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학위논문 

 

다중 사용자 Massive MIMO 시스

템에서 효율적인 채널 피드백 및 
스케쥴링 기법  

Effective Channel Feedback and Scheduling 
Scheme in Massive MU-MIMO System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정보 공학부 

김 진 순 



i 

 

초록 

 

다중 사용자 Massive MIMO 시스

템에서 효율적인 채널 피드백 및 
스케쥴링 기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김 진 순 

 

본 논문은 다중 사용자 massive MIMO (multiple-input-multiple-output) 

시스템에서 두 단계의 빔형성 (beamforming) 기법을 사용할 때, 임계

치 기반 피드백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은 유효 채

널 (effective channel)과 그룹간 간섭잡음전력 (inter-group interference-

plus-noise power)을 활용하여 개별 사용자가 준직교성 (semi-

orthogonality)과 채널의 크기를 확인하고, 정해진 임게치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CQI (Channel Quality indicator) 전송 여부를 결정한다. 본 논

문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으로 스케

쥴링을 했을 때 기존의 기법에 비해 피드백의 양을 현저히 줄일 뿐

만 아니라, 합용량 (sum rate)측면에서도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함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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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사용자 스케쥴링, 두 단계 빔형성, 임계치 기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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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5G 후보 기술로 거대 다중입출력 안테나 (massive multiple-

input-multiple-output; massive MIMO)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거대 

다중안테나 시스템은 기지국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높은 다중화 이득 (multiplexing gain)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안테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기지국이 

받아야 하는 채널 피드백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피드백 양을 

경감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FDD (Frequency Division Duplex)시스템에서 TDD (Time 

Division Duplex)시스템의 성능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JSDM (Joint 

Spatial Division Multiplexing)이라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1]-[2]. 이 

방식은 사용자의 송신상관행렬 (transmit-correlation matrix)이 비슷한 

사용자들을 그룹으로 묶고, 각 그룹간에 서로 유사 직교하도록 

분리하여 동시에 송신신호를 전송한다. 이를 위해 두 단계의 빔형성 

(beamforming) 과정을 수행하는데, 그룹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그룹 

빔형성 과정과, 그룹 내에서 간섭을 최소화하는 프리코터 단계가 

있다. 위 과정을 수행하면 사용자는 유효 채널의 형태로 실제 

채널보다 낮은 차원을 갖는 채널 벡터를 추정하고 피드백하므로, 

하향 및 상향링크에서의 무선자원을 아낄 수 있으며, 아낀 

무선자원을 데이터 송신에 더 할당할 수 있다. 

사용자 스케쥴링 상에서도 기지국이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3]. 위 방식은 기존의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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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gonal Beamforming 방식[4]과 Zero-forcing Beamforming 방식[5]의 

장점들을 결합한 기법이다. Random Orthogonal Beamforming 방식은 

주어진 빔들 중 해당 사용자가 데이터 전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빔 방향과 CQI (Channel Quality Indicator)를 전송하는 반면, Zero-

forcing Beamforming은 채널 정보를 벡터의 형태로 전송하여 

기지국에서 최적의 사용자 조합을 찾는다. 전자의 방식은 적은 

피드백의 양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자의 방식은 합용량 

(sum rate) 측면에서 그 장점을 갖는다. 반면 [3]에서 제안된 기법은 

두 기법의 장점을 조합하고, 두 단계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기지국이 사용자 스케쥴링을 적용한다. 특히 위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자 자신이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채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하지 못하다 판단할 경우 피드백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사용자 스케쥴링 상에서 불필요한 피드백을 줄이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제시된 두 가지 기법들보다 더 적은 

피드백의 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JSDM상에서 이슈가 되는 

그룹간 간섭을 고려한 피드백 정보를 제안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법 [3]을 보완하여, 피드백을 주는 

사용자의 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우선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이 기존의 피드백 기법보다 더 정확하게 

데이터 전송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피드백 기법 대비 합용량 

및 피드백 오버헤드 측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assive MIMO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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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관련된 이슈 및 시스템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Joint Spatial 

Division and Multiplexing에 대한 아이디어와 시스템 모델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다중 사용자 스케쥴링 기법 중 Random Orthogonal 

Beamforming과 Zero-forcing Bemaforming에 대해 설명하고,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최근의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스케쥴링 기법들과의 성능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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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Massive MIMO 

 

 

이번 장에서는, Massive MIMO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Joint Spatial 

Division and Multiplexing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시스템 모델을 

수학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2.1. Massive MIMO 시스템 

 

Massive MIMO는 기지국에 적개는 수십 개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개의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MIMO 시스템의 이점을 거대 

스케일로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안되었다. 일반적 MIMO 

시스템에서 Massive MIMO 시스템으로 확장될 때, 무선통신에서의 

이점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6]-[7]. 첫째, 기지국의 안테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 스트림을 송신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서비스함으로써 높은 다중화 이득 (multiplexing 

gain)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안테나 수가 많을수록 빔 분해능 

(resolution)이 좋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에 보내는 빔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에너지 효율과 주파수 효율이 증가한다. 

또한 그만큼 조밀한 빔을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에 

대한 간섭도 줄어든다. 셋째, 기지국의 안테나 수가 많으면 상향 

링크에서 데이터를 송신할 때, 각 안테나 요소들에 존재하는 열 

잡음 (thermal noise)이 평균화되어 제거되므로, 잡음에 의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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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다. 넷째, 무수히 많은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면 채널의 

독립성 및 대수의 법칙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간단한 정합 필터 (matched filter)나 maximal ratio transmission을 

사용해도 송신 안테나 수에 비례하는 채널 용량 (channel capacity)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Massive MIMO 시스템은 기존에 MIMO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점을 큰 스케일로 확장함과 동시에, 큰 스케일의 배열 

안테나로부터 나타나는 특성들을 추가로 이용함으로써 높은 주파수 

효율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차세대 5G 후보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이슈들이 존재한다.  

a. FDD (Frequency Division Duplex) 시스템과 TDD (Time Division 

Duplex) 시스템에서의 구현 이슈 

다중 사용자 MIMO 시스템에서 안테나 수에 비례하는 다중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지국과 사용자 간에 채널 정보 (channel 

state information; CSI)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지국과 

사용자간에 채널 추정과 피드백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FDD 

시스템의 경우 기지국과 사용자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채널간의 가역성 

(reciprocity)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널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송신 측에서 먼저 파일럿 시퀀스를 송신하고, 수신 측에서 

채널 추정과정을 거쳐 채널을 추정한 뒤, 추정한 채널 정보를 송신 

측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하지만 송신 안테나 측의 채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채널 추정을 위해서는 그만큼 파일럿 시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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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증가하고, 채널의 정보량도 증가하여 송신 측에 전달해야 

하는 피드백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채널 추정과 피드백을 

위한 자원 소모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TDD 

시스템은 기지국과 사용자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 분할로 각각 하향링크와 상향링크 데이터 송신자원을 

할당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에는 하향링크와 상향링크 간에 채널 

가역성이 성립한다. 따라서 TDD 시스템에서는 수신 측에서 파일럿 

시퀀스를 보내면, 송신 측에서 바로 채널 추정을 한 뒤 바로 데이터 

송신을 하게 된다. 이처럼 TDD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피드백 과정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소모 상으로 FDD에 비해 유리하다. 

실제 최근 massive MIMO 관련 연구들도 주로 TDD시스템을 

가정한다. 하지만 현재 셀룰러 네트워크 상에서는 FDD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FDD 상에서 massive MIMO시스템의 

성능실현을 위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다.  

b. 파일럿 오염 (pilot contamination)  

채널 추정을 위해서는 송신 측과 수신 측 사이에 파일럿 

시퀀스의 송신이 필요하다. 이 때 단일 셀룰러 네트워크 상에서는 

직교성을 갖는 시퀀스를 사용하여 채널 추정을 하지만, 인접한 다른 

셀에서 동일한 시퀀스 혹은 직교하지 않는 파일럿 시퀀스를 

사용하게 되므로 파일럿 오염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기존의 MIMO 

시스템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였으나, 노이즈에 의한 영향과 fading 

환경에 의현 영향이 더 큰 문제였다. 하지만 massive MIMO 

시스템에서는 노이즈나 fading에 대한 영향이 없어지므로, 인접 셀의 

파일럿 중복사용으로 인한 파일럿 오염이 성능 한계에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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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 요소가 된다 [8]. 

 

 

그림 2 - 1 Massive MIMO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본적으로 하향채널에서 다중 

사용자 massive MIMO 시스템에 기반하기 때문에, massive MIMO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중 하향링크 데이터 송신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림 2-1에서와 같이, M 개의 송신안테나를 갖는 

하나의 기지국과, 단일 수신 안테나를 갖는 K 명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단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가정한다. 기지국이 동시에 

D명의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송신하다고 했을 때, i번째 사용자가 

기지국으로부터 받는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𝐲𝐲𝑖𝑖 = 𝐡𝐡𝑖𝑖𝐇𝐇𝐱𝐱𝑖𝑖 + 𝐧𝐧𝑖𝑖, 𝑖𝑖 = 1, 2, … ,𝐷𝐷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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𝐲𝐲𝑖𝑖는 i번째 사용자가 기지국으로 받는 스칼라값의 신호를 나타내고, 

𝐡𝐡𝑖𝑖는 기지국과 i번째 사용자 간 𝑀𝑀 × 1 채널 벡터이다. 𝐱𝐱𝑖𝑖는 기지국이 

i번째 사용자에게 보내는 𝑀𝑀 × 1 송신신호벡터를 나타내고, 𝐧𝐧𝑖𝑖는 𝑀𝑀 ×

1 복소 백색 가우시안 잡음벡터이다. 기존의 다중 사용자 MIMO 

시스템과 마찬가지고, 기지국은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송신하기 때문에 그림 2-1처럼 디지털 빔형성을 통해 좁은 빔을 

형성함으로써 사용자간에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빔형성은 

각 사용자에게 보내는 송신신호에 빔형성 행렬을 곱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빔형성을 거친 신호를 송신하게 된다. 

따라서 송신신호 𝐱𝐱𝑖𝑖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𝐱𝐱𝑖𝑖 = 𝐕𝐕𝐝𝐝𝑖𝑖                        (2.2) 

 

𝐕𝐕는 𝑀𝑀 × 𝐷𝐷  프리코딩 행렬이며, 𝐝𝐝𝑖𝑖는 i번째 사용자에게 송신하고자 

하는 𝐷𝐷 × 1 신호벡터이다.  

 

2.2. FDD massive MIMO 시스템 

 

앞 절에서는 Massive MIMO 시스템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주어진 이슈와 시스템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FDD시스템을 가정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앞 절에 설명한 시스템 

모델에 추가적으로 FDD 시스템에서의 achievable rate와 이를 

보완하는 Joint Spatial Division and Multiplexing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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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FDD 시스템에서 달성 가능한 평균 용량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상황에서의 데이터 송신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Marzetta와 Hochwald가 제안한 noncoherent block fading 

모델을 가정한다 [9]. 위 채널 모델은 특정 동기 시간 (coherence 

time)동안 채널 coefficient가 일정했다가 바뀌며, 송신 측과 수신 

측에서는 각각 채널 정보를 모른다고 가정한다. 이 때, 달성가능한 

평균 용량은 한 동기 시간을 단위로 하는 데이터 송신에서의 

달성가능한 용량으로 주어진다.  

다중사용자 MIMO 하향링크 채널에서, 𝑀𝑀  개의 송신안테나를 

갖는 기지국과 K 명의 단일 안테나 사용자가 같은 주파수대역과 

시간을 공유하고, 채널 사용량 T 만큼의 동기 시간을 가정할 때, 

높은 SNR (signal to noise ration) 시스템에서 주파수 효율은 최대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0].  

