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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체 송신 안테나 중 일부 안테나만을 활성화하여 신호 송신에 사용하는 일반화 공간변조

(Generalized Spatial Modulation) 시스템을 위한 최대우도 수신기를 제안한다. 제안 수신기는 신호 검출시 채널 정

보 오차의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채널 정보 오차로 인해 생성되는 실질 잡음 신호의 순시 공분산 행렬을 추정한

다. 추정된 공분산 행렬은 검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수행을 통해 갱신되며, 추정 결과는 최대 우도 검출에 사

용된다. 모의 실험 결과에서 기존의 채널 정보 오차를 고려하지 않는 수신기와 비교하여 높은 성능을 얻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 an iterative maximum likelihood (ML) receiver for generalized spatial modulation 
systems. In the proposed ML receiver, to mitigate the deleterious effect of channel information errors on symbol 
detection, the instantaneous covariance matrix of effective noise is estimated, which is then used to obtain improved 
ML solutions. The estimated covariance matrix is updated through multiple iterations to enhance the estimation 
accuracy.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L receiver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ML detection 
scheme, which does not take the effect of channel information errors into account.

키워드 : 공간변조, 일반화 공간변조, 채널 정보 오차, 반복 추정, 최대우도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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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중입출력(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MIMO) 
시스템은 다수 개의 안테나를 통해 신호를 송수신함으

로써 단일입출력(Single Input Single Output, SISO) 시
스템에 비해 보다 높은 전송 속도를 얻을 수 있다[1]. 그
러나 안테나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필요한 RF 체인의 

수가 증가하고, 시스템 비용과 복잡도가 높아지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공간변조

(Spatial Modulation, SM) 시스템이 최근 연구되고 있다

[2,3]. 공간변조 시스템에서는 매 심볼 시간에 여러 개

의 송신 안테나 중 하나의 송신 안테나만을 이용하여 

신호를 송신하며, 따라서 하나의 RF 체인만으로 신호 

송신이 가능하고 시스템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공간변조에서 송신 정보의 표현을 위해 송신되는 심볼 

뿐만 아니라 송신에 이용되는 활성 안테나의 인덱스를 

이용한다. 즉, 수신단에서는 송신 심볼과 함께 송신에 

이용된 활성 송신 안테나의 인덱스를 찾음으로써 복호

를 수행한다.
공간변조는 모든 송신 안테나에서 신호를 송신하는 

공간 다중화 (Spatial Multiplexing) 방식과 비교해 복잡

도가 낮은 장점이 있으나, 전송 속도에서는 단점을 지

닌다. 일반화 공간변조(Generalized Spatial Modulation, 
GSM)는 이와 같은 공간변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스

템을 보다 일반적인 구조로 변형한 것이다[4-6]. 즉, 공
간변조에서 매 심볼 시간에 하나의 송신 안테나만을 활

성화하는 것과 달리 일반화 공간변조에서는 보다 높은 

전송 속도를 얻기 위하여 복수 개의 송신 안테나를 선

택하여 활성화한다. 이 경우 활성 안테나 집합을 선택

하는 경우의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전송되는 

심볼의 수도 증가하므로 기존 공간변조와 비교하여 전

송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일반화 공간변조는 기존 공간

변조와 비교하여 복잡도는 증가하지만, 모든 안테나를 

전송에 사용하는 공간다중화와 비교해서는 큰 폭의 복

잡도 감소 이득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다른 다중입출력 전송 방식들

과 마찬가지로 일반화 공간변조에서도 수신단은 신호 

복호를 위해 채널 정보를 이용하며, 채널 정보 오차는 

수신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채널 정보 오차는 수신단

에서 채널 추정시 잡음 신호, 채널 페이딩 등에 의해 발

생하며, 수신단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7,8].
본 논문에서는 [8]에서 공간다중화를 위해 제안된 강

인 수신기를 일반화 공간변조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일

반화 공간변조에 적합한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수신기를 제안한다. 제안 수신기에서 채널 추정 오차의 

영향을 고려하며, 반복수행을 통해 채널 추정 오차의 

영향과 잡음 신호를 더한 실질 잡음신호의 순시 공분산

(Covariance) 행렬을 추정한다. 추정된 순시 공분산 행

렬은 최대우도 수신기의 동작에 이용되며, 이를 통해 

향상된 수신 성능을 얻게 된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일반화 공간변조 시스템 개요

와 신호 모델을 설명한다. 이어서 Ⅲ장에서 채널 정보 

오차를 고려한 제안 최대우도 수신기의 동작을 설명한

다. Ⅳ장에서 모의실험의 결과를 통해 제안 수신기의 

성능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논문의 결론을 

서술한다.

