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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화 공간 변조(Generalized Spatial Modulation)는 다중안테나 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몇 개의 송신 안

테나만을 선택하여 신호를 전송하고, 선택된 안테나의 인덱스로 정보를 표현하는 송신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

반화 공간 변조의 수신 방식을 고려하며, 구복호(Sphere Decoding) 수신기에서 수신 순서화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

다. 기존 구복호 수신기에서 수신 신호에 대한 연산을 최적의 순서로 변형함으로써 탐색 영역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계산량 감소 이득을 얻게 한다. 모의 실험을 통해 일반화 공간 변조 시스템에서 제안한 구복호 수신기와 기존 구복호 

수신기를 비교하였으며, 수신 순서화가 적용된 제안 수신기가 동일한 비트오류율 성능을 얻으면서 더 낮은 계산 복

잡도를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Rx-ordering aided sphere decoding algorithm for generalized spatial modulation (GSM) systems is 
proposed. In the proposed sphere decoding algorithm, to efficiently reduce the search region, the received signals are 
optimally ordered, which results in the reduction of computational complexit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the proposed Rx-ordered sphere decoding algorithm, the simulations are performed. In 
the simulation results, it is observed that in GSM systems, the proposed decoding algorithm achieves the same error 
performance with the conventional SD, whereas it efficiently decreases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for symbol 
detection.

키워드 : 다중 입출력 시스템, 공간 변조, 일반화 공간 변조, 구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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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효율(Spectral Efficiency)
을 높이는 방식으로 송수신단에서 각각 여러 개의 안테

나를 사용하는 다중 입출력(Multiple-Input Multiple- 
Output, MIMO)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다중 입출력 시스템은 복수 개의 안테나

를 사용함으로 인해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하고, 기존 

단일 안테나 시스템과 비교하여 높은 전력 소비가 발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으로 공간 변조(Spatial Modulation, SM)기법이 

새로운 다중 입출력 시스템의 구조로 제안되었다[1,2]. 
공간 변조 기법은 매 심볼 시간마다 여러 개의 안테나 

중 한 개의 송신 안테나만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하나

의 RF 체인만으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며, 스펙트럼 

효율 증가와 동시에 낮은 구현 복잡도 및 전력 소비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공간 변조에서는 활성화된 안테나의 인덱스와 해당 

안테나로부터 전송되는 심볼을 통하여 정보를 표현한

다.  그러나 기존 다중안테나 방식과 비교하여 주파수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을 지니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나 이상의 송신 안테나를 활성화하는 일반

화 공간 변조(Generalized Spatial Modulation, GSM)기
법이 제안되었다[3,4]. 일반화 공간 변조 기법에서는 매 

심볼 시간마다 전체 송신 안테나 중 일부 복수개의 안

테나를 활성화하여 심볼을 전송하며, 공간 변조와 비교

하여 더 많은 안테나 인덱스 조합이 가능하고 동시 전

송 심볼 수가 증가하여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

나 동시에 여러 심볼이 전송됨에 따라 채널 간 간섭이 

발생하며, 공간 변조 기법과 비교하여 보다 복잡한 수

신 구조가 요구된다.
일반화 공간 변조 기법을 위한 수신 방식으로 최대 

우도(Maximum Likelihood, ML)기법을 고려할 수 있

다. 최대 우도 기법에서는 송신 심볼과 활성 안테나의 

인덱스를 찾기 위해 이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고려

하여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조합을 찾는다. 따라서 

이 기법은 높은 수신 성능을 가질 수 있으나 계산량이 

높은 단점을 지닌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

로 구복호(Sphere Decoding, SD)기법을  고려할 수 있

다[5-8].
최대 우도 기법과 달리 구복호 기법은 계산량을 줄이

기 위해 수신 신호를 중심으로 한 특정 크기의 구를 설

정하고, 구 안에 위치한 심볼 및 안테나 인덱스 조합만

을 탐색한다. 구복호에서 잡음 분산(Noise Variance)을 

기반으로 하여 적절한 구 반지름을 설정하게 되며, 최
대 우도 기법과 비교하여 유사한 성능을 얻으면서도 계

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간 변조를 위해 제안된 구복호 수신 방식에서 정해

진 범위 안에서 송신 심볼 및 안테나 인덱스를 찾는 탐

색 과정을 수행할 때 수신 신호에 대한 연산은 일반적

으로 수신 안테나의 인덱스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구복

호에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신 안테나의 

인덱스 순서 대신 채널과 수신 신호에 따라 수신 신호

를 최적으로 순서화하여 탐색을 수행하는 수신 순서화

(Rx-Ordering)방식이 제안되었다[9].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단일 활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공간 변조 시스템을 위해 제안된 수신 순서화 방식을  

일반화 공간 변조 시스템을 위한 구복호 수신기에 확장

하여 계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

반화 공간 변조 시스템에서 동일한 수신 오류 성능을 

얻으면서 탐색 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모의 실

험 결과를 통해 수신 순서화 방식을 구복호 방식과 결

합한 제안 방식과 기존의 일반적인 구복호 방식간의 계

산량을 비교한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일반화 공간 변조에서 최대 

우도 수신 기법과 구복호 기법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

다. 이어서 Ⅲ장에서 구복호에 수신 순서화 기법을 적

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Ⅳ장과 Ⅴ장에

서는 모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논문의 결론을 기술

한다.