 

𝑀𝑀∗ �1 − 𝑀𝑀∗

𝑇𝑇
� 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 + 𝑂𝑂(1),               (2.3) 

𝑀𝑀∗ = 𝑚𝑚𝑖𝑖𝑚𝑚 �𝑀𝑀,𝐾𝐾,
𝑇𝑇
2�

  

 

위와 같은 주파수 효율의 상계치는 모든 사용자들이 협력을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으며, 하계치는 𝑀𝑀∗  차원을 트레이닝 과정에 

투자하고, 수신 측에서 채널 정보를 추정 후 피드백 및 데이터 

송신하는 과정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때 𝑀𝑀∗ �1 − 𝑀𝑀∗

𝑇𝑇
�값은 noncoherent 

block fading model 상에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중화 이득으로, 

채널 트레이닝 과정으로 이한 시간 자원 소모에 따른 평균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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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다.  

하향링크 FDD 시스템에서 noncoherent block fading 모델을 가정할 

때, 실질적 데이터 송신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하향링크 채널 트레이닝 과정 

2) 상향링크 채널 정보 피드백 

3) 사용자 선택 및 데이터 송신 

FDD시스템의 경우에는 하향링크 트레이닝 단계와 데이터 송신 

단계의 채널 정보 피드백에 딜레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계치에 준하는 주파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1]. 그림 

2-2는 이상적인 채널 정보 피드백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 동기 시간 

동안 데이터 송신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기지국 안테나 

수가 많은 massive MIMO 시스템에서는 채널 트레이닝 과정에서 

많은 시간 자원의 할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 송신을 

위한 시간자원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평균 

다중화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는 TDD 시스템과는 

 

그림 2 - 2 채널 동기 시간 동안 데이터 송신 단계 

상반되는 부분으로, M≫K 인 massive MIMO 시스템에서는 상향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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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에 할당하는 자원이 FDD에 비해 적으며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massive MIMO 시스템에서는 TDD방식이 더 

높은 주파수 효율을 보일 수 있다. 때문에 FDD방식의 massive 

MIMO 시스템에서는 추정하는 채널 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하향링크에서 채널 트레이닝에 필요한 시간 자원과 피드백을 

줄이는 기법이 필요하다.  

 

2.2.2. JSDM 시스템 

FDD 시스템이 massive MIMO에서 시간 자원과 피드백 오버헤드 

소모가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기법이 JSDM (Joint Spatial division 

and Multiplexing) 기법이다 [1]-[2]. JSDM은 셀룰러 내의 사용자의 

송신상관행렬을 장기적으로 추정하고, 각 송신상관행렬이 비슷한 

사용자들을 그룹으로 묶는다. 이 때 각 그룹간에 서로 유사 

직교하도록 분리함으로써, 각 그룹별로 최소화된 간섭으로 각 그룹 

내의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송신하게 된다. 이 때 각 사용자들은 

셀룰러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가상 부채꼴의 소형 셀들로 나누어 

그림2-3과 같이 그룹화되고, 최소화된 간섭으로 각 그룹 내의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송신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JSDM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a. 채널 모델 

본 절에서는 송신안테나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채널 모델링에 

대해 논한다. 기지국에 ULA (uniform linear array)방식의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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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이 설치되어 있으며, 채널 모델은 one-ring channel model 을 

가정한다 [12]. 즉, ULA로부터 𝜃𝜃의 각도 (angle of arrival)와 Δ만큼의  

 

그림 2 - 3 one-ring channel 모델의 구조도 [1] 

확산 각도 (angular spread)를 갖는 사용자가 있을 때, m번째 송신 

안테나와 n번째 송신 안테나간의 송신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𝑹𝑹]𝑚𝑚,𝑛𝑛 = 1
2Δ∫ 𝑒𝑒𝑗𝑗2𝜋𝜋𝜋𝜋(𝑚𝑚−𝑛𝑛)sin (𝛼𝛼)𝑑𝑑𝑑𝑑𝜃𝜃+𝛥𝛥

𝜃𝜃−𝛥𝛥             (2.4) 

 

𝐷𝐷는 m번째 송신안테나와 𝑚𝑚번째 송신안테나간의 이격거리를 파장의 

단위로 나타낸 값이다. 위에서 설명한 one-ring 채널 모델에 따라, 

사용자의 송신상관행렬은 사용자의 각도 𝜃𝜃와 확산 각도 Δ에 의해 

결정된다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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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채널 모델에 의해, 기지국에서 각 사용자의 

송신상관행렬을 알고 있으며, k번째 사용자의 송신상관 행렬을 𝑹𝑹𝑘𝑘라 

할 때, Karhunen Loeve decomposition을 통해, 𝑀𝑀개의 송신안테나를 

갖는 기지국과 k번째 사용자간의 채널 벡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𝒉𝒉𝑘𝑘 = 𝑼𝑼𝑘𝑘𝚲𝚲𝑘𝑘
1
2 𝒘𝒘𝑘𝑘                     (2.5) 

 

𝒉𝒉𝑘𝑘는 기지국과 k번째 사용자 간 𝑀𝑀 × 1 하향링크 채널 벡터이다.  

𝚲𝚲𝑘𝑘 는 송신상관행렬 𝑹𝑹𝑘𝑘 를 Karhunen Loeve decomposition 후, 

고유치들을 대각 원소로 갖는 대각행렬이고, 𝑼𝑼𝑘𝑘 는 고유치들에 

상응하는 고유벡터들을 열로 갖는 행렬이다. 그리고 𝒘𝒘𝑘𝑘 의 각 

원소들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독립적으로 동일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b. 기본 원리 

2.1-b에서 가정했던 단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가정하자. 이 때 

JSDM은 전체 K명의 사용자들을 전체 G개의 그룹으로 나누며, 이 

때 각 그룹 𝑙𝑙에 배정된 사용자의 수를 𝐾𝐾𝑔𝑔 명이라고 하자. 이 때 

데이터 송신은 각 그룹마다 이루어지며, 그룹마다 최대로 송신할 수 

있는 데이터 수는 같도록 할당된다고 하자. 즉, 각 그룹마다 보내는 

독립적인 송신 데이터의 수를 𝑙𝑙𝑔𝑔라고 할 때, 𝐷𝐷𝑔𝑔 ≤
𝑀𝑀
𝐺𝐺

 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룹 𝑙𝑙  내의 k번째 사용자의 채널을 𝒉𝒉𝑔𝑔𝑘𝑘 = 𝑼𝑼𝑔𝑔𝑘𝑘𝚲𝚲𝑔𝑔𝑘𝑘
1
2 𝒘𝒘𝑔𝑔𝑘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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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때, 그룹 𝑙𝑙의 𝑀𝑀 × 𝐾𝐾𝑔𝑔  시스템 채널 행렬 𝐻𝐻𝑔𝑔 = � 𝒉𝒉𝑔𝑔1 , … ,𝒉𝒉𝐾𝐾𝑔𝑔�로 

정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체 시스템의 𝑀𝑀 × 𝐾𝐾 채널 행렬을 𝐻𝐻 =

[𝐻𝐻1, … ,𝐻𝐻𝐺𝐺]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 - 4 단일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JSDM 구조도 

JSDM에서는 그룹을 나누며 해당 그룹 내에서 프리코딩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룹간 간섭을 제어하는 그룹 빔형성 과정과, 그룹 

내 간섭을 제어하는 다중 사용자 MIMO 프리코딩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전체 프리코딩 행렬 𝑉𝑉 = 𝐵𝐵𝐵𝐵로 정의되며, B는 𝑀𝑀 × 𝑏𝑏  그룹 

빔형성 행렬, P는 𝑏𝑏 × 𝐷𝐷 다중 사용자 프리코딩 행렬로 구성된다. 이 

때, 전체 수신신호 𝒚𝒚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𝒚𝒚 = 𝑯𝑯𝐻𝐻𝑩𝑩𝑩𝑩𝑩𝑩 + 𝒏𝒏 =  𝑮𝑮𝐻𝐻𝑩𝑩𝑩𝑩+ 𝒏𝒏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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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빔형성 행렬 B의 설계는 순시 채널 상태 정보 (instantaneous 

CSI)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룹마다 채널의 송신상관행렬에 따라 

설계한다. 또는 고정된 그룹 빔형성 행렬을 기준으로 사용자들을 

그룹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실제 순시 채널 상태 정보에 따라 

설계하는 것은 다중 사용자 프리코딩 행렬인 P이다.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추정하고 피드백을 하는 채널은 𝑮𝑮 = 𝑩𝑩𝐻𝐻𝑯𝑯의 형태로, 이를 

유효 채널이라 정의한다. 전체 채널 행렬과 마찬가지로 각 그룹 

빔형성 행렬을 그룹에 따라 𝑩𝑩 = [ 𝑩𝑩1, … ,𝑩𝑩𝐺𝐺] 의 형태로 구성된다고 

하자. 이 때 𝑩𝑩𝑔𝑔 는 𝑀𝑀 × 𝑟𝑟𝑔𝑔(= 𝑀𝑀
𝐺𝐺

)  의 그룹 g에 대한 그룹 빔형성 

행렬이다. 이 때 수신신호는 

 

𝒚𝒚 =  𝑮𝑮𝐻𝐻𝑩𝑩𝑩𝑩 + 𝒏𝒏 =

⎣
⎢
⎢
⎡𝑯𝑯1

𝐻𝐻𝑩𝑩1 𝑯𝑯1
𝐻𝐻𝑩𝑩2

𝑯𝑯2
𝐻𝐻𝑩𝑩1 𝑯𝑯2

𝐻𝐻𝑩𝑩2
⋯

𝑯𝑯1
𝐻𝐻𝑩𝑩𝐺𝐺

𝑯𝑯𝟐𝟐
𝐻𝐻𝑩𝑩𝐺𝐺

⋮ ⋱ ⋮
𝑯𝑯𝐺𝐺
𝐻𝐻𝑩𝑩1 𝑯𝑯𝐺𝐺

𝐻𝐻𝑩𝑩2 ⋯ 𝑯𝑯𝐺𝐺
𝐻𝐻𝑩𝑩𝐺𝐺⎦

⎥
⎥
⎤
𝑩𝑩𝑩𝑩 + 𝒏𝒏     (2.7) 

 

와 같이 표현된다. 이 때 프리코딩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전체 그룹마다 결합 프리코딩 과정을 통해 프리코딩 

행렬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둘째, 해당 그룹의 유효채널만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방식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즉, 프리코딩 행렬 𝑩𝑩 = diag(𝑩𝑩1, … ,𝑩𝑩𝐺𝐺) 로 

설계했다고 가정한다. 𝑩𝑩𝑔𝑔 는 그룹 𝑙𝑙 에 대한 𝑟𝑟𝑔𝑔  × 𝐷𝐷𝑔𝑔  프리코딩 

행렬이다. 또한 각 그룹 내에 사용자들은 모두 같은 송신상관행렬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즉, 그룹 𝑙𝑙 에 해당하는 

송신상관행렬을 𝑹𝑹𝑔𝑔 라 할 때, 그룹 𝑙𝑙내의 k번째 사용자의 채널은 

𝒉𝒉𝑔𝑔𝑘𝑘 =  𝑼𝑼𝑔𝑔𝚲𝚲𝑔𝑔
1
2 𝒘𝒘𝑔𝑔𝑘𝑘  로, 같은 𝑼𝑼𝑔𝑔와 𝚲𝚲𝑔𝑔를 공유한다. 이 때 각 그룹 𝑙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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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신신호 𝒚𝒚𝑔𝑔는 다음과 같다.  

 

𝒚𝒚𝑔𝑔 =  𝑯𝑯𝑔𝑔
𝐻𝐻𝑩𝑩𝑔𝑔𝑩𝑩𝑔𝑔𝑩𝑩𝑔𝑔 + ∑ 𝑯𝑯𝑔𝑔

𝐻𝐻𝑩𝑩𝑔𝑔′𝑩𝑩𝑔𝑔′𝑩𝑩𝑔𝑔′𝐺𝐺
𝑔𝑔′≠𝑔𝑔 + 𝒏𝒏𝑔𝑔       (2.8) 

 

오른쪽 식의 두 번째 항은 그룹간 간섭성분이다. 때문에 그룹 

빔형성 행렬을 설계할 시에는 그룹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설계 방법은 𝑯𝑯𝑔𝑔
𝐻𝐻𝑩𝑩𝑔𝑔′ = 𝟎𝟎, ∀𝑙𝑙′ ≠ 𝑙𝑙을 

만족하도록 B를 설계하는 것이나, 이를 정확히 만족하는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근사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 

대각화 (block diagonalization) 기법을 적용한다.  

