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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DMA 시스템에서 다중 사용자 간섭에 의한 성능 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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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FDMA 접속방식에서는 각 사용자에게 여러 개의 부반송파를 할당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송신 비선형 전력증

폭기와 반송파 주파수편차에 의하여 부반송파 간 간섭이 발생된다. 또한 OFDM 신호가 도플러 시변 채널을 통하여 

전송될 때 부반송파 간 간섭이 발생된다. 이러한 부반송파 간 간섭은 다른 사용자에게 간섭을 일으키게 되어 전송품

질이 열화 된다. OFDMA 상∙하향링크에서 이러한 다중 사용자 간섭을 고려하여, 데이터가 주파수 선택적 시변 채

널을 통하여 전송될 때의 성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OFDMA 상향링크가 하향링크에 비하여 다중 사용자 간섭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그 원인을 밝히고, 우수한 비트 오류율 특성을 위하여 다중 사용자 상∙

하향링크에서  요구되는 비선형 증폭기의 특성과 반송파 주파수 편차의 크기를 구하며, 도플러 페이딩의 정도에 따

라 결정되는 비트 오류율 특성 열화를 분석한다.

ABSTRACT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technique uses multiple sub-carriers for the data 
transmission. Therefore, Inter Carrier Interference(ICI) is generated because of nonlinear high power amplifier and 
carrier frequency offset. Wireless OFDM transmission over Doppler fading channels also causes ICI. In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multiple sub-carriers are allocated to each user. 
Therefore, inter carrier interference causes interference to other users. I evaluate the BER performance of OFDMA 
systems in frequency selective fading channel, considering Multi-User Interference (MUI) owing to the carrier 
frequency offset, the nonlinear high power amplifier, and the Doppler fading. In the uplink OFDMA, multi-user 
interference introduces larger BER degradation than in the downlink. I explain the reason and obtain the required 
characteristics of the nonlinear amplifier and the value of frequency offset for good BER performance. And I also 
analyze the BER degradation upon Doppler fading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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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접속 방식은 주파수 영역에서 각 사용자에게 여

러 개의 부반송파들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OFDM 방식

에서는 전송될 데이터를 우선 N개씩 블록화 한 후에 병

렬화 시킨 후, 전송함으로써, 전송 심볼의 주기를 원래 

데이터의 주기보다 N배 길어지게 하여 심볼 간 간섭 문

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심볼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단말기가 이동할 

때 발생되는 도플러(Doppler) 페이딩에 의한 시변(Time 

Variant) 채널에 취약하다[1]. 또한 OFDM 변조된 신호

는 여러 개의 부반송파 신호들의 합으로 구성되기 때문

에 PAPR (Peak-to-Average Power Ratio)가 크게 되므로 

비선형 고전력 증폭기(HPA: High Power Amplifier)의 

비선형 왜곡에 민감하다. 또한 OFDM 방식은 여러 개의 

부반송파를 사용하므로 송수신단 간의 반송파 주파수 

편차에 역시 민감한 단점이 있다[2]. 도플러 페이딩, 비

선형 HPA 및 주파수 편차는 부반송파 신호들 간에 인접 

부반송파 간섭(ICI: Inter Carrier Interference)을 발생

시킴으로써 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된 신호의 성상도(Constellation)의 I(Inphase) 성분과 

Q(Quadrature)성분이 분산되며 아울러 회전이 발생된

다[1,2]. 그러므로 정확한 추정 및 등화(Equalization)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비트 오류율(BER: Bit Error Rate)이 

증가된다.

OFDMA 접속방식은 각 사용자에게 여러 개의 부반

송파들을 할당하여 데이터를 전송함으로, 위와 같은 원

인들로 발생된 ICI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간섭을 일으키

게 되어 전송 품질이 열화 된다. OFDMA 시스템에서 

다중 사용자 간섭(MUI: Multi-User Interference)을 유

발하는 도플러 시변 채널, 비선형 HPA 및 주파수 편차

를 모두 고려한 성능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

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영향을 고려한 

OFDMA 시스템의 BER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OFDM 전송 시스템

16-QAM OFDM 시스템 구성도가 그림 1에 도시되

었다[2]. 입력 데이터는 우선 I 성분 비트열과 Q 성분 비

트열로 나누어진다. 각 I와 Q성분은  함께 복소심볼 

X(k)로 매핑된다. QAM 매핑된 복소심볼은 OFDM 

변조기로 공급되며 그 복소심볼은 병렬의 N개 부반송

파로 역 푸리에 변환(IFFT :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에 의해 변조된다. IFFT 된 후 출력된 n번째 

샘플 값은 다음과 같다.