Ⅱ. 시스템 모델

본 장에서는 일반화 공간변조 방식의 동작과 신호 모

델을 설명한다. 수신단에 개의 수신 안테나가 있으

며, 송신단의 개의 송신 안테나 중 개의 안테나가 

매 심볼 시간에 활성화 된다고 가정한다.
일반화 공간변조에서 전송 비트들은 활성 안테나 조

합과 송신 심볼에 나누어 할당되며, 가능한 활성 안테

나의 조합은   가 된다. 따라서 활성 안테나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전송 비트의 수는  ⌊log⌋ 

이 된다. 여기서 ⌊⋅⌋는 내림 연산을 의미한다. 일반

화 공간변조 시스템에서 동시에  개의 심볼이 전송

되므로 M-QAM 변조를 사용할 경우 송신 심볼로 표현

되는 비트 수는  log 이 되고, 결과적으로 총 

전송 비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og⌋log     (1)

표 1은 5개의 송신안테나에서 2개의 활성 안테나를 

선택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일반화 공간변조에서  개

의 전송 비트에 의해 결정되는 활성 안테나 조합을 나



채널 정보 오차에 강인한 일반화 공간변조 수신기

47

타낸 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개의 전송 비트가 2개

의 심볼로 변조되어 활성 안테나들을 통해 송신된다. 

Table. 1 Antenna mapping in GSM (     )

Bits Antenna Combinations
000 Antennas #1, #2
001 Antennas #1, #3
010 Antennas #1, #4
011 Antennas #1, #5
100 Antennas #2, #3
101 Antennas #2, #4
110 Antennas #2, #5
111 Antennas #3, #4

고려하는 일반화 공간변조 시스템에서 송신단과 수

신단 사이에 채널 행렬 ∈ ×가 생성된다. 실제 

통신 시스템에서 채널 추정 오차로 인해 수신단에서  
정보에 오차가 발생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2)

위 식에서 ∈ ×는 채널 행렬 추정치이며, 

∈ ×는 채널 정보 오차를 의미한다. 의 각 원

소를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된 확률 변수라고 가정

한다. 이 때  번째 심볼 구간에서 수신 신호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3)

  ⋯은 일반화 공간변조 송신단에서 

결정하는 활성 안테나 조합이며,   는 에서 활성화

된 ⋯번째 송신 안테나에 해당하는 열벡터

만 남긴 채널 행렬을 의미한다.  ∈ ×는 평균이 0

이고 분산이 
인 독립 가우시안 확률 변수로 이루어진 

잡음 벡터이며, ∈×은 QAM변조를 이용하여 송

신된 신호로 가정한다. 채널 정보 오차의 영향을 고려

한 수신 신호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식 (4)에서  와 는 각각 와   에서 활성화된 

송신 안테나에 해당하는 열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을 뜻

한다. ∈ ×는 채널 정보 오차와 잡음 신호를 모

두 고려한 실질 잡음(Effective noise) 신호를 의미하며, 
의 순시 공분산 행렬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5)

위 식에서 
는 송신 심볼의 평균 전력을 의미하며, 

은  ×  크기의 단위(Identity) 행렬이다. 또한 

⋅ 는 행렬 및 벡터의 에르미트 전치 (Hermitian 
Transpose)이다. 

Ⅲ. 채널 정보 오차를 고려한 최대우도 수신기

다중안테나 시스템을 위한 일반적인 최대우도 수신

기의 동작에서 잡음 신호의 공분산을 이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스템에서 채널 추정 오차가 존재하

는 것을 고려하여 채널 정보 오차의 영향과 잡음 신호

를 합한 실질 잡음 신호 의 공분산 행렬을 수신기에

서 이용한다. 실질 잡음 신호가 여러 랜덤 신호의 합이

므로 중심극한정리에 의하여 가우시안 분포로 근사화

된다고 가정하며, 최대우도 수신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argmaxdet 


∙

exp  
  

(6)

위 식은 주어진 수신 신호 조건 하에서 일반화 공간

변조에서 가능한 모든 활성 안테나 및 송신 심볼조합 

중 최대 확률밀도 함수 값을 갖는 해   


를 찾는 과정을 의미한다. 가 고정된 경우 식 (6)에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1 : 45~51 Jan. 2016

48

서 지수함수의 지수부에 의해서만 해가 결정되므로 다

음과 같이 간략화할 수 있다.
 

  argmin   (7)

그러나 는 순시 채널 정보 오차 행렬  에 의해 결

정되는 것으로 수신단에서 알지 못하는 정보이다. 따라

서 제안 최대우도 수신기에서는 검파 결과인  


를 이용하여  를 추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활성 안테나 및 심볼 조합 의 사후 확률 

(A-posteriori Probability) 
를 계산한다.  의 심볼 구

간의  번째 후보 해 조합을 
 
 라고 할 때 이 후보

해의 사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det


∙

exp      
 (8)

식 (8)에서 로 나누어주는 것은 전체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정규화 인자로서 






  이 되도록 

한다. 를 추정하기 전에 식 (8)의 연산을 수행하므로 

확률을 계산할 때   대신 에 대한 초기 추정치인 

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의 초기 추정치로 

의 각 원소가 
의 분산을 가지는 확률 변수일 때 얻

어지는 의 기대값을 취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9)

실질 잡음 신호는  와 같으므로 실질 잡음

의 순시 공분산 행렬은 사후 확률  
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추정된다. 


