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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하향링크 다중 안테나 다중 사용자 시스템을 

고려한다. 일반적인 하향링크 다중 안테나 시스템과 달리, 

고려하는 시스템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레잇 스플리팅 

기법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각 메시지는 공동 메시지와 개

인 메시지로 분할되고, 공동 메시지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각 사용자들에게 모두 성공적으로 복호화 되어야 한다. 이

러한 시스템에서, 섬 레잇 최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로운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Ⅰ. 서 론

그간 많은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에서, 

다중 안테나 기술의 공간적 자유도를 이용하면 큰 성

능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이 이론적으로 증명되었다. 하

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이득을 얻는 것은 어려운데, 그 

주된 이유는 송신단에서 완벽한 채널 정보를 얻는 것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송신단에서의 채널 정보가 

부정확할 시 사용자 간 간섭이 유도되게 되며, 이러한 

간섭은 높은 레잇 성능의 달성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

게 된다. 최근, [1]과 같은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레잇 스플리팅 (레잇 분할) 기법

을 도입하였다. 레잇 스플리팅 기법을 도입하게 될 경

우 각 사용자를 위한 메시지는 공동 메시지와 개인 메

시지로 분할되게 되고, 사용자들은 공동 메시지를 복

호화 하여 간섭을 감소시킴으로써 성능 이득을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 문제를 행렬 고유 벡터 

문제로 다시 재정립화 하여,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수

월하게 해결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Ⅱ. 주요 결과

우리는 레잇 스플리팅 기법을 도입한 하향링크 다

중 안테나 시스템을 고려한다. 각 메시지는 공동 메시

지, 개인 메시지로 분할되어 아래와 같은 송신 신호를 

전송한다.

  
  





위의 송신 신호를 바탕으로, 공동 메시지인 는 모

든 사용자들에게 복호화 가능해야 한다는 제약을 고

려, 섬 레잇 성능을 최적화 하는 문제를 공식화한다. 

이렇게 공식화된 문제의 최적 해 조건은 아래와 같은 

행렬 고유 벡터 문제로 재배열 할 수 있다.


      

위의 고유 벡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ower 

method 기반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시뮬

레이션 결과를 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레잇 스플리팅을 도입한 다중 안테나 

다중 사용자 시스템의 성능 최적화를 위하여 새로운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최적화 기법을 도

입하여, 기타 다른 방법 대비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얻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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