  ╱ 




exp╱      (1)

식 (1)은 X(k)의 이산 역 Fourier 변환의 모양이다. 그

러므로 OFDM 변조를 그림 1의 송신기에서와 같이 소

스심볼을 IFFT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한 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D/A)시킨 다음, RF(Radio 

Frequency)변조 시키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실현시킬 

수 있다. 

Fig. 1 Block diagram of OFDM trans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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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변조된 신호는 HPA를 통하여 증폭되어 전송되는

데, 이러한 HPA의 입출력 관계는 다음과 같은 메모리 없

는 비선형 시스템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3]. 

 



  



                (2)

여기서 A(r)는 증폭기의 크기 변환특성, 은 위

상 변환특성을 나타내고, r은 증폭기 입력신호의 복소 

포락선의 크기를 나타낸다. HPA에 의한 비선형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보통 HPA의 출력신호 전력의 크기가 작

게 되도록 HPA를 동작 시킨다(OBO: Output Back- 

Off). 이때 OBO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3)

여기에서 와 는 각각 HPA 출력신호의 최대

출력전력과 평균전력을 나타낸다. 또한 신호의 비선형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폭기의 입력단에 보통 3차 

사전 왜곡기(Predistorter)가 사용된다[3]. 사전 왜곡기

는 입력 신호를 HPA 전단에서 미리 HPA의 비선형 특

성에 역으로 왜곡시켜서 보상하는 방법이다. 3차 사전 

왜곡기에 D/A 변환기 출력인 복소 포락선  의 신

호가 입력될 때 다음과 같은 복소 포락선 를 갖는 

신호가 출력에 나타난다.

   





 
          (4)

그러면 송신기 출력신호 가     때마다 샘

플링된 이산 복소 포락선 은 다음과 같다[3].

  




         (5)

송신기 출력 신호 는 전송 도중에 다중 경로에 

의해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된다.  또한 AWGN 

잡음이 추가되며 도플러 영향 등으로 인하여 수신 시 

주파수 동기편차 가 발생된다.  이 주파수편차 을 

부 반송파간의 주파수 간격에 대한 상대 주파수편차 

  ╱로 표시한다. J개의  다중경로로 인한 수신

신호의 이산  복소 포락선 은 다음과 같다.

 




                    (6)

위 식에서 채널응답 h(j)는 복소 가우스 불규칙 변수

이며, 그 크기는 Rayleigh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위상은 0에서  까지의 균일분포를 가진

다. 상대 주파수편차 와 대역통과 AWGN 잡음 w(t)의 

영향까지 고려할 때, 수신 신호의 복소 포락선  가  

  때마다 샘플링 된 이산 복소 포락선  은 다

음과 같다.

   exp╱          (7)

이 때 은 대역 통과된 AWGN 잡음에 의한 복

소 변수이다. 그러면 N개의  을 FFT하여 를 

구할 수 있다.

 




 exp╱          (8)

송신 심볼 가 k번째 부반송파를 통하여 전송

되면서 비선형 HPA, 도플러 다중 경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AWGN, 및 주파수 편차의 영향을 받아서 그 크

기와 위상에 변화가 생긴 로 수신단에서 재생된

다. 따라서 는 각 부반송파의 전달함수 로 

추정된 채널전달함수 의 역으로 등화 된다. 

 ╱
                       (9)

최종적으로 추정심볼 가 애초에 송신된 

와 같은 성상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데이터 

BER이 결정된다. 이 때 송신단에서 정보 심볼 이외에 

크기와 위상이 알려진 파일럿 심볼 를 추가로 삽입

하여 전송하며, 채널을 통하여 전송되어 온 이 훈련 신

호가 FFT되어 재생된 로부터 채널의 전달함수를 

다음 식 (10)과 같이 추정한다(LS(Least Squared) 추정).  