Ⅱ. 시스템모델

일반화 공간 변조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

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송신 안테나를 활성화하며, 이에 

따라 하나 이상의 RF 체인을 사용한다. 그림1은 일반화 

공간 변조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데이터 전

송이 시작되면 전송할 비트를 통해 활성 안테나 조합과 

송신 심볼을 결정한다. 결정된 활성 안테나로부터 심볼

이 송신되며, 전송 심볼과 활성 안테나의 인덱스가 수

신단에서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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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model of GSM

송신 안테나 개수를 , 활성 안테나 개수를  , 활

성 안테나 조합의 개수를 로 표시한다. 

이 때 활성 안테나 조합으로 표현되는 비트의 수는   

 ⌊log⌋가 되며,   
의 관계를 얻게 된

다. 여기서 ⌊⋅⌋은 내림 연산을 의미한다. -QAM 
방식을 통해 송신되는 심볼을 결정하기 위한 비트 수를 

라고 하면,  log이 된다. 따라서 일반화 

공간 변조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전체 비트 수는 다

음 식으로 표현된다.

  ⌊log⌋log        (1)

표 1은 전송 비트에 따른 활성 안테나 조합과 송신 심

볼의 예시로서     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

송 비트가 [ 0 0 0 1 ]인 경우, 1번과 2번 안테나를 통해 

심볼 –1, +1이 전송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 Antenna combinations and symbols for transmitted 
bits (     , BPSK modulation)

Bit
Antenna 

combination( )
Symbol(s)

0000 (1,2) -1, -1
0001 (1,2) -1, +1
0110 (1,3) +1, -1
0101 (1,3) -1, +1
1000 (1,4) -1, -1
1001 (1,4) -1, +1
1100 (2,3) -1, -1
1111 (2,3) +1, +1

따라서 4개 전송 안테나에서 전송 되는 신호는 [ -1 
+1 0   0]의 벡터로 표현된다.
개의 수신 안테나가 있을 때, 송신단과 수신단 사

이에  × 크기의 채널 H가 형성되며,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위 식에서 는 송신 심볼로 구성된  × 크기의 벡

터이다. 은 번째 활성 안테나 조합을 나타낸 것으로, 

 은 H에서 활성 송신 안테나에 해당하는 열벡터들만 

남긴  ×  크기의 채널 행렬이다. 는 평균을 0으로 

갖는 백색 가우시안 잡음으로 구성된  × 크기의 벡

터이다.
식 (2)의 수신 신호 모델에 최대 우도 검파 기법을 적

용하면 다음과 같다.

   argmin 
 argmin





 
  

  

⋯
 



         (3)

는 의 번째 원소, 는 의 번째 원소를 의미하

며, 
 은  의 i번째 행, j번째 열의 원소이다. 또한, 

⋅은 벡터 놈(norm) 연산을 의미한다. 계산량 감소를 

위해 최대우도 수신 기법이 대신 구복호 수신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구복호에서는 수신 신호와 거리가 R 이
내인 후보해 조합 (l,s)만을 탐색하며, 거리가 R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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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후보해 조합 (l,s)에 대해서는 식 (3)의 연산을 조기

에 종료함으로써 계산량을 낮춘다. 즉, 식 (3)의 동작 대

신 다음 식을 통해 (l,s)의 해를 찾는다.

   argmin 
 



 
  

  

⋯
 



          (4)

식 (4)에서 는  구복호 수신기 연산에서 수신

신호와 후보 해간의 유클리디안 거리가 R을 초과하는 

순간의 수신 안테나 인덱스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argmin∈
 



 
  

  

⋯
 

 ≥  

        (5)

위 식에서  ≤이 만족되므로, 모든 후보해

를 탐색하는 최대우도 수신기와 비교하여 구복호 수신

기에서 탐색 영역이 축소되고 계산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Ⅲ. 수신 순서화를 적용한 구복호

