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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MAI 제거 기법으로서 다단병렬간섭제거기 (MPIC : Multistage Parallel Interference 

Canceller) 와 부분 다단병렬간섭제거기 (partial MPIC)  다치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를 채용한 비

동기 (asynchronous) DS-CDMA/M-ary QAM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이론 으로 분석하고 이를 검증

하기 한 컴퓨터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연구결과에서 MPIC, partial MPIC  다치진폭계수를 이

용한 MPIC를 실제 시스템에 용하여 구 할 경우 BER 성능, 채 용량 개선, 신호처리 계산량  하

드웨어 복잡도 사이에 타  (trade-off) 이 필요하다.  

1. 서 론

   재 국내에서 무선․이동통신방식으로 사용 인 

DS-CDMA (Direct Sequence-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 주 수 역

을 사용하는 특징으로 인해 다 속간섭 (MAI : 

Multiple Access Interference) 이 필연 으로 발생한다[8].  

스마트 안테나는 MAI를 히 감소시킬 수 있는 기법이

지만 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용할 경우 기지국 

시스템을 변경 는 교체해야 하는 문제 을 안고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 시스템에 

용하지 못하고 있다[9, 11]. 본 연구에서는 비동기 

(asynchronous) DS-CDMA/M-ary QAM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이론 으로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한 컴퓨터 

시뮬 이션을 수행을 통해 MPIC, partial MPIC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를 실제 시스템에 용하여 구

할 경우 BER 성능, 채 용량 개선, 신호처리 계산량  

하드웨어 복잡도 사이에 타  (trade-off) 이 필요하다. 

2. DS-CDMA 시스템 시뮬레이션 환경

  본 논문에서는 DS-CDMA/M-ary QAM 시스템의 성

능 개선 기법으로서 MPIC와 partial MPIC  다치 진폭

계수를 이용한 MPIC를 채용하고 성능 분석을 하여 수

치계산과 컴퓨터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42],[44]. 수치계

산  컴퓨터 시뮬 이션에서 채 추정과 력제어는 완

벽하다고 가정하고 변조방식은 4 QAM, 16 QAM  64 

QAM을 고려한다. 

  컴퓨터 시뮬 이션에서 사용된 라미터를 표 1에 나타

낸다. 채 환경은 시스템 내부잡음인 AWGN과 간섭사용

자에 의한 MAI가 존재하는 환경을 설정한다. 검 방식으

로는 동기검 를 고려하며 각 사용자의 확산코드 (PN코

드) 는 길이 127인 랜덤 열 (random sequence) 을 사용한

다. 비동기 CDMA 시스템에서 확산된 각 사용자 신호는 

1 비트주기 혹은 1 칩 주기보다 작은 시간 인 지연을 가

지고 수신기에 입력되고 수신된 각 사용자 신호의 시간지

연 분포는 1 비트 주기내에서 균등분포 (uniform 

distribution)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시뮬 이션에서 이러

한 시간지연의 향을 고려하기 해 1 칩 주기내에서 일

정한 시간간격의 표본 수가 4개가 되도록 한다. 

（표 1）  컴퓨터 시뮬 이션에 사용된 라미터 

함      수 용 환 경   값

 채    환  경  AWGN  MAI

 검    방  식  동기(coherent)

변  조  방  식  4 QAM, 16 QAM, 64 QAM

 확산 코드 길이  127

 확  산  코  드  불규칙 열(Random Sequences)

 칩 당 표 본 수  4 sample/chip

사 용 자    수  31, 1～150

간섭제거단  수  3단(3 stage)

부분간섭제거계수  0.5(두 번째 단), 1(세 번째 단) 

다치 진폭 계수  각 변조방식의 평균진폭을 용
  : 16 QAM = 2d, 64 QAM = 4d

발 생 심 볼 수
 최  10⁸
  : 각 Eb/No에서 오류가 100개 발생할 때까지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1043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시뮬 이션에서 최종 으로 구하는 

BER은 각 Eb/N0에서 에러가 100개 발생할 때까지 심볼을 

발생하여 구한 것으로서 최  108개까지 발생한다.

