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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consider a downlink non-orthogonal 
multiple access system with a base station and N mobile 
stations, where we assume that instantaneous channel state 
information (CSI) is available at the base station. A power 
allocation scheme is proposed to achieve perfect fairness, 
which means equal data rates for all mobile stations. 
However, the power allocation scheme using full CSI 
requires high complexity. Hence, a simple power allocation 
scheme with low complexity is proposed by using high 
signal-to-noise power ratio (SNR) approximation. The simple 
power allocation scheme can achieve perfect fairness only 
for high SNR. However, it needs only the best CSI and 
the simple procedure to obtain power allocation coefficients. 
From simulation results, we show that the simple power 
allocation scheme provides remarkable fairness performance 
at high SNR.

Keywords : Data rate fairness, Non-orthogonal multiple 

access, Power allocation scheme, Sum rate

Ⅰ. 서  론
 

비직교 다중 접속 기술은 전력 차원에서 데이터 신호

의 다중화를 허용함으로써 다수의 수신기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1]-[7]. 비직교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수신기에 대한 데이터 

신호를 중첩하기 위하여 각 수신기별 상이한 전력 계수

를 할당한다. 시스템의 목표 성능 지표에 따라 다양한 

전력 할당 기법이 제안되었다. 다수의 수신기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전송률의 총 합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력 할

당 기법[1],[4]-[7]과 각 수신기의 데이터 전송률의 공정

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력 할당 기법[2],[3]이 대표적

인 예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향링크 비직교 다중 접속 시스템에

서 수신기의 데이터 전송률의 공정성 향상에 초점을 두

어 복잡도가 낮은 전력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2]에서

는 순시 채널 상태 정보 없이 평균 데이터 전송률의 공

정성을 최대화하는 전력 할당 기법을 제안한 반면에 본 

논문에서는 순시 채널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순시 데이

터 전송률의 공정성을 최대화하는 전력 할당 기법을 제

안한다. 특히, 수신기 개수를 2로 한정한 [2]와 달리 본 

논문은 수신기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수신기 수에 따

른 평균 데이터 전송률 성능을 평가한다.

Ⅱ.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기지국과 N개의 단말기를 갖

는 하향링크 비직교 다중 접속 시스템을 고려한다. 여기

서, 기지국과 모든 단말기는 하나의 송수신 안테나를 이

용한다. 비직교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시간슬

롯마다 파일럿 신호를 모든 단말기로 전송하고, 단말기

는 수신한 파일럿 신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하향링크 채

널 상태를 추정한다. 그 다음, 각 단말기는 자신의 하향

링크 채널 상태 정보를 기지국으로 보고한다. 기지국은 

단말기로부터 보고된 하향링크 채널 상태 정보를 이용

하여 각 단말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신호의 전력 할당 계

수를 결정하고, 각 단말기별로 결정된 전력 할당 계수가 

적용된 데이터 신호를 합하여 시간슬롯마다 전체 단말

기로 전송한다. 여기서, 단말기에서의 채널 추정 오차는 

없다고 가정하고, 채널 상태 추정 시점과 실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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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전송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지연에 따른 채널 변

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비직교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n번째 단말

기 사이의 하향링크 채널은 으로 표기하고, 이 채널 

은 평균 0과 분산 인 복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고 가정한다. 따라서, 의 전력인 
의 평균은 이

다. 기지국의 총 송신전력과 각 단말기의 잡음 전력은 

각각  와 으로 표기한다. 여기서, 잡음 전력은 모든 

단말기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송신 신호대 잡음 전

력비를 
라고 하자.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비직교 다중 접속 전송을 위한 

단말기별 전력 할당을 위하여 
  

    
 

을 가정한다. 하향링크 비직교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기

지국은 각 단말기의 데이터 신호에 상이한 전력 할당 계

수를 적용한 후 합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n번째 단말기

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

 
  



 ,  . (1)

여기서, 는 n번째 단말기의 수신 신호이고, 는 i

번째 단말기의 데이터 신호를 의미라고, 의 평균 전력

은 1이다. 또한, 는 i번째 단말기의 데이터 신호에 할

당된 전력 계수이고,     , 
  



 ≤의 조건을 

따른다. 은 분산 인 복소 가우시안 잡음을 의미한

다. 각 단말기에서 식 (1)과 같이 중첩된 수신 신호에서 

연속적인 간섭 제거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호를 획

득하기 위하여       와 같은 전력 할당 계

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조건에서 각 단말기는 

자신의 전력 할당 계수보다 높은 전력 할당 계수를 갖는 

단말기의 데이터 신호를 간섭 제거 기법을 이용하여 제

거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섭 제거 후의 첫번째 단말기에 

대한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다.

