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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랜덤 빔형성 기법은 사용자에게 심호  간섭 잡음비를 되먹임 받아 사용자를 선택하는 다  안테나 송 기

법이다. 해당 기법은 사용자 수가 많은 환경일 경우 다  사용자 이득에 따라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사용자 환경

이 을 경우 다  사용자 이득이 감소하여 좋은 성능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

서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  이에 따른 사용자 선택 기법을 제안한다.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은 사용

자로부터 되먹임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빔형성 메트릭스를 변환 시키며, 사용자 수가 은 환경에서 기존 기법 

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 한,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에 합한 사용자 선택 기법을 이용하면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른 성능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Key Words :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random beamforming (RBF), beamforming matrix 

transformation, user scheduling  

ABSTRACT

Random beamforming (RBF) uses the 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 (SINR) feedback to select users 

in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systems. A large number of users are required to obtain the gain of 

multi-user diversity for a downlink transmission. However, if the number is not large enough, it may be 

difficult to obtain multi-user diversity, leading to a rapid degradation in performance. To re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the beamforming matrix transformation and the user scheduling method. The beamforming matrix 

transformation scheme uses the SINRs of each users and have a better performance than conventional schemes 

over a small number of users. In addition, we propose the user scheduling scheme corresponding to the 

beamforming matrix transformation. In simulation results, we demonstrate that the sum-rate can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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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신 용량 증 는 3GPP-LTE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long term evolution)에서 요한 

이슈  하나로 제안 되고 있다
[1][2][3]

. 빔 형성 기법은 

다  안테나 기술의 표 인 기술  하나로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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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Model

용량 증 를 해 제시되는 요한 해결법  하나이

다
[4]

. 최근에 부분의 다  안테나 기법들은 다  사

용자 이득을 통한 성능 향상 기술을 제시한다
[5][6][7]

.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빔 형성 기법은 더 좋은 성능

을 가진다. 반면에 사용자 수가 으면, 빔형성 기법

은 다  사용자 이득이 감소하여 좋은 성능을 가지기 

어렵다. 일반 으로 실제 통신 상황에서는 많은 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통신을 하는 경우가 으므로, 다  

사용자 이득을 이용하는 기존의 빔형성 기법을 가지

고는 좋은 성능을 기 하기 어렵다. 

  랜덤 빔형성 기법은 사용자에 채  정보를 완벽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안되는 기존의 빔 형성 기법 

보다는 안 좋은 성능을 가지지만, 되먹임 방식이 간단

하며 overhead가 어 리 사용되고 있는 빔형성 기

법이다
[6][8][9][10]

. 랜덤 빔형성 기법에서 기지국은 사용

자 서비스를 하여 랜덤 빔형성 메트릭스를 사용해 

신호를 송한다. 각 사용자는 채 의 SINR 

(signal-to-interference plus noise ratio)를 측정하여 

기지국에 되먹임 한다. 그 후에 기지국은 되먹임 받은 

SINR 정보를 기바으로 사용자를 선택한다. 선택된 사

용자의 채  메트릭스는 송될 때 사용된 랜덤 빔형

성 메트릭스와 높은 Correlation을 가진다. 이 듯 랜

덤 빔형성 기법은 SINR 되먹임 많은 사용하므로 완벽

한 채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 보다 Overhead가 다. 

하지만 랜덤 빔형성 기법은 사용자 수가 을 경우, 

채  메트릭스가 랜덤 빔형성 메트릭스와 거의 일치

하는 사용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좋은 성능을 가지기 

어렵다.

  ZFBF (zero-forcing beamforming) 기법은 완벽한 

채  정보를 기반으로 간섭을 제거하게 빔을 구성한

다
[5][11]

. ZFBF은 선택된 사용자의 채  벡터가 직교

를 이루면 좋은 성능을 가진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자신의 채  벡터 방향에 한 정보를 기지국에 되먹

임 할 필요가 있다. ZFBF 방식은 랜덤 빔형성 기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수가 을 경우, 그 성능이 감소한

다.