 

근사적 블록 대각화 기법 (approximate block diagonalization) 조건 

𝑼𝑼𝑔𝑔∗ 를 𝑼𝑼𝑔𝑔  중 𝑟𝑟𝑔𝑔∗(≤ rank(𝑼𝑼𝑔𝑔 ))개의 우세한 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들을 묶은 행렬이라고 하자. 이 때, 각 그룹 𝑙𝑙마다 𝐷𝐷𝑔𝑔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dim�𝑙𝑙𝑆𝑆𝑆𝑆𝑚𝑚�𝑼𝑼𝑔𝑔∗ � ∩ 𝑙𝑙𝑆𝑆𝑆𝑆𝑚𝑚⊥ �𝑼𝑼𝑔𝑔′
∗ ∶  𝑙𝑙′ ≠ 𝑙𝑙�� ≥ 𝐷𝐷𝑔𝑔 

표 2 - 1 근사적 블록 대각화 기법 적용 조건 

 

𝑟𝑟𝑔𝑔∗ 는 근사적 블록 대각화 기법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한 control 

parameter이다. 위와 같이 블록 대각화 기법을 적용하여 각 그룹마다 

그룹 빔형성 행렬을 설계할 수 있다. 블록 대각화 기법을 적용하여 

그룹간 간섭을 제어하게 되면, 𝑯𝑯𝑔𝑔
𝐻𝐻𝑩𝑩𝑔𝑔′ ≈ 𝟎𝟎, ∀𝑙𝑙′ ≠ 𝑙𝑙 을 만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룹간 간섭성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그룹에만 해당되는 유효 채널 𝑯𝑯𝑔𝑔
𝐻𝐻𝑩𝑩𝑔𝑔 성분만 알면 된다. 이는 즉, 

전체 유효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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𝑮𝑮𝑯𝑯 =  

⎣
⎢
⎢
⎡𝑯𝑯1

𝐻𝐻𝑩𝑩1 𝑯𝑯1
𝐻𝐻𝑩𝑩2

𝑯𝑯2
𝐻𝐻𝑩𝑩1 𝑯𝑯2

𝐻𝐻𝑩𝑩2
⋯

𝑯𝑯1
𝐻𝐻𝑩𝑩𝐺𝐺

𝑯𝑯𝟐𝟐
𝐻𝐻𝑩𝑩𝐺𝐺

⋮ ⋱ ⋮
𝑯𝑯𝐺𝐺
𝐻𝐻𝑩𝑩1 𝑯𝑯𝐺𝐺

𝐻𝐻𝑩𝑩2 ⋯ 𝑯𝑯𝐺𝐺
𝐻𝐻𝑩𝑩𝐺𝐺⎦

⎥
⎥
⎤
               (2.9) 

 

에 대해서, 블록 대각 성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추정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실질적인 데이터 송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 상에서 채널 추정 및 피드백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c. 사용자 그룹화 (user grouping) 

2.2.2-b 에서, 블록 대각화 기법 적용은 한 그룹 내에 있는 

사용자들이 동일한 송신상관행렬 특성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전개하였다. 하지만 실제 모든 사용자들의 송신상관행렬은 같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자 그룹화는 비슷한 송신상관행렬을 갖는 

사용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그룹화 방식은 그룹 빔형성 행렬의 설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사용자 그룹화 방법은 [2]에 제시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 사용자들의 송신상관행렬의 분포에 따라 

클러스터링 (clustering)을 하고, 이 클러스터링 후 그룹마다 대표값에 

해당하는 그룹 빔형성 행렬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둘째, 고정된 

그룹 빔형성 행렬들을 기준으로 사용자들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때, 각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는 각 사용자들의 송신상관행렬 간 

유사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각 사용자들의 

송신상관행렬에 대해, 고유벡터들 중 우세한 성분들만 모은 것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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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인 𝑙𝑙𝑆𝑆𝑆𝑆𝑚𝑚(𝑼𝑼𝑘𝑘
∗ ) 를 기준으로 잡는다. 즉, 각 사용자들의 우세성분 

고유벡터들로 이루어진 부분공간 (subspace)간의 거리를 통해 

그룹화를 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공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chordal distance를 이용한다. 행렬 𝑨𝑨 ∈ 𝐶𝐶𝑀𝑀×𝑝𝑝,𝑩𝑩 ∈ 𝐶𝐶𝑀𝑀×𝑞𝑞 가 주어질 때,  

𝑙𝑙𝑆𝑆𝑆𝑆𝑚𝑚(𝑨𝑨)와 𝑙𝑙𝑆𝑆𝑆𝑆𝑚𝑚(𝑩𝑩)라는 두 부분공간간의 chordal distanc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C(𝑨𝑨,𝑩𝑩) =  ‖𝑨𝑨𝑨𝑨𝐻𝐻 − 𝑩𝑩𝑩𝑩𝐻𝐻‖𝐹𝐹2 .              (2.10) 

 

‖ ‖𝐹𝐹는 Frobenius norm을 나타낸다. 이 지표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그룹화 방식이 제안되었다 [2]. 

 

고정 부분공간 기반 양자화 (fixed quantization) 

그룹 부분공간 {𝑽𝑽𝑔𝑔 ∈ R𝑀𝑀×𝑟𝑟𝑔𝑔:𝑙𝑙 = 1, … ,𝐺𝐺} 을 사전에 정해 놓고, 

chordal distance를 통해 사용자들을 각 그룹으로 분류한다.  

Step 1: 𝐶𝐶𝑔𝑔 = ∅, 𝑙𝑙 = 1, … ,𝐺𝐺 

Step 2: 𝑘𝑘 = 1, … ,𝐾𝐾 에 대하여, 다음의 distance를 계산한다.  

dC�𝑼𝑼𝑘𝑘
∗ ,𝑽𝑽𝑔𝑔� =  �𝑼𝑼𝑘𝑘

∗𝑼𝑼𝑘𝑘
∗ 𝐻𝐻 − 𝑽𝑽𝑔𝑔𝑽𝑽𝑔𝑔𝐻𝐻�𝐹𝐹

2
 

다음의 그룹 인덱스를 구한다.  

𝑙𝑙 = arg min
𝑔𝑔′

dC�𝑼𝑼𝑘𝑘
∗ ,𝑾𝑾𝑔𝑔′

∗ (𝑛𝑛)� 

𝐶𝐶𝑔𝑔 =  𝐶𝐶𝑔𝑔 ∪ {𝑘𝑘} 

 

표 2 - 2  고정 부분공간 기반 양자화를 통한 사용자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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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평균 클러스터링 (K-means clustering) 

Step 1: 𝑚𝑚 = 0, d𝑡𝑡𝑡𝑡𝑡𝑡C (0) = 0, 𝐶𝐶𝑔𝑔
(0) = ∅, 𝑙𝑙 = 1, … ,𝐺𝐺  이 때, 총 𝐾𝐾명의 

사용자들 중 임의로 𝐺𝐺개의 사용자를 택해 다음을 정의한다. 

𝑾𝑾𝑔𝑔
∗ (𝑛𝑛) = 𝑊𝑊𝑐𝑐(𝑔𝑔)

∗ , 𝑙𝑙 = 1, … ,𝐺𝐺 

이 때 𝑐𝑐(𝑙𝑙)는 임의로 택한 𝐺𝐺명의 사용자들에 대한 인덱스들을 모은 

set이다.  

Step 2: 𝐶𝐶𝑔𝑔
(𝑛𝑛+1) = ∅, 𝑘𝑘 = 1, … ,𝐾𝐾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한다. 

dC�𝑼𝑼𝑘𝑘
∗ ,𝑾𝑾𝑔𝑔

∗ (𝑛𝑛)� =  �𝑼𝑼𝑘𝑘
∗𝑼𝑼𝑘𝑘

∗ 𝐻𝐻 −𝑾𝑾𝑔𝑔
∗ (𝑛𝑛)𝑾𝑾𝑔𝑔

∗ (𝑛𝑛)𝐻𝐻�
𝐹𝐹

2
 

Step 3: 𝑘𝑘번째 사용자를 다음을 만족하는 그룹 𝑙𝑙에 배정한다. 

𝑙𝑙 = arg min
𝑔𝑔′

dC�𝑼𝑼𝑘𝑘
∗ ,𝑾𝑾𝑔𝑔′

∗ (𝑛𝑛)� 

𝐶𝐶𝑔𝑔
(𝑛𝑛+1) =  𝐶𝐶𝑔𝑔

(𝑛𝑛+1) ∪ {𝑘𝑘} 

Step 4: 𝑙𝑙 = 1, … ,𝐺𝐺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한다.  

𝑾𝑾𝑔𝑔
∗ (𝑛𝑛+1) = eig �

1

�𝐶𝐶𝑔𝑔
(𝑛𝑛+1)�

� 𝑼𝑼𝑘𝑘
∗𝑼𝑼𝑘𝑘

∗ 𝐻𝐻

𝑘𝑘∈𝐶𝐶𝑔𝑔
(𝑛𝑛+1)

� 

Step 5: 다음과 같이 chordal distance들의 총 합을 구한다  

d𝑡𝑡𝑡𝑡𝑡𝑡C (𝑚𝑚 + 1) =  � � dC�𝑼𝑼𝑘𝑘
∗ ,𝑾𝑾𝑔𝑔

∗ (𝑛𝑛+1)�
𝑘𝑘∈𝐶𝐶𝑔𝑔

(𝑛𝑛+1)

𝐺𝐺

𝑔𝑔=1
 

Step 6: �d𝑡𝑡𝑡𝑡𝑡𝑡C (𝑚𝑚 + 1) − d𝑡𝑡𝑡𝑡𝑡𝑡C (𝑚𝑚)� < ϵd𝑡𝑡𝑡𝑡𝑡𝑡C (𝑚𝑚) 을 만족하면, Step 7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𝑚𝑚에 1을 더하고 Step 2로 이동한다. 

Step 7: 𝑙𝑙 = 1, …𝐺𝐺에 대하여,  

𝑉𝑉𝑔𝑔 = 𝑾𝑾𝑔𝑔
∗ (𝑛𝑛),𝐶𝐶𝑔𝑔 = 𝐶𝐶𝑔𝑔

(𝑛𝑛)  

표 2 - 3  K 평균 클러스터링을 활용한 사용자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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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부분공간 기반 양자화 기법에서 고정 부분공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제안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특정 

각도와 확산 각도를 갖는 𝐺𝐺 개의 각도 스펙트럼을 잡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정한 스펙트럼에 대해 (2.4)를 활용해 송신상관행렬을 

구하고, 고유치 분해를 통한 고유공간을 부분공간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지국의 송신안테나 개수가 많을 수록, 분리된 

각도 스펙트럼을 갖는 채널의 고유공간은 서로 직교한다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2]. 두 번째 방법은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행렬의 인접 열끼리 부분 행렬로 나누어 고정 부분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𝑀𝑀개의 송신 안테나를 갖는 기지국이 𝐺𝐺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동일한 차원을 할당할 때, 고정 

부분공간 𝑾𝑾𝑔𝑔는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𝑾𝑾𝑔𝑔 = 𝑭𝑭�: , (𝑙𝑙 − 1)𝑟𝑟 + (1: 𝑟𝑟)�, 𝑙𝑙 = 1, … ,𝐺𝐺.         (2.11) 

 

𝑭𝑭 는 𝑀𝑀 × 𝑀𝑀  DFT 행렬이고, 𝑟𝑟 = 𝑀𝑀
𝐺𝐺

 으로, 각 그룹마다 동일한 

차원을 할당했다고 가정했다. 이러한 기법은 기지국의 송신안테나 

개수가 많을수록 사용자 채널의 고유벡터들이 DFT 행렬들의 열 

벡터로 근사된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DFT 행렬을 

이용할 경우 간단하게 고정 부분공간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지국 송신안테나의 수가 많을수록 그 성능도 K 평균 클러스터링 

에 비해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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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용자 스케쥴링 

 

 

이번 장에서는, 사용자 스케쥴링 중 대표적인 기법인 RBF (random 

orthogonal beamforming)과 SUS (semi-orthogonal user selection)기법, 그

리고 최근에 제안된 ReDOS-PBR (Reference-based Distributed semi-

Orthogonal user Selection with Post-selection Beam Refinement) 기법에 대

해 설명하고자 한다.  

