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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빔포밍을 이용한 시스템에서 동기에러에

의한 시스템 성능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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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synchronization issues, i.e., phase, frequency, and symbol time, have to be properly controlled

to achieve distributed beamforming gain. In this paper, the impacts of synchronization errors in distributed

beamforming are analyzed for both single-carrier and OFDM systems. When the channel is constant

over a symbol duration, the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phase offset is the same for both single-carrier

and OFDM systems. For symbol timing offset in OFDM systems, high frequency subcarriers are more

susceptible as compared to low frequency ones. Frequency offset is critical in OFDM systems since it

leads to interference from the other subcarriers as well as power loss in the desired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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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협력통신(cooperative communications)은 소형 

이동통신 단말에서 장착 안테나의 수나 전력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통신

방식이다. 협력통신의 기본 개념은 다수의 단말에 장

착된 안테나들을 이용하여 가상의 다중 안테나 통신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다[1-3]. 분산 빔포밍(distrib-

uted beamforming)은 협력통신에 참여하는 다수의 

단말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다수의 협력노드(cooperating nodes)에서 송

수신한 동일한 신호를 적절한 신호처리를 통해 빔포

밍 이득을 얻는 방법이다.

기존의 단일 단말을 이용한 송신 빔포밍 방법에서

는 송신단에서 하나의 발진기(oscillator)를 사용하고 

안테나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각 안테나에

서 전송되는 신호의 위상 동기만을 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분산 빔포밍의 경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다수의 단말들이 각각의 발진기를 사용하여 동일한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빔포밍 이득을 얻기 위해서

는 위상 동기뿐만 아니라 주파수 및 시간 동기까지 

고려해 주어야 한다.

주파수 및 위상 동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기준 

신호나 피드백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

다[4-7]. 그리고 송수신단의 신호전송 과정에서 수신 

패킷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재전송하는 과정에 



453분산 빔포밍을 이용한 시스템에서 동기에러에 의한 시스템 성능 영향 분석

Fig. 1. Cooperative communication system with dis-

tributed beamforming.

분산 빔포밍을 이용하는 효율적인 협력통신 방식이 

제안 되었는데, 이때 분산 빔포밍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의 동기는 재전송을 요구하는 패킷을 통해 얻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8]. 분산 빔포밍을 사용하는 

협력통신 방식에서의 채널 용량 및 평균 패킷 전송 

지연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나, 이는 완전한 동기가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9]. 또한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시스

템에서 분산 빔포밍을 이용한 경우 동기 에러의 영향

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10]. 그러나 단일 반송파

(single carrier) 시스템에서의 동기에러 분석 및 

OFDM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에 대한 분석은 진행되

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빔포밍을 사용하는 협력통신 

방식에서 단일 반송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동기에러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OFDM 시스템에서의 

성능과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동기에러의 분

석에서는 협력통신에 참여하는 단말들과 수신단 사

이의 거리 차이에 의한 수신신호의 시간 동기 차이에 

의한 영향, 전송신호들의 채널들에 의한 위상 동기 

차이에 의한 영향 및 협력통신에 참여하는 각 단말들

의 발진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동기 차이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고, 각각의 동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세 가지 동기 차이에 의

한 단일 반송파 시스템과 OFDM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하였다. 성능 비교 

분석 결과 분산 빔포밍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들이 

비교적 작은 동기 차이를 보이는 경우 단일 반송파 

시스템과 OFDM 시스템은 비슷한 성능을 보이나,

OFDM 시스템은 주파수 차이가 커질 경우 급속한 

성능 감소가 발행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고려하는 분산 빔포밍 시스템의 모델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단일 반송파 시스템에서 분

산 빔포밍 신호들의 시간, 위상, 주파수 차이에 의한 

시스템의 성능 영향을 완전 동기 상태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기존에 분석한 OFDM 시스

템에서의 동기 차이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서술하였

다. 5장에서는 분산 빔포밍을 이용하는 단일 반송파 

시스템과 OFDM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고,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시스템 모델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M개의 협력 노드들

이 수신 노드에게 동일한 신호를 협력 빔포밍 방식을 

통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송신단에서 보낸 신호들이 협력 노드들

에게는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었고, 해당 신호를 수신

한 협력 노드들이 최종 수신단에 분산 빔포밍을 이용

하여 전달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수신단에서 협

력 노드들이 동시에 보낸 신호들의 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과 은 번째 협력신호의 거리에 따

른 신호감쇄 및 채널 특성을 각각 나타낸다. 는 

전송신호를 나타내며,  ,  , 그리고 은 각각 번

째 협력신호의 심벌 시간 편차(symbol timing offset),

주파수 편차(frequency offset), 위상 편차(phase off-

set)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수신단에서의 잡음 

특성을 나타낸다. 시간 편차는 max ≤ ≤max , 주
파수 편차는 max ≤ ≤max , 그리고 위상편차는 

max ≤ ≤max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전체 수신 전력은 협력통신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협력 

노드들의 전체 수로 정규화 하였다. 위의 수신 신호

를 기반으로 하여 단일 반송파 및 OFDM 시스템에서 

각 동기 에러에 의한 SNR(signal to noise ratio) 감소

를 분석한다.