LS                     (10)

이때 LMMSE(Linear Minimum Mean Square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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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식을 이용하면 LS 방식으로 추정된 채널 추정 벡

터 LS로부터 AWGN에 대해 더욱 정확한 채널 추정을 

할 수 있다[4].

Ⅲ. 하향링크  OFDMA 시스템의 BER 성능 분석

이동통신을 위한 표준에 의하면, 많이 사용되는 FFT

의 크기는 N=1024이며 채널의 대역폭은 10MHz이다

[5]. 따라서 부반송파 간격 =9.766kHz이며 샘플링 

주파수는 10MHz이다. 반송파 주파수가 2.3GHz이며 

단말기가 60km/h로 이동하면 최대 도플러 주파수 fm은 

약 130Hz가 된다. 

여러 사용자가 다중 접속하고자 할 때 본 논문에서는 

1024 부반송파를 32개의 band로 순차적으로 나누고 각 

band에 속해있는 32개의 부반송파들 중에서 불규칙적

으로 한 개의 부반송파를 각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방식

을 하향링크에 적용한다. 따라서 최대 32 사용자가 사

용자당 32개의 부반송파를 할당 받아 각각 데이터를 

OFDM 전송하게 된다. 

먼저 OFDM 한 블록시간 동안에는 모든 부반송파들

에게 해당 채널에 1, -1, ... 모양의 파일럿 심볼들을 전

송하여 전송 채널을 추정하고 그 다음 데이터가 보내지

는 OFDM 블록 동안에는 수신단에서 추정된 채널 전달 

함수를 이용하여 FFT된 심볼들을 등화 시킨다. 이 때 

데이터 심볼 OFDM 블록 시간동안의 채널 특성 및 그 

전 파일럿 심볼 시간 때의 채널 특성은 도플러 페이딩

에 의해 계속 변화된다. 그림 1에서의 OFDM 전송 시스

템 구성도 에서와 같이 입력 데이터는 Gray 코드를 이

용하여 16-QAM 심볼로 매핑 된다. 이 심볼들은 OFDM 

변조되어 다중 경로 채널을 통하여 전송된다. 매크로 

셀(macro cell) 크기를 반경 1km로 비교적 작게 규정하

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대 지연 시간이 

이고 rms(Root Mean Square) 지연 시간이 인 

5탭(tap) 전력 지연 프로파일(power delay profile)을 가

지는 채널 모델을 선택한다[6].

하향링크에서는 기지국에서 두개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이동 단말기에서는 한 개의 수신 안

테나만을 사용하는 STBC(Space Time Block Coding)

방식[5]이 비용이나 단말기 크기 면에서 유리하다. 이 

방식에서는 첫 번째 시간  에서는 첫 번째 송신 안테나

를 통해서 심볼   가 IFFT된 신호가 송신되며 동시

에 두 번째 송신 안테나를 통하여 다른 심볼   가 

IFFT된 신호가 송신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구간 

  에서는 그 공액(conjugate)    가 IFFT된 신

호가 첫 번째 송신 안테나로 송신되며 동시에    가 

IFFT된 신호가 두 번째 송신 안테나로 송신된다. 그러

면 수신기에서는 첫 번째 시간 에 동시에 도착한 신호

를 FFT하여 얻은   와 두 번째 시간     때 도착

한 신호를 FFT하여 얻은   를 결합하여 추정 심볼 

 와  를 얻는다. STBC 기법에서도 파일럿 

심볼 등을 이용하여 얻은 추정 전달 함수  와 

 가 이용된다. 

정확한 채널 추정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경우에는 

시불변 STBC 16-QAM OFDM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BER은 다음식과 같다[7].

   


   

  

 














  





    (11)

위 식에서   인데, 이 때 는 한 데이터 

비트 당 신호의 평균 에너지이고 는 AWGN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이며 는 전송 채널의 평균 페이딩 전력

이다. 과 은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수인데 

STBC 경우   ,  이다.

      로 식 (11)에서 와 는 

16-QAM의 경우 3/4와 4/5이다. 그림 1의 OFDM 기저 

대역 전송 시스템 구성도의 입출력을 순차적으로 유도

한 식(1)~(10)를 이용하여 OFDMA 하향링크에서의 

BER 성능을 Monte Carlo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구한다. 하향링크에서는 기지국 송신기에서 모든 가입

자들의 신호를 같이 전송하므로 그림 2(b)와 같이 전송 

경로가 모든 가입자 신호에 대하여 동일하다. 