  Unitary beamforming 방식은 빔형성 가  벡터에 

가장 가까운 채  벡터를 가지는 사용자를 선택하여 

사용자 그룹을 구성 한 후 서비스 한다. 각 사용자는 

이를 해 빔 인텍스를 기지국에 되먹임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 그룹을 구성하면, 서비스 사용자 그

룹의 평균 sum-rate을 증가 시킬 수 있다
[7][12]

. 하지만 

합한 채  벡터 인덱스를 찾기 해서는 계산상의 

overhead가 크며 랜덤 빔형성 기법과 ZFBF 방식과 

같이 사용자 수가 으면 그 성능이 감소한다. 따라서 

micro-cell에 합한 새로운 빔 형성 기법이 필요하다.

  해당 논문은 사용자 채  메트릭스에 가까운 빔형

성 메트릭스를 구성하기 해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

법은 사용자로부터 되먹임 받은 SINR 정보를 기반으

로 빔형성 메트릭스를 변환하여 사용자를 서비스 한

다. 거기에 더하여 제안하는 빔형성 변환 기법에 알맞

은 사용자 선택 기법을 제안한다. 해당 빔형성 변환 

기법  사용자 선택 기법은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

과 같은 SINR 되먹임 양을 가지므로 되먹임으로 인

한 추가 인 overhead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요약하면, 먼  기지국은 랜덤

한 빔형성 메트릭스를 구성하여 SINR 되먹임을 한 

신호를 각 사용자에게 송한다. 각 사용자는 해당 수

신 신호에 한 SINR 값을 계산하여 되먹임 하고, 기

지국은 되먹임 받은 SINR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선택한다. 기지국이 선택한 사용자의 SINR을 기반으

로 빔형성 메트릭스를 변환 하면, 기지국은 변환된 해

당 빔형성 메트릭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서비스 한

다.

Ⅱ. 시스템 모델

해당 논문에서는 단일 셀 환경에서 기지국과 단

말에서 다 안테나를 가지는 환경을 고려한다. 그림 

1.은 체 시스템 구성도 이며, 명의 사용자가 단

일 셀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먼 , 기지국은 각 

사용자로부터 SINR을 되먹임 받기 하여 빔형성 

메트릭스 V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신호를 송한

다. 기지국이 각 사용자에게 신호를 송하면 각 사

용자는 수신 신호에 한 SINR을 계산하고, 계산한 

SINR 정보를 기지국에 되먹임 한다. 기지국은 사용

자가 되먹임한 SINR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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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선택한 사용자의 SINR 정보를 기반으로 원

래의 빔형성 메트릭스 V에서 새로운 빔형성 메트

릭스인 V 로 변환하여 선택한 사용자를 서비스 한

다. 제안하는 빔형성 기법에서 사용자는 채 에 

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며, 기지국은 

각 사용자의 SINR 정보만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 기지국은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각 사용자는 개의 안테나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사용자 에 해서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y Hxn           (1)

여기서 x는   차원의 송 신호 벡터이고, H
는 사용자 에 한 ×  차원의 채  메트릭

스이며, n는  차원의 잡음 벡터이다. 채  메트

릭스와 각 원소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수를 가정하며, 잡음벡터의 각 원

소는 평균이 0이고 표 편차가 인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수를 가정한다. 

Ⅲ. 기존 랜덤 빔형성 기법

기존 랜덤 빔형성 기법에서 기지국은  SINR 되

먹임을 해 빔형성 메트릭스 V를 이용하여 사용

자에게 신호를 송 한다
[6]

. 따라서 의 식 (1)은 

다음과 같이 다시 표 할 수 있다.

     y HVPsn            (2) 

여기서 V  v ⋯ v 는 × 차원의 빔

형성 메트릭스 이고 (VV  I), 
P   ⋯min   ⋯는 ×  

차원의 워 할당 메트릭스 이며, 

s   ⋯ min   ⋯ 는  차원의 송 신

호 벡터로서 각 신호를 각 사용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채  메트릭스 H의 rank는 

min 이므로, 기지국은 min 개의 

신호를 송 할 수 있다. 각 사용자가 채  메트릭

스에 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각 

사용자는 각 채  메트릭스를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통해 H UDV로 구성 할 수 

있다. 

