에서 동작하는 

전 이중 시스템에서의 혼성 스케줄링을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논문

의 주요 제안을 요약한다. Ⅲ장에서는 시스템 모델을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새로운 혼성 스케줄링을 제안한

다. Ⅴ장에서는 모의실험 결과를 보이고, Ⅵ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 및 마무리한다.

Ⅱ. 주요 제안 사항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전 이중 시스템은 하나의 

개 안테나 전 이중 기지국과 수  많은 단일 안테나 반 이

중 단말로 구성된다. 부분적 CSIT (partial CSIT) 가정 

하에서, 제안하는 스케줄링 방법은 하향링크에서의 랜

덤 송신 빔형성 (random transmit beamforming)과 상향

링크에서의 간섭 제거 (zero-forcing) 필터링을 결합하

여 사용한다. 이는 상향링크 및 하향링크에서 모두 기회

적 송신 기술을 사용하는 기존 스케줄링 방법[8]과 다르

다 하겠다. 주요 결과로써,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제

안한 기술이 기존 스케줄링 방법보다 특정 신호 대 잡음

비 (SNR: signal-to-noise ratio) 영역 이상에서 기존 스케

줄링 기법보다 더 높은 합 용량 성능을 나타냄을 보인다. 
주목할 점은 고려하는 기술은 각 단말이 대응하는 빔형

성 벡터 인덱스와 함께 단지 개의 실수 값을 피드백해

주면 된다는 점이고, 이는 전체 CSIT 하에서 동작하는 

기술보다 훨씬 적은 양의 오버해드라 할 수 있다.  

Ⅲ. 시스템 모델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의 상향링크 단말

과 개의 하향링크 단말을 동시에 지원하는 개 안

테나 (상향링크와 하향링크 각각에 대해 개의 안테

나) 전 이중 기지국을 가지는 셀룰라 시스템을 고려하

자. 반 이중 모드로 동작하는 각각 단일 안테나를 가진 

전체 개의 단말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만약 이 

보다 충분히 크다면 기회적 스케줄링을 통해 다중사용

자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지국은 자기 간

섭 (self-interference)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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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ull-duplex system when  (the number 
of antennas at the base station for uplink or downlink) 
and  (the number of mobile stations)

3.1. 신호 모델

상향링크 전송에 대해 기지국에서의 -차원 수신 

신호 벡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여기에서, 는  을 만족하는 번째 단말

의 송신 신호, 는 수신 SNR, 
∈×은 번째 상

향링크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채널, ∼는 

기지국에서의 원형 대칭 (circularly symmetric) 복소 부

가 백색 가우시언 잡음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벡터이다.1) 모든 랜덤 요소 , 
, 

는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하향링크 전송에 대해 번

째 단말에서의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여기에서, 는 ∥∥을 만족하는 기지

국의 송신 신호, 
∈×는 번째 하향링크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채널, 
∼은 번째 단말에서

의 AWGN, 는 번째 상향링크 단말과 번째 하향링

크 단말 사이의 채널이다. 유사하게, 모든 랜덤 요소 

, 
,  , 

는 통계적으로 독립이 된다. 채널 


, 

, 는 다음 절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3.2. 채널 모델

mmWave 통신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약한 산

란 환경을 가정함으로써 채널 모델링을 하도록 한다. 
각 산란체 (scatterer)가 하나의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 

단일 전파로 구성됨을 가정하는 개 산란체 기하학적 

채널 모델을 수용하도록 한다. 이 모델 하에서, 채널 벡

터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11, 12]. 

        
 


 




 
 


 ⋯ 


  







                                                 (3)

여기에서, ∼은 ∈⋯에 대해 

독립인 번째 산란체의 채널 이득, 번째 산란체의 위상 

배열을 나타내는 
  

 


 ⋯ 


  


에 대해   

  
 
⋯ 

   (이 때 
의 원소 각각은 단위 복소수

이며 에 대해 균일하게 분포된 랜덤 위상 
 

을 가짐),     ⋯ 

는 이득 요소 

(gain factor) 벡터를 나타낸다. 유사하게, 채널 벡터 


는 
 


 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위상 배열 행렬이고 는 이득 요소 벡터이다. 또한, 

번째 상향링크 단말과 번째 하향링크 단말 사이의 채

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

여기에서,       ⋯   

는 이

득 요소 벡터이고   
 


 ⋯ 


  


이다. 

