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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4G를 넘어선 차세대 통신기술개발이 2020년 상
용화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위해

MIMO 송수신 시스템 성능 평가를 위한 공간 채널 모델의
통계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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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안테나 송수신을 활용하는 MIMO 시스템은 5세대 이동통신의 용량 증대를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MIMO 
관련 기술에 대한 적절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간 채널이 반영된 무선 채널 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적절한 채널 모델로서 3GPP에서 TR36.873 문서를 통해 제안한 3차원 공간채널모델(3-Dimensional Spatial Channel 
Model; 3D SCM)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3D SCM 기반 채널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하고 검증하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UMi 및 UMa 특성을 제시하고 비교한다. 또한, UMa 시나리오에 MIMO 전송 환경을 도입하여 안테나 배열 간격의 변화
에 따른 안테나 원소 간의 채널 상관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수율의 변화를 확인한다. 섹터 내 사용자를 무작위 균일
분포시켰을 경우에 대해 수평 및 수직 안테나 원소 간격 변화에 따른 채널 전력 상관도를 측정함으로써, SCM 환경 하에
서 전송 성능을 결정하는 통계적 특성을 제시한다. 

Abstract

MIMO systems utilizing multiple antenna transmission and reception i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to enhance the capacity of 5G 
wireless communications. In order to obtain an appropriate performance evaluation of MIMO techniques, the usage of wireless channel mo-
del reflecting spatial channel characteristics is required, such as the 3-dimensional spatial channel model(3D SCM) proposed by 3GPP 
TR36.873 documentation. In this paper, we implement and verify the channel simulation environment based on 3D SCM, to present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UMi and UMa environments. We also apply MIMO transmission to the UMa scenario to investigate 
the channel correlation among antenna elements with different array distances and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throughput changes. 
By evaluating the channel power correlations for randomly distributed users within the sector for different horizontal and vertical antenna 
distances, we present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which determine the transmission performance under the SC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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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소, 국가 단위로 진행 중인 요소 기술 개발은
광대역 주파수 활용 기술, 다중 안테나 기술, CoMP(Coor-
dinated Multi-Point), 소형 셀을 포함하는 이종망 관련 기
술, D2D(Device-to-Device)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1],[2]. 
이 중 다중 안테나 입출력(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기술은 매우 많은 수의 안테나 원소를 활용하여
전송 속도와 채널 용량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

로써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3]～[6]. 
송수신 과정에서 다중 안테나가 사용되는 환경에 대한

기술의 보다 실제적인 성능 비교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는 기존 방식에서 변화된 전파 채널 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 종래의 무선 채널 모델은 MIMO 시스템에서 활용
되는 공간 채널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전파 채널에 관한
물리적 분석만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MIMO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적합한 채널모델로서, 3GPP에서
TR 25.996[9] 문서를 통해 SCM(Spatial Channel Model)을
제안하였다. SCM은 상황에 맞는 전송 시나리오(suburban 
macro, urban macro, urban micro)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
에 맞는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전송 환경에 따른 채널을

생성한다. 특히 SCM은 클러스터와 클러스터로 인해 발
생되는 다중경로를 통해 적합한 다중 안테나 전송 환경

을 제공한다[9]. SCM의 도입 이후 3GPP에서는 채널 모델
을 3차원으로 확장시킨 3D SCM을 TR 36.873[7]을 통해 제

시하였다. 3D SCM은 사용자를 3차원으로 배치시킴으로
써 기존 SCM보다 더욱 정밀한 채널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TR 36.873[7] 문서를 통해 3D SCM

을구축하고, 검증문서에 제시된 그래프와 구축한 SCM을 
통해 생성한 그래프의 비교를 통해 해당 채널 모델을 검

증한다. 검증 그래프를 통해 드러나는 UMi(Urban Micro 
cell with high UE density), UMa(Urban Macro cell with high 
UE density) 특성을 제시하고 비교한다. 그리고 UMa 시나
리오에 MIMO 전송 환경을 도입하여 안테나 배열 간격의
변화에 따른 안테나 원소 사이의 채널 상관도를 살펴보

