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OFDM 신호는 주파수 효율이 높고, 고속전송을 
실현할 수 있으며,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에 강하다
는 장점으로 고속 멀티미디어 전송방식으로 적합
하다[1-2].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OFDM은 DTV(digital 
television), DAV(digital audio broadcasting), DVB-T(digital 
video broadcasting-terrestrial), DSL(digital subscriber line) 
광대역 인터넷 접속,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WiMAX(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표준, 그리고 4G 이동통신과 같은 많은 디지털 통
신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3]. 

OFDM 시스템에서는 송신신호를 발생시킬 때 

IFFT 과정에서 다수의 부반송파성분들이 동위상으
로 겹쳐지면서 부반송파 수에 비례하여 신호의 최
대치가 증가하여 높은 PAPR로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CQAM 방식[4]을 
OFDM에 적용한 신호에 대한 PAPR 분석을 기반
으로 향상된 PAPR개선기법을 제시한다. CQAM 변
조된 OFDM 신호 생성시 [3]에서 제시한 방식과 
유사하게 IFFT 이전에 주파수 영역에서 크기가 제
어된 임펄스를 삽입하여 시간영역의 OFDM 신호에 
대한 PAPR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법을 분석한다.  
이러한 기법을 보다 발전시켜, 임펄스를 삽입하는 
위치에 따라 PAPR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임펄스 삽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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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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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in tme domain can be effectively reduced. In this paper, the degree of PAPR improvement of OF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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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FT of transmitter. Furthermore, it is verified that additional PAPR performance improvement can be obtained by 
finding optimum position of impulse insertion for maximizing PAPR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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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내어 적용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발생되는 
PAPR 개선도를 분석한다.

Ⅱ. 시스템 모델

주파수영역에서 최적 임펄스 삽입 위치를 찾아
내어 크기가 제어된 임펄스를 삽입하여 PAPR을 
감소시키는 기법을 적용한 OFDM-CQAM 시스템의 
블록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주파수영역 임펄스 삽입방식의 PAPR 감

소기법을 적용한 OFDM-CQAM 시스템의 블록도

정보데이터 소스는 부반송파 변조를 위해 
CQAM 변조기 입력으로 인가된다. CQAM 심볼들
은 직병렬변환 처리 이후에 오버샘플링이 필요한 
경우 영 삽입 과정을 거치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임펄스 삽입 과정을 거쳐 IFFT 블록의 입력으로 
인가된다. 이후,  IDFT(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 처리시 쌍대성 특성으로 인해 주파수영
역에서 삽입된 임펄스가 시간영역의 OFDM 심볼을 
생성할 때 PAPR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때 삽입된 임펄스의 위치에 따라서 PAPR 값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OFDM 신호의 PAPR을 
최소로 만들 수 있는 임펄스 삽입위치를 찾아내어 
임펄스를 삽입하게 되면 제안시스템의 OFDM 시간
영역 신호를 생성해 낼 수 있다. 생성된 송신신호
는 채널을 통과하여 수신기에 도달하고, 수신기에
서는 송신측과 역의 과정으로 정보데이터를 추출
해 낼  수 있다.

CQAM으로 부반송파 변조된 심볼의 시간영역 
샘플을 x(n)이라 하고 x(n)을 DFT를 취한 주파수영
역의 샘플을 X(k)라 하면 다음과 같이 DFT 쌍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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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와 n은 각각 주파수 및 시간영역 인덱

스이다. N은 OFDM 심볼의 부반송파 수로 가정할 
수 있다. 주파수 영역의 입력 데이터열은 독립이
고, 동일 분포를 갖는 랜덤변수로 가정하게 되면 
시간영역으로 변환된 출력 데이터 열 의 실수
성분과 허수성분은 무상관이고 직교한다.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N이 충분히 크다면, 의 실수성분
과 허수성분은 독립이고 동일분포를 하는 가우스 
랜덤변수가 되며 OFDM 신호의 포락선은 레일리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작은 확률로 매우 큰 값을 갖
게 된다. 이것이 잘 알려진 OFDM 신호에서의 
PAPR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x(n)과 X(k)의 DFT 쌍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큰 
값의 임펄스를 X(k) 샘플들에 삽입하면 다음과 같
이 주파수영역 OFDM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삽입되는 임펄스의 강도를 나타내
는 계수로 ≫ max이고, 는 삽입되는 
임펄스의 위치이다. 

주파수영역 데이터 샘플 X(k)를 1이라고 가정하
면, 임펄스가 삽입된 경우의 시간영역 
OFDM-CQAM 신호의 샘플  에 대한 에 따
른 평균전력과 주파수영역 OFDM-CQAM 신호의 
PAPR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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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임펄스가 삽입되지 않은 주파수영
역의 원래 OFDM 샘플 에 대한 평균전력 값
이다.

Ⅲ. 시뮬레이션

그림 2는 하나의 동일한 OFDM-32CQAM 심볼
에 대해 주파수영역 임펄스 삽입기법을 적용할 때 
임펄스의 삽입위치를 1부터 256까지 변화시켜가며 
시간영역 OFDM신호의 PAPR과 최대전력이 변화
하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a)는 임펄스 계수
가 20일 경우의 그래프이고 (b)는 30일 경우의 그
래프이다. 임펄스 계수가 클 경우 PAPR이 전체적
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그래
프를 통해 동일 OFDM 심볼에 대해서 주파수 영
역 임펄스의 삽입위치에 따라 PAPR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OFDM 심볼마다 시간영역 
PAPR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적 임펄스 삽입 
위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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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2. 임펄스 삽입 위치에 따른 OFDM- 
32CQAM 시스템의 PAPR과 Peak 전력

그림 3. 최적 주파수 영역 임펄스 위치를 적용한 

제안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들과의 PAPR 성능비교

그림3은 OFDM-CQAM 심볼생성시 PAPR을 최
소화시키는 최적의 임펄스 삽입 위치를 찾아내어 
적용하였을 경우의 PAPR과, 임의 위치에 임펄스를 
삽입한 경우의 PAPR, 그리고 가장 높은 PAPR을 
나타내는 위치에 임펄스가 삽입되는 최악의 경우
를 총 1000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해내었다. 그
래프를 통해 주파수영역에서 임펄스를 삽입할 때,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어 삽입하는 경우 가 30일
때 기존의 OFDM-CQAM의 시간영역 PAPR보다 약 
1dB의 개선이 발생하며, 전체적으로 임의 위치에 
삽입된 임펄스 삽입기법에 비해 임펄스 계수에 따
라 0.4dB에서 2.5dB의 PAPR 개선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CQAM 부반송파 변조를 채용하는 OFDM 시스
템에서  시간영역 PAPR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

으로, IFFT이전에 주파수영역에서 높은 크기의 임
펄스를 삽입하고, PAPR이 최소로 나타나는 임펄스 
삽입 위치를 찾아내어 개선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가 30인 경우 임펄스 삽입을 적용하지 않는 

OFDM-CQAM의 시간영역 PAPR보다 약 1dB 개선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OFDM-CQAM 신호생성시 
PAPR을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임펄스 삽입 위치를 
찾아내어 적용해본 결과,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어 
삽입하는 제안 시스템의 경우, 임의 위치에 삽입된 
임펄스 삽입기법에 비해 임펄스 계수에 따라 
0.4dB에서 2.5dB의 PAPR 개선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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