 

3.1. Random Orthogonal Beamforming 기법 

 

이번 절에서는, 사용자 스케쥴링 기법 중 하나인 RBF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RBF 기법은 채널 추정 및 피드백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기지국에서 임의로 형성한 빔들에 대해 가장 적합한 빔 및 

그에 대한 채널 품질 표시기 (channel quality indicator)를 피드백하는 

스케쥴링 기법이다. 이 스케쥴링 기법은 채널 피드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지국 안테나 수 증가에 따른 다중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용자 스케쥴링 방식이다. M개의 송신안테나를 갖는 

기지국과 K명의 단일 안테나를 갖는 사용자가 존재하는 단일 셀을 

가정한다. 이 때, 하향링크 채널에 대한 RBF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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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orthogonal beamforming 알고리즘 

Step 1: 임의의 𝑀𝑀 × 1  직교정규 빔 벡터 셋 {𝜙𝜙1, … ,𝜙𝜙𝑀𝑀}  을 

생성한다. 또한 다음의 초기화를 진행한다. 

𝑙𝑙𝑔𝑔 = ∅ , 

 In =  ∅, 𝑚𝑚 = 1, … ,𝑀𝑀 

Step 2: 트레이닝 기간 동안, 기지국은 트레이닝 시퀀스를 

송신하며, 𝑖𝑖번째 사용자는 각 직교정규 빔 벡터에 대해 𝑀𝑀개의 ℎ𝑖𝑖𝝓𝝓𝑚𝑚 

성분을 구한 뒤 다음의 SINR을 구한다.  

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𝑖𝑖,𝑚𝑚 =
|𝒉𝒉𝑖𝑖𝝓𝝓𝑚𝑚|2

1
𝜌𝜌 + ∑ |𝒉𝒉𝑖𝑖𝝓𝝓𝑘𝑘|2𝑘𝑘≠𝑚𝑚

,   𝑚𝑚 = 1, … ,𝑀𝑀, 

Step 3: 각 사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채널 품질 표시기 

페어 (𝑚𝑚𝑖𝑖
∗, 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𝑖𝑖,𝑚𝑚𝑖𝑖

∗ )를 피드백한다. 기지국은 다음 업데이트를 

수행하며, 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𝑖𝑖,𝑚𝑚𝑖𝑖
∗을 저장한다. 

𝑚𝑚𝑖𝑖
∗ = arg max

𝑚𝑚=1,…,𝑀𝑀
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𝑖𝑖,𝑚𝑚 

I𝑚𝑚𝑖𝑖
∗  ←  I𝑚𝑚𝑖𝑖

∗ ∪ {𝑖𝑖} 

Step 4: 𝑀𝑀 개의 빔 벡터들에 대해, 각각 최대 SINR을 갖는 

사용자를 선택한다.  

𝑠𝑠𝑚𝑚 = arg max
𝑖𝑖∈𝐼𝐼𝑚𝑚

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𝑖𝑖,𝑚𝑚 

𝑙𝑙𝑔𝑔 ←  𝑙𝑙𝑔𝑔 ∪ {𝑠𝑠𝑚𝑚} 

Step 5: 𝑙𝑙𝑔𝑔 의 원소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에게 다음의 데이터를 

송신한다. 

𝑺𝑺(𝑡𝑡) =  � 𝝓𝝓𝑚𝑚(𝑡𝑡)𝑑𝑑𝑚𝑚(𝑡𝑡), 𝑡𝑡 = 1, … ,𝑇𝑇.
𝑀𝑀

𝑚𝑚=1

 

표 3 - 1 Random orthogonal beamforming을 이용한 스케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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𝑙𝑙𝑔𝑔는 각 데이터 송신기간 동안 기지국에서 스케쥴링한 사용자들

의 집합이다. 또한 𝜌𝜌 ∶= 𝑃𝑃
𝑀𝑀

 이다. 직교정규 빔 벡터의 셋은 주기적인 

데이터 송신이 종료된 후 isotropic distribution [14]에 의해 임의의 직

교정규 빔 벡터들을 재생성한다. Step 2의 경우, 각 사용자마다 주어

진 빔들 중 어느 빔이 가장 데이터 송신의 적합한지를 SINR이라는 

지표를 추정함으로써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마다 가장 데이

터 송신에 적합한 빔의 인덱스를 찾게 되고, 사용자는 가장 최적의 

빔 인덱스와 SINR값을 기지국에 피드백하게 된다. 이 때 기지국은 

각 빔마다 해당되는 사용자의 인덱스와 그 SINR값들을 저장하게 된

다. I𝑚𝑚𝑖𝑖
∗  은 인덱스를 저장한 집합이다. 기지국은 합 용량 (sum rate) 

최대 관점에서, 각 빔마다 SINR값이 제일 큰 사용자 하나를 스케쥴

링하고, 데이터 송신을 하게 된다. 위 방식으로 스케쥴링을 할 경우 

달성 가능한 용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𝑙𝑙 ≈ 𝐸𝐸 �� log�1 + 𝑚𝑚𝑆𝑆𝑚𝑚
𝑖𝑖∈𝐼𝐼𝑚𝑚𝑖𝑖

∗
𝑙𝑙𝑆𝑆𝑙𝑙𝑙𝑙𝑖𝑖,𝑚𝑚�

𝑀𝑀

𝑚𝑚=1

 �                                 (3.1) 

≤ 𝐸𝐸 �� log �1 + 𝑚𝑚𝑆𝑆𝑚𝑚
𝑖𝑖=1,…𝐾𝐾

𝑙𝑙𝑆𝑆𝑙𝑙𝑙𝑙𝑖𝑖,𝑚𝑚�
𝑀𝑀

𝑚𝑚=1

 �                               (3.2) 

 

  상계 값은 (3.2)에서는 같은 사용자가 중복으로 선택될 확률이 있

기 때문에 성립한다. RBF 사용자가 무한히 많은 상황에서 송신안테

나 수 𝑀𝑀에 따른 합용량이 스케일링 됨은 물론이고, RBF 스케쥴링 

방식으로 사용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경우와는 달리 송신안테나 수 

증가에 따른 다중화 이득을 달성할 수 있다 [4]. 또한 별도의 채널 

추정 및 전체 채널 정보를 피드백하지 않고도 간단히 스케쥴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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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환경에서의 구현에 있어서 

큰 장점을 보이고 있다. 

 

3.2. Semi-orthogonal User Selection 알고리즘 

 

이번 절에서는, 사용자 스케쥴링 기법 중 하나인 SUS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SUS 알고리즘은 zero-forcing 프리코딩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용자 스케쥴링 알고리즘이다.  

 

그림 3 - 1 Zero forcing 프리코딩 기법의 구조 

Zero-forcing 기법은 사용자간 간섭성분들을 nulling하도록 빔형성 을 

하는 기법으로, 그림 3-1과 같이 사용자 1의 빔을 다른 사용자 2, 

3의 채널과는 수직하게 형성함으로써, 사용자 1에 송신하는 신호가 

다른 사용자한테 간섭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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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에서 사용자들의 전체 채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기법이다. Zero forcing 기법은 간섭 성분 자체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높은 SNR의 환경에서 갖는 interference-limited 시스템에서 

그 이점이 두드러진다. 𝑙𝑙 ⊂ { 1, … ,𝐾𝐾}, |𝑙𝑙| ≤ 𝑀𝑀 를 만족하는 𝑙𝑙 를 은 

스케쥴러로부터 나온 사용자  인덱스들의 집합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의 채널 행렬을 𝑯𝑯(𝑙𝑙)라 하자. 이 때 zero-forcing 

빔형성 행렬 𝑾𝑾(𝑙𝑙)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𝑾𝑾(𝑙𝑙) = 𝑯𝑯(𝑙𝑙)† = 𝑯𝑯(𝑙𝑙)H(𝑯𝑯(𝑙𝑙)𝑯𝑯(𝑙𝑙)𝐻𝐻)−1.                       (3.3)  

 

이 때 전체 시스템의 합 용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𝑙𝑙ZF(𝑙𝑙) = max
𝑃𝑃𝑖𝑖∶ ∑ 𝑃𝑃𝑖𝑖𝑖𝑖∈𝑆𝑆 ≤𝑃𝑃

� log(1 + 𝛾𝛾𝑖𝑖𝐵𝐵𝑖𝑖)
𝑖𝑖∈𝑆𝑆

                 (3.4) 

 

𝐵𝐵는 전체 SNR을 의미하며, 𝐵𝐵𝑖𝑖는 𝑖𝑖번째 사용자에게 할당된 파워를 

의미한다. 𝛾𝛾𝑖𝑖 는 zero forcing 빔형성을 통해 간섭을 nulling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원 신호의 이득 감소 gain을 의미한다. 𝛾𝛾𝑖𝑖 는 

다음의 값을 갖는다.  

 

𝛾𝛾𝑖𝑖 =
1

‖𝒘𝒘𝑖𝑖‖2
=

1
[(𝑯𝑯(𝑙𝑙)𝑯𝑯(𝑙𝑙)𝐻𝐻)−1]𝑖𝑖,𝑖𝑖

                     (3.5) 

 

위 시스템의 합 용량을 최대화하는 𝐵𝐵𝑖𝑖 들의 집합은 water filling 

기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zero forcing 빔형성 기법을 

통해 합 용량을 최대로 하는 사용자 조합을 고려하면, 달성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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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용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𝑙𝑙 = max
𝑙𝑙⊂{ 1,…,𝐾𝐾},|𝑙𝑙|≤𝑀𝑀

𝑙𝑙ZF(𝑙𝑙)                                (3.6) 

 

(3.6)의 솔루션을 찾는 것은 복잡도가 매우 크다. 가능한 사용자의 

조합의 가지 수만 따져도 ∑ �𝐾𝐾𝑖𝑖 �
𝑀𝑀
𝑖𝑖=1 이 된다. 위 조합에 대해 각 water 

filling과정을 거치고 합 용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거나 기지국의 송신안테나 수가 많을수록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zero forcing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선의 솔루션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SUS 기법은 

이러한 그리디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최적의 솔루션에 비해 합 용량 

측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훨씬 낮은 복잡도를 갖는 

알고리즘이다. SUS 알고리즘의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Semi-orthogonal User Selection 알고리즘 

Step 1: 다음의 초기화를 진행한다. 

𝑈𝑈1 = {1, … ,𝐾𝐾} 

𝑖𝑖 = 1 

𝑙𝑙 = ∅ 

Step 2: 𝑘𝑘 ∈ 𝑈𝑈에 대하여, 다음의 𝒗𝒗𝑘𝑘 를 계산한다.  

𝒗𝒗𝑘𝑘 = 𝒉𝒉𝑘𝑘 −�
𝒉𝒉𝑘𝑘𝒗𝒗(𝑗𝑗)

𝐻𝐻

�𝒗𝒗(𝑗𝑗)�
2 𝒗𝒗(𝑗𝑗)

𝑖𝑖−1

𝑗𝑗=1

 

= 𝒉𝒉𝑘𝑘 �𝑰𝑰 −�
𝒗𝒗(𝑗𝑗)
𝐻𝐻 𝒗𝒗(𝑗𝑗)

�𝒗𝒗(𝑗𝑗)�
2

𝑖𝑖−1

𝑗𝑗=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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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𝑖𝑖 = 1의 경우, 𝒗𝒗𝑘𝑘 = 𝒉𝒉𝑘𝑘이다. 