고, 이에 따른 수율 변화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안테나
간격과 안테나 수평 방향 각도의 변화에 따른 안테나 요

소의 채널 전력 상관도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직 방향 각도에도 같이 적용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TR. 36.897(release 13) 등에도 채택되며, 향후

전송 성능 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3D SCM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평가하고 제시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전송
신호처리 방식, 코드북 설계, 예상 성능 평가 등에 관련
연구자들이 참조하여 진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3D SCM의 개

요를 제시하며, III장에서는 3D SCM 구현 및 검증을 한
후, 검증 그래프를 통해 나타나는 통계적 특성을 관찰한
다. IV장에서는 MIMO 전송 시스템이 적용된 환경에서
안테나 배열 간격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상관도와 수

율의 변화를 분석하고, 안테나 간격과 안테나 수평 방향
각도의 변화에 따른 안테나 요소의 채널 전력 상관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V장에서는 SCM 통계적 특성 활용의
사례로서 DFT 코드북 설계를 보이고, 기존 4 Tx LTE 코
드북과의 성능비교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결
론을 맺는다.  

Ⅱ. 3D SCM 환경

2-1 시나리오

UMi와 UMa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19 셀 57 섹터(1 
셀 당 3개의 섹터)의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사
용자의 이동속도는 3 km/h로 가정하고 있으며, 중심 주파
수는 2 GHz로 설정하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 사용자의
높이를 설정하는 수식은 사용자가 실내에 존재하는지, 실
외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즉, SCM에
서는 사용자의 분포는 셀 내부에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그 중 실외에 위치한 사용자는 전체 20 %를 차지하고 있
다고 가정한다. 사용자의 높이( )는 실외의 경우 사용
자의 높이를 1 m로 고정하며, 실내의 경우

  

     

  ∼  

∼ (1)
  

와 같이 결정된다. 여기서 은 4 이상 8 이하의 이산
균일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이며, 은 1 이상   이
하의 이산 균일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이다. 
또한, UMa는 25 m의 안테나 높이를 가지며, 기지국보

다 높은 건물은 존재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또한,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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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리는 500 m로 설정되어 있으며, BS의 송신 파워는
46 dBm 또는 49 dBm(각각 대역폭 10 MHz 및 20 MHz에
해당)으로 설정한다. UMi의 경우 안테나 높이를 10 m로
설정하고, 기지국 간 거리는 200 m로 설정하며, BS의 송
신파워는 41 dBm 또는 44 dBm(각각 대역폭 10 MHz 및
20 MHz에 해당)으로 하여 송신함을 가정한다. 

2-2 안테나 설정

3D 안테나 원소의 패턴은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의 값
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수평방향 각도(azimuth angle)
와 수직방향 각도(zenith angle)에 따른 안테나 원소 패턴
은 식 (2)와 식 (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min



′  


 






      (2)
    

 ′ min



′ 


 






      (3)
  
수평방향각도의 기준은 그림 1의왼쪽과같이정북 방

향이며, 수직방향 각도의 기준은 그림 1의 오른쪽과 같이
하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식 (2)를 보면 안테나 이득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수직

방향 각도는 지면과 수평방향인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수평방향 각도에서는 식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북방

그림 1. 3D SCM 각도 기준
Fig. 1. 3D SCM angle reference.

향에서 안테나 이득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식(2)와 (3)을
이용하여 3D 안테나 원소 패턴을 구하는 식은

   
′′ ′ min  ′  ′  

(4)

와 같으며[7], 이 식은 III장에서 3D SCM을 통해 만든 채
널 계수를 구하는데 이용된다.