3. 단일 반송파 시스템(single carrier system) 

3.1 심벌 시간 편차에 의한 영향

단일 반송파 시스템에서 심벌 시간 편차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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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mbol timing diagram in distributed beamform-

ing.

고 고려할 때, 식 (1)에 주어진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협력 신호들 사이에서 수신되는 심벌의 시간 편차

가 존재하면, 수신단의 정합필터(matched filter)의 

출력에 이웃하여 수신되는 심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 2에 시간 편차를 가지고 수신되는 협력 

신호들에 대한 모델을 보이고 있으며, 심벌의 기간을 

T로 설정하였다.

심벌 에 대한 정합 필터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번째 송신 심벌을  라 하고, 송신 신호가 개

의 심벌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or    ⋯  (4)

식 (4)를 이용하여 식 (3)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여기에서 은 협력 신호 중에서 정합필터의 시간 

동기보다 먼저 심벌이 시작되는 협력 신호의 개수를 

나타내며 식 (5)의 첫 번째 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음 심벌과 ISI(inter-symbol interference)가 발생

하게 된다. 동일하게 이전 심벌과의 ISI도 발생하게 

되는데 식 (5)의 세 번째 항에 보이고 있다. 위의 분석

은 협력 신호들 사이의 최대 시간 편차가 심벌 기간

보다 작다는 가정 하에 전개 되었다.

전송 신호가 구형 펄스(square pulse)라고 가정하

면, 식 (5)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6)

여기에서 ⋅ 및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8)

만약 M이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면, 식 (6)에 주어진 

수식은 다음과 같이 간략화 시킬 수 있다.

≈



 













  



  









   



 




(9)

여기서 는 에 대한 기대치(expectation)을 나

타낸다. 만약 송신 심벌들이 독립적이고 발생할 확률

이 동일하다면, 심벌 전력은 다음을 만족한다.

    
 

(10)

결과적으로 심벌 시간 편차에 의한 수신 심벌 크

기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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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 (11)에서  과  은 무선 채널 환경에 

관계된 것으로 심벌의 시간 편차와는 무관하다. 최종

적으로 분산 빔포밍을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협력 신

호들의 심벌 시간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 수신된 신

호의 평균 SNR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2)

여기에서 
은 잡음 전력, 은 협력 신호들

이 완전한 동기를 이루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SNR을 나타내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3)

식 (13)에서 보면 분산 빔포밍의 이득은 협력 신호

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는 심벌 시간 편차에 의한 평균 SNR 손

실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og

max   (14)

3.2 위상 편차에 의한 영향

협력 신호들 사이에 위상 편차만 있는 상태를 고

려하면, 식 (1)에 주어진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5)

식 (15)의 수신 신호에 대한 정합필터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6)
  







 





  








 
 

 

≈   
 

식 (16)에서 위상 편차는 패킷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최종 간략화는 시간 편

차의 분석에서 사용한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였다. 간

략화 된 수식을 사용하여 협력 신호들 사이에 위상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신 심벌의 평균 크기는 

다음과 같다.

  
  (17)

최종적으로 분산 빔포밍을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협력 신호들의 위상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 수신된 

신호의 평균 SNR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8)

여기에서 는 협력 신호들 사이에 존재하는 위

상 편차에 의한 평균 SNR 감소로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log


max
sin max  


  (19)

3.3 주파수 편차에 의한 영향

분산 빔포밍을 통해 전달되는 협력 신호들 사이에 

주파수 편차만이 존재한다고 하면, 식 (1)에 주어진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20)

정합 필터를 통과한 출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1)
   

 




   
 



 
 








 



   



 
 



 



 

 

≈   






  


 

식 (21)의 최종 간략화에서도 대수의 법칙이 사용

되었다. 식 (21)에 주어진 주파수 편차에 따른 수신 

심벌의 평균 크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2)
   




  


  




  





 

⋅

 




식 (22)에 주어진 수신 심벌의 평균 크기를 이용하

여 협력 신호들 사이에 주파수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

의 평균 SNR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고,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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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NR reduction due to phase offset in distributed 

beamforming.

여기에서 는 협력 신호들 사이의 주파수 편차

에 의한 평균 SNR 감소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logmax

   max  max

 max 

max 


sin maxsin max  
(24)

여기에서 는 사인 적분(sine integral)으로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sin
 (25)

최종적으로 분산 빔포밍을 이용하는 단일 반송파 

시스템에서 협력 신호들의 세 가지 편차를 조합하면 

수신 신호의 SNR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26)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완전한 동기가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SNR을 나타내고, 그 후의 세 

항은 각각의 편차에 따른 SNR 손실을 나타낸다.

4. OFDM 시스템

OFDM 시스템에서 분산 빔포밍 방법을 사용한 협

력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심벌 시간 편차 및 주파수 

편차에 의한 SNR의 손실은 부반송파 번호(subcar-

rier number)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각 세 가지 편차

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10]을 참조하고, 본 논문에서

는 최종 결과만을 보인다.

