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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중사용자 전송 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단일 사용자 MIMO 시스템에서의 선형적 용량증가가 다중사용자 MIMO 시스템

에도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사용자 하향 채널에서 벡터 섭동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최대 다수의 사용자를 통신에 참여시키는 대신에, 이 중 일부를 다른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QoS)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희생되는 사용자의 원 신호정보 및 섭동벡터를 적절히 이

용할 때 비트에러율(BER)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모의실험을 통해 표준화된 벡터섭동 기법에 비하여 제안하는 기법이 상당한 성능

이득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Recent works on multiuser transmission techniques have shown that the linear growth of capacity in single user MIMO system 
can be translated to the multiuser MIMO scenario as well.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pursuing performance gain of 
vector perturbation in multiuser downlink systems. Instead of employing maximum number of mobile users for communication, we 
use small part of them as virtual users for improving reliability of users participating communication. By controlling parameters of 
virtual users including information and perturbation vector, we obtain considerable improvement in the effective SNR, resulting in 
large gain in bit error rate performance. Simulation results on the realistic multiuser downlink system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brings substantial performance gain over the standard vector perturbation with marginal overhead in computations.

Keyword : Multiuser MIMO, vector perturbation, non-integer least square, sphere encoding, virtual users

Ⅰ. 서 론
최근 LTE-A 표준을 중심으로 다중사용자 다중안테나

(multi-user MIMO; MU-MIMO)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U-MIMO시스템은 단일사용자

MIMO  (single-user MIMO)시스템에 비해서 동일한 주파

수대역에서 높은 채널 용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전송률이 요구되는 스마트폰 시대의 핵심기술로 특별히 많

은 주목을 받고 있다. MU-MIMO시스템을 구현할 때의 문

제점은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에게 신호를 전송하는 관계로

사용자간 간섭(inter-user interference; IUI)이 발생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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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법으로 IUI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송신단에서 간섭을 미리 제거하는 소위 프리코

딩이라 불리는 부호화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DPC 
(dirty paper coding) 기법을 사용할 때 다중사용자 하향링

크에서 채널의 합 용량(sum rate)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2][3]. 하지만 DPC 기법은 인코딩 및 디코

딩의 복잡도로 인해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다
[4].

벡터 섭동(vector perturbation)기법은 DPC에서 얻는 합

용량의 상당한 부분을 얻어내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5]. 벡터 섭동기법은 정보 벡터에 적절하게 설계된 섭동 벡

터를 더해 줌으로써 채널 역변환(channel inversion)이나 정

규화된 채널 역변환(regularized channel inversion)과 같은

선형 프리코딩 방법에 비해 상당한 성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기법은 하향채널의 용량을 최대화하는데 효율

적이긴 하나, 4세대 혹은 그 이후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품질(QoS)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신뢰도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QoS 향상을 위해, 합 용량의

최대화를 포기하는 대신 비트에러율(BER)로 표현되는 신

뢰도의 향상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out-
age 조건하에 있는 사용자를 나머지 사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이용한다. 이를 위하여 미사용 상태의 사용자들

중 신호 대 간섭 잡음비(SINR)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상의

사용자(virtual user)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제
안된 기법은 채널 페이딩에 맞서서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다이버시티 기법 [6]과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매우 상이하다. 기존의 다이버시티 기법은

송신 신호의 공간이나 시간축에서 정보를 반복적으로 송신

하는 데 비해서, 제안된 기법은 용량의 합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는 사용자들을 활용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가상 사용자들은 궁극적으로 통신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정보벡터, perturbation벡터, 채널벡터는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으며 적절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할 때 SINR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약하면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합 용량에서 약간의 손실을 허용하지만

높은 신뢰도 향상을 얻어낼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II장

에서 시스템 모델과 이전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III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선택 기반의 Vector 
perturbation을 기술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모의실험의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시스템 모델 및 이전의 연구

다중사용자 하향링크 시스템에서는 기지국에서 개의

송신 안테나가 각각 하나의 수신 안테나를 사용하는 명의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Flat fading채널이라는

가정 하에 수신신호벡터  ⋯
 는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

  는 × 채널 행렬이고, 

 ⋯
 는 유닛파워 조건(∥∥ )에 의해 정

규화된 송신신호벡터이다. 그리고  ⋯
  은 복소

가우시안 잡음벡터이다 (∼
 ).