2-3 전파 경로 설정과 경로 감쇄

사용자가 LOS인지, NLOS인지 결정할 때, UMi의 경우
사용자와 기지국 간의 2차원 거리를 통해, UMa의 경우
사용자의 높이와 사용자와 기지국 간의 2차원적 거리를
통해결정한다. 식 (5)는 UMi 시나리오에서사용자가 LOS 
환경일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다[7]. 여기서 는 기지국

과 사용자 간 수평거리이다.
  

  min
  exp

 
 exp

  (5)
  
UMa 환경에서 LOS일 확률은 식 (6)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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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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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기서  와   는 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변수이다. UMa에서 LOS 확률을 구하는 과정
은 를 이용하여  를 구하고, 와 식 (1)을통
해 구한  , 그리고 앞서 구한  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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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결정한 후, 식 (6)에 대입하여 LOS일 확
률을 결정한다.

Ⅲ. 3D SCM의 통계적 특성 

TR 36.873문서에 제시된 일련의 순서를 따라 3D SCM
을 구현할 수 있다. 먼저 UMi와 UMa중 하나의 시나리오
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small scale과 large scale 파라미터
를 설정한다. 그 다음 LOS/NLOS 분포를 결정하고, 안테
나패턴을 생성한 후지연분포를설정한 후, 클러스터파
워를 생성한다. 모든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도래 각과
출발 각을 생성하고, 도래 각과 출발 각을 무작위로 연결
시킨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클러스터로부터 생성된 빔

(ray)의 초기 위상을 설정해준다. 이를 통해 생성된 채널
은 아래와 같은 식을 갖게 된다[7].

  

  



  

  

 


 


        

       











exp     exp  

  exp   exp  



 


         

        

exp       

exp       exp
(9)

여기서  와   는 식 (4)를 통해 생성한 수신단
안테나 원소 u와 송신단 안테나 원소 s의 3D 안테나 원소
패턴을 의미하고, 은 클러스터 n에서 생성된 m번째
빔의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의 조합(   )에
의해 생성된 초기 위상을 의미한다. 은 클러스터 n
으로부터 생성된 m번째 빔의 XPR(Cross polarization 
Power Ratio)을 의미한다. 그리고  와  

는 클러스터 n으로부터 생성된 m번째 빔의 수직 도착각
과 수직 출발각을 의미하며,  와  는 클

러스터 n으로부터 생성된 m번째 빔의 수평 도착각과 수
평 출발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   )은

각각 수평 도래(출발) 각도와 수직도래(출발) 각도의 구

면 시스템 단위벡터를 의미하며,   (   )는 수신단

안테나 원소 u(송신단 원소 s)의 위치 벡터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한 3D SCM의 검증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통계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검
증에 사용된 시나리오인 Conf.1은 표 1과 같다[8].
그림 2는 UMa와 UMi 시나리오에서 생성한 광대역 수

신 신호 대 잡음 비의 누적분포함수이다. 신호 대 잡음
비는

  

 


  



  



(10)

표  1.  Conf.1 시나리오
Table 1. Conf.1 scenario.

시나리오 3D-UMa, 3D-UMi
기지국 안테나 ×  균일 안테나 배열
사용자 안테나 2 Rx 균일 안테나 배열
대역폭 10 MHz(50 RBs)

중심 주파수 2 GHz
사용자 안테나 패턴 등방성 안테나 패턴

핸드오버 마진 0 dB

그림 2. SCM 환경 하에서 광대역 수신 신호 대 잡음비

의 누적분포함수

Fig. 2. CDF of the wideband received SNR under the SC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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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는 번째 사용자의신

호 대 잡음 비이고, 와  은 각각 서빙

섹터와 간섭 섹터의 결합 손실을, 은 채널의 노이즈를
의미한다. 특정 서빙 섹터를 설정하여 해당 섹터에 존재
하는 각 사용자의 신호 대 잡음 비(dB) 분포를 CDF로 표
현한 것이다. UMi와 UMa의 광대역 신호 대 잡음 비결과
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호 대
잡음 비를 계산하는데 주된 항이 되는 결합손실의 계산