 
 




  

  
 


    (10)

이러한 추정 과정에 더하여 보다 정확한 순시 공분산 

행렬 추정치를 얻기 위해 여러 심볼 구간에서의 결과를 

평균화할 수 있다. 즉,의 심볼 구간동안 채널이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구간에서 추정

된 순시 공분산 행렬을 평균화한다.

   
 
 



                           (11)

이와 같은 과정으로 추정된 순시 공분산 행렬을 식 

(8)에 대신 적용하여 각 후보해의 사후 확률  
를 

갱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 (10)과 (11)의  순시 공

분산 행렬 역시 갱신이 가능하다. 즉, 제안 최대우도 수

신기에서 반복 수행을 통해 순시 공분산 행렬을 갱신하

는 과정을 거친다. 최대 반복 수행 횟수가   일 때 전

체 수신기 동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반복수행을 통한 최대우도 수신기 동작>

1.        
 


  설정

2. 
    ⋯   ⋯ 를

  을 이용해 계산 : 식 (8)

3.    ⋯ 을 계산 : 식 (10)

4.   
 



 를 이용해 공분산 행렬 추정치를 

갱신: 식 (11)
5. ←
6. if   ≤
       2번 단계로 돌아감.
    else

       을 이용하여 해  
 검출: 식 (7)

    end
    

Ⅳ.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 최우도 수신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에서 채널 의 각 원소는 0의 평

균, 분산 1을 갖는 독립 복소 가우시안 확률변수로 가정



채널 정보 오차에 강인한 일반화 공간변조 수신기

49

하였으며, 의 각 원소는 0의 평균과 
의 분산을 갖

는 복소 가우시안 확률 변수로 가정하였다. 또한 

    심볼 시간 동안 채널이 일정한 블록 페이딩 환

경으로 가정하였다. 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는 총 송신 전력과 잡은 신호의 전력의 비로 

정의하였으며, SNR




  로 표현된다.

그림 1은        이고 4-QAM 변

조를 사용하며,  =0.5일 때 채널 정보 오차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최대우도 수신기와 제안한 최대우

도 수신기의 비트오류율(Bit Error Rate, BER)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는         , 4-QAM, 


 =0.5일 때의 모의 실험 결과이며, 그림 3은 상대적으

로 채널 정보 오차가 적은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로서 

        , 4-QAM,  =0.2에서의 모

의 실험 결과이다. 그림1-3의 모의 실험 결과에서 제안

한 채널 정보 오차를 고려한 최대우도 수신기가 기존 

수신기와 비교해 큰 폭의 성능 이득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복수행 횟수를 늘릴수록 보다 높은 성능

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에서 낮은 SNR 영역에서는 제안 최대우도 

수신기가 기존 최대우도 수신기보다 성능이 열화됨을 

볼 수 있다. 

  

Fig. 1 BER vs. SNR performance : × 4-QAM, 
 =0.5, 

  

Fig. 2 BER vs. SNR performance : × 4-QAM, 
 =0.5, 

   

Fig. 3 BER vs. SNR performance : × 4-QAM, 


=0.2,   

이는 낮은 SNR 영역에서 수신 오류율이 높음에 따라 

수신 결과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실질 잡음의 공분산 

행렬의 추정하는 것이 부정확해지고 이로 인해 수신 성

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1의 모의 실험 결

과에서 기존 최대우도 수신기는 SNR이 10dB일 때부터 

SNR 증가에 따른 성능 향상이 매우 적은 것에 반해 제

안 수신기는 SNR이 20dB일 때까지 비트오류율이 계속 

감소하여 높은 SNR 영역에서 큰 폭의 성능 이득을 가

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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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도 유사한 성능 경향을 보이며 BER이 

×일 때 제안 수신기가 기존 최우도 수신기와 

비교하여 5dB 이상의 SNR 이득을 가지며 반복 수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SNR 이득이 커짐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수신기는 SNR이 24dB 일 때 약 ×의 

BER을 가지는 것에 반해 제안 수신기는 4회의 반복 

수행을 통해 ×의 낮은 BER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그림 1-2와 비교하여 채널 정보 오차의 전

력인 
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의 실험 결과로서 비트

오류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도 제안 최대우도 수신기가 채널 정보 오차

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수신기과 비교하여 큰 

폭의 성능 이득을 가짐을 볼 수 있다.

Ⅴ. 결  론

일반화 공간변조 시스템에서 채널 정보 오차로 인한 

성능 열화를 완화하는 최대우도 수신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최대우도 수신기에서는 채널 정보 오차의 영향

과 잡음 신호를 더한 실질 잡음 신호의 순시 공분산 행

렬을 추정하며, 반복수행을 통해 수신 정확도을 높이도

록 하였다. 모의 실험 결과을 통해 비트오류율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채널 정보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최대우도 수신기와 비교하여 제안 수신기가 큰 폭의 성

능 이득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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