Step 3: 다음을 만족하는 𝑖𝑖번째 사용자를 선택한다. 

𝑠𝑠 = arg max
𝑘𝑘∈𝑈𝑈𝑖𝑖

‖𝒗𝒗𝑘𝑘‖ 

S ← S ∪ {s} 

𝒉𝒉′𝑖𝑖 = 𝒉𝒉𝑠𝑠 

𝒗𝒗(𝑖𝑖) =  𝒗𝒗𝑠𝑠 

Step 4: |𝑙𝑙| < 𝑀𝑀이면, 𝒗𝒗(𝑖𝑖) 와 semiorthogonality를 만족하는 다음의 

𝑈𝑈i+1를 구한다.   

𝑈𝑈𝑖𝑖+1 = �𝑘𝑘 ∈ 𝑈𝑈𝑖𝑖 ,𝑘𝑘 ≠ 𝑠𝑠, �
𝒉𝒉𝑘𝑘𝒗𝒗(𝑖𝑖)

𝐻𝐻

‖𝒉𝒉𝑘𝑘‖�𝒗𝒗(𝑖𝑖)�
� < 𝑑𝑑 � 

𝑖𝑖 ← 𝑖𝑖 + 1 

만약 |𝑙𝑙| < 𝑀𝑀 를 만족하고 𝑈𝑈𝑖𝑖+1 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Step 2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표 3 - 2 Semi-orthogonal user selection 알고리즘 

Step 4에서 α 는 1보다 작은 양수값이며, �
𝒉𝒉𝑘𝑘𝒗𝒗(𝑖𝑖)

𝐻𝐻

‖𝒉𝒉𝑘𝑘‖�𝒗𝒗(𝑖𝑖)�
�  값은 𝒉𝒉𝑘𝑘 와 

𝒗𝒗(𝑖𝑖) 간의 코사인 값을 의미한다. 즉, semiorthogonality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그 값이 α 보다 작은 것은 그만큼 

semiorthogonality의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Step 2에서 𝒗𝒗𝑘𝑘는 사용자 

채널 𝒉𝒉𝑘𝑘 를 span{𝒗𝒗(1), … ,𝒗𝒗(𝑖𝑖−1)} 의 직교 여공간 (orthogonal 

complement)에 정사영한 벡터이다. 𝑈𝑈𝑖𝑖는 이미 span{𝒗𝒗(1), … ,𝒗𝒗(𝑖𝑖−1)}에 

반직교한 채널을 갖는 사용자들의 집합이며, 이는 Step 4에서 이미 

반직교한 사용자들만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음에는 

채널의 크기가 가장 큰 사용자를 고른 뒤, 이에 반직교한 채널 

성분을 갖는 사용자들만 추출한 뒤, 이들 중 다시 가장 크기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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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성분을 갖는 사용자를 반복적으로 선택하여 스케쥴링하게 

된다. 위처럼 설명한 SUS 알고리즘은 그리디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스케쥴링 상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SU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zero forcing 프리코딩 및 데이터 

송신을 할 때 그 합용량의 스케일링 법칙 역시 [5]에서 증명되었다. 

SUS 알고리즘은 전체 채널 정보를 활용하여 프리코딩을 거치기 

때문에, RBF를 활용한 데이터 송신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며, 

사용자가 적은 환경에서, 그리고 SNR이 높은 환경에서 그 

성능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3.3.  ReDOS-PBR 알고리즘 

 

이번 절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ReDOS-PBR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

한다. 위 알고리즘은 앞서 설명한 RBF나 SUS 알고리즘이 갖는 단

점들을 개선하고, 장점들을 살리기 위한 시도로 제안된 알고리즘이

다. RBF와 SUS 모두 송신안테나 개수에 따른 다중화 이득을 살릴 

수 있는 스케쥴링 기법이나, 그 특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

다. SUS 알고리즘의 경우 zero forcing 프리코딩을 적용하며, 이를 위

해 모든 사용자들로부터 채널 벡터 전체를 피드백 받고, 받은 채널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리디하게 다음의 반 직교 조건을 적용하게 된

다.  

𝑈𝑈𝑖𝑖+1 = �𝑘𝑘 ∈ 𝑈𝑈𝑖𝑖 , 𝑘𝑘 ≠ 𝑠𝑠, �
𝒉𝒉𝑘𝑘𝒗𝒗(𝑖𝑖)

𝐻𝐻

‖𝒉𝒉𝑘𝑘‖�𝒗𝒗(𝑖𝑖)�
� < 𝑑𝑑 �               (3.7) 

또한 반 직교 조건을 적용하여 추려낸 사용자들 중에서 가장 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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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의 크기가 강한 사용자 한 명씩 스케쥴링한다. 이처럼 SUS 

알고리즘의 특징은 서로의 채널 성분이 직교한 성향을 갖는 

사용자들의 조합을 찾는 동시에, 그리디하게 채널 벡터의 크기가 큰 

사용자들을 찾아 Zero forcing 프리코딩을 적용하게 된다. 반면 RBF 

기법은 기지국이 사용자들로부터 채널 정보를 피드백받지 않는 

대신, 다음의 SINR 값을 피드백 한다. 

 

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𝑖𝑖,𝑚𝑚 =
|𝒉𝒉𝑖𝑖𝝓𝝓𝑚𝑚|2

1
𝜌𝜌 + ∑ |𝒉𝒉𝑖𝑖𝝓𝝓𝑘𝑘|2𝑘𝑘≠𝑚𝑚

, 𝑚𝑚 = 1, … ,𝑀𝑀                (3.8) 

 

사용자는 모든 SINR 값들을 피드백하지 않으며, 이들 중 가장 값이 

큰 SINR값과, 그에 해당하는 빔 인덱스를 피드백한다. 이처럼 RBF

는 채널 벡터 전체를 피드백하지 않고, 축약된 정보만 피드백한다. 

기지국은 피드백받은 SINR들을 바탕으로 각 빔마다 최적의 사용자

들을 찾고, 해당 빔에 심볼을 실어서 송신한다. 때문에 RBF 기법은 

기지국에서 별도의 프리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사용자간에 

간섭 성분이 남는다. 또한 ReDOS-PBR 기법을 제안한 저자는 [3]에

서 SINR이라는 지표가 갖는 단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8)에서 

SINR값은 채널 벡터와 고정 빔형성 벡터들 간의 정사영 성분들로 

나타낸 지표이기 때문에, 채널 벡터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는다. 또

한, 분모의 1
𝜌𝜌

 항 때문에, 채널 벡터 자체의 크기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NR이 어느 정도 높은 환경에서 볼 때, (3.8)

의 지표는 다음과 같이 근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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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𝑖𝑖,𝑚𝑚 ≈
|𝒉𝒉𝑖𝑖𝝓𝝓𝑚𝑚|2

∑ |𝒉𝒉𝑖𝑖𝝓𝝓𝑘𝑘|2𝑘𝑘≠𝑚𝑚
=

|𝒉𝒉𝑖𝑖𝝓𝝓𝑚𝑚|2
‖𝒉𝒉𝑖𝑖‖2

∑ |𝒉𝒉𝑖𝑖𝝓𝝓𝑘𝑘|2𝑘𝑘≠𝑚𝑚
‖𝒉𝒉𝑖𝑖‖2

 .                        (3.9) 

(3.9)의 마지막 식의 분모와 분자는 각각 정규화를 거쳤기 때문에 오

직 채널 벡터와 빔형성 벡터간의 코사인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높

은 SNR 환경에서 SINR 지표는 채널 벡터의 크기보다는 채널 벡터

의 방향성만 고려하는 지표가 된다.  

 

 RBF SUS 

프리코딩 미실시 Zero forcing 프리코딩 

피드백 (𝑚𝑚𝑖𝑖
∗, 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𝑖𝑖,𝑚𝑚𝑖𝑖

∗) 𝑀𝑀 × 1 채널 벡터 

채널 벡터의  

크기 

고려되나 높은 SNR에

서는 무의미 
고려 

사용자들 간의 

직교성 
고려 고려 

표 3 - 3 RBF 알고리즘과 SUS 알고리즘의 특성 비교 

 

표 3 – 3은 앞서 말한 SUS알고리즘과 RBF기법의 특징들을 비교해 

정리한 것이다. RBF는 기지국이 SINR과 해당 빔 인덱스만을 피드백

받는 기법이므로 SUS에 비해 프리코딩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며, 높

은 SNR환경에서는 채널 벡터의 크기의 영향이 고려되지 못한다. 이

는 SUS에 비해 합 용량 측면에서 성능이 떨어진다. 반면, 피드백의 

부담은 SUS에 비해 적다. 또한 기지국의 송신 안테나 개수가 많을

수록 피드백의 양이 증가하는 채널 벡터와 달리 SINR을 피드백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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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massive MIMO 상황에서의 피드백 오버헤드 부담이 크게 증

가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ReDOS-PBR 알고리즘은 위 두 알고리즘의 장점들을 결합하고, 단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이다. 우선, ReDOS-PBR 알고

리즘은 피드백을 두 단계로 나눈다. 첫 단계에서는 RBF와 유사하지

만 다른 개념의 quasi-SINR 지표와 그 빔 인덱스를 피드백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를 피드백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임계치 기반 

피드백 기법을 제안하여 데이터 송신에 적합하지 않다 여겨지는 사

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않음으로써, 피드백 오버헤드를 경감시킨

다. ReDOS-PBR 알고리즘은 massive MIMO 상황에서 JSDM 빔형성을 

적용하는 환경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2.2.2에서 설명한 JSDM 시스

템 모델을 가정하고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즉, 전체 K명의 사

용자들을 전체 G개의 그룹으로 나누며, 이 때 각 그룹 𝑙𝑙에 배정된 

사용자의 수를 𝐾𝐾𝑔𝑔명이라고 하자. 또한, 그룹 𝑙𝑙에 해당하는 𝑖𝑖번째 그

룹 빔형성 벡터를 𝒃𝒃𝑔𝑔,𝑖𝑖라고 하자. 이 때 각 그룹 빔형성 벡터들은 직

교 정규 빔형성 벡터들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그룹 𝑙𝑙 내의 

𝑘𝑘번째 사용자는 기지국에서 송신하는 트레이닝 시퀀스들을 바탕으

로 다음의 유효채널을 추정하게 된다.  

 

𝐠𝐠𝑔𝑔𝑘𝑘
𝐻𝐻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1,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𝑟𝑟𝑔𝑔�                  (3.10) 

 

이 때 사용자 스케쥴링은 그룹의 단위로 이루어지며, 각 그룹에서 

스케쥴링한 사용자들을 모아 전체 시스템에서 데이터 송신을 하게 

된다. ReDOS-PBR 알고리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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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based Distributed (semi-)Orthogonal user Selection with 

Post-selection Beam Refinement (REDOS-PBR) 알고리즘 

Step 1: 사전에 결정한 α ∈ (0, 1)을 기지국과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한다. 기지국은 다음의 초기화를 수행한다.  

𝑆𝑆𝑔𝑔,𝑖𝑖 =  ∅, i = 1, … , 𝑟𝑟𝑔𝑔,𝑙𝑙 = 1, …𝐺𝐺 

𝑙𝑙𝑔𝑔 = 0, 𝑙𝑙 = 1, …𝐺𝐺 

각 사용자들은 채널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유효 채널 𝐠𝐠𝑔𝑔𝑘𝑘와  

1 + 𝜌𝜌∑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2
𝑔𝑔≠𝑔𝑔  성분을 추정한다.  

 

Step 2: 그룹 𝑙𝑙 내의 𝑘𝑘번째 사용자는 각각 다음을 계산한다.  