은 송신 전력을 제외한 RSRP(Reference Signal Received 
Power)의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UMa와 UMi 시나리오 모
두 Conf.1 조건에서 RSRP 값이 큰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
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은 UMa와 UMi 시나리오에서 생성한 수직 출발

각-LOS 그래프이다. 수직 출발 각-LOS 그래프는 서빙 섹
터에서 LOS인 사용자와 기지국을 직선으로 연결하였을
경우, 지면을 기준으로 한 수직 각도의 분포를 누적분포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수직 출발 각-LOS의 경우, UMi와
UMa 시나리오에 따라 큰 그래프의 차이를 보인다. UMi 
에서는 기지국 안테나 높이를 10 m로 설정하고 있고, 
UMa에서는 25 m로설정하였다. 식 (1)에서보는것과마찬
가지로 사용자 높이의 분포를 결정하는 식이 같으나, 두
시나리오 안테나 높이의 차이로 인해 같은 위치에 사용

자가 위치해 있더라도 기지국이 사용자를 바라보는 각도

   

그림 3. 수직 출발 각-LOS의 누적분포함수
Fig. 3. CDF of the EoD-LOS.

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지국 높이가 낮은 UMi와 같은 경
우, 90° 미만인 각(기지국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용자
를 바라보는 각)에 대한 분포가 존재하지만, UMa 시나리
오에서는 90° 미만의 각도 분포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UMa 시나리오에서는 기지국보다 높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안테나 배열에 따른 채널 특성

SCM에서 안테나 배열 차원의 확장으로 인해 변화하는
안테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스템 레벨 MIMO 전송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전송환경은 CSIT(Channel State 
Information at the Transmitter)이며, 시뮬레이터의 시스템
설정은 표 2와 같다. 송신단 안테나는 그림 4와 같이 co- 
pol 2D MIMO 안테나 배열을 사용하여 수평 성분 안테나

표  2.  시스템레벨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2. System-level simulation parameters.

파라미터 값

레이아웃 19셀, 57섹터(3 섹터/셀) 
사용자 분포 30 사용자/섹터
송신단 안테나    × 2차원 배열
수신단 안테나   

노이즈 —104 dBm/10 MHz
채널 모델 3D SCM UMa
중심 주파수 2 GHz

그림 4. 송신단 안테나 배열
Fig. 4. Transmission-end antenna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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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D 안테나 배열 간격 변화에 따른 상관도
Fig. 5. Correlation for different 2D antenna array spacing.
 
간격( )과 수직 성분의 안테나 간격( ) 변화에 따른
채널 상관도와 이에 따른 수율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림 5는 안테나 수평, 수직 간격을   간격 변화에

따른 안테나 원소 간 전력 상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log scale로 전력상관도를 확인한 결과 에 비해 를

변화시킨 경우 더욱 완만한 전력 상관도 감소율을 보이

는것을 확인할 수있다. 똑같은안테나 원소간간격에도
불구하고, 안테나 원소 간격에 따른 안테나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 간 상관도가 다른 이유는 사용자 분포의 특성

때문이다. 사용자는  ～의넓은 폭의 수평분포를가

지게 되는 반면, 수직분포는 에 밀집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 원소 간 간격이 점점 넓어짐
에 따라 수평 성분 간 안테나 원소 간 전력 상관도가 더

욱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림 5의 x축에서 는 전파의 파

장을 의미한다. 
표 2와 같은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에서의 와 

의 변화에 따른 수율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의 변화로 인한 수율 증가율은 2 % 이하인
반면, 의 변화에 따른 수율 증가율은 최소 7 %, 최대
27 %로나타났다. 그림 5에서 볼수 있듯이, 의증가에
따른 상관도 감소 비율이 에 의한 것보다 더 큼에도, 
  변화에 따른 수율 증가가 더 큰 이유는 수평, 수직 안
테나 원소 간 상관도의 차이 때문이다. 그림 6을 통해 좌

표 3. 안테나 간격 변화에 따른 UE당 평균 수율(bps/Hz/UE) 
Table 3. UE throughput for different antenna spacing(bps/ 

Hz/UE).