  

3. 수치계산 및 시뮬레이션 결과

3.1 AWGN환경에서의 성능 분석 결과

  (그림 1)  (그림 2)은 M-ary QAM 신호와 

DS-CDMA/M-ary QAM 시스템의 수치계산과 컴퓨터 시

뮬 이션 결과를 Eb/No에 따른 BER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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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M-ary QAM 신호의 BER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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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S-CDMA/M-ary QAM 시스템의 BER 성능

 3.2 다단병렬간섭제거기에 의한 성능 개선 결과 다단병렬

간섭제거기 (MPIC) 를 채용하는 경우 4 QAM, 16 QAM  

64 QAM 방식을 사용한 DS-CDMA 시스템의 수치계산과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를 Eb/No에 따른 BER로 나타낸 

것이다. 수치계산결과를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하여 

BER=10-6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Eb/No는 다음과 같다.

（표 2） MPIC에 의한 BER 성능 개선(BER=10-6, K=31)

종류
변조방식

stage 수 4 QAM 16 QAM 64 QAM

MPIC

s=1
(no canceller)

달성불가 달성불가 달성불가

s=2 약 11.5 dB 약 19.7 dB 달성불가

s=3 약 10.9 dB 약 15 dB 약 20.5 dB

AWGN 채 (K=1)) 약 10.4 dB 약 14.3 dB 약 18.8 dB

QAM, 16 QAM  64 QAM 방식을 사용한 DS-CDMA 

시스템에서 MPIC를 채용하는 경우의 채 용량 개선을 나

타낸 것이다. 4 QAM, 16 QAM  64 QAM 방식을 사용

한 DS-CDMA 시스템에서 MPIC를 채용하는 경우의 채

용량 개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의 수치계산 결과를 정

량 으로 분석하기 하여 Eb/No = 20 dB에서 BER=10-6

을 달성하는 사용자 수를(표 3)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표 3） MPIC 채 용량 개선(BER=10-6, Eb/No=20 dB)

종류
변조방식

stage 수
4 QAM 16 QAM 64 QAM

MPIC

s=1
(no canceller)

약 16명 약 3명 약 1명

s=2 약 76명 약 31명 약 10명

s=3 약 128명 약 71명 약 30명

 3.3 부분 다단병렬간섭제거기에 의한 성능 개선 결과

  다단병렬간섭제거기 (partial MPIC) 를 채용하는 경우 4 

QAM, 16 QAM  64 QAM 방식을 사용한 DS-CDMA 

시스템의 수치계산과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를 Eb/No에 

따른 BER로 나타낸 것이다.  BER 성능을 정량 으로 분

석하기 하여 BER=10-6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Eb/No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Partial MPIC에 의한 BER 성능 개선(BER=10-6, 
K=31)

종류 변조방식
stage 수

4 QAM 16 QAM 64 QAM

Partial  
MPIC

s=1
(no canceller) 달성불가 달성불가 달성불가

s=2 약 20 dB 달성불가 달성불가

s=3 약 11 dB 약 16.3 dB 달성불가

AWGN 채 (K=1)) 약 10.4 dB 약 14.3 dB 약 18.8 dB

4 QAM, 16 QAM  64 QAM 방식을 사용한 

DS-CDMA 시스템에서 partial MPIC를 채용하는 경우의 

채 용량 개선을 나타낸 것으로서 Eb/No = 20 dB에서 

BER=10-6을 달성하는 사용자 수를 정리하여 (표 5)에 나

타낸다.

（표 5）Partial MPIC의 채 용량 개선(BER=10-6, 

Eb/No=20 dB)   

종류
변조방식

stage 수
4 QAM 16 QAM 64 QAM

Partial 

MPIC

s=1
(no canceller) 약 16명 약 3명 약 1명

s=2 약 31명 약 6명 약 1명

s=3 약 107명 약 45명 약 14명

 3.4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병렬 간섭 제거기에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1044

의한 성능 개선 결과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에서는 극성 정값

을 기반으로 수신신호에서 MAI를 제거한다. 한, 

다치 진폭을 갖는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16 QAM

과 64 QAM을 고려하고 4 QAM은 본 에서 고려

하지 않는다.

  16 QAM과 64 QAM을 사용한 시스템에서 극성 

정 BER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의 결과를 간략하게 

(표 6)에 나타낸다. 

（표 6） 극성 정과 심볼 정 BER 성능 

비교(Eb/N0=15 dB)

채 환경 정방법 16 QAM 64 QAM

AWGN
(K=1)

극성 정 1.0×10
-7
3.3×10

-4

심볼 정 1.8×10
-7
7.7×10

-4

MAI
(K=31)

극성 정 3.2×10-2 5.9×10-2

심볼 정 4.6×10
-2
1.1×10

-1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를 채용하는 경우 16 QAM

과 64 QAM 방식을 사용한 DS-CDMA 시스템의 수치계

산과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를 Eb/No에 따른 BER로 나

타낸 것이다. 이의 결과를 (표 7)에 나타낸다.