여기서 U  u ⋯ u와 V  v ⋯ v 
는 unitary 메트릭스 이고, D는 H의 singular 

value를 diagonal 값들로 가지는 diagonal 메트릭스 

이다. 여기서 


min 
 min 이라고 가

정하고, SINR 되먹임을 해 기지국에서 송되는 

각 심볼들의 우는 1이라고 가정한다 (  ). 따

라서 심볼 에 한 복원된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 y
 v v
 
≠

min  
v v n

     (3)

여기서 는 채  메트릭스 H에 한 번째 

singular value이다. 
  이라면, 복원 신호 에 

한 SINR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min  
v v 


 v v

      (4)

여기서 은 noise의 분산이다. 

랜덤 빔형성 기법은 최 의 SINR을 가지는 사용

자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사용자 수가 많을 경우, 

선택된 사용자는 V와 비슷한 V를 가진다 

(VV≈ I)[6]
. 그러나 사용자 수가 작으면, V와 비

슷한 V를 가진 사용자를 찾기 어렵다. 사용자 수

가 을 경우, 다  사용자 이득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랜덤 빔형성 기법의 throughput이 감소하는 

것이다. 두 개의 안테나에 해서 두 개의 직교인 

right singular vector (vv)는 두 개의 직교 벡

터 v v를 통해 다음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v  v v        (5)

v   v  v   (6)

여기서 v v  v  이고, 와 

(≤ ≤ ) 는 (≤  ≤ )  v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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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phase 값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노이즈 워는 간섭의 크기에 비해 

상 으로 작은 값을 가진다. 이 경우, 송신 빔형

성 메트릭스가 V  v v라면, 두 개의 안테나를 

가정할 경우 수신 신호 에 한 SINR은 다음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v v 

 v v

≠      (7) 

 
 


 

≈


     (8) 

                                    

그러므로 기존 랜덤 빔형성 기법의 SINR 되먹임

은 송신 빔형성 벡터의 값인 를 반 한다.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 ≈인 사용자

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수가 작을 

경우 이와 같은 사용자를 찾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사용자가 셀 안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값를 조정하여 v에 근 한 v를 찾을 필요

가 있다. v가 v에 근 하면 근  할수록 ≈

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은 

v를 변환 하지 않으므로 ≈이 되도록 할 수 없

다.

Ⅳ.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

  일 때, SINR 되먹임을 하여 

V  v v를 이용하며, 여기서 vv  , 

v  이다. V를 이용하면, 에 한 SINR은 

식 (8)에서처럼 
  로 나타낼 수 있다. 

SINR 되먹임을 기반으로 기지국은 기존의 랜덤 빔

형성 기법과 같이 SINR이 가장 큰 사용자를 선택

한다. 하지만 기존의 랜덤 빔 형성 기법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구해진 값을 이용하여 빔형성 메트릭

스를 변환 할 수 있다. 

 ≈







                (9) 

의 식 (11)은 
  를 이용하여 구한

다. 노이즈 워가 간섭에 비해 크기가 작은 경우, 

와 같은 수식 유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기지국에서는 각 사용자마다 하나의 

SINR 값만으로도 값을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은 다  안테나 환경에서 

rank 수 만큼 SINR을 되먹임 하나, 제안하는 빔형

성 메트릭스 기법은 하나의 SINR만을 되먹임한다. 

따라서 × 다  안테나 시스템의 경우,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기법의 SINR 되먹임 량이 기

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 보다 반으로 어든다.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은 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선택된 사용자를 해 빔형성 메트릭스 

V   v v 를 구성한다. 

   v  v  v          (10) 

     v  v  v          (11) 

그러므로 V 를 이용하여 선택된 사용자를 서비

스 할 경우, 그에 한 각 신호의 SINR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2)

   




 



  

     (13) 

                                

하지만 식 (5)와 (6)에서의 phase 값 때문에 V 
는 V과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은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에 

비해 좋은 성능을 가진다. 이를 증명하기 해 

v v와 v v의 평균값을 구한다.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v v                     (14)

 v v         (15)

                                          

  

여기서 가 (0,1)의 uniform random variable이

므로   이고 ≈

이다. 그 결과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

은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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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용자 선택 기법 

제안한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에 맞는 SINR 

되먹임 기반 사용자 선택 기법을 제안한다. 사용자 

선택 기법에 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기지국은 SINR 되먹임을 해 빔형성 메

트릭스 V를 이용하여 신호를 송.