  . (2)

그리고, 그 외 n번째 단말기에 대한 수신 신호는 다음

과 같다.

 
  



 ,  . (3)

식 (2)과 식(3)으로부터 첫 번째 단말기와 그 외 n번째 

단말기의 수신 신호대 잡음 전력비를 다음과 같이 각각 

구할 수 있다.

  
. (4)

 



  






 ,   . (5)

여기서, 는 n번째 단말기의 수신 신호대 잡음 전력

비를 의미한다. 

Ⅲ. 데이터 전송률 공정성을 위한 전력 할당 
기법

식 (4)와 식 (5)로부터 n번째 단말기의 데이터 전송률

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log ,  . (6)

본 논문에서는 모든 단말기의 데이터 전송률의 공정

성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단말기에서 동일한 

데이터 전송률을 얻기 위한 전력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기지국은 모든 단말기로부터 전달받은 채널 상태 정

보를 이용하여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전력 할당 계

수( ,   )를 구할 수 있다. 

     . (7)


  



  . (8)

식 (7)과 식 (8)은 총 N개의 방정식으로 N개의 미지수 

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N개의 방정식이 단순 방정식

의 형태가 아니므로 닫힌 형태로 를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완전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N개의 전력 할

당 계수를 찾는다. 이처럼 전력 할당 기법은 완벽한 공

정성을 얻을 수 있지만, 높은 복잡성을 유발한다. 그러

므로, 본 논문에서 단순한 전력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비직교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모든 단말기

에 대한 채널 상태를 알고 있다면, 높은 신호대 잡음 전

력비(즉, →∞)에서 총 데이터 전송률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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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다[3].


 



  log
  . (9)

따라서, 식 (9)로부터 N개의 단말기가 동일한 데이터 

전송률을 얻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log


 . (10)

높은 신호대 잡음 전력비인 경우, 식 (6)은 다음과 같

이 단순하게 표현된다.

≈log
 . (11)

≈log








  





 




,   . (12)

식 (10)과 식 (11)을 이용하여, 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log
 

log


⇒   





 . (13)

식 (10), 식 (12), 식 (13)을 이용하여, 를 다음과 같

이 구한다.

log
 

log


⇒ 


 

 



. (14)

식 (14)와 같이   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log








  





 






log


⇒   
  






 . (15)

여기서, 을 구한 후 
  



이 1을 초과하면 

      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이처럼 데이터 전송

률의 공정성을 얻기 위한 전력 할당 계수를 식 (13)-(15)
로부터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다만, 식 (13)-(15)의 단

순한 전력 할당 기법은 높은 신호대 잡음 전력비에서만 

공성성 향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은신호대 잡음 전

력비에서는 식 (7)과 식 (8)에 완전 탐색 알고리즘을 이

용한 복잡한 전력 할당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단순한 전력 할당 기법은 높은 신호대 잡음 

전력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식 (13)-(15)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이 
의 채널 상태 정보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채널 상태 정보의 피드백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1은 N=2, 4이고, 모든 n에 대해 =1일 때,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해 식 (7)과 식 (8)에 완전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력 할당 기법(Perfect fairness 
scheme)과 식 (13)-(15)의 단순한 전력 할당 기법

(Proposed scheme)에 대한 평균 데이터 전송률 결과를 

보여준다. 신호대 잡음 전력비의 전체 구간에서 Perfect 
fairness scheme에 대한 각 단말기의 평균 데이터 전송

Fig. 1 Average rates of perfect fairness scheme and 
proposed scheme when   for al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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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모두 동일함을 보여주지만, Proposed scheme의 경

우에는 신호대 잡음 전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단말기의 

평균 데이터 전송률이 유사해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N=4일 때 와 의 평균 결과는 와 의 평균 결

과 사이에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높은 신호대 잡음 전력

비 구간에서 복잡도가 낮은 Proposed scheme이 공정성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채널 상태 정보를 이용하는 하향링크 

비직교 다중 접속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률의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복잡도가 낮은 전력 할당 기법을 제안하

였다. 제안하는 전력 할당 기법은 복잡도가 낮은 대신 

높은 신호대 잡음 전력비 구간에서만 데이터 전송률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제안하는 단순한 전력

할당 기법은 일부의 채널 상태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

에 채널 상태 정보의 피드백 오버헤드를 현저히 감소시

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은 상향

링크 대역폭이 제한된 마이크로 셀 환경에서 전송률 공

정성 보장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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