그림 3은 사용자가 32명일 때 각 시스템 파라미터에 

따라 구해진 BER 성능을 도시한 것이다. 따라서 32명

의 사용자에게 32 부채널씩 모든 부반송파들을 할당한 

경우이다. 그림 3(b)와 (c)는 단말기가 이동하지 않아서 

도플러 효과가 없는 경우이다. OBO가 7dB인 경우에는 

HPA의 비직선성에 따른 BER 성능 열화가 적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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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가 6dB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BER 성능 열화가 

발생된다. 또한 주파수 편차 의 크기가 0.03이하인 경

우에 그에 따른 BER 성능 열화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LMMSE 채널 추정을 하면 LS 추정의 경우 보다   가 

약 4dB 개선된다. 이 그림에서 ideal 곡선은 이상적 선

형 HPA를 사용하며 주파수 편차가 없는   인 경

우이며 아울러 등화를 위한 정확한 채널 추정이 가능한 

경우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등화를 위한 정확한 

채널 값은 생성되는 채널의 임펄스 응답   을 

Fourier 변환하여 얻을 수 있다. 이 이상적인 BER 곡선

은 식 (11)에 주어진 이론적인 BER 곡선과 일치한다. 

그림 3에서 perfect 곡선은 각 그림에 표시된 OBO를 가

지는 비선형 HPA를 사용하며 주파수 편차   이

고 등화를 위한 정확한 채널 추정의 경우이다. 그림 3(d)

와 (e)는 최대 도플러 주파수가 40Hz와 

(a)

(b)

Fig. 2 Channel structure((a)uplink, (b)downlink)

130Hz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들에서 사용자

수, OBO, 주파수 편차 및 도플러 페이딩을 모두 고려할 

때 OFDMA 하향링크에서는 OBO는 7dB 이상, 주파수 

편차는 0.03 이하이어야 좋은 BER 특성을 얻을 수 있

다. 또한 단말기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것에 

의한 도플러 페이딩에 의하여 주로 BER 성능이 급격하

게 열화되며 error floor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상향링크 OFDMA 시스템의 성능 분석

상향링크에서는 BER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

지국 수신기에 두 개의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사용하는 

MRRC(Maximal Ratio Receiver Combining) 기법이 사

용될 수 있다[5].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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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ig. 3 BER performance of downlink OFDMA systems, 
# of users=32((a) fm=0Hz, OBO=5dB (b) fm=0Hz, OBO 
=6dB (c) fm=0Hz, OBO=7dB (d) fm=40Hz, OBO=7dB 
(e) fm=130Hz, OBO=7dB)

각각 다른 채널 전달함수   와   를 가지는 

두개의 전송 경로를 통하여 각각의 수신 안테나에 도착

한 신호는 독립적인 두개의 FFT 프로세서를 통하여 주

파수 영역으로 변환된다. 각각 변환된 심볼   와 

  는 파일럿 심볼 등을 이용하여 추정된 각 채널의 

전달함수  ,  의 공액과 곱해진 후 더해진다. 

추정된 채널 전달함수  와  가 MRRC 기법

에 요구된다. 정확한 채널추정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경우에 도플러 효과가 없는 시불변 채널 하의 MRRC 

16-QAM OFDM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BER은 STBC 

시스템에서의 BER 식 (11)과 동일하다[7]. 하향링크에

서는 그림 2(b)와 같이 전송 경로가 모든 가입자 신호에 

대하여 동일하지만 상향링크에서는 그림 2(a)와 같이 각 

가입자 신호는 다른 특성의 경로를 통하여 전송된다. 

MRRC 안테나 다이버시티 기법을 적용한 16-QAM 

OFDMA 상향링크에서 HPA의 OBO를 7dB로 선정하

고 파일럿 심볼을 이용한 LS 방식으로 채널을 추정 했

을 때의 BER 성능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법으

로 그림 4에 구해졌다. 이 때 주파수 편차가 없는   

인 경우를 가정한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상향링크에서

는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 HPA에 의하여 

BER 성능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OFDM 변조

된 신호가 OBO=7dB인 비선형 HPA를 통과했을 때 그 

HPA 출력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그림 5와 같이 분석하

였다. 이 때 간단한 정성적 분석을 위하여 OFDM 변조 

시 1024 FFT 대신 64 FFT를 사용하고, 한명의 사용자

에게 5, 33번째인 두 개의 부반송파를 할당한 경우이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원래의 부반송파 성분이외에 41, 61 

번째 부반송파 성분이 추가로 발생된다. 