      


       

   0.44  0.45  0.46  0.46

    0.56  0.58  0.59  0.59

   0.66  0.71  0.71  0.71
   0.73  0.77  0.77  0.77 

   0.78  0.83  0.83  0.83

그림 6. 안테나 원소 간 상관도(   간격)
Fig. 6. Correlation of antenna elements(spacing  ).
 
표 (1, 1)에 해당하는 안테나 원소를 기준으로 한 원소 사
이의상관도를볼 수있는데, 수직안테나 성분 간상관도
가 가로 안테나 성분 간 보다 매우 크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확인할수 있다. 이는사용자분포의 특성에 따른빔
포밍으로 인해 수직 안테나 원소 간 상관도가 높게 나타

나기 때문으로, 그림 5에서 나타나는 감소율의 차이에도
안테나 간격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전력 상관도의 감

소가 수직에서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된다. CSIT에서는 인
접 안테나 원소 간 전력 상관도가 낮을수록 수율이 좋게

나오는데, 수직 안테나 원소의 간격을 넓힐 때 상관도 감
소가 크게 일어나게 되어, 표 3과 같이 수직 성분의 안테
나 원소 간 간격의 증가로 인한 수율 증가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림 8은 3D SCM에서 안테나 간격과 안테나 수평 방

향 각도의 변화에 따른 안테나 원소 간 상관도를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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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평방향 각도 설정
Fig. 7. Azimuth angle setting.
 
그래프이다. 안테나 원소 간격은 0.5  간격으로 변화시켰
으며, 안테나 수평 각도는 그림 7과 같은 수평방향 각도
설정 환경에서 0°에서 ±5°씩 ±60°까지변화시켜가며해
당 각도에 사용자를 무작위 균일 분포시킨 후 하향 링크

에서 발생되는 인접 안테나 원소 간 채널 전력 상관도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에는 3D SCM의 시나리오대로 LOS
인 사용자의 비율을 발생시켰고, 시행 결과 이번 실험에
서는 LOS인 사용자의비율이 16 %, NLOS인사용자의 비
율이 84 %로 설정되었다.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안테
나 원소 간 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채널 상관도가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9는 그림 8과 같

그림 8. 수평 방향 각도의 변화에 따른 채널 전력 상관도
Fig. 8. Channel power correlation for different azimuth an-

gles.

그림 9. 수평 방향 각도의 변화에 따른 채널 전력 상관

도(LOS)
Fig. 9. Channel power correlation for different azimuth an-

gles(LOS).

 

그림 10. 수직방향 각도 설정
Fig. 10. Zenith angle setting.
 
은 조건에서 사용자를 임의로 LOS 비율을 100 %로 설정
한 후의 상관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림 8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송신단 안테나로의 직접적인 수신 전력의 영

향으로 인해 전력 상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8, 9 모두 안테나 원소 간 간격이 1.0
까지는 0° 부근의 사용자에게 하향 링크를 보낼 때가
상대적으로 다른 각도 부근의 사용자보다 상관도가 크게

나타났으나, 안테나 원소 간격이 1.0  이상 늘어났을 경
우, 수평 방향 각도 위치에 상관없이 거의 균일한 채널

상관도를 보였다. 이는 빔포밍으로 인해 0° 부근에 생성
된 채널이 다른 각도에 생성된 채널에 비해 빔의 밀집으

로 인해서 큰 상관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안테나 간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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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수직 방향 각도의 변화에 따른 채널 전력 상관도
Fig. 11. Channel power correlation for different zenith an-

gles. 

