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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DM 시스템의 마지막 심볼을 위한 효율적인 변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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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전송방식은 4G LTE (Long Term Evoluation)와 Wi-Fi와 같

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변조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OFDM 심벌은 

여러 개의 협대역 부반송파들로 이루어져 있어, OFDM 방식은 블록 단위 전송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마지막 

OFDM 심벌까지 모두 채워서 프레임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량에 따라서 마지막 OFDM 심
볼이 정보 비트들보다 OFDM 심볼을 채우기 위한 패딩 비트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양이 적은 경우에 심각한 스루풋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의 성질을 이용한 효율적 패딩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식에서는 마지막 OFDM 심볼에서 사

용되는 데이터 부반송파의 개수에 따라서 OFDM 심볼의 길이를 조절한다. 그리고, 제안된 방식에 따른 성능 향상이 

전송 방식 및 데이터 길이에 따라서 20%까지 될 수 있음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ABSTRACT 

OFDM modulation has been used for a transmission scheme in 4G LTE (Long Term Evolution) and Wi-Fi systems to 
mitigate the effects of frequency selective fading channels. An OFDM modulation is a block transmission scheme because 
an OFDM symbol consists of multiple subcarriers with narrow bandwidth. Therefore, all OFDM symbols in a frame 
should be filled out with data and padding bits. Depending on the amount of data, more padding bits than information 
bits can occupy the last OFDM symbol. Such inefficiency causes the loss of throughput. To overcome this problem, an 
efficiency padding method is proposed by using the property of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In the proposed 
method, symbol duration of the last symbol is changed depending on the number used data subcarriers in the last symbol. 
With numerical evaluation, it is examined that throughput enhancement achieved by the proposed method can be about 
20% depending a transmission scheme and data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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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파수 선택적 패이딩 채널 환경에서 광대역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한 변조 기법으로 직교 주파수 분할 다

중화(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이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OFDM 
변조는 광대역의 신호 대역폭을 다수의 협대역 부반송

파로 나누어 다수의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병렬 전송 

기법이다 [1]. 이와 같은 과정은 역 프리에 변환(IDFT: 
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통하여 구현된다. 이때, 
N-point IDFT를 사용한다면, N개의 변조 심볼들이 각

각 N개의 부반송파로 전송되는데, N개의 변조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IDFT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시간영역 

OFDM 심볼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OFDM 심
볼을 구성하기 위해서 N개의 부반송파 신호가 있어야 

한다. 즉, N개의 변조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블록 전

송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IEEE 802.11과 같은 

Wi-Fi 표준에서는 마지막 심볼을 정보 비트로 채우고 

모자라는 것은 더미 비트(dummy bits) 또는 패딩 비트

(padding bits)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와 같은 센

서 네트워크가 보편화되면서, 센서에서 센싱한 작은 양

의 정보를 전송하는 네트워크가 많아지고 있고, 이들을 

위한 전송기법으로 OFDM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2, 
3].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OFDM 심볼에서의 비효율성

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OFDM 방식의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 OFDM 변조에서 마지막 심볼의 변조 방식

을 변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마지막 심볼을 제외한 

나머지 OFDM 심볼들과 같은 OFDM 변조 파라미터들

을 사용하여 수신기의 구조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구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I)DFT의 성

질을 이용하고자 한다. 즉, IDFT의 입력을 2k의 배수인 

인덱스에서만 인가하고 (여기서, k=1, 2, ⋯), 나머지 인

덱스는 0을 입력할 경우, IDFT 출력은 2k번 반복되는 

파형을 갖는다. 따라서, 송신단에서는 반복되는 파형 

중에서 하나만 전송함으로써 심볼의 전송 시간을 줄여 

스루풋 저하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고효율 무선랜의 표준화가 진행

되고 있는 IEEE 802.11ax [4]를 기반으로 제안 방식의 

성능 이득을 계산하고, 제안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논

하고자 한다. 