단계 2: 각 사용자 는 식 (7)에서의 
를 구하여 

V 를 구성.

단계 3: 사용자 는 V 를 이용하여 식 (13)과 (14)

에서의 SINR 값 
을 구한 후, 선택되었

을 경우의 상 통신 용량을 계산. 상수 

값 와 체 사용자수 값을 이용하여 

기  값을 설정하고 SINR 
값을 되먹임 

여부를 결정. 




 log  
 log  log라면

[5][13]
, 

⦁  으로 설정하고 되먹임 하지 않음.

그 외에는,

⦁을 되먹임

단계 4: 
을 기반으로 기지국은 최 의 통신 용량

이 상되는 사용자 를 선택

               arg max∈ log
        여기서 ⋯는 기지국에 의해 

선택 가능한 사용자 집합

단계 5: 기지국은 선택된 사용자 를 서비스하기 

한 V 를 식 (11)과 (12)를 이용하여 구성

단계 6: 기지국은 빔형성 메트릭스 V 를 이용하여 

선택된 사용자 에게 서비스 신호를 송

단계 1에서 기지국은 SINR 되먹임을 하여 빔

형성 메트릭스 V를 이용하여 각 사용자에게 신호

를 송 한다. 그 후, 단계 2에서는 각 사용자가 V
에 의해 송된 신호에 한 SINR을 계산하고, 이

로 인해 자신이 선택되었을 경우의 V 를 구한다. 

여기서 각 사용자가 V 를 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선

택 되었을 경우의 통신 용량을 상하기 해서이

다. 왜냐하면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과는 다르게 

를 이용하여 기지국에서 V 의 새로운 빔형성 메

트릭스를 이용해 사용자를 서비스 하기 때문이다.

단계 3에서는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과는 달리 

V 에 한 SINR 
을 되먹임하지 않고, V에 

한 SINR 값인 
을 되먹임한다. 상수 값 와 

체 사용자 수 값을 이용하여 기  값을 설정하여 

각 사용자는 해당 기 값을 기반으로 되먹임 여부

를 결정한다. 따라서 각 사용자는 기지국에서 자신

을 선택하 을 경우, 자신이 되먹임한 
을 기반으

로 변환한 빔형성 메트릭스인 V 에 의해 도출되는 

최종 sum-rate이 기  값인

 log  log  보다 작으면 SINR 

값을 되먹임 하지 않는다. 즉, 자신이 서비스 받을 

경우, 높은 통신 용량을 얻기 어려운 것을 상하고 

동시에 되먹임한 SINR 
값은 최종 으로 얻어지

는 SINR 값인 
과 다른 값을 가지므로 이를 

해 이와 같은 단계를 수행 한다. 

사용자 수가 많을 경우, 선택되는 사용자의 평균 

sum-rate값이 증가하므로, 이를 반 하기 해 체 

사용자 가 증가 할수록 sum-rate이 증가 할 수 

있게 모델링한 log 변수를 기  값에 삽입한다. 

즉,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가장 높은 채

 이득을 가지는 사용자의 채  이득 값이  

증가 하므로 이를 반 하는 기  값을 이용한다. 

한 송신 안테나수와 와 수신 안테나 수 가 

증가 할수록 평균 통신 용량이 증가하며, SNR값에 

의해서도 평균 통신용량은 증가한다. 기  값인 

 log  log값은 DPC (dirty 

paper coding)에서의 체 사용자 값에 따른 상 

통신 용량을 인용하여 구성 한다. DPC 값은 송신

단인 기지국에서 채  정보를 완벽히 알고 있고, 간

섭 향을 완벽히 제거 하여 신호를 송하는 방식

이므로 제안하는 빔형성 기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 따라서 상수 값인 값은 제안하는 빔형성 

기법이 DPC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없으므로 

이에 한 성능 감소를 반 하는 값이다 

(   )[5][13]
. 최 의 값은 실험을 통해 구해

진다. 