（표 7）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에 의한 BER 

성능 개선 (BER=10-6, K=31)

종류
        변 조 방
식
stage 수

16 QAM 64 QAM

다치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

s=1
(no canceller) 달성불가 달성불가

s=2 약 20 dB 달성불가

s=3 약 15.5 dB 약 25 dB

AWGN 채 (K=1)) 약 14.3 dB 약 18.8 dB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를 채용한 경우 16 QAM과 

64 QAM 방식을 사용한 DS-CDMA 시스템의 채 용량 

개선을 나타낸 것으로서 Eb/No = 20 dB에서 BER=10-6을 

달성하는 최  사용자 수를 정리하여 (표 8)에 나타낸다.

（표 8）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에 의한 채 용량 

개선 (BER=10-6, Eb/No=20 dB)

종류
변조방식

stage 수 16 QAM 64 QAM

다치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

s=1
(no canceller)

약 3명 약 1명

s=2 약 14명 약 2명

s=3 약 56명 약 18명

4. 간섭제거모델별 개선의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3가지 형태 (MPIC, partial MPIC  다

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 의 병렬간섭제거기법에 

한 성능 개선을 비교․분석한다. 4 QAM, 16 QAM  64 

QAM을 사용한 경우 3가지 형태의 간섭제거기법에 의한 

BER 성능 개선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에 한 결과를 (표 

9)에 나타낸다.

  (표 9)의 결과에서 MPIC 3단 (s=3) 과 AWGN 채  

(K=1) 에서 요구되는 Eb/No 차이는 각각 0.5 dB, 0.7 dB, 

1.7 dB로서 MPIC 3단을 용하여 간섭사용자 30명에 

한 MAI가 부분 제거됨을 알 수 있다. Partial MPIC와 

MPIC의 성능을 3단에서 비교하면 4 QAM과 16 QAM에

서 요구되는 Eb/No 차이가 0.1 dB, 1.3 dB로 비슷하다. 64 

QAM에서는 MPIC 3단에서 BER 10-6을 달성할 수 있지

만 partial MPIC는 간섭제거과정을 한 번 더 수행 (s=4) 

해야 가능할 것이다. Partial MPIC는 1단 (s=1 : no 

canceller) 을 기 으로 Ck=0.5를 사용하여 MAI를 제거하

는 2단 (s=2) 에서의 BER 성능 개선이 MPIC 2단 보다 

작다. 특히, 64 QAM에서는 1단의 BER 성능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partial MPIC 2단에서의 BER 성능 개선은 

매우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partial MPIC는 3단 (s=3) 에

서 간섭신호 추정에러확률이 MPIC 3단 보다 크게 되며 

이로 인해 3단에서의 간섭제거능력이 MPIC 3단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은 ary 벨 M이 증가함에 따

라 AWGN 채 의 BER 성능이 격히 열화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다치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를 사용한 

경우 BER 성능 개선은 MPIC보다는 작고 partial MPIC보

다는 크게 나타난다. 표 5.9에서 16 QAM을 사용한 경우 

3단 (s=3) 의 결과와 AWGN 채  (K=1) 에서 요구되는 

Eb/No 차이를 보면 MPIC는 약 0.7 dB, partial MPIC는 

약 2 dB 그리고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가 1.2 dB

로서 MAI 제거에 의한 BER 성능 개선은 MPIC가 가장 

크다. 다치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는 성능 개선 폭이 

MPIC 보다 작지만 partial MPIC에 비해서는 크다. 64 

QAM 방식을 사용한 경우도 BER 성능 개선은 MPIC가 

가장 크고 partial MPIC가 가장 작다. Partial MPIC와 다

치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의 하드웨어 복잡도가 비슷한 

것을 고려하면 QAM 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다치진

폭계수를 이용한 MPIC가 partial MPIC 보다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표 9） 3가지 간섭제거기법에 따른 BER 성능 개선

(BER=10-6, K=31)

