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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past years, wireless communications environment 

have developed with explosive demand of internet service 

and increase of subscriber. Anytime anywhere, we can 

access  internet service and recently, we can access 

internet with portable terminal using wireless 

communications. So several schemes have been proposed 

for the efficient service. In this paper, we may improve 

performance of wibro system using adaptive antennas 

scheme at the base station (BS) and mobile 

station(MS),operating jointly. In wibro system, the joint 

use of transmit beamforming at BS and receive 

beamforming at MS is improved the SINR and increased 

the capacity compared to conventional system[1],[2].  

 

I. 서론 

 

지난 몇 년간 인터넷 서비스의 폭발적인 수요와 가

입자 수의 증가로 무선 통신 환경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기

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휴대 단

말기의 사용으로 비록 낮은 전송 속도이지만 이동간에

도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유선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

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속도의 한계를 나타내

었고 높은 이용 요금의 부담으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요구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중 유

무선 통합 서비스에 속하는 2.3GHz 주파수 대역의 휴

대 인터넷(WiBro)이 각광 받게 되었다. 휴대 인터넷

(WiBro)은 이동통신 기반의 무선 인터넷이 가진 서비스 

coverage 의 장점과 무선 랜의 전송속고의 장점을 살려 

언제, 어디서나 고속 전송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양

한 정보와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잇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는 그림 1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BS 와 MS 단에 상호 

결합하여 동작하는 적응 안테나 처리 기법을 WiBro 

system 에 적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WiBro system 에 기지국에서 전송 빔 형성(Transmit 

Beamforming)과 단말기에서 수신 빔 형성(Receive 

beamforming)이 상호 결합하여 동작하게 하면 adaptive 

상호 결합 적응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한 WiBro system 의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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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nna 의 사용으로 인해 주위에 간섭으로 작용하는 신

호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분만 아니라 원하는 방향의 

신호를 최대로 수신할 수 있게 됨으로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SINR 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capacity 를 증

가 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ibro 환

경에서 BS 와 MS 단에 상호 결합하여 동작하는 적응 

안테나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capacity 를 증가시키고자 하였으며 모의 실험을 통하여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락 2 에서는 시스템

의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한다. 상대적인 실험 결과는 

단락 3 에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단락 4 에서 이 논문

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시스템 구조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

이다. 입력된 신호는 K 개의 안테나 weight 에 의해 

transmite beamforming 이 수행되고 IFFT 프로세스를 통

함으로써 서로 다른 부반송파로 전송되게 된다. 수신 

단에서 각 부반송파로 수신된 신호는 FFT 프로세스를 

통과한 후 어레이 출력에서 수신된 신호의 전체 SINR

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BS 와 MS  가중치 벡터

( cbW , , cmW , )에 의해 receive beamfoming 이 수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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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 

 

먼저, 수신된 c 번째 부반송파 신호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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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H 는 complex conjugate transpose 를 나

타내고, cH 는 c 번째 부반송파의 채널 matrix, 

cph ,
~

는 p 번재 intereference 로부터의 cchannel 

response 를 의미한다. )(mNc 은 가산성 백색 

가우시안 잡음(AWGN)을 나타낸다. )(mdc 은 c 번

째 부반송파로 전송되는 사용자의 신호이고, 

)(~
. md cp 는 p 번째 간섭 사용자의 c 번째 부반송파

에서의 신호를 의미한다. 이 c 번째 부반송파에 의

해서 수신된 신호는 최적의 가중치 cbW , , cmW , 에 

의해 원하는 신호 성분과 간섭 신호 성분의 비를 

최대화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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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Φ 는 c 번째 부반송파에서의 간섭 신호의 

correlation matrix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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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 번째 부반송파에 의해서 수신된 신호의 

SINR 을 최대화하는 가중치 벡터 cbW , , cmW , 는 표

준화된 결과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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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Φ c 은 undesired signal 의 상관 매트릭

스(correlation matrix)의 역수를 나타내고, 

)( cv Ψ 는 가장 큰 eigenvalue 를 가지는 matrix 

cΨ  (
T
cccc HH 1* −Φ=Ψ )의 eigenvector 이다. 

따라서 c 번째 부반송파로 수신된 신호는 BS

와 MS 단에서의 최적의 가중치( cbW , , cmW , )에 

의해 desired 신호는 최대로 수신하고 간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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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성분을 제거하게 됨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III. 실험 및 결과 
 
단락 2 에서 소개된 Joint adaptive WiBro system
은 컴퓨터 실험에 의해 수행되었고 모든 채널 
정보는 pilot tone 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단말과 기지국에서 2 개의 
adaptive 안테나가 상호 결합하여 동작하는 시

스템과 전방향성(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

는 기존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전방향성(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한 기

존의 시스템의 경우와 MS 단과 BS 단에서 
상호 결합하여 동작하는 적응 안테나를 사용

하는 경우에 대해 시스템의 성능을 그림 2 에

서 나타내었다. 

 

<그림 2. Average BER of wibro system in the absence CCI > 

 
그림 2 는 pedestrian A model 을 channel model[6]로 

하여 BS 와 MS 단에 각각 2 개의  적응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하여 CCI (cochannel interference)가 
없는 경우에 대해 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BS 와 MS 단에서 상호 결합

하여 계산된 최적의 가중치에 의해 간섭 신호 성

분을 제거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이 기존의 

system 과 비교하여 3102 −× 을 기준으로 BS 단에 
3 개, MS 단에 1 개의 무지향성을 사용하는 
3conv_system 의 경우와 비교하여  2.5dB, BS 단에 
2 개 MS 단에 1 개를 사용하는 2conv_system 의 경

우와 비교하여 5dB 의 성능이 개선되었다. 
 

그림 3 은 그림 2 에서 수행한 모의 실험과 같은 

channel model 을 가정하고 BS 와 MS 단에 각각 2
개의  적응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하여 single CCI

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적의 가중치에 의해 싯,템의 

성능이 개선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310−

을 기준으로 BS 단에 3 개, MS 단에 1 개의 무지향

성을 사용하는 3conv_system 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 2dB, BS 단에 2 개 MS 단에 1 개를 사용하는 
2conv_system 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 4dB 의 성능

이 개선되었다. 

 
 <그림 3. Average BER of wibro system in the presence CCI>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wibro 환경에서 BS 와 MS 단에 
상호 결합하여 동작하는 적응 안테나를 사용

함으로써 CCI 가 없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system 과 비교하여 2.5dB 이상의 성능 개선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CI 가 존

재하는 환경에서는 2dB 이상의 성능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BS 와 MS 단에서 최적의 가중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계산량을 필요

로 한다. 이러한 계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반송파를 그룹화하여 응집 지역(coherence 
bandwidth)내에 존재하는 부반송파에 대해서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계산량

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성능의 열

하에 대해 분석하고 적용 가능성(feasibility)에 
대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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