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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OFDM  기반의 4x4 MIMO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현을 하였으며,  구현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

법을 제시한다. 알고리즘은 MRVD와  QRM-MLD을 적용했다.  Matlab과 Simulink를 이용하여 채널 추정 및  MIMO 
알고리즘을 Floating-point와 Fixed-point 모델로 설계하였다. 그 다음 Modelsim을 이용하여 VHDL로 구현한다. 구
현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해 설계한 Simulink 모델과 Modelsim 시뮬레이션, ISE ChipScope, 그리고 오실로스

코프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현된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검증 결과  ChipScope의 결과와 오실로스코프의 결과가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백홀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to the 4x4 MIMO algorithm based on OFDM, and presented how to 
verify the implemented result. Algorithm applied the MRVD and QRM-MLD.  Matlab and Simulink are used to design 
channel presumption & MIMO algorithm by Floating-point and Fixed-point model. After then implement VHDL using 
Modelsim. Performance of algorithm is checked by comparing Simulink model, Modelsim simulation, ISE ChipScope 
with the result measured by oscilloscope. This method is useful to verify an algorithm with uncompleted system. 
Conformance between the result of ChipScope and the result of oscilloscope is confirmed, it could be applied on the 
Backhaul system.

키워드 : QRM-MLD, MRVD, MIMO 알고리즘, MIMO 검증 방법

Key word : QRM-MLD(Maximum likelihood detection with QR decomposition and M-algorithm), MRVD(Modified RVD),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 Algorithm, Verification method for M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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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동통신 서비스 망 구조는 다수의 기지국에서 서비

스를 제공하며 기지국 크기가 크고 고가이며 소모 전력

이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망은 건물

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건물 안에 서비스를 위

해서는 별도의 AP(Access Point)을 설치 운용해야한다

[1]. AP을 설치 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건물, 건물과 

백본망을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유선백홀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소형 기지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할 수 있지만, 집중노드

(Concentrate Node)와 원격노드(Remote Node) 사이의 

백홀이 처리해야하는 트래픽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

다[2]. 그렇기 때문에 유선 백홀에서 발생하는 비용 최

소화를 위한 무선 백홀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무선 백

홀 시스템을 그림 1과 같이 다수의 원격노드와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무선 백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MIMO 알고리즘를 개발하고, 개발된 알고리즘을 

FPGA에 구현하는 방법과 구현된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 무선백홀시스템의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wireless backhaul system 
 

Ⅱ. MIMO 송수신기 및 프레임 구조

MxM MIMO 시스템의 기본 송수신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최초 생성된 데이터 비트를 FEC(Forward Error 
Correction) Encoder를 통과시키고, 이를 변조 기법에 

맞추어 mapping 한 뒤에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포맷에 

맞추어 각각의 송신안테나를 이용해 전송하게 된다.
MIMO 시스템은 시스템의 복잡도와 BER(Bit Error 

Rate) 성능의 trade-off을 고려한 알고리즘이 최상의 성

능을 낼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 구현 방향으로 분류된

다. 데이터 전송률을 극대화하는 방향과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Diversity 방향이다[4]. 본 논문의 

MIMO는 데이터 전송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구조

이다.

그림 2. MxM MIMO 기본 송수신 구조

Fig. 2 Basic structure of TX and RX about MxM MIMO 

MxM MIMO의 기본 송수신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수신부의 검출기는 ZF (Zero Forcing), MMSE 
(Minimum Mean Square Error), OSIC (Symbol level 
Interference Cancellation), ML (Maximum Likelihood), 
SD (Sphere Decoding)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ML 
기법은 최적의 방식으로 다른 방식의 성능 비교 기준이 

되지만, 안테나의 수와 변조차수가 높아짐에 따라 연산 

복잡도가 지수 적으로 증가한다. ML 기법의 연산 복잡

도를  줄이면서 유사한 성능을 가지는 신호 검출 방식

인 QRM-MLD(Maximum likelihood detection with QR 
decomposition and M-algorithm) 기법이 널리 이용된다

[5].
송신된 데이터는 채널을 통과하고 각각의 수신 안테

나에서 잡음이 더해진 상태로 수신되며, 수신된 데이터

의 일부분을 이용해 채널을 추정하고 추정된 채널을 바

탕으로 수신 알고리즘을 진행한 뒤 FEC decoder을 이

용하여 최초 송신된 데이터를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사용된 MIMO 송수신기

의 전송구조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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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IMO 송수신기 전송 구조

Fig. 3 Transmission structure of the MIMO's transceiver 

MIMO 구조는 각 송신 안테나를 이용해 전송될 데이

터를 각각 생성하고 이를 SISO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전송하며, 두 신호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채널을 통과한 

뒤 두 개의 수신 안테나에 수신된다. 수신된 신호는 각

각 CP(Cross Polarization)을 제거하고 FFT을 진행한다. 
그 후 Pilot을 추출하여 채널 통과한 네 개의 채널을 추

정하게 된다. 추정된 채널 네 개와 수신된 데이터 이용

하여 채널 보상 알고리즘을 통해 송신된 신호를 보상하

게 된다. 추정된 각각의 신호는 SISO(Single Input 
Single Output)와 마찬가지로 Demodulation, Viterbi 
Decoder를 통과하고 최초 송신된 데이터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OFDM 시스템 프레임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Payload는 13개의 OFDM symbol로 구

성된다.