OFDM 시스템에서 협력 신호들의 심벌 시간 편차

에 의한 부반송파 에서의 SNR 손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28)

여기에서 는 단일 반송파 시스템과 동일하

고,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og

sinc

max  dB (27)

위상 편차에 의한 부반송파 에서의 SNR 손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29)

여기에서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og

max
sinmax  


  (30)

식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상 편차에 의한 시

스템의 성능 영향은 부반송파 번호에 무관하고 단일 

반송파 시스템과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OFDM 시스템에서 주파수 편차에 의한 영향은 

SNR 손실뿐만 아니라, 부반송파 사이의 간섭을 발생

시키게 된다. 따라서 주파수 편차에 의한 시스템의 

영향은 SNIR(signal to interference noise ratio)을 

고려해야 하며, 부반송파 에서의 SINR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1)

여기에서 와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max
max

(32)

  log (33)

5. 시스템 성능 비교

본 절에서는 분산 빔포밍을 이용하는 단일 반송파 

시스템과 OFDM 시스템에서 각 편차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고, 특정 편차값들을 사용하여 두 시스템에 편

차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협력 신호들 사이의 위상 편차에 의한 영향

은 식 (19)와 (30)에서 보인 바와 같이 동일하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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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NR reduction due to symbol timing offset in 

distributed beam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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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NR reduction due to frequency offset in dis-

tributed beamforming.

Fig. 6. Achievable SNR(SINR) with various number of 

cooperating signals and offset values.

는 협력 노드의 수가 5일 때, 즉 M = 5, 두 시스템에서 

최대 위상 편차를 변경하면서 SNR 손실 정도를 보

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상 편차가 과

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으

나, 위상 편차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성능에 영향을 키는 것을 볼 수 있다.

OFDM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가드 인터벌(guard

interval)에 주기적 전치 부호(cyclic prefix)를 사용

하여 심벌의 시간 오차가 가드 인터벌보다 작은 경우

에는 단순히 위상을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시간 오차

에 의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산 빔포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력 신호들 사이

의 시간 편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Fig. 4는 단일 반송

파 및 OFDM 시스템에서 심벌 시간 편차에 따른 

SNR 손실을 보이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OFDM 시스템의 낮은 번호의 부반송파에서는 심

벌 시간 편차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으나 높은 번호

의 부반송파에서는 시간 편차에 의한 위상 변이 정도

가 커짐에 따라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OFDM 시스템은 적절한 심벌 시간 편차에 대해서

는 단일 반송파 시스템보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성능

을 보이나 주파수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성능에 민감

한 영향을 나타낸다. 이는 주파수 편차에 의한 SNR

손실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반송파간 간섭(inter-

carrier interference)에 의한 것이다[10]. Fig. 5는 

OFDM 시스템에서는 64개의 부반송파를 이용하고,

단일 반송파 시스템에서는 동일 시간동안 64개의 심

벌( = 64)을 전송한다고 할 때 주파수 편차에 따른 

SNR 손실을 보인 것이다.

Fig. 6은 특정 편차를 선택하여 협력 신호의 수를 

변경하면서 얻을 수 있는 SNR(OFDM 시스템에서

는 SINR)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및 모의실험에서 

협력 신호의 평균 수신 SNR은 5 dB, 무선 채널은 

Rayleigh 분포를 따르는 것을 가정하였다. 그 밖의 

모의실험 변수들은 Table 1에 명시하였다. 분석 결과

는 모의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나, 협력 신호

의 수가 적은 부분에서는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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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s Values

Data rate (R) 1, 2 Mbps

Number of subcarriers 64

OFDM symbol duration 64 ㎲

Cyclic prefix 8 ㎲

Number of simulation packets 4000

Number of cooperating signals 2-10

Average SNR of cooperating signals 5 dB

다. 이는 분석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대수의 법칙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협력 신호의 수가 확보되

지 않는 경우에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편차들의 값

들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영향이 적은 것

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및 모의실험 결과 

적절한 편차를 가지는 경우, 분산 빔포밍 방식은 단

일 반송파 및 OFDM 시스템에서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FDM 시스템의 경

우 협력 신호들의 주파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

문에 이의 적절한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본 논문은 분산 빔포밍을 사용하는 협력 통신 방

식에서 협력 신호들 간의 심벌 시간 편차, 위상 편차 

및 주파수 편차에 의한 시스템의 성능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단일 반송파 및 OFDM 시스템에서 각각의 

편차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특정 편차 값들을 

선정한 모의실험을 통해 두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

였다. 협력 신호들의 위상 편차에 의한 영향은 두 시

스템에 동일하게 적용 되었으며, 심벌 시간 편차는 

OFDM 시스템의 상위 부반송파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파수 편차의 경우는 

OFDM 시스템에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단순한 SNR 손실뿐만 아니라 부반송파간의 간섭

을 야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산 빔포밍을 

사용하는 OFDM 시스템에서는 주파수 편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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