Fig. 4 BER performance of uplink OFDMA systems upon 
number of users(OBO=7dB)

Fig. 5 Amplitude spectrum of HPA output OFDM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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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첫 번째 사용자에게 32, 61번째 부반송파를 할

당하고 두 번째 사용자에게 5, 33 번째 부반송파를 할

당한 경우를 가정하면, 그림 5에서 61번째 부반송파에 

추가로 발생된 주파수 성분의 신호는 첫 번째 사용자

의 61번째 반송파 신호에 인접 부반송파 간섭(ICI)을 

일으킨다.

첫 번째 사용자가 먼저 채널 추정을 위해 파일럿 심

볼  를 OFDM 변조하여 전송할 때, HPA 출력 신호

의 주파수 성분 중 자신에 할당된 번째 부반송파 성분

을   라고 하자. 그 다음 OFDM 블록 시간 동안에 

데이터 심볼   를 OFDM 변조시켜 전송할 때, HPA 

출력 신호의 주파수 성분 중 k번째 부반송파 성분을 

  라고 하자. 이 때 두 번째 사용자는 첫 번째 

OFDM 블록 시간동안 어떤 데이터 심볼을 변조시켜 전

송하고 그 다음 OFDM 블록 시간 동안 다른 내용의 데

이터 심볼을 변조시켜 전송한다. 두 번째 사용자의 첫 

번째 OFDM 신호에 의하여 첫 번째 사용자에게 발생한 

ICI 성분을   , 두 번째 사용자의 두 번째 OFDM 신

호에 의하여 첫 번째 사용자의 두 번째 OFDM 신호에 

발생한 ICI성분을   라고 하자. 

하향링크에서는 각 사용자들의 데이터 심볼들은 기

지국에서 한번의 IFFT를 통해 OFDM 변조된 후 HPA

를 거쳐 같은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그러므로 하향링

크에서는 그림 2(b)에서와 같이 모든 가입자에 대한 채

널 전달 함수는 모두 같다. 이 때 번째 부반송파에 대

한 채널의 전달 함수를   라고 하자. 첫 번째 OFDM 

블록 시간 동안 첫 번째 사용자의 신호가 수신단에서 

FFT되어 얻어진 번째 부반송파 주파수 성분   는 

식 (12)와 같다.

                           (12)

그 후,   은 식 (10)과 같은 방식으로 채널 추정

된다. 이 때 OBO가 커서 ICI가 작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   이므로 추정된 채널 전달 함수  는 

식 (13)과 같이 된다. 

  
  
  

≈  
  
  

          (13)

추정된 채널 전달함수  는 식 (13)과 같이 ICI의 

영향을 받아 추정 오차       가 발생한다. 시 

불변 채널에서는 두 번째 OFDM 블록 시간에 신호는 같

은 채널 전달 함수   를 거쳐 전송된다. 첫 번째 사용

자의 두 번째 OFDM 신호가 FFT되어져 얻어지는 번째 

부반송파 주파수 성분   는 식 (14)와 같다.

                            (14)

그 후   는 식 (13)과 같이 추정된   로 나눠

주어 채널 등화 된다. OBO가 커서 ICI가 작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   이고  ICI 성분   는   

에 비해 보통 그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식 (13)에서 추

정된 채널 전달  ≈ 이 된다. 그러면 등화 된 

추정 심볼  에는 식 (15)와 같이    만큼의 오차

가 존재한다.

  
  

 
≈                   (15)

그러나 상향링크의 경우에는 각 사용자들의 신호가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상향링크에서 첫 번

째 사용자의 채널 전달 함수를   , 두 번째 사용자

의 채널 전달 함수를   라 하자. 여러 사용자들의 

신호들은 서로 다른 채널을 거친 후 합쳐져 기지국 수

신단에 도착된다. 그러면 수신 단에서 FFT되어 얻어지

는 첫 번째 파일럿 심볼 OFDM 블록 시간 동안의 번째 

부반송파 주파수 성분   는 식 (16)으로 표현된다.