송신신호를 생성할 때, 잘 알려진 채널 역변환 기법은 송

신단에서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정보벡터에 채널 행렬의

슈도 역행렬인

 (2)

을 곱한다. 채널 역변환의 약점인 잡음 증가 효과를 개

선한 정규화된 채널 역변환 기법도 제안되었다

( )[7]. 이 기법에서 기지국에서의 송신

신호벡터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
  는 QAM등의 변조를 거친 심볼벡

터이고, ∥ ∥
는 유닛파워 전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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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용된다. 수신신호벡터는




 (4)

로 표현된다. 여기서,   이고   일 때는 정규화된 역

변환은 채널 역변환으로 된다.
Vector perturbation기법에서는, 정보벡터 는 정수 off-

set벡터인 에 의해 섭동이 이루어져서,    의 형태

로 되는데 여기서 ∈,        ∈ 는 

차원 벡터이다[5]. 정규화된 채널 역변환 기법과 비슷하게, 
이 방식에서의 송신신호는







 (5)

로 표현되며, 여기서  ∥∥
이며, 은 를 최소화 하

기 위한 값으로 선택되어,

  arg min

′∥ ′∥

(6)

로 표현된다. 이 최소 제곱문제는 스피어 인코더 [5]라고

불리는 최소 근접 격자점을 찾는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Vector perturbation기법은 를 최소화하기 위한 을

 ∈로부터 찾기 때문에, Vector perturba-
tion의 값은 정규화된 채널 역변환 기법에 비해작거나 같

다 (   ).  ,  는 정수이기 때문에, 수신단에서 modulo 
연산 [5]에 의해 항을 제거할 수 있고 이때의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다.

 ′ 


  mod  


  (7)

III.  사용자 선택에 기반한 Vector perturbation

비록 Vector perturbation기법을 이용하면 하향링크 채널

의 최대 용량에 가까운비트에러율을 얻을 수 있지만, 특정

사용자가 심한 fading에 의해 채널 행렬이 ill-conditioned과
같은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가 모든사용자의 신호 대 잡음

비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들이 성능

저하를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통신에 실제 참여하는 사용자(활성 사용자)들의 성능 향상

을 위해 가상의 사용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가상

사용자의 성능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된

사용자의 성능 이득 최대화를 위하여 가상 사용자의 파라미

터들을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한다. 제안된 기법과 기존의

Vector perturbation의 차이점은 1) 특정 사용자의 채널이

ill-conditioned 상태일 때 가상의 사용자를 선택하는 점, 2) 
가상의 사용자의 채널벡터를 이용하여 채널 행렬 를좋은

상태(well-conditioned)로 설정하는 것, 3) 가상 사용자의 비

정수 perturbation 입력신호   를 수정된 스피어 인코

더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가상 사용자 선택

이 절에서는 가상 사용자 선택에 대하여 알아본다. 적어도

한 사용자의 상태가 outage 조건인 경우(ill-conditioned일
경우), 가상 사용자를 선택하고 프리코딩에 사용될 채널 행

렬을 구성한다. 첫 단계에서는, 각 사용자들에 대해 outage 
조건을 시험해보고 활성 사용자수  (min ≤ ≤)를
정한다. 여기서 min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활성

사용자 수를 말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인 경우 (가
상 사용자가 적어도 1명 이상 선택된 경우),  가상

채널을 생성하여 outage 조건 하에 있는 사용자들의 채널

행렬을 대신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outage 

상태에 있는 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용량 threshold값이

로 주어졌을 때, 사용자의 용량 이 보다 작은 경우

사용자가 -outage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사용자 j의 용

량은   log로 주어진다. 모든 사용자가 

-outage가 아닌 경우 모두 활성사용자가 된다   . 
그렇지 않으면 최대 min만큼의 가상 사용자를 선

택한다.
적어도 한 명의 가상 사용자가 선택되면, 채널 행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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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vector perturbation
min(1/l1 + ... + 1/lM) in (12)

max min l in (13)

그림 1. × 다중사용자 다중안테나 채널에서 기존의 Vector perturbation과 제안된 기법에서 수식 (12), (13)을 각각 적용했을 경우의 
Fig. 1.    of the proposed method (using (12) and (13) and  min   ) as well as standard vector perturbation for ×   multiuser downlink system

구성할 때 고려할 점은 가상 사용자 k의 채널  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다.  를랜덤으로 생성하지 않고 통신에 참

여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행렬을 후보로둔다. 즉, 의 희생

사용자들의 채널 행이 후보들 중 선택된 채널 행으로 대체

된다. 새롭게 생성된 채널 행렬을 원래의 채널 와구분하

기 위해 로두었다. 의 활성 사용자의 채널에 해당하는

행들은 의 행들과 같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의 사이즈는 ×,  의 사이즈는

×,  의 사이즈는 × 이며,  

     는 실제 활성 사용자   의 수신신

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행들이다. 위의 을 이용해 프리

코딩을 하면 활성 사용자의 수신벡터는 다음과 같다.