II장에서 설명한 구복호의 동작에서 유클리디안 거

리의 제곱인  
  

  ⋯
 

을 계속 

더하며, 이 연산은 수신 안테나 인덱스의 순서대로 이

루어진다. 그러나 유클리디안 거리가 큰 순서대로 해

당 연산을 수행할 경우 해당 합산 값이 보다 빠르게 

 값을 넘어설 수 있고, 거리 R 밖의 후보해 조합 (l,s)
을 보다 적은 계산량으로 조기에 제외할 수 있다. 즉, 
구복호 연산에서 고려하는 수신 신호를 최적의 순서로 

순서화를 하며, 이를 통해 일반화 공간 변조를 위한 구

복호 기법의 계산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클리디안 거리는 후보해 조합 (l,s)을 직접 구복호 수

식에 대입하기 전에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유

클리디안 거리의 기댓값이 큰 순서대로 수신 신호를 

순서화한다.

수신 안테나 인덱스 집합을    , 활성

화 안테나 조합을   , 송신 심볼 벡터 조

합의 집합을 로 정의할 때 수신 안테나들을 내림차순

으로 나열하기 위해 유클리디안 거리의 기댓값을 구하

는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6)

QAM 변조 신호가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위

치하는 특징으로 인해  
∈

  

∈
  가 되며, 식 

(6)을 정리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
 

 


 





∈

   

  ⋯
  

       (7)

식 (7)에서  
 

는 송신 심볼의 평균 전력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구복호에서 계산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각 수신 안테나 인덱스에 대해 다음을 계

산하고, 결과값의 내림차순으로 수신 신호를 순서화 

한다.

  
 





∈

   

  ⋯
        (8)

위 식에서 
을 제외한 부분은 수신 신호인 에 

독립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저속 페이딩 환경에서는 







∈

   

  ⋯
  를  여러 심볼 시간 동

안 한번만 계산하면 되며, 해당 부분의 계산 부하는 무

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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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작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Table. 2 Rx-ordering-aided sphere decoding

1.      

     the set of transmit symbol vectors
2.    for every {} 
3. Initialize  

4.  for       do

5.    
 





∈

   

  ⋯
  

6. end
7. Generate   by sorting   in descending order by 

   . (= optimal Rx order)
8.  for ∈ do 
9.    for ∈  do

10.    
11.     while    &  ≤  do

12.            

13.          the  th element of     

14.           
  

  

⋯
 



15.     end while
16      if    then
17.          
19.        
19.     end if
20.    end for
21.  end for

Ⅳ. 모의 실험 결과

제안된 수신 순서화가 적용된 구복호 수신기의 성능

과 계산 복잡도를 비교하기 위해 MATLAB을 이용하여 

일반화 공간 변조 시스템에서 모의 실험을 하였다. 모

의 실험에서 각 채널 
 은 동일 분포를 갖는 독립 가우

시안  확률 변수로 가정하였다. 
그림 2는       , 4-QAM (Scenario 

1)과       , 16-QAM (Scenario 2) 환

경에서 비트오류율(Bit Error Rate, BER) 성능을 보여

준다. 

Fig. 2 BER vs. SNR performance

Fig. 3 Comparison of computational complexity.    , 
      QAM. 

Fig. 4 Comparison of computational complexity.   , 
      Q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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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 결과를 통해 일반화 공간 변조 시스템에서  

기존 구복호 수신기와 수신 순서화를 적용한 구복호 

수신기의 비트오류율 성능이 모든 경우에서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는 수신 기법에 따른 계산복

잡도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계산 복잡도는 각 심볼 

시간에 구복호 동작 및 수신 순서화에 필요한 사칙연

산 수의 합을  의미하며, 저속 페이딩 환경을 고려하여 

수신 순서화에서  수신 신호 에 대한 연산만을 고려

하였다. 
그림 3은       , 4-QAM 환경에서 

계산복잡도 비교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에서 기존 구복

호 기법과 비교하여 제안한 수신 순서화가 적용된 구복

호 기법이 더 낮은 계산 복잡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낮은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 영역에서 계산 복잡도가 약 30%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다.
그림 4는       , 16-QAM 환경에서 

계산복잡도 비교 결과다.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신 

순서화를 적용할 때 수신기의 복잡도가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낮은 신호대잡음비 영역에서 그림 3의 결

과와 유사하게 계산복잡도가 약 30%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 공간 변조 시스템을 위한 수신 

순서화 기법이 적용된 구복호 수신기를 제안하였다. 수
신 순서화를 통해 구복호의 탐색 영역을 효과적으로 줄

일 수 있으며, 기존 구복호 수신 기법과 비교하여 계산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모의실험을 통해 일반화 공간변조 시스템에서 제안 

수신 방식의 비트오류율과 복잡도를 검증하였으며, 기
존 구복호와 동일한 비트오류율 성능을 가지면서 더 낮

은 계산 복잡도를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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