 

𝑊𝑊(𝑔𝑔𝑘𝑘,𝑖𝑖) ≔  �
�𝒆𝒆𝑖𝑖

(𝑔𝑔)�
𝑇𝑇
𝐠𝐠𝑔𝑔𝑘𝑘

�𝐠𝐠𝑔𝑔𝑘𝑘�
� , 𝑖𝑖 = 1, … , 𝑟𝑟𝑔𝑔 

𝒆𝒆𝑖𝑖
(𝑔𝑔)는 항등 행렬 𝑰𝑰𝑟𝑟𝑔𝑔의 𝑖𝑖번째 열벡터를 의미한다. 이 때 계산한 

𝑊𝑊(𝑔𝑔𝑘𝑘,𝑖𝑖)들을 바탕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max
𝑖𝑖=1,…,𝑟𝑟𝑔𝑔

𝑊𝑊(𝑔𝑔𝑘𝑘,𝑖𝑖) ≥   𝑑𝑑 

만약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용자는 다음의 채널 품질 지표 

�𝑚𝑚𝑔𝑔𝑘𝑘 ,𝑙𝑙(𝑙𝑙𝑘𝑘)�를 피드백한다.  

𝑚𝑚𝑔𝑔𝑘𝑘 = arg max
𝑖𝑖=1,…,𝑟𝑟𝑔𝑔

𝑊𝑊(𝑔𝑔𝑘𝑘,𝑖𝑖) 

𝑙𝑙(𝑙𝑙𝑘𝑘) =  
��𝐠𝐠𝑔𝑔𝑘𝑘��

2

1
𝜌𝜌 +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2

𝑔𝑔′≠𝑔𝑔

 

만약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용자는 

기지국에게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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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은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다음 업데이트를 하고, 

𝑙𝑙(𝑙𝑙𝑘𝑘)를 저장한다.  

𝑆𝑆𝑔𝑔,𝑚𝑚𝑔𝑔𝑘𝑘
 ← 𝑆𝑆𝑔𝑔,𝑚𝑚𝑔𝑔𝑘𝑘

∪ {𝑘𝑘} 

 

Step 3: 𝑖𝑖 = 1, … , 𝑟𝑟𝑔𝑔에 대하여, 다음을 찾고 업데이트한다.  

𝑐𝑐𝑔𝑔,𝑖𝑖 = arg max
𝑘𝑘∈𝐼𝐼𝑔𝑔,𝑖𝑖

𝑙𝑙(𝑙𝑙𝑘𝑘) 

𝑙𝑙𝑔𝑔  ← 𝑙𝑙𝑔𝑔  ∪ {𝑐𝑐𝑔𝑔,𝑖𝑖} 

 

Step 4: 기지국은 𝑙𝑙𝑔𝑔 에 포함된 사용자들에게 추가 신호를 

보내고, 해당되는 사용자들은 유효 채널 벡터를 기지국에 

피드백한다. 이 때 피드백을 받은 사용자들의 유효채널에 대해 

기지국은 zero forcing 프리코딩과 water filling 파워 할당을 

한다. 기지국은 데이터를 송신한다.   

표 3 - 4 ReDOS-PBR 알고리즘 

 표 3 – 4의 알고리즘은 그룹을 단위로 진행되며, 실제 알고리즘은 

그룹마다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사용자 스케쥴링과 프리코딩 행렬을 

그룹 단위로 설계한 뒤 전체 데이터를 송신하게 된다. Step 2의 

𝑊𝑊(𝑔𝑔𝑘𝑘,𝑖𝑖)를 구하는 과정은 유효 채널을 다음과 같이 정규화 후 각 벡

터의 원소들을 참고하는 과정이다. 

  

𝐠𝐠𝑔𝑔𝑘𝑘
𝐻𝐻

�𝐠𝐠𝑔𝑔𝑘𝑘�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𝐠𝐠𝑔𝑔𝑘𝑘�

=
1

�𝐠𝐠𝑔𝑔𝑘𝑘�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1,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𝑟𝑟𝑔𝑔� .          (3.11) 

 

위 근사치는 JSDM에서의 그룹화 때문에 다음의 근사치로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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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𝐠𝐠𝑔𝑔𝑘𝑘
𝐻𝐻

�𝐠𝐠𝑔𝑔𝑘𝑘�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𝐠𝐠𝑔𝑔𝑘𝑘�

1
�𝒉𝒉𝑔𝑔𝑘𝑘�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1,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𝑟𝑟𝑔𝑔�                    (3.12) 

≈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1

�𝒉𝒉𝑔𝑔𝑘𝑘�
,  …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𝑟𝑟𝑔𝑔

�𝒉𝒉𝑔𝑔𝑘𝑘�
� .                                   (3.13) 

 

(3.12) 에서 (3.13)는 다음의 근사로 얻어진 결과이다. 

 

�𝐠𝐠𝑔𝑔𝑘𝑘�
2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2 =  ��

⎝

⎛ � 𝜆𝜆(𝑔𝑔𝑘𝑘,𝑗𝑗)

rank�𝑹𝑹𝑔𝑔𝑘𝑘�

𝑗𝑗=1

𝒖𝒖(𝑔𝑔𝑘𝑘,𝑗𝑗)

⎠

⎞𝑩𝑩𝑔𝑔��

2

=  ��𝜆𝜆(𝑔𝑔𝑘𝑘,𝑗𝑗)�
2

𝑟𝑟𝑔𝑔

𝑗𝑗=1

≈ � �𝜆𝜆(𝑔𝑔𝑘𝑘,𝑗𝑗)�
2

rank�𝑅𝑅𝑔𝑔𝑘𝑘�

𝑗𝑗=1

=  �𝒉𝒉𝑔𝑔𝑘𝑘�
2                                          (3.14) 

 

𝑹𝑹𝑔𝑔𝑘𝑘는 그룹 𝑙𝑙 내의 𝑘𝑘번째 사용자의 송신상관행렬이며, 𝜆𝜆(𝑔𝑔𝑘𝑘,𝑗𝑗)는 𝑹𝑹𝑔𝑔𝑘𝑘
를 singular value decomposition했을 때 𝑗𝑗번째로 크기가 큰 singular 

value이고, 𝒃𝒃(𝑔𝑔𝑘𝑘,𝑗𝑗)는 이에 해당하는 고유벡터이다. 또한 송신안테나의 

개수가 많을수록 송신상관행렬의 고유벡터들은 DFT 행렬의 열벡터

로 수렴하기 때문에, 𝑩𝑩𝑔𝑔를 DFT 행렬을 기반으로 설계할 때 𝒃𝒃(𝑔𝑔𝑘𝑘,𝑗𝑗)

는 𝑩𝑩𝑔𝑔의 특정 열 벡터와 동일한 방향을 갖게 되므로, 𝑟𝑟𝑔𝑔개의 우세한 

성분들의 고유치가 남게 된다. 유효 채널의 크기는 그룹화로 인해 

전체 채널 벡터의 크기를 비슷하게 반영하므로, 실제 채널의 크기와 

같은 것으로 근사한 것이다. (3.13)의 𝑖𝑖번째 원소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𝑖𝑖

�𝒉𝒉𝑔𝑔𝑘𝑘�
 값은, 채널 

벡터와 그룹 빔형성 벡터 𝒃𝒃𝑔𝑔,𝑖𝑖간의 각도, 즉 코사인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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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원소의 절대값이 클 수록 채널 벡터의 방향성은 𝒃𝒃𝑔𝑔,𝑖𝑖 와 

더욱 나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13)의 원소들 중 가장 절

대값이 큰 원소가 고정된 임계치보다 클 경우에만 피드백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원소들의 절대값은 코사인 값이므로 1을 넘지 않는 

값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Step 2에서 언급한 𝑙𝑙(𝑙𝑙𝑘𝑘)는 quasi-SINR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𝑙𝑙(𝑙𝑙𝑘𝑘) =  
��𝐠𝐠𝑔𝑔𝑘𝑘��

2

1
𝜌𝜌 +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2

𝑔𝑔′≠𝑔𝑔

.                           (3.15) 

 

(3.15)의 분모 term은 잡음 성분과 그룹간 간섭의 파워가 나타난 성

분으로 (2.8)의 JSDM 수신신호 모델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그룹 내

의 간섭은 후에 zero forcing 프리코딩을 하기 때문에 제외하며, 오직 

잡음과 그룹간 간섭의 파워만 추정한 성분이다. 이러한 성분을 얻는 

방법은 [3]에서 언급이 되어있다.  

 ReDOS-PBR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RBF 알

고리즘과 비슷하게 고정 빔형성 벡터 중 데이터 송신에 가장 적합

한 벡터를 찾지만, 그 지표는 SINR이 아닌 빔형성 벡터와의 각도 

성분으로 찾는다. 이는 앞서 언급한 SINR이 직교성을 잘 반영해 주

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한다. 또한 (3.11) 지표의 값들은 1보다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임계치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사용자의 피드백의 

송, 수신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피드백 단계에서는 quasi-

SINR을 바탕으로 스케쥴링한 사용자들에게만 채널 벡터를 피드백 

받아 zero forcing 프리코딩을 거치므로, 모든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

을 받는 SUS에 비해 피드백 오버헤드를 경감할 수 있다. 또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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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간섭을 고려하는 quasi-SINR을 도입함으로써 JSDM의 그룹간 간

섭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이처럼 ReDOS-PBR 알고리즘은 RBF 알

고리즘이 갖는 직교성 고려와 프리코딩의 문제, 그리고 SUS 알고리

즘이 갖는 피드백 오버헤드 문제를 두 단계의 피드백을 통해 해결

하며, 각 알고리즘들이 갖는 장점들을 모두 살리기 위해 제안된 알

고리즘이다. 위 알고리즘은 JSDM 모델 뿐 아니라 일반적인 다중 사

용자 MIMO 시스템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quasi-SINR을 일반적인 

SNR로 대체하고, 고정 빔형성 벡터들 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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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 

 

이번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설명한 ReDOS-PBR 알고리즘에서 스

케쥴링 상에서의 피드백 기법을 더욱 개선하여, 효율적인 피드백 기

법을 제안하고 설명한다. 시스템 모델은 앞서 설명한 massive MIMO 

상황에서의 JSDM 모델을 가정한다. 즉, 𝑀𝑀개의 송신 안테나를 갖는 

기지국과 단일 수신 안테나를 갖는 𝐾𝐾 명의 다중사용자 massive 

MIMO 시스템에서 JSDM 기법을 적용한 환경을 가정한다. 채널 모

델은 one-ring channel 모델을 가정하며, 기지국은 각 사용자들의 송

신상관행렬을 추정한다. 그리고 전체 사용자들의 송신상관행렬을 바

탕으로 𝐺𝐺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DFT 행렬 기반 그룹화 기법을 사

용한다. 즉, 각 그룹의 부분공간을 (2.11)로 정의하며 𝑟𝑟𝑔𝑔 = 𝑀𝑀
𝐺𝐺
로 각 그

룹마다 동일한 차원을 할당한다. 또한 그룹 빔형성 행렬도 𝑩𝑩𝑔𝑔 = 𝑾𝑾𝑔𝑔

으로 설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그룹 내에서의 스케쥴링을 진행한

다.  