늘어남에 따라 빔의 밀집이 줄어들어 상관도가 각도에

상관없이 균일해진다. 
그림 11은 그림 7의조건에서수평각도 대신수직 각도

의 변화에 따른 전력 상관도 변화를 나타낸다. 셀 반경(R 
=33.33 m)의 1/4 간격으로 나누고, 해당 지점에서 생성되
는 채널 전력 상관도를 측정하였다. R/4, R/2, 3R/4 지점에
서의각도는각각그림 10에서볼수있듯이, 16.70°, 8.53°, 
5.71°이다. 그림 11을 보면 그림 8 및 그림 9와 같은 이유
로 안테나 간격이 좁아질수록, 안테나의 수직 방향 각도
가 클수록 상관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SCM 통계적 특성을 활용하는 빔포밍 

위에서 논의된 3D SCM의 통계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은 다양하며, 그 구체적 응용사례로써 DFT 코드
북 설계가 있다. 무선 송수신 과정에서 채널 상태를 파악
할 때, 채널 상태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부하를 줄이기 위해 채널을 양자화 하여 보고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실제 채널과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채
널 보고를 할 때 최소한의 데이터 사용으로 작은 오차율

을 보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DFT 코드벡터이다. 코드
벡터를 설계하기에 앞서, 실제 채널의 위상 분포의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과정에서 3D SCM의통계적특성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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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로 인접 안테나 채널 간 위상차의 확률밀도

함수

Fig. 12. PDF of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adjacent row 
antenna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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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세로 인접 안테나 채널 간 위상차의 확률밀도

함수

Fig. 13. PDF of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adjacent co-
lumn antenna channels.

 
그림 12와 13은 그림 4와 같은 ×  2D 안테나 배열

에서 가로와 세로 인접 안테나 채널 간 위상차의 확률밀

도함수이다. 이러한 채널 간 위상차의 분포의 파악을 바
탕으로, 적절한 위상 차이를 선택한 후 식 (11)과 같은
DFT 행렬의 샘플 포인트에대입하여코드북을 설계할 수
있다. 식 (11)은 생성된 채널 특성을 활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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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 bit 코드북 성능 비교
Table 4. 4 bit codebook performance comparison.

   (수직 성분)   (수평 성분)
DFT 3.97 3.72

4 Tx LTE 3.62 3.25

DFT 코드북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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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기서    ⋯ 은 채널의 위상 분할 값이다. 실
제 채널과의 전력상관도를 통해 코드북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 4 Tx LTE 코드북과의비교결과는 표 4와 같으
며, 상관도를 구하는 식은 식 (12)와 같다.  

  

  
  


 



(12)
  

여기서와 는 각각 코드북을 통해 양자화한 채널과

실제 채널이고, 은 세로 또는 가로 안테나 개수이며, 
는 상관도를 나타낸다. 이 실험은 ×  2D 안테나 배열
에서 수평성분과 수직성분 안테나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여기서 4 Tx LTE 코드북과 DFT 코드북 모두 4-bit이며, 
DFT 코드북은 ×의 위상차를 균일하게 둔 fat matrix
에서 선택하게끔 만들었다. DFT 코드북을 통해 양자화한
채널과 실제 채널의 전력상관도가 4 Tx LTE 코드북을 사
용한 경우보다 상관도가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채널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코드북 설계에

응용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안테나 관련 기술을 시험 및 평가

하는데 적합한 3D SCM의 구현 및 검증과 3D SCM이 갖
고 있는 채널 특성, MIMO를 적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통

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안테나 원소 간격에 따른 상관
도변화를 평가하였으며, 수평 및수직방향송신 각도변
화에 따른 사용자 수율 평가를 통해, SCM 환경 하에서
2D 안테나 어레이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또
한, 3D SCM의 통계적 특성 응용 사례 중 하나로써 DFT 
코드북 설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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