단계 4에서 기지국은 
를 기반으로 최 의 

상 통신용량을 가지는 사용자 를 선택한다. 에

서 언  하 듯이 
값은 최종 으로 얻어지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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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값과 차이가 나므로 이와 같은 상 통신 용

량을 통해 사용자를 선택한다. 이어서 단계 5에서 

기지국은 선택된 사용자 를 서비스하기 한 V 
를 식 (11)과 (12)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마지막으

로 단계 6에서는 빔형성 메트릭스 V 를 이용하여 

기지국이 선택된 사용자 에게 서비스 신호를 

송한다.

제안하는 빔형성 변환 기법에 해 정리해보면, 

해당 기법이 되먹임하는 SINR 정보에는 채  벡터

에 송신 가 치 벡터 성분의  값이 어느 정도 

포함 되어 있는지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

해 선택된 사용자의 채  메트릭스 V에 가까운 빔

형성 메트릭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제안하는 사

용자 선택기법에서 단계 2,3,5,6에서와 같이 V 를 

이용하면 사용자를 서비스 함으로서 이득을 얻는다. 

따라서 제안하는 빔형성 변환 기법은 기존의 랜덤 

빔 형성기법에 비해 통신 용량에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 이어지는 실험 결과에서 본 논문은 기존의 

랜덤 빔 형성 기법의 성능과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

릭스 변환 기법의 성능을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다  사용자를 선택하지 않고 단일 

사용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  사용자를 선택하면 

각 선택된 사용자들의 채  매트릭스 V에 합한 

V 를 효율 으로 구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단일 사용자를 선택한 후 해당 선택 단일 사용

자의 채  매트릭스 V에 합한 V 를 구성한다. 

4.2.   인 경우의 안테나 선택 기법

  인 경우는, 사용자는 추정한 채  정보를 

기반으로  개의 송신 안테나  2개의 안테나를 

선택한다. 2개의 선택한 안테나가 각각 와 번째 

송신 안테나라면 이에 따른 채  메트릭스는 다음

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H   h  h               (17)

여기서 h와 h는 H의 와 번째 열벡터 이

다. 와 번째 송신 안테나의 선택에 따른 통신 용

량은 다음과 같다.

    log





uHv 

uHv 



 log





uHv 

uHv 




      (18)

따라서 최 의 통신 용량을 가지는 와 번째 송

신 안테나를 선택하여 기지국에 되먹임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를 서비스 한다.  

Ⅴ. 실  험

성능 측정을 한 실험을 해 각 사용자는 완벽

한 채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기지국은 각 

사용자로부터 SINR 정보를 되먹임 받는다.

  그림 2. 신호  잡음비에 따른 평균 SINR 값
  Fig. 2. SINR according to SNR

그림 2는 × 다  안테나 시스템에서 신호  

잡음비에 따른 평균 SINR 값을 나타낸다. 기지국은 

각 심볼에 한 송신 빔 형성 가  벡터에 동일한 

워를 할당한다. 복원 신호  과  에 한 SINR

은 식 (13)과 식 (14)에 나타나 있다. 제안하는 빔

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의 각 복원 신호에 한 

평균 SINR은 기존 랜덥 빔형성 기법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진다. 신호  잡음비 값이 증가하면, 두 복

원 신호에 한 평균 SINR 값도 증가한다.