 

4.1. 기존 피드백 기법 개선의 필요성 

ReDOS-PBR 알고리즘에서 제안된 임계치 기반 피드백 기법은, 트

레이닝을 통해 추정한 유효 채널을 정규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 

때 유효 채널정보는 JSDM 기반의 시스템에서 추정한 것으로, 그룹 

빔형성 벡터들에 정사영한 성분들임을 활용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이 

그룹화될 때 다른 그룹과는 직교할 수 있도록 분리되었다는 가정 

하에, 유효 채널에는 𝑀𝑀 × 1  채널 벡터의 파워가 대부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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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사 방식을 취했다. 위와 같은 가정은 span(𝑼𝑼𝑔𝑔𝑘𝑘) ⊂ span(𝑩𝑩𝑔𝑔)가 

성립해야 된다. 이 상황을 더 실질적인 상황에서 짚어 보겠다. JSDM

에서는 그룹을 나눔으로써 각 그룹별로 송신안테나 개수보다 작은 

송신안테나를 갖는 다중 사용자 MIMO 시스템으로 변환되는데, 그

룹 빔형성을 할 때 블록 대각화 기법을 완전히 만족할 수가 없으므

로, 실질적으로 근사적으로 블록 대각화 기법을 적용한다. 때문에 

그룹 부분공간의 rank는 실제 채널 송신상관행렬의 rank보다 낮으며, 

그 차이는 그룹을 많이 나눌수록 커진다. 또한 채널 송신상관행렬의 

고유공간은 송신안테나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야 다른 각도 스펙트

럼을 갖는 사용자와 직교 분리가 잘 이루어진다. 즉, 수십 개 정도

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각도 스펙트럼에 따른 채널 고유공간의 

직교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실제 그룹 간에 완전한 직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정 그룹 부

분공간들로 양자화를 해도 유효 채널은 실제 채널의 세기 전체를 

정사영하지 못한다. 즉, �𝒉𝒉𝒈𝒈𝒌𝒌� > �𝐠𝐠𝒈𝒈𝒌𝒌�임은 자명하다. 이 때 (3.12)의 

정규화에 근사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다. 

 

𝐠𝐠𝑔𝑔𝑘𝑘
𝐻𝐻

�𝐠𝐠𝑔𝑔𝑘𝑘�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𝐠𝐠𝑔𝑔𝑘𝑘�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1

�𝒉𝒉𝑔𝑔𝑘𝑘�
,  …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𝑟𝑟𝑔𝑔

�𝒉𝒉𝑔𝑔𝑘𝑘�
�                  (4.1) 

 

�𝒉𝒉𝒈𝒈𝒌𝒌� > �𝐠𝐠𝒈𝒈𝒌𝒌�이므로, 
�𝒉𝒉𝑔𝑔𝑘𝑘�

�𝐠𝐠𝑔𝑔𝑘𝑘�
> 1은 항상 성립한다. 이러한 상태로 각 

벡터 원소들을 그룹 빔형성 벡터와의 각도로 추정하게 되면, 채널과 

그룹 빔형성 벡터와의 방향성은 실제보다 더 나란한 것으로 추정하

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방향성이 과장 추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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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과장 추정의 요인이 되는 
�𝒉𝒉𝑔𝑔𝑘𝑘�

�𝐠𝐠𝑔𝑔𝑘𝑘�
항은 항상 1보다 크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게 된다. 이는 사용자 채널의 고유공

간 특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의존하며, 사용자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값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때문에 과장 추정의 정도

가 다르므로 이를 보상하는 후 처리도 쉽지 않다. 각도가 과장 추정

될 경우, 원래는 피드백을 하지 않아야 되는 사용자가 피드백을 주

게 되며, 또한 사용자 스케쥴링 관점에서는 좋은 합 용량 성능을 보

여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앞서 설명한 대로 사용자 채

널 벡터는 그룹 빔형성 벡터와의 방향성이 실제로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송신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유효 채널의 세기와 원

래 채널 벡터의 세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사용자의 채널 환경

은 다른 그룹의 빔과도 직교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그룹간 간섭이 강해 합 용량 극대화 측면에서 사용자 

채널은 좋지 못하다. 또한 기지국은 quasi-SINR을 바탕으로 스케쥴

링을 하는데, 그룹 간 간섭이 강한 사용자들은 quasi-SINR이 낮기 

때문에 스케쥴링 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이는 결국 �𝒉𝒉𝒈𝒈𝒌𝒌� ≈

�𝐠𝐠𝒈𝒈𝒌𝒌�의 근사가 실제로 오차를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개선하여, 기존의 피드백 기법을 개

선하고 사용자 스케쥴링 상에서 더욱 더 효율적인 피드백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기법은 추정된 유효 채널을 유효 채널의 크기로 

정규화 시킨 벡터 성분을 지표로 활용하는 반면, 제안하는 기법은 

실제 채널의 세기를 반영한 지표로 정규화를 시킴으로써 앞서 언급

한 오차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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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에서는 그룹 빔형성 행렬을 DFT 행렬을 이

용하여 설계하고, 그룹화함을 가정한다.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은 다

음의 지표를 사용한다.  

 

𝐠𝐠𝑔𝑔𝑘𝑘
𝐻𝐻

�1
𝜌𝜌 + �𝒉𝒉𝑔𝑔𝑘𝑘�

2
=

�𝒉𝒉𝑔𝑔𝑘𝑘�

�1
𝜌𝜌 + �𝒉𝒉𝑔𝑔𝑘𝑘�

2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1

�𝒉𝒉𝑔𝑔𝑘𝑘�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2

�𝒉𝒉𝑔𝑔𝑘𝑘�
,  …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𝑟𝑟𝑔𝑔

�𝒉𝒉𝑔𝑔𝑘𝑘�
� .    (4.2) 

 

이 때 분모성분은 사용자가 추정한 유효 채널 g𝑔𝑔𝑘𝑘와 그룹 간 간섭
잡음전력 �1 + 𝜌𝜌∑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𝑼𝑼𝑔𝑔′�𝑔𝑔≠𝑔𝑔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1
𝜌𝜌
�1 + 𝜌𝜌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𝟐𝟐

𝑔𝑔′≠𝑔𝑔

�+ �𝐠𝐠𝑔𝑔𝑘𝑘�
2 =

1
𝜌𝜌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𝟐𝟐

𝑔𝑔′
   

=  
1
𝜌𝜌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 𝑩𝑩𝟏𝟏,…,𝑩𝑩𝐺𝐺]�𝟐𝟐 =  

1
𝜌𝜌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𝑭𝑭�𝟐𝟐 =  

1
𝜌𝜌

+ �𝒉𝒉𝑔𝑔𝑘𝑘�
2            (4.3) 

 

식 (4.3)의 𝑭𝑭는 𝑀𝑀 × 𝑀𝑀 DFT 행렬이다. 그룹 간 간섭잡음전력은 잡음

의 파워로 정규화한 값이다. 𝑭𝑭 =  [ 𝑩𝑩𝟏𝟏,…,𝑩𝑩𝐺𝐺]는 DFT행렬을 기반으로 

그룹 빔형성을 했기 때문에 자명하며, 또한 𝑭𝑭는 유니타리 행렬이기 

때문에,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𝑭𝑭와 𝒉𝒉𝑔𝑔𝑘𝑘의 크기는 같으므로 (4.3)의 마지막 식을 얻게 된

다. 이처럼 실제 채널 벡터의 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사영을 

통해 얻은 유효채널의 손실이 다른 그룹으로부터의 간섭으로 작용

하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수신 단에서 생기는 잡음 성분이 더해

지게 된다.  

식 (4.2)서 오른쪽 항의 각 벡터 원소는 다음의 두 가지 성질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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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첫 번째,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𝑖𝑖

�𝒉𝒉𝑔𝑔𝑘𝑘�
항은 채널 벡터와 𝑖𝑖번째 그룹 빔형성 벡터와의 

각도가 나란할수록 큰 값을 나타낸다. 이는 ReDOS-PBR와 같은 항

을 포함한다. 두 번째, �𝒉𝒉𝑔𝑔𝑘𝑘�/�1
𝜌𝜌

+ �𝒉𝒉𝒈𝒈𝒌𝒌�
𝟐𝟐  항은 1보다는 작은 크기

를 갖는 항이다. 하지만, 채널 벡터의 크기가 잡음의 전력 대비 클

수록 이 항은 1에 가깝게 수렴한다. 즉 벡터 원소의 절대값이 클수

록, 주어진 빔형성 벡터로 송신신호를 전송하기에 적합하며, 사용자 

스케쥴링 시의 높은 합 용량을 보일 수 있는 후보가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벡터 원소들 중 절대값이 가장 큰 성분이 정해진 임계치

보다 높을 경우에만 해당 성분의 빔 인덱스와, quasi-SINR을 기지국

에 피드백한다.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은 기존의 피드백 기법에 비해 

정규화 방식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기존의 피드백 기법은 유효채널

의 Euclidean norm으로 정규화를 시키는 반면, 제안하는 기법은 실제 

채널의 Euclidean norm을 반영한 성분으로 정규화를 적용한다. 따라

서 제안하는 기법은 앞서 언급한 채널 벡터의 방향성에 대한 과장 

추정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피드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

용자들이 기지국에 피드백하여, 기지국에서 스케쥴링 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은 ReDOS-PBR 알고리즘에서 추

정한 유효 채널과 그룹 간 간섭잡음전력값 성분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에 비해 별도의 추정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스케쥴링 알고리즘을 적용

하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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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을 적용한 스케쥴링 알고리즘 

Step 1: 사전에 결정한 α ∈ (0, 1)을 기지국과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한다. 기지국은 다음의 초기화를 수행한다.  

𝑆𝑆𝑔𝑔,𝑖𝑖 =  ∅, i = 1, … , 𝑟𝑟𝑔𝑔,𝑙𝑙 = 1, …𝐺𝐺 

𝑙𝑙𝑔𝑔 = 0, 𝑙𝑙 = 1, …𝐺𝐺 

각 사용자들은 채널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유효 채널 𝐠𝐠𝑔𝑔𝑘𝑘와  

1 + 𝜌𝜌∑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2
𝑔𝑔≠𝑔𝑔  성분을 추정한다.  

 

Step 2: 그룹 𝑙𝑙 내의 𝑘𝑘번째 사용자는 각각 다음을 계산한다.  

 

𝑊𝑊(𝑔𝑔𝑘𝑘,𝑖𝑖) ≔  ��
�𝒆𝒆𝑖𝑖

(𝑔𝑔)�
𝑇𝑇
𝐠𝐠𝑔𝑔𝑘𝑘

�1
𝜌𝜌 + �𝒉𝒉𝒈𝒈𝒌𝒌�

𝟐𝟐
�� , 𝑖𝑖 = 1, … , 𝑟𝑟𝑔𝑔 

𝒆𝒆𝑖𝑖
(𝑔𝑔)는 항등 행렬 𝑰𝑰𝑟𝑟𝑔𝑔의 𝑖𝑖번째 열벡터를 의미한다.  

분모 성분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 값을 사용한다.  

1
𝜌𝜌

+ �𝒉𝒉𝒈𝒈𝒌𝒌�
𝟐𝟐 =  

1
𝜌𝜌
�1 + 𝜌𝜌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𝟐𝟐

𝑔𝑔′≠𝑔𝑔

�+ �𝐠𝐠𝑔𝑔𝑘𝑘�
2
 

. 이 때 계산한 𝑊𝑊(𝑔𝑔𝑘𝑘,𝑖𝑖) 들을 바탕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max
𝑖𝑖=1,…,𝑟𝑟𝑔𝑔

𝑊𝑊(𝑔𝑔𝑘𝑘,𝑖𝑖) ≥   𝑑𝑑 

만약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용자는 다음의 채널 품질 지표 

�𝑚𝑚𝑔𝑔𝑘𝑘 ,𝑙𝑙(𝑙𝑙𝑘𝑘)�를 피드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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𝑚𝑚𝑔𝑔𝑘𝑘 = arg max
𝑖𝑖=1,…,𝑟𝑟𝑔𝑔

𝑊𝑊(𝑔𝑔𝑘𝑘,𝑖𝑖) 

𝑙𝑙(𝑙𝑙𝑘𝑘) =  
��𝐠𝐠𝑔𝑔𝑘𝑘��

2

1
𝜌𝜌 +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2

𝑔𝑔′≠𝑔𝑔

 

만약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용자는 

기지국에게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기지국은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다음 업데이트를 하고, 

𝑙𝑙(𝑙𝑙𝑘𝑘)를 저장한다.  

𝑆𝑆𝑔𝑔,𝑚𝑚𝑔𝑔𝑘𝑘
 ← 𝑆𝑆𝑔𝑔,𝑚𝑚𝑔𝑔𝑘𝑘

∪ {𝑘𝑘} 

 

Step 3: 𝑖𝑖 = 1, … , 𝑟𝑟𝑔𝑔에 대하여, 다음을 찾고 업데이트한다.  