  

   (9)

이제 가상 사용자 선택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제안된 기법의 를 ′ ∥∥

 로 두고 이 ′를 최소화하기 위한 를 찾

는다. 이를 위해  의 고유값분해를 이용하면, 
′는 ′  이되고 라하면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0)

여기서 는 의 번째고유값이고,     
s는 의

번째 원소이다 ( 는  행렬의 i번째 열에 해당한다). 위

식에서    ≤ [8]이고 
  



 
 ∥∥

이기 때문에

[5],  
간의 변화는 간의 변화에 비해 상당히 작기 때문

에 ′를 최소화 하는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rgmin 







(11)

여기서  는 번째 후보 행렬이고 
는  

 
행렬의



이병주 외 : 다중안테나 하향채널에서의 Vector Perturbation 기반 사용자 선택 기법 981

번째 고유값이다. 위의 식을 통해 을 찾기 위해서는 각

 후보의  
 

행렬의 고유값들을 일일이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 때, 








⋯


≈


임

을 이용하여 근사하면

 arg max 
min (12)

와같이 나타낼 수 있어 계산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림 1을 통해 확인해 보면 낮은 신호 대 잡음비에서는

(12)를 이용한 경우 ′의 기대값이 (13)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작긴 하지만 신호 대 잡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근접해 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근사화가 중간

및 고 신호 대 잡음비에서 효율적임을 말해 준다.

2. 개선된 스피어 인코딩

기존의 Vector perturbation기법에서의 스피어 인코딩

(sphere encoding)은

min
∈∥∥

(13)

를풀어야한다. 여기서   인데, 대부분의 경우 실

수 및 허수의   값이 0이나 1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 이용된다 (±의 확률은 굉장히

작다 [9]). 제안한 기법에서   는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의 사이즈는 ×이고  의

사이즈는 ×이다. 제안된 기법의 스피어 인코딩

에서는 가상 사용자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피

어 인코딩을 위해   이외에 추가적인 제어 변수  를 가지

게 되어 최적화 문제는

min
∈  ∈

 
∥∥

(14)

가 된다. 여기서 
 는 가상 사용자에 대한 변조 집합이다. 

이를 일반적 최소자승법으로 변환하기 전에 을

 
 


 

 







 
 







 







 
  




 (15)

과 같이 재배열한다. 여기서   와  는 각각 활성 사용

자의 정보 및 perturbation벡터이다.   

 
 로 나타

내면 (16)식은   ′ ′ 로 다시 쓸 수 있고, 여기

서  ′ 

 




와  ′ 


 
 




이다.  ′ , 

로 나타내면 (15)는

′ min
∈

  ∈  
∥  ′∥

(16)

이 된다.  에 대해서는 정수 조건이 부과되지만, 가상 사용

자의 심볼은 관심사가 아니므로  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

건이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원의 복소평면 ()에서  를 선택하면 되고,  에

서  를 선택하면 된다. 최종적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정수와

비정수 최소자승문제가 된다.

′ min
∈

  ∈
 ∥   

 ∥
(17)

여기서  ∈
× 과  ∈

×  는      의분

할된 부분 행렬이다.
위 문제는 2단계로 나누어 풀게 된다. 첫 단계에서는 일

반적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각  에 대해 최적의  를 계

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는  의 함수, 즉    로

표현된다.   min ∈
 ∥    ∥와 같

이 나타내면 (18)는

′ min
∈

 
  (18)

으로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수 최소자승문제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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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

 ∥   
 

 
   

 
 

  ∥
(20)

피어 인코딩으로 풀게된다. 특히,  가 주어진 경우(즉, 
    가 고정된 경우) 비정수 최소자승문제의 최적의

해는 최소 놈(norm) 해 [10]로 다음과 같이 된다.

    
 

 
   (19)

(20)을 (18)에 넣고 정리하면 식 (21)을 얻는다.
    

 
 

라 하면 (21)은

′ min
∈

 ∥  ∥ (21)

이된다. 이때 은 을   spanbi( 는  의 번째

열벡터)의 상보부분공간에투영시킨 것이다. 도 비슷

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  벡터들을 상보부분공

간 에투영시킨 후  를찾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에서탐

색공간은 차원의 정수격자에서 차원의 정수격자로 축

소된다 ( ). 이렇게 하면 ′값이감소되는 것에 외에

추가적으로 복잡도가 감소되는 이점이 있다. (22)에서

   ,    로 두면,

′ min
∈

 ∥   ∥
(22)

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표준 최소자승문제에 해당하므로

′과  는 스피어 인코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가 얻어지

면 이  를 (20)에 넣어  를 얻을 수 있다.