                           (16)

그러면 첫 번째 사용자의 채널 전달 함수는 다음 식 

(17)과 같이 추정된다.

 
  
  

≈   
  
  

         (17)

그다음 두 번째 OFDM 신호의 k번째 부반송파 주파

수 성분   는 다음 식 (18)과 같다. 

                           (18)

그 후   는 식 (19)와 같이 추정된  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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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채널 등화 된다. 이 때 OBO가 커서 ICI가 작은 일

반적인 경우에는,   의 크기는   의 크기보다 매

우 크므로   ≈  이고   ≈   가 되

어 채널 등화 된  는 식 (19)와 같다.

  
  


≈     

  
  

         (19)

식 (19)에서와 같이 상향링크에서는 심볼 추정 오차가 

      가 된다. 그러므로       

인 경우에   성분이 그 비만큼 더 증폭되어 채널 추

정 오차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상향링크에서는 OBO가 

큰 경우에도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한 BER 

성능 열화가 발생된다. 따라서 상향링크에서는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OBO의 크기를 더욱 증가시켜야 한

다. 상향링크에서 주파수 편차는 그림 2(a)에서와 같이 

여러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주파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사용자들에게 발생되는 주파수 편차의 영향

으로 첫 번째 사용자에 부반송파 간섭(ICI)을 일으켜 

BER이 더욱 증가될 수 있다. 이때 다른 사용자들에게 

발생되는 주파수 편차      은 그 크기가 0에

서 최대  까지 균일 확률 밀도 함수(uniform pdf)를 가

지는 불규칙 변수로 가정한다. 

그림 6에 사용자가 32명일 때 BER 성능이 도시되었

다. 그림 6(a)와 (b)는 시불변 채널 환경 하에서 OBO가 

각각 11dB, 14dB인 경우에 주파수 편차에 따른 BER 성

능이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사용자 수가 1 명인 경우보

다 HPA의 선형성이 더욱 요구되어 OBO가 14dB 이상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c)는 OBO=14dB이고 최대 

도플러 주파수가 40Hz인 시변 채널 하에서의 BER 성

능이고, 그림 6(d)는 OBO=14dB이고 최대 도플러 주파

(a) 

(c)

(b)

(d)

Fig. 6 BER performance of uplink OFDMA systems, # of users=32((a)fm=0Hz, OBO=11dB (b)fm=0Hz, OBO=14dB 
(c)fm=40Hz, OBO=14dB (d)fm=130Hz, OBO=1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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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30Hz인 시변 채널 하에서의 BER 성능이다. 이와 

같이 상향링크에서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HPA의 비

선형성 및 주파수 편차의 영향에 의한 MUI가 더욱 증

가함으로 사용자 수가 32명일 때 OBO는 14dB 이상, 주

파수 편차는 0.01 이하가 요구된다. 또한 단말기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도플러 페이딩에 의하여 BER 성

능이 급격하게 열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OFDMA 상∙하향링크 시스템에서 비선형성 HPA와 

주파수 편차의 영향 및 도플러 페이딩에 의한 MUI를 

고려하여 BER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가 OFDM 변조, 비선

형 전력 증폭, 주파수 선택적 Rayleigh 도플러 페이딩 

채널, 주파수 편차가 존재하는 클럭으로 OFDM 복조, 

채널추정, 등화 되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각 시스템 블

록마다 채널추정 오차를 고려하여 그 입출력 신호 변

환 과정을 이산 복소 포락선 함수들로 표현 하였다. 이 

수식들을 이용하여 컴퓨터 모의실험에 의하여 시스템

의 BER 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히 상향링크에서 사용자 수가 증가함

에 따라 같은 OBO값 및 같은 주파수 편차 경우에도 그 

BER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성능 열화 원인을 설명하였으며 우수한 BER 성능을 

위하여 상∙하향링크에서 사용자 수에 따라 요구되는 

비선형 HPA의 OBO값과 주파수 편차의 크기를 제시

하였다. 또한 단말기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것에 의한 도플러 페이딩에 의하여 BER 성능이 급격

하게 열화 되며, 아울러 error floor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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