𝑐𝑐𝑔𝑔,𝑖𝑖 = arg max
𝑘𝑘∈𝐼𝐼𝑔𝑔,𝑖𝑖

𝑙𝑙(𝑙𝑙𝑘𝑘) 

𝑙𝑙𝑔𝑔  ← 𝑙𝑙𝑔𝑔  ∪ {𝑐𝑐𝑔𝑔,𝑖𝑖} 

 

Step 4: 기지국은 𝑙𝑙𝑔𝑔 에 포함된 사용자들에게 추가 신호를 

보내고, 해당되는 사용자들은 유효 채널 벡터를 기지국에 

피드백한다. 이 때 피드백을 받은 사용자들의 유효채널에 대해 

기지국은 zero forcing 프리코딩과 water filling 파워 할당을 

한다. 기지국은 데이터를 송신한다 

표 4 - 1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을 적용한 스케쥴링 알고리즘 

표 4-1의 알고리즘은 ReDOS-PBR의 형식과 같으나, 첫 번째 단계에

서 피드백을 진행할 때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적용했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44 

 

제 5 장.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이번 장에서는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을 분석할 것이다. 시뮬레이션 성능은 JSDM기법을 적용한 다중 사

용자 massive MIMO 하향채널에 적용되는데, 우선 JSDM기법을 적용

할 때와 적용하지 않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 다음, JSDM 기법을 적

용한 상태에서 3장에서 설명한 스케쥴링 알고리즘, 그리고 제안된 

피드백기법이 추가된 스케쥴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할 것이다. 

5.1절에서는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5.2절에서는 JSDM기법을 적용한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일반 MIMO 

시스템간의 성능비교 및 분석을 한다. 5.3절에서는 JSDM기법을 적용

한 상태에서 각 스케쥴링 알고리즘들과 제안된 피드백 기법을 적용

한 스케쥴링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5.1. 시뮬레이션 환경 

시뮬레이션은 𝑀𝑀개의 송신 안테나를 갖는 하나의 기지국과, 단일 

수신 안테나를 갖는 𝐾𝐾명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단일 셀룰러 네트워

크를 가정한다. 채널 모델은 one-ring channel 모델을 가정한다. 각 사

용자는 (−60o, 60𝑡𝑡) 사이의 각도와, (5o, 15𝑡𝑡)의 확산 각도 중 임의의 

값을 갖고 생성되며, 이러한 각도 스펙트럼에 따라 송신상관행렬을 

생성하고, 순간마다 (2.5)의 채널벡터의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기지국은 셀 내의 모든 사용자들의 송신상관행렬을 알고 있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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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을 𝐺𝐺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화는 DFT 기반 양자화를 적

용하며, 각 그룹마다 같은 차원을 공유한다고 가정한다. 즉, 각 그룹

마다 𝑟𝑟𝑔𝑔의 차원이 할당되며, 𝑟𝑟𝑔𝑔 = 𝑀𝑀
𝐺𝐺
이다.  

사용자 스케쥴링은 다음의 네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한

다.  

 

1) JSDM-RBF : JSDM을 통해 나눈 그룹 내에서, 그룹별로 각각 

RBF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 때, SINR은 그룹 내에서 일어나

는 간섭과 그룹간 간섭을 고려한 지표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SINR𝑔𝑔𝑘𝑘,𝑚𝑚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𝑚𝑚�
2

1
𝜌𝜌 +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𝒃𝒃𝑔𝑔𝑛𝑛�
2

𝑛𝑛≠𝑚𝑚 +∑ �𝒉𝒉𝑔𝑔𝑘𝑘
𝐻𝐻 𝑩𝑩𝑔𝑔′�

2
𝑔𝑔≠𝑔𝑔′

.              (5.2) 

 

2) JSDM-SUS : JSDM을 통해 나눈 그룹 내에서 그룹별로 각각 

SUS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 때 피드백은 사용자마다 유효채

널을 피드백 받고, 그룹별로 SUS 알고리즘을 적용하며 

waterfilling 파워할당을 적용한다.  

 

3) JSDM-ReDOS-PBR : 3장 3절에서 설명한 ReDOS-PBR 알고리즘

을 적용한다(표 3-4).  

 

4)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을 적용한 스케쥴링 : 4장 2절에서 제안

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한다(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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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JSDM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이번 절에서는 JSDM기법이 갖는 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다. 송신 안테나의 개수는 총 64개이며, 전체 SNR은 20 [dB]

를 가정한다. 이 때 그룹은 각각 4개, 8개, 16개로 그룹을 나누며, 스

케쥴링 알고리즘은 JSDM-SUS로 통일한다. 또한, JSDM을 적용하지 

않고, 64개의 송신안테나를 갖는 다중 사용자 MIMO 채널에 대한 시

뮬레이션도 진행, 스케쥴링 알고리즘은 SUS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동기 시간에 따른 성능 변화는 그림 5-1, 5-2와 같다.  

그림 5-1은 채널 동기 시간이 256일 때 평균 합 용량을 나타낸 것

이며, 그림 5-2는 채널 동기 시간이 128일 때 평균 합 용량을 나타

낸 것이다. 채널 동기 시간이 256일 때는 사용자가 적을 때에만 

JSDM의 성분이 그룹 수가 4개일때만 원래 MIMO 시스템보다 더 좋

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일 때는 원래 

MIMO 시스템이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JSDM 시스템 

상에서는 그룹간 간섭이 있어서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합 용량의 

증가가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림 5-2처럼 채널 동기 시

간이 128일 경우에는 그룹을 8개 나눈 JSDM시스템보다 더 성능이 

떨어진다. 이처럼 채널 동기 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채널 

트레이닝 시간에 따른 데이터 전송 기회의 감소가 원인으로, 채널 

동기 시간이 적은 환경에서는 JSDM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는 송신 안테나 개수가 많아질수록, 

트레이닝에 시간 자원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실제 동기 시간 동

안의 평균 합 용량은 JSDM기법이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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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1 동기 시간(채널 사용)이 256일 때 사용자 수에 따른 합 용량 

 

그림 5 - 2 동기 시간(채널 사용)이 128일 때 사용자 수에 따른 합 용량 



48 

 

5.3. 스케쥴링 알고리즘 성능 비교 

 

이번 절에서는 스케쥴링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해 본다. 우선 

ReDOS-PBR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후, 다른 

알고리즘들과도 성능 비교를 보인다. 우선 ReDOS-PBR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다. 송신 안테나의 개수는 32개

로 고정하고, 전체 SNR은 10dB로 설정하며, JSDM 시스템을 적용하

여 사용자들을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이 때, 사용자 수에 따른 

평균 합 용량과 평균 피드백 사용자 수를 비교해 보았다. 이 때 임

계치 설정은 합 용량이 최대로 나오는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5-3과 5-4는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을 적용한 알고리즘이 더

욱 더 피드백 사용자 수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5-3은 그림 5-4의 피드백 사용자 수를 받으면서 합 용량 성능

을 보여주는 것인데, 합 용량 성능에서도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ReDOS-PBR알고

리즘에서 각도 성분을 과장 추정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제안하는 알

고리즘에서는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드백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지국에서의 스케쥴링을 막을 수 있다. 즉, 만약 사용자가 무

수히 많다면, 각 빔 인덱스마다 스케쥴링 될 수 있는 후보 사용자들

의 수는 많고, 따라서 과장 추정한 사용자들이 스케쥴링 될 확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제안하는 알고리즘과는 큰 합 용량 차이가 없

다. 하지만 사용자 수가 적으면 해당하는 빔 인덱스에 스케쥴링 될 

수 있는 후보 사용자들의 수가 적으며, 결국 과장 추정한 사용자들

만 후보로 남아 스케쥴링 될 확률이 높으며, 이는 곧 성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 수가 적을 때 오히려 제안하는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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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기법이 합 용량 성능에서도 우수함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 3 사용자 수에 따른 평균 합 용량 성능 

 

그림 5 - 4 사용자 수에 따른 평균 피드백 사용자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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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5-5와 5-6의 그림은 JSDM에서 그룹 수를 다르게 잡았을 

때 성능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송신 안테나의 개수는 32개이며, 전

체 SNR은 20dB, 그리고 사용자 수는 1000명을 가정하였고, 임계치

는 마찬가지고 합 용량 성능이 최대로 나오는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5-5와 5-6은 그룹의 수가 많을수록, 피드백 사용자 수에서 현저

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JSDM에서 그룹을 많

이 나눌수록, 보다 낮은 차원의 부분 공간에 실제 채널을 정사영하

므로 실제 채널의 크기와 유효 채널의 크기 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ReDOS-PBR 알고리즘의 피드백 기법을 적

용할 때 과장 추정의 확률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룹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주어야 

해당되는 합 용량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제안하

는 피드백 기법을 적용한 알고리즘은 그룹 수에 따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최대로 나오는 합 용량에 대응되

는 피드백 사용자 수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직 

그룹 수에 따라 나타나는 그룹간 간섭에 의해서만 합 용량 성능에

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피드백 기법

은 JSDM의 그룹 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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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5 JSDM의 그룹 수에 따른 평균 합 용량 성능 비교 

  

그림 5 - 6 JSDM의 그룹 수에 따른 평균 피드백 사용자 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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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른 스케쥴링 알고리즘들과의 성능비교를 확인해 본다. 

송신 안테나 개수는 32개, 전체 사용자 수가 1000명에서 8개의 그룹

으로 나눈 환경에서, SNR에 따른 성능 비교를 확인해 보았다. 이 때 

사용자 스케쥴링 알고리즘은 제안한 알고리즘, ReDOS-PBR 알고리즘, 

JSDM-SUS와 JSDM-RBF 알고리즘들을 적용하여 성능들을 확인해 

보았다. 5-7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높은 SNR일수록 제안된 알고리즘

과 ReDOS-PBR 알고리즘이 다른 두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두 알고리즘들이 quasi-SINR 지표를 통해 그룹

간 간섭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일 셀룰러 네트워크에서도 그룹간 간

섭에 의해, 간섭 제한이 나타나는 JSDM 시스템에서 두 알고리즘들

의 합 용량 성능이 더 우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용자 전

체의 유효 채널을 필요로 하는 SUS알고리즘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주며, ReDOS-PBR보다도 적은 피드백 양으로 높은 합 용량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앞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

드백 양 대비 높은 합용량 성능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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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7  SNR에 따른 각 스케쥴링 알고리즘들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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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스케쥴링에서 효율적인 피드백 기법을 제

안하고, 그 성능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Massive 

MIMO FDD시스템에서 기대하는 다중화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피드

백 오버헤드가 발생하며, 이는 상향링크의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SDM과 같은 빔형성 기법이 

제안되었으며, 사용자 스케쥴링 상에서도 효율적인 피드백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특히, 임계치 기반 피드백 기법은 사용자가 직접 자신

의 채널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기법들보다 더 적은 피드백 

양으로도 기존 기법들에 비교될 만한 합 용량 성능을 보여주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인 피드백 오버헤드 이슈를 극복하는

데 적합한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임계치 기반 피드백 기법을 개선하여, 

JSDM상에서 기존의 기법보다 피드백 대비 합 용량 성능이 뛰어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기법이 가지고 있는 추정 

상에서의 오류를 개선하여 기존의 기법에 비해 피드백 사용자 수를 

줄임은 물론, 합 용량에서도 개선된 성능을 보임을 시뮬레이션 결과

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만 제안된 기법은 이상적인 채널 정보 인지

를 가정한 상태에서 피드백의 사용자 수만을 줄인 것으로, 실제 채

널 정보를 양자화하여 위와 같은 알고리즘을 수행할 경우에, 실제 

피드백의 양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정규화 과정에서 다른 값

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실제 양자화를 하게 되는 전체 비트 수에 차

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널 양자화를 반영하여 실제 

전체 피드백의 비트 수를 확인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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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orthogonality at user terminal (UT) by utilizing the effective channe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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