3. 오류 확률 및 합 용량 분석

기존의 Vector perturbation기법에 비해 제안된 기법이

가지는 장점을 분석하기 위해 QSPK변조를 이용한 오류확

률을 고려하기로 한다. 제안된 기법과 기존의 Vector per-
turbation기법의 오류확률을 각기 

′  및  라 하면둘사

이의 관계는 
′  로쓸수 있는데 여기서 는감쇄상

수로 오류의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QPSK 변조의 오류 확

률은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와 
′는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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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이다. Q-function의 특성 [11]을 이용하여

 ≤ 

 exp
c
와 

′ 



′
 

′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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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는다. 이 두 식을 
′ 에 대입하면, 감쇄상수   

는 다음과 같은 하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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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
 (23)

이 결과는 제안된 방법에서의 이득이 ′에 크게 의존함을

말한다. 제안된 방법의 전체적 과정은 표 1과 같다. 
  

입력  , 
출력  , ∥     ∥

변수

는 사용자 인덱스를 나타낸다
는 사용자 수를 나타낸다
은 주어진 threshold를 나타낸다

과정 1: 기존의 Vector perturbation기법의 를 계산한다

과정 2:

사용자의 rate   log를 계산한다

( ∥ ∥

∥ ∥

)

과정 3:

사용자가 outage 조건 하에 있을 경우 ( )
  argmax 

min 를 사용하여 가상 채널 행렬을 구성한다

′ ∥     ∥
 를 계산한다

′
       ′ ′ 를 전송한다

아닐 경우




       를 전송한다

표 1 제안된 기법의 과정
Table I Operation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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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vector perturbation
Proposed method
Lower bound

그림 2. × 다중사용자 하향링크 시스템에서의 sum rate(  or )
Fig. 2. Sum rate of × multiuser downlink system(  or )

8 10 12 14 16 18 20 22
10-4

10-3

10-2

10-1

100

SNR(dB)

B
E

R

 

 
Channel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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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vector pertur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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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다중사용자 하향링크 시스템에서의 비트에러율(  or )
Fig. 3. BER of × multiuser downlink system(  or ) 

기존의 Vector perturbation기법에 의해 달성되는 sum 
rate는

or 
 



 
 

 log (24)

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 ∥

∥ ∥

이다.  

⋯  로 가정하면, 가상 사용자 선택 전략에 의해 최

대 min의 outage 조건하에 있는 사용자를 선택하

게 된다 (  ). 이 때 주어진 이 0보다 클 경우, 제안

된 기법은

 or min  (25)

를 만족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5)식으로부터

or  
 

min
 

min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안

된 기법의 sum rate은  
 

 log
′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min ,  ′이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이 된다.

 ≥ 
 

min
 or  

min 





or min 

(26)

     

IV. 모의실험과 논의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 다중사용자 하향링크 시스템에서의 sum rate과 비트

에러율 (BER)을 확인하였다. QPSK 변조와 Rayleigh fad-
ing(∼ )의 하향채널을 고려하였다. 
먼저, 4명의 사용자 중 하나가 다른 사용자의 성능을 개

선시키는 경우를 고려한다 (, min ). 비교를 위

해 채널 역변환, 정규화된 채널 역변환 및 기존의 Vector 
perturbation기법을 고려한다. 그림 2에 제안된 기법과 기존

의 Vector perturbation에 대해 SNR의함수로서 sum rate를
비교하였다. 비활성 threshold 값은 기존의 Vector perturba-
tion에서의 sum rate를 or라고했을 때  or 로 설

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두방법에서 sum rate의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거의 일정하다. 그리고, SNR이 증가함에

따라 sum rate의퍼센트 손실인 or
or 

는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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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이 20dB일때 12%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
서 기존의 Vector perturbation기법과 제안된 기법, 그리고

다른 방법들에 의한 비트에러율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Sum rate 손실에 의한 비용으로 기존의 기법에 비해 제안된

기법은 10-2 BER에서 2.5 dB의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24)식에 의해 얻어진 하한이 중간 및 고 신호 대 잡음비에

서타이트함을볼수 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도 고성능

을 얻을 것으로 예측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Vector perturbation하에서 다중사용자 하

향링크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법을 연구하였다. 벡
터 perturbation에서 가 모든 사용자의 SNR에 똑같은 영

향을 주기 때문에 링크 안의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성

능감소를 겪게 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용하지 않는 일

부분의 사용자를 희생시켜나머지 대부분의 사용자의 비트

에러율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하

여 실제 이동통신 시스템의 QoS를 향상시킬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제안된 기법의 장점은 송신 프리코딩을 수정

하더라도 수신 동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송신단에

서 부가적인 복잡도가 상당히 작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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