그림 3은    v   v  일 때, 신

호  간섭 잡음비에 따른 평균 통신 용량을 나타

낸다.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은 송신 

빔형성 가 치 벡터에 한  값 성분을 추출해 

낸다. 따라서 기지국은 SINR 되먹임을 해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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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신호  잡음비에 따른 평균 통신 용량
  Fig. 3. Average capacity with SNR

그림 4. 체 사용자 수에 따른 평균 통신 용량

Fig. 4. Average capacity with number of users

그림 5. 체 사용자 수에 따른 평균 통신 용량
Fig. 5. Average capacity with number of users

던 V보다 선택된 사용자의 채  메트릭스 V

에 

가까운 새로운 빔형성 메트릭스 V 를 구성 할 수 

있다. 그 결과,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

법은 기존은 랜덤 빔형성 기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

그림 4는   일 때, 체 사용자 수에 따른 

평균 통신 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 기존

의 랜덤 빔형성 기법과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은 각 심볼에 동일한 워를 할당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은 1개의 빔에 워를 할당하는 경우와 

( v  v  ) 2개의 빔에 균등하게 

워를 할당하는 경우의 ( v  v  ) 성

능을 보여 다. 한, 비교 상인 Opportunistic 

BF의 경우도 v  v  인 경우의 성

능이다
[14]

. 그림 4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과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

환 기법 모두 체 사용자 수가 증가 할수록 평균 

통신 용량이 증가한다. 체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채  메트릭스와 송신 빔형성 메트릭가 유사한 사

용자를 선택할 수 있고, 높은 신호  잡음비를 가

지는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이므로 그에 따른 다  

사용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

릭스 변환 기법이 체 사용자 수에 계없이 기존

의 랜덤 빔형성 기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 

Opportunistic BF의 경우, 1개의 빔에만 워를 할

당하기 때문에 체 사용자 수가 은 환경에서는 

빔 벡터 사이의 간섭이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이

나 2개의 빔에 워를 할당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보다 간섭의 향이 작아 더 좋은 평균 

통신 용량을 가진다. 반면에 체 사용자 수가 많은 

환경에서는 채  메트릭스와 송신 빔형성 메트릭가 

유사한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2개의 빔에 

워를 할당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이 

Opportunistic BF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 

  

그림 5는    v  일 때의 체 사용자 

수에 따른 평균 통신 용량을 나타낸다. 소단원 Ⅳ.2

에서 제시한 안테나 선택 기법을 사용한 빔형성 메

트릭스 변환 기법은 Opportunistic BF과 기존의 빔

형성 기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 한 기존의 

빔형성 기법은 동일한 워를 빔에 할당할 경우에

는   인 경우가   인 경우보다 빔간 간

섭의 향으로 더 낮은 성능을 가진다. 



한국통신학회논문지 '12-01 Vol.37A No.1

32

그림 6. 값에 따른 평균 통신 용량
Fig. 6. Average capacity with 

그림 6은    v   v  일 때, 

값에 따른 평균 통신 용량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앞

의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2개의 송수신 안테나를 

설치하고, 각 심볼에 동일한 워를 할당한 경우를 

가정한다. 정체 사용자 수 인 경우 최 의 

값은 약 0.06이다. 체 사용자수가 증가 할수록, 

선택되는 사용자에게 기 되는 평균 통신 용량도 

증가하므로 체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

의 값도 함께 증가한다.

Ⅵ. 결  론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은 사용자 수가 많을 겨

우, 다  사용자 이득을 통해 높은 통신 성능을 얻

는다. 하지만 사용자 수가 은 마이크로 셀에서의 

환경에서는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이 다  사용

자 이득을 얻기 어려우므로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없다. 사용자 수가 은 환경에서 높은 성능을 얻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SINR 되먹임 정보를 기반으

로 한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을 제안 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송신 벡터의 값을 추정 하여 

빔형성 메트릭스를 변환함으로서 기존의 랜덤 빔형

성 기법 보다 이득을 얻는다. 따라서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보다 채 을 더 정확히 추정할 확률을 

가진다.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에서와 같이 제안

하는 기법 한 SINR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선택한

다. 하지만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이 채  메트릭

스의 rank 수만큼의 SINR을 되먹임 하 다면, 제안

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은 오직 하나의 

SINR 값만을 되먹임한다. 따라서 2개의 안테나를 

가정하 을 경우, 기존의 랜덤 빔형성 기법에 비

하여 반의 SINR 되먹임 양을 가진다. 따라서 복

잡성 측면에서 제안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

법을 용하기가 수월하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하는 빔형성 메트릭스 변환 기법이 기존의 랜덤 빔

형성 기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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