그림 4. OFDM 시스템 프레임 구조

Fig. 4 Structure of OFDM system frame

Preamble과 데이터가 전송되는 payload, IFS로 이루

어져 있으며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총 

187.2us로 총 13개의 OFDM 심볼이 전송된다. OFDM 
심볼의 개수는 총 12개이며, 변조기법은 16QAM, code 

rate=3/4이다. OFDM은 256 point FFT를 사용하였으며 

이중 232개의 sub-carrier을 사용하여 각각의 값을 전송

하도록 하였다. data가 전송되는 sub-carrier는 228개, 나
머지 4개의 sub-carrier는 pilot을 전송한다.

Ⅲ. 구현 및 검증

4x4 MIMO 검출 알고리즘에 그림 5와 같이 RVD 
(Real Value Decomposition) 방식을 수정하여 반영된 

MRVD(Modified RVD)를 적용하였다.  MRVD는 우수

한 채널 성능 확보를 위해 Channel Recording 후 행렬의 

실수화를 수행한다. 수행 후 QRM-MLD 검출 기법을 

통해 전송 신호를 검출한다.
송신 안테나의 개수가 NT이고, 수신 안테나의 개수

가 NR 일 때, 송수신 신호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벡터 

형태로 표현된다.

                                       (1)

     
  이고, 는   번째 수신 안테나

에서 수신한 신호이다.

     
  이고, 는 번째 송신 안테나

에서 송신된 신호이다.
 는 번째 element     , 

   는 번째 송신 안테나와 번째 수신 안

테나 사이의 채널 이득을 나타낸다.

그림 5. MIMO 구현 알고리즘 구조

Fig. 5 Structure of the implementation about M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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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은 

번째 수신 안테나에서 받은 Gaussian 분포를 갖는 잡음 

성분이다.
식 (1)을 식 (2)와 같이 실수부 , 허수부를 분해하여 

합성하면 실수로만 구성된 새로운 행렬이 도출되며, 이
것을 표준 RVD라고 한다.











 


  

 








       (2)

 는 각각 복소수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의미한다. 
표준 RVD 식 (2)을 아래와 같이 분해하면 다른 실수 행

렬이 생성된다. 이것을  MRVD 라고 하며, 식 (3)에 표

현하였다.

∙∙                                          (3)
  ×

  ×
  ×   ×

는 수신벡터, 는 채널 행렬, 는 송신 벡터, 는 

잡음 벡터이다.
식(3)을 이용하여 MRVD을 한 후 QR 분해를 하면 

식(4)와 같은 배열을 도출할 수 있다.

∥ ∥ ∥ ∥ 
∥    ∥ ∥∥

      (4)

도출된 배열을 최적 LLR 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은 soft-output 계산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그림 6. 16QAM 성상도에 대한 I-Q 4PAM 구조

Fig. 6 I-Q 4PAM structure for 16QAM constellation 

표 1은 설계된 알고리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스템 파라미터 값이며, 그림 7은 이러한 파라미터에 

대한 QRM-MLD 기반 MRVD를 적용한 4x4 MIMO 시
스템의 비트 오류 성능을 채널 부호율에 따라 분석하고 

결과를 도시하였다.

표 1. MIMO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of the MIMO 

Item Values
FFT size 256
CP length 32
Antenna

Configuration 4x4

Sub-Frame
length

12 OFDM symbols 
(Including 2 preambles)

Symbol mapping 16QAM

Channel coding

Convolutional coding
Rate : 1/2, 2/3, 3/4

Constraint length : K=7
Generating polynomials : [171 133]

Channel estimation LS + LI

MIMO detection

ZF, MRVD based QRM-MLD(M=2)
[with the extended QRD-RLS(CORDIC 

based given rotation) based matrix 
inversion]

그림 7. 4x4 MIMO의 BER 성능

Fig. 7 BER performance of the 4x4 MIMO  

알고리즘은 MATLAB Simulink을 사용하여 시뮬레

이션 후 ModelSim을 이용해 모델링하였다. 그림 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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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및 H/W을 통합 검증을 위한 구조이다. H/W는 

FPGA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그림 8. MIMO 알고리즘 통합 및 검증 방법

Fig. 8 MIMO algorithm integrated and verification

MIMO Board의  모뎀은 4x4 MIMO의 수신데이터를 

모의 생성, ISE Chipscope는 MIMO Board에서 구현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역할을 한다. Oscilloscope
는 구현된 결과를 시간 축에서 데이터를 확인한다.  

그림 9. 칩스코프 검출 결과

Fig. 9 Result of ChipScope detecting
 

그림 10. ModelSim 시뮬레이션 결과

Fig. 10 Result of ModelSim simulation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4x4 MIMO 검출 알고리즘을 표준 

RVD 방식을 수정하여 반영된 MRVD(Modified RVD)
를 적용하였다. MRVD는 우수한 채널 성능 확보를 위

해 Channel Recording 후 행렬의 실수화를 수행하는 방

식이며. 수행 후 QRM-MLD 검출 기법을 통해 전송 신

호를 검출한다. MRVD를 적용하고 QRM-MLD 검출을 

했을 경우 BER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구현된 

알고리즘의 BER 성능은 적용하려는 백홀 장비에 적합

함을 확인했다.
구현한 MIMO 알고리즘을 모뎀, RF, IF를 연동하지 

않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MIMO 보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성능 검증을 위해 설계한 Simulink 모델, Modelsim 시
뮬레이션, ISE Chipscope,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로 측정

한 결과들을 상호 비교했다. 비교결과, Modelsim 시뮬

레이션, ISE Chipscope,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결과들이 서로 동일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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