종류
변조방식

stage 수 4 QAM 16 QAM 64 QAM

No canceller s=1 달성불가 달성불가 달성불가

MPIC
s=2 약 11.5 dB 약 19.7 dB 달성불가

s=3 약 10.9 dB 약 15 dB 약 20.5 dB

Partial  MPIC
s=2 약 20 dB 달성불가 달성불가

s=3 약 11 dB 약 16.3 dB 달성불가

다치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

s=2 - 약 20 dB 달성불가

s=3 -
약 15.5 

dB
약 25 dB

AWGN 채 (K=1)) 약 10.4 dB 약 14.3 dB 약 18.8 dB

4 QAM, 16 QAM  64 QAM을 사용한 경우 3가지 형태

의 간섭제거기법에 의한 채 용량 개선을 나타낸 것으로

서 이에 한 결과를 표 10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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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3가지 간섭제거기법에 따른 채 용량 개선

(BER=10
-6, Eb/No=20 dB)  

종류
변조방식

stage 수 4 QAM 16 QAM 64 QAM

(No canceller) s=1 약 16명 약 3명 약 1명

MPIC
s=2 약 76명 약 31명 약 10명

s=3 약 128명 약 71명 약 30명

Partial MPIC
s=2 약 31명 약 6명 약 1명

s=3 약 107명 약 45명 약 14명

다치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

s=2 - 약 14명 약 2명

s=3 - 약 56명 약 18명

  (표 10)에서는 간섭제거기법을 채용하여 단 (stage) 수

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사용자의 수용이 가능함을 보여

다. 이는 통신시스템의 채 용량이 개선되는 것으로서 

MPIC는 1단을 기 으로 3단에서 4 QAM 112명, 16 

QAM 68명, 64 QAM 29명의 채 용량을 개선하고 partial 

MPIC는 3단에서 4 QAM 91명, 16 QAM 42명, 64 QAM 

13명의 채 용량을 개선한다. 한,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

한 MPIC는 16 QAM에서 53명, 64 QAM에서 17명의 사

용자를 더 수용할 수 있다. 16 QAM에서 3단을 기 으로 

3가지 형태의 간섭제거기법을 채용한 경우 채 용량을 비

교하면 MPIC 68명, partial MPIC 42명,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 53명으로서 MPIC를 채용할 때 채 용량 개

선이 가장 크고 partial MPIC를 채용한 경우가 가장 작다. 

  (표 9)와 (표 10)의 결과로부터 MPIC는 partial MPIC와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 보다 큰 BER 성능 개선을 

가지며 더 많은 채 용량 개선을 달성함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MPIC는 다른 2가지 간섭제거기법에 비하여 간섭제

거과정의 계산량이 많은 단 이 있다. MPIC의 경우 추정

된 MAI를 수신신호에서 빼주는 간섭제거과정이 각 사용

자 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량은 사용자 수 K의 제곱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에 반해 partial MPIC와 다치 진

폭계수를 이용한 MPIC에서는 간섭제거에 필요한 계산량

이 사용자 수 K에 비례한다. 따라서, M-ary QAM을 사

용하는 시스템에서 3가지 형태의 병렬간섭제거기법을 채

용하는 경우 성능 개선 결과만을 고려하면 MPIC가 가장 

효과 이지만 하드웨어 복잡도를 동시에 고려할 때는 다

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가 가장 효과 인 구조를 갖

는다.

（표 11） 3가지 간섭제거기법에 한 계산량 비교

종류 간섭제거과정의 계산량 비고

MPIC 사용자수 K 제곱에 비례

Partial MPIC 사용자수 K에 비례

다치진폭계수
를 이용한 

MPIC
사용자수 K에 비례  Partial MPIC에 비

해  정단이 추가됨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WGN과 MAI환경으로 모델링되는 무

선채 에서 DS-CDMA/M-ary QAM 시스템의 오율특성

을 분석하고, 성능 개선기법으로서 MPIC, partial MPIC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를 채용하는 경우의 성

능 개선 정도를 이론 해석과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정량 으로 분석하 다.  

  M-ary QAM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3가지 형태의 병

렬간섭제거기법을 채용하는 경우 성능 개선 결과만을 고

려하면 MPIC가 가장 효과 이지만 하드웨어 복잡도를 동

시에 고려할 때는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가 효과

인 구조를 갖는다. 결과 으로, MPIC, partial MPIC  

다치 진폭계수를 이용한 MPIC를 실제 시스템에 용하여 

구 할 경우 BER 성능, 채 용량 개선, 신호처리 계산량 

 복잡도 사이에 타  (trade-off)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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