Ⅱ. 기존 OFDM 심볼 패딩 방식

IEEE 802.11ax에서는 기존 IEEE 802.11a/n/ac [5-7]
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OFDMA: Orthog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법을 사용하고, 주파수의 활용 효율을 높이

기 위해서 부반송파 간격을 기존 312.5 kHz에서 1/4 작
은 78.125 kHz으로 축소 시켰다. 즉, 20MHz의 최소 대

역폭 단위를 64개의 4배인 256개의 부반송파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40, 80, 160 MHz의 전송 대역폭도 지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80MHz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경

우에는 1024개의 부반송파가 존재하고, 이중에서 980
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보호 대

역 및 파일럿을 위해서 사용된다. 하지만, 총 전송 데이

터 비트 수가 NDBPS (Number of Data Bits Per Symbol)
의 배수가 아닐 경우, 마지막 심볼을 채우기 위해서 패

딩 비트들을 추가하게 된다. 우선, 데이터 비트를 전송

하기 위한 데이터 OFDM 심볼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스크램블링 시드를 포함한 16bit의 서비스 필드가 있고, 
길쌈 부호를 위한 Tail 6bit를 포함한 LENGTH byte의 

payload 정보에 패딩 비트를 추가하여 NSYM개의 OFDM 
심볼이 채워지도록 한다. 따라서 패딩 비트의 수는 다

음과 같이 결정된다. 

 ⌈  ⌉ (1)

           (2)

       (3)

여기서, NDATA는 해당 프레임에 있는 OFDM 심볼들

을 모두 채울 수 있는 데이터 비트의 수를 나타낸다. 
NPAD는 패딩 비트 수를 나타내며, 이는 NDATA에서 실제 

데이터 및 추가 비트를 뺀 수이다. 그래서, LENGTH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마지막 OFDM 심볼이 하나의 

데이터 비트와 (NDBPS–1)개의 패딩 비트로 구성되는 

상황까지 생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스루풋 손실은 

LENGTH가 작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리

고, 시공간 블록 부호(STBC: Space Time Block Code)
를 이용하여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마

지막 두 OFDM 심볼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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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ta OFDM symbol structure in IEEE 802.11.

Fig. 2 Frame structure of IEEE 802.11ax.

그림. 2와 같은 IEEE 802.11ax의 프레임 구조를 바탕

으로 80MHz의 대역폭을 가정할 때, LENGTH에 따른 

데이터 비트 대비 패딩 비트의 비율 변화를 그림 3과 그

림4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8, 9]. 예를 들어, 
1000bytes의 데이터를 80MHz 대역폭에서 전송한다고 

할 경우, 그림 3에서 보듯이, MCS8 (Modulation Coding 
Scheme 8: 256-QAM 변조, 3/4 부효율)에 STBC가 적

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47%인 약 470byte의 

패딩 비트가 필요하다. MCS0 (BPSK 변조, 1/2 부호율)
와 STBC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총 데이터 양에 비하여 

10%인 약 100byte의 패딩 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3 Radio between padding bits and total payload 
bits with respect to LENGTH when IEEE 802.11ax with 
80MHz bandwidth, MCS8 without STBC (256-QAM, 3/4 
code rate) is adopted.

Fig. 4 Radio between padding bits and total payload 
bits with respect to LENGTH when IEEE 802.11ax with 
80MHz bandwidth, MCS0 with STBC (BPSK, 1/2 code 
rate) is adopted.

Ⅲ. 제안하는 OFDM 심볼 패딩 및 변조

IEEE 802.11ax에서는 주파수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

해서 OFDM 심벌의 길이는 4배 증가시키는 것을 채택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생기는 단점 중에 하나인 

패딩에 의한 오버해드 증가를 II장에서 확인하였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OFDM 변조에 사용

되는 (I)DFT의 성질을 이용하고자 한다. 

3.1. 제안 방식에 활용된 (I)DFT의 성질

OFDM 변조를 위해서, N-point IDFT를 이용할 경우, 
N개의 부반송파 입력을 받아서 N개 샘플의 시간영역 

출력을 생성한다. 이 때, 모든 부반송파를 사용하지 않

고, 짝수 인덱스를 갖는 부반송파를 사용할 경우, IDFT 
출력이 두 번 반복되는 파형을 갖는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k, k=1, 2, ⋯인덱스에만 부반송파 입력을 

넣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OFDM 
심볼의 시간영역 파형은 2번 반복되는 구조를 갖는다. 
같은 원리로 ±4k, k=1, 2, ⋯인덱스만 사용하는 경우는 

4번 반복되는 파형이 출력되고, ±8k, k=1, 2, ⋯인덱스

만 사용하는 경우는 8번 반복되는 파형이 출력된다. 
이를 OFDM 변조에 이용할 경우, 사용되는 부반송파

의 개수에 따라서 2의 배수, 4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의 

인덱스에만 부반송파를 할당하여 OFDM 심볼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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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을 갖게 하고, 이중에서 첫 부분만 전송함으로써 

과도한 패딩에 의한 스루풋 저하는 방지하고자 한다.

Fig. 5 IDFT property used in the proposed OFDM 
padding scheme.

