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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GN Optical Fiber에서 M-ary PPM UWB 시스템의 

채널용량 분석

Abstract

 In this paper, based on an extended model 

containing correlator and soft decision decoding, the 

capacity is evaluated in the single-user case when 

the inputs are equiprobable. With this method, we 

adjusted optical communication over AWGN. It is 

found that only when bit- signal-to-noise ratio 

(bit-SNR) is high enough, larger M leads to higher 

capacity; and for a specific M, the optimal values of 

PPM time offset parameter Td, which maximize the 

capacity, are independent of bit-SNR. In this paper, 

the capacity of UWB system in optical fiber over 

AWGN is proven to improve 1.73 times larger than 

AWGN channel Capacity.

 

I. 서론 

  UWB는 몇 GHz에 해당하는 넓은 대역폭에 에너지를 

확산시켜 정보를 전송하는 극단적으로 좁은(짧은) 펄스

를 이용한다. 샤논 이론[1]의 계산식을 이용하면, 용량

은 C = W log2(1+SNR) bits/s로 쓸 수 있다. 여기서 W

은 대역폭이다. 위 공식을 사용함으로 서 UWB 시스템의  

큰 채널용량을 증명할 수 있다. M-ary Pulse Position 변

조(M -PPM)와 Time Hopping(TH)은 오늘날 UWB시스

템에 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이산적인 입력을 가진 시스템

은 연속적인 입력과 출력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위의 채

널용량공식으로는 적합하게 계산할 수 없다. 정보이론을 

이용하여 고려해보면 PPM UWB 시스템의 채널용량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 

 PPM은 적외선 통신과 Optical 통신에 오래전부터 사

용되어져 왔고, PPM 시스템의 채널용량은 AWGN채널

에서 고정된 파워의 이산 입력과 고정되지 않은 파워

의 연속 출력을 이용한 소위 말하는 “순수한 PPM"으

로 잘 알려져 있다[2].고정된 전력의 AWGN 채널을 이

용한 순수한 PPM model을 사용한 이전의 채널용량 결

과는 UWB시스템의 채널용량을 과장 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AWGN Optical Fiber에서 M-ary PPM

의 채널용량 계산방법을 소개한다.  일정한 확률의 입력

일때 이루어진 채널용량을 UC(unshaped capacity)라고 

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 사용자의 경우를  조사하

겠다. 마지막으로 , 수학적인 결과는  주어진 이론으로 

보강 하겠다.

II. UWB 시스템

2.1 UWB 채널 모델

  M-ary TH-PPM UWB시스템의 기본모델을 채널용량

분석을 위하여 그림 1의(a)에 보이는 간략화된 직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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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S,Z와 Y는 A1s
(1)(t), r(t)와 

ym에 각각 상응한다. 그리고 채널 1은 AWGN이고 n(t)

에 상응한다. 순수한 PPM의 채널용량은 [3]에서 공부

하였다. 실제의 채널용량은 S부터 Z까지이다.

 Y는 전적으로 Z에 의하여 결정되며, Z는 오직 S에 

의존한다. 그림1(a)의 직렬모델은 Markov 체인형태이

다. 우리는 데이터 프로세싱 부등식으로 알려진 상호

정보를 위하여 주어진 관계을 따를 것이다. 

( ; ) ( ; ) ( ; | ) ( ; )I S Z I S Y I S Z Y I S Y= + ≥   (1)      

                                      

 

S와 Z는 통계적으로 Y의 상태에 독립적이다[4],[5] 

명백하게 S와 Z는 Z=S+N에 관련되어 있다.여기서 N

은 가우시안 프로세스이다. 그리고 비록 상관기 명령

이 결정자이더라도 Z으로부터 Y로의 변형은 있을 수 

없다. 또한 S와 Z는 주어진 Y에 상호 의존적이고, 

( ; ) ( ; )I S Z I S Y> 이다.

  채널용량과 평균 상호 정보사이의 관계에 따르면, 

우리는 순수한 PPM모델을 기본으로 한 채널용량이 

UWB 시스템의 실제 채널용량보다 크다고 결정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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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채널용량 분석을 위한UWB 채널 original (a)와 동

등한 (b)모델

2.2 UWB 시스템의 UC(unshaped capacity)

  단일 사용자일 경우, , 0
uN mn = 과 m mV n=

이다. 템플릿 신호 X1,m이 결정자이면 nm은 평균을 0

이고 분산은 
2 2 2

1(0)s sN Nρ σ σ σ=  인 가우시안 

랜덤 변수이다[7]. 모든 m에 대하여 명백하며, Vm은 

같은 분포를 갖는다. 우리는 두 개의 독립적인 변수의 

결정함수를 알고 있다[8]. n(t)와 s(1)(t)사이의 독립가

설을 따르면 Vm과 Um은 독립이다. 그러므로 UWB시스

템을 사용하는 단일 사용자의 UC는 

2
1 1m a x ( ) 1 / 2 l n ( 2 )mm

C H Y eπ σ= −  (2)

이다.

( ) ( ) ln ( )m m m mH Y p y p y dy
∞

−∞
= − ∫  (3)

을변형시키면,

2
,

2
1 11

( )1( ) e x p
2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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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

y u
p y

M σπ σ =

⎡ ⎤−
= −⎢ ⎥

⎣ ⎦
∑

(4)

이 되고 1/m mx y σ= 로 놓는다면,

1 1

2
,

1 11

( ) ( )

1 1          = ex p
22

mm y m

M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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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 x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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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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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1C 은 

{ }
[ ]{ }

1 max ln 2 ( ) ln ( )

    =max ln 2 ln ( )
m

m m mm

x mm

C e p x p x dx

e E p x

π

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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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으로 다시 쓸수 있다.