1) 기호 는 복소수를 나타낸다. ⋅와 ⋅†는 각각 전치 및 켤레 전치를 나타낸다. 는 단위 행렬, ⋅는 평균, 는 평

균 벡터 ∈   과 공분산 행렬 ∈ ×을 가진 ×   복소 가우시언 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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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널 계수가 하나의 전송 블록 동안 상수로 유지

되고 블록마다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블록 페이딩 모델

을 가정한다. 전체 CSI가 수신단에서는 유용하지만 송

신단에서는 유용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Ⅳ. 제안하는 혼성 스케줄링

본 장에서는,  부분적 CSIT 가정 하에서 동작하는 새

로운 혼성 스케줄링을 설명한다.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의 여섯 단계를 따른다.

1. 상향링크 단말 집합   
⋯

이 상향링

크 전송을 위해 임의로 선택된다.
2. 간섭 제거 빔형성이 기지국에서 수행된다.

3. 기지국은 개의 직교 빔형성 벡터 ∈×  
( ⋯)을 모든 하향링크 단말에게 브로드캐스

팅한다. 여기에서, 은 등방성 (isotropic) 분포에 따라 

발생된다.
4. 번째 단말이 빔형성 벡터 에 의해 지원받는다고 

가정하자. 이 때, ∈⋯╲ 이고 ∈⋯
이다. 번째 빔형성 벡터와 관하여 번째 단말은 다음

의 메트릭 (metric)을 계산한다.

  
≠




†  







           (5)

여기에서, (5)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식은 각각 하향링크 

간섭 및 상향링크 간섭을 나타낸다.
5. 각 단말은 기지국에게 (5)에서 구한 개의 실수 값

과 대응하는 빔형성 인덱스를 피드백한다.
6. 최종적으로, 기지국은 개의 선택된 하향링크 단말 

집합   
⋯

을 선택한다. 이 때, 
 

( ⋯)는 ⋯╲⋯에 

해당하는 개의 값들 중 최소값을 피드백한 단말

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그리고, 선택된 단말에게 데이

터 패킷 전송을 시작한다.

주목할 점은 하향링크 단말은 상향링크 파일럿 신호

를 통해 상향링크 단말에서 하향링크 단말 (uplink- 
to-downlink)로 전달되는 간섭량을 추정할 수 있고, 기
지국은 상향링크 훈련 신호열을 통해 추정될 수 있는 

단지 개의 단말에 대한 상향링크 CSI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기지국에서 복호를 위해 랜덤 수신 빔형성를 

적용하는 [8]에서의 기법과는 달리, 제안하는 기술은 비

교적 간단한 간섭 널링 필터링을 사용한다. 제안 기술

이 실제적인 SNR 영역에서 [8]보다 더 우수한 합 용량 

성능을 가짐을 다음 장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보인다.

Fig. 2 The sum-rate of the full-duplex system according 
to the received SNR when , , and 
. The proposed method i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one in [8].

Ⅴ. 모의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한 혼성 스케줄링 기술의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그림 2
에서는 전 이중 시스템의 합 용량을 수신 SNR에 따라 

도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랜덤 요소인 채널 
, 

,   및 잡음 

, 
에 대해 평균 합 용량을 취득하기 위해 충분히 

많은 반복을 취하였다.   , , 
을 가정하였다. 비교를 위해 [8]에서의 스케줄링 기술을 

사용한 전 이중 시스템의 합 용량도 보였다. 그림 2로부

터 제안한 기술이 특정 SNR 교차점 (대략 10~15dB 근
처에서 생성) 이상 영역에서 [8]에서의 기술보다 우수

한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8]
에서의 기술 사용 시 SNR이 증가함에 따라 합 용량이 

미세하게 증가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제
안한 혼성 스케줄링 기술을 사용하면 SNR이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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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합 용량을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안한 기술이 수신단에서 

간섭 제거 빔형성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상향링크 

통신에서는 간섭을 모두 제거할 수 있고 최대의 상향링

크 전송 자유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mWave 기반 전 이중 시스템에서 

전체 CSIT를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혼성 스케줄링 기

술을 소개하였다. 먼저, mmWave 채널을 간략히 모델

링하기 위해 약한 산란 환경을 모델링하였고, 부분적 

CSIT 하에서 동작하는 하향링크에서의 랜덤 송신 빔형

성과 상향링크에서의 간섭 제거 필터링을 결합한 혼성 

스케줄링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스케줄링 기술이 실제

적인 SNR 영역에서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한 합 용량 성

능을 보임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SNR 10~15dB 근처에서 두 기술 간 성능 

역전이 발생하며 SNR 20dB에서는 제안한 스케줄링 기

술의 합 용량의 기존 기술의 합 용량보다 최소 2배 이상 

우수하며 이 격차는 SNR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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