3.2. 제안 하는 OFDM 심볼 패딩 방식

앞 장에서 설명한 DFT의 성질을 이용할 경우, 
OFDM 변조 파라미터들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마지막 

OFDM 심볼의 길이를 조정하여 과도한 패딩 비트에 의

한 스루풋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마

지막 OFDM 심볼에서 실제 데이터 비트들이 할당된 부

반송파의 개수에 따라 OFDM 부반송파 할당을 다르게 

한다. 마지막 심볼에서 할당되는 데이터 비트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

그리고, 마지막 OFDM 심볼에 사용되는 부반송파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NDBPSC는 부반송파 당 할당되는 데이터 비트

이 개수를 나타내며, MCS에 따라서 결정된다.
NSC,LAST가 전체 데이터 부반송파 중에서 1/2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반송파를 채울 수 있도록 더미 

비트들을 패딩한 후에 OFDM 변조를 한다. 즉, 프레임

에서 마지막 두 OFDM 심볼의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하지만, 만약 NSC,LAST가 전체 데이터 부반송파 중에

서 1/2이 안되는 경우에는 ±2k, k=1, 2, ⋯인덱스의 부

반송파에만 데이터 심볼을 할당한다. 이렇게 할 경우, 
IEEE 802.11ax기반의 프레임 구조는 그림 7과 같이 된

다. 즉, 기존 패딩 방식에서는 NBIT,LAST의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12.8μs의 시간을 소비했다면, 제안된 방식에는 

2번 반복되는 파형에서 그 절반인 6.4μs만 전송하여 스

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접근 방식으로, NSC,LAST ≤1/4인 경우는 인덱스

가 4의 배수인 반송파만 사용하여 4번 반복되는 OFDM 
심볼을 구성하고, 이중에 첫 구간만 전송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이와 같은 프레임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Fig. 6 Last two OFDM symbols when NSC,LAST > 1/2.

Fig. 7 Last two OFDM symbols when NSC,LAST ≤ 1/2.

Fig. 8 Last two OFDM symbols when NSC,LAST ≤ 1/4.
 
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음 패딩 방식을 제안하였

다. 아래에서는 234개의 부반송파를 갖는 20MHz 대역

폭을 기준으로 설명하였고, 40, 80, 160MHz의 경우에

도 확장할 수 있다. 
- CASE 1: NSC,LAST≤ 24 (총 데이터 부반송파의 약 1/8)
•NPAD = NDBPSC*24 –NBIT,LAST (24개의 데이터 부반

송파를 채울 만큼 더미 비트를 패딩한다.)
•위 24개의 데이터 부반송파를 ±8k, k= 1, 2,…인덱

스의 부반송파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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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리버의 크기 = 24 
- CASE 2: 24 < NSC,LAST ≤ 48 (총 데이터 부반송파의 약 

1/4)
•NPAD = NDBPSC*48 –NBIT,LAST (48개의 데이터 부반

송파를 채울 만큼 더미 비트를 패딩한다.)
•위 48개의 데이터 부반송파를 ±4k, k= 1, 2,…인덱

스의 부반송파에 할당한다.
•인터리버의 크기 = 48

- CASE 3: 48 <NSC,LAST ≤ 102 (총 데이터 부반송파의 

약 1/2)
•NPAD = NDBPSC*102–NBIT,LAST (102개의 데이터 부반

송파를 채울 만큼 더미 비트를 패딩한다.)
•위 102개의 데이터 부반송파를 ±2k, k= 1, 2,…인덱

스의 부반송파에 할당한다.
•인터리버의 크기 = 102

- CASE 4: 102< NSC,LAST ≤ 234 (모든 데이터 부반송파)
•NPAD = NDBPSC*234–NBIT,LAST (234개의 데이터 부반

송파를 채울 만큼 더미 비트를 패딩한다.)
•위 234개의 데이터 부반송파를 ±k, k= 1, 2,…인덱

스의 부반송파에 할당한다.
•인터리버의 크기 = 234

위 제안 방식에서는 정확히 1/2, 1/4, 1/8개의 데이터 

부반송파에서 CASE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보다 작은 

102, 48, 24개의 데이터 부반송파에서 경계를 구분하였

다. 그 이유는 이 부반송파 단위, 즉 24, 48, 102는 IEEE 
802.11ax의 OFDMA 방식에서 부대역(subband)으로 이

미 정의하고 있는 부반송파 개수로, 이를 이용할 경우, 
인터리버 및 다양한 송순신 블록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STBC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2개의 OFDM 심