 [ ]l n ( )
mx mE p x 은 ln ( )mp x 의 기대치로 표현된다.

, 1

1 1

( ( ) ) ( ( ) )m l s d
b d

s

u A N i m T S N R i m T
N

ρ ρ
σ σ

−
= = −

(7)

1C 은 식(7)의 비율에 의존한다.

III. Optical 통신 시스템

(2 1 / )(1 ).eff effF k G G k= + − −
  (8)

실리콘 APD는 800나노미터의 파장에서 80퍼센트에 

가까운 획기적인 효율을 가지고 있고, keff의 값은 

0.006만큼 낮다[19].

 Q-ary PPM 신호에서, L 이진 소스비트는 매 T초의 

타임 슬롯에 Q=2L의 하나 광 펄스로 전송된다. 출력 

파형은 정수평균 파워를 가지고 있고, 피크 파워는 Q

배 크다. 반도체 레이져 다이오드는 피크와 제한된 평

균파워를 가지고 있다. PPM신호 생성은 높은 피크파

워를 짧은 기간의 펄스를 쓴다. 이것은 쉽게 백그라운

드에서 분리되고 Q만큼 열잡음이 증가한다. 피크 파워

는 보통 8또는 그보다 작은 Q로 제한되어있는 반도체 

레이져로 제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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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Optical fiber에서의 AWGN채널

Optical 통신 시스템에서 APD 검출기를 사용한다. 흡

수된 광자의 숫자 n은 전체 Optical 파워와 관련이 있

는 평균 n  가지고 있는 Poisson 랜덤변수로 나타낼

수 있고, 흡수되는 시간은 Ts, 0
( / ) ( )sT

n h v P t d tη= ∫

로 나타낼수 있으며, η 은 검출기의 획기적인 효율이

고 hv는 광자 에너지이다.

 우리는 식(5)에 쓰여진 분산과 평균으로 1C 를 나타

낼수 있다.

2

,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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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x x

M nG F nG Fπ =

⎡ ⎤⎛ ⎞
⎢ ⎥− −⎜ ⎟⎜ ⎟⎢ ⎥⎝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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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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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그림 5. 클라이언트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모습

Ⅴ. 시뮬레이션 및 결과

  

그림 2. 표준화된 자기상관함수

이 그림은

2 4 2
4 21 4 e x p

3c c c c

τ τ π τ τρ π π
τ τ τ 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  

인 ( / )cw t τ 의 표준화된 자기상관함수이다.

 분석을 위하여에 cτ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변수같은 

t/ cτ 의 비율을 사용한다. Optical fiber의 채널용량은 

타임 offset인 Td에 의존한다. 만약 채널용량을     

Td/ cτ 로 미분한다면 우리는

( )( )
( )

/
0

/
d c

d c

i m T
T

ρ τ
τ

∂ −
=

∂ (12)

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1C (단일 사용자의 평가)의 정확한 컴퓨터 사용은 매

우 복잡하다. Riemann Integral 또는 가우시안 

Hermite quadrature[9]같은 수학적 기술을 사용함으

로서 근접한 컴퓨터 사용을 하여  1C 의 표현에서 적

분을 계산하였다. 식(6)의 기대치 평가는 via Monte 

Carlo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교체 하였다.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의 첫 번째로 pdf p(xm)을 따라 

pseudo-random 수를 발생하였다. 그리고 나서  새로

운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샘플 ln(p(xm)의 함

수를 적용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평균은 기대치에 

가까웠다. 두 방법을 이용하여 근사한 값을 이끌어 내

었다. 

그림 3.AWGN Optical fiber에서 단일사용자의 채널용량

그림3은 AWGN Optical fiber에서 PPM UWB가 단일 

사용자 일 때 채널용량을 보여준다. 이것은 AWGN 채

널용량보다 1.73배 더커진 용량을 증명한다. 이 경우

에 ( ) /d ci m T τ− 는 +0.5408에서 최대 채널용

량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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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AWGN Optical fiber에서 M-ary PPM의 채널용량

그림4는 M-PPM UWB 시스템의 UC를 그리고 있다. 

M이 증가하면, 채널용량 또한 증가한다. 이 결과에서 

Optical fiber이 AWGN 채널보다 더 큰 채널용량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408에서 최대 채널

용량을 볼 수 있다.

VI. 결론

전의 결과에서 순수한 PPM 모델은 실제의 UWB의 채

널용량보다 크게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상관기와 소프

트 decision 복호기를 포함하는 확장된 모델에 근거하

여 , 입력 값이 확률적으로 똑같이 일어났을 때의 

UC(unshaped capacity)를 평가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Optical fiber 시스템에서 bit-SNR이 작아질 때 M이 

작아질수록 높은 UC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bit-SNR

이 충분히 클 때 큰M은 좀 더 큰 용량을 산출한다. 

Optical fiber 시스템에서 기존의 AWGN 채널용량보다 

1.73배크게 나온것을 볼 수 있다. Td/ cτ 가 +0.5408일 

경우, AWGN Optical fiber 환경에서의 용량이 최대의 용

량을 가진다. 또한 모든  bit-SNR에서 Td/ cτ 가 

+1.1398일 때 최소의 용량을 가진다. 그리고 bit-SNR이 

충분히 커진다면 용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Td/ cτ < 

0.5408에서 가장 최대의 값에 도달하게 된다.

더욱이, M 이증가함에 따라 AWGN Optical fiber환경

에서의 M-ary UWB시스템 용량도 증가한다. 그러나 M

이 충분히 커지면 용량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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