볼이 하나의 단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마지막 두 심볼에

서 위 패딩 기법들이 적용된다. 따라서, 마지막 두 

OFDM 심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부반송파의 개수가 

총 데이터 부반송파의 1/4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림 9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수신단에서 프레임의 LENGTH 정보가 포함되어 있

는 SIGNAL 필드를 복호한 후에 대역폭 정보, MCS 정
보를 바탕으로 NSC,LAST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

막 심볼의 길이와 반복 횟수를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

로 수신한 마지막 OFDM 심볼 부분을 반복시켜 12.8μs

의 OFDM 심볼을 구성한 후에 OFDM 복조를 수행할 

수 있다. 제안 방식에서는 전송 신호의 변경 없이 마지

막 심볼의 부반송파 할당만을 달리한다. 따라서 비트 

오류 확률과 같은 물리계층 성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반송파 할당 과정에서 데이터 길이에 따라서 

부반송파를 할당하는 제어 로직과 수신단에서 마지막 

심볼을 반복시키는 기능만 추가하여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도 증가도 거의 무시할 수준이라 할 수 있

다.

Fig. 9 Last four OFDM symbols when NSC,LAST ≤ 1/4 
and STBC is adopted.

Ⅳ. 제안 방식의 성능 평가

제안하는 방식에 따른 성능 평가를 위해서 기존과 같

이 마지막 심볼의 길이를 12.8μs로 고정한 경우와 제안

한 방식과 같이 데이터양에 따라서 마지막 심볼의 길이

를 1/2, 1/4, 1/8로 조정하는 경우의 스루풋을 비교하여, 
제안 방식은 스루풋 이득 비율을 측정하였다. 우선, 
20MHz 대역폭을 가정하였고, MCS0 (BPSK, 1/2 부호

율) 또는 MCS8 (256-QAM, 3/4 부호율)를 예시로 사용

하였다. 그리고 다중 안테나 방식도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기 위한 STBC를 사용한 경우와 공간 다중화를 위해

서 시간 공간 데이터 스트림을 2개로 한 경우에 대한 성

능을 측정하였다.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양에 따라서 최대 20% 이상의 스루풋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에서는 20MHz 대역폭, 
MCS8일 때의 기존 방식, 제안 방식의 스루풋과 제안 

방식의 스루풋 이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은 MCS0
에 STBC가 적용된 경우를, 그림 12는 MCS0에서 두 개

의 시간 공간 데이터 스트림이 전송될 경우의 스루풋을 

나타낸다. 그림들에서는 기존과 같이 마지막 OFDM 심
볼의 길이가 12.8us인 경우와 데이터 payload에 따라서 

마지막 심볼의 길이는 조절하는 제안방식의 스루풋을 

각각 보이고, 두 방식의 스루풋 차이를 기존 방식의 스

루풋을 나눈 값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제안 방식의 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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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 이득을 검정색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득은 데이터 양, 즉 LENGTH에 

따라서 패딩 비트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변화가 

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데이터

양이 적을수록 이득이 커지고, 많을수록 이득이 낮아진

다. 그 이유는 마지막 OFDM 심볼의 패딩 영향이 

OFDM 심볼의 수가 늘어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
리고, STBC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두 심볼에 패

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루풋 이득이 더 커지게 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FDM 패킷에서의 마지막 심볼 구성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2, 4 또는 8의 배수에 해당하

는 부반송파만 사용할 경우, OFDM 심볼의 파형에서 2, 
4, 또는 8회 반복이 생긴다는 IDFT 성질을 이용하여 효

율적인 패딩 기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OFDM 심벌에

서 사용되는 데이터 부반송파의 개수에 따라서 사용하

는 부반송파를 결정하여, 마지막 OFDM 심볼이 반복되

게 하고, 이중에서 하나의 반복 구간만 전송하는 방식

을 사용하여 OFDM 패딩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였다. 그
리고 IEEE 802.11ax의 프레임 구조를 바탕으로 스루풋 

향상 정도를 측정하여 제안 방식의 우수성을 보였다. 
전송방식 및 전송하고자 데이터 길이에 따라서 20% 이
상의 스루풋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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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roughput gain of the proposed method over 
the conventional approach when 20MHz bandwidth, 
MCS8 (256-QAM, 3/4 code rate), single space time 
data stream, and no STBC are used.

Fig. 11 Throughput gain of the proposed method over 
the conventional approach when 20MHz bandwidth, 
MCS0 (BPSK, 1/2 code rate), single space time data 
stream, and STBC are used.

Fig. 12 Throughput gain of the proposed method over 
the conventional approach when 20MHz bandwidth, 
MCS8 (256-QAM, 3/4 code rate), two space time data 
streams, and no STBC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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