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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환경 적용이 가능한 실시간 채널 모듈 구현

Implementation of Real-Time Channel Module for Applying
Wireless Communication Environments

박찬주․김우중․장병준*․윤현구**․윤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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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라디오 범용 하드웨어 USRP(Universal Software Radio Peripheral) 보드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LabVIEW(Laboratory Virtual Instrument Engineering Workbench)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무선 통신 환경을
적용할 수 있는 채널 모듈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모듈은 기존에 하드웨어로 구현된 인지 무선, 주파수 간섭 분석 등의
시뮬레이터와 함께 쓰여 해당 테스트베드의 전파 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게다가, 통신 가능한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한정적이라는 기존 하드웨어 시뮬레이터의 한계를 모듈내의 설계를 통해 극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원하는 통신
시스템의 동작주파수, 안테나 출력, 송수신기 간의 거리 등의 채널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보다 쉽게 통신 성능을 예측할
수 있고, 추후 새로운 시나리오 및 통신 채널을 구현할 시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 모듈을 이용해 시나리오에 따른 통신 성능을 성상도 및 BER을 통해 예측하였고, 이 결과를 통해 제안된 모듈을 이용
한 통신 성능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real-time channel module which can apply the wireless propagation channel was developed using USRP and Lab-
VIEW. When the proposed channel module is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implemented HW(hardware) simulators for cognitive radio 
and frequency interference analysis and so on, it can increase the reliability about wireless propagation environments. In addition, the 
proposed module overcomes the limit of existing HW simulator that data transfer rate is limitative in communication system through 
the design of the inner parts. Along with this, it is possible to apply channel parameters necessary to estimate the easier communication perfor-
mance. Also, this has the advantage that it can be flexibly applied in implementing the communication channel with the upcoming new 
scenarios. The proposed module can estimate the communication performance via constellation and BER using the implemente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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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이동통신 기기 보급의 급격한 상승과 음성 위주

의 이동 통신 서비스가 데이터 위주의 서비스로 바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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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4세대 이동통신은 이런 데이터를 수용하는 데에
구조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국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의 지속적인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그에 따른 기술, 표준화, 시장
주도 등을 위해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이동통신 방식보다 향상된 성능 및 용량

을 제공하고자 광대역 주파수 기술, 소형 셀 등 이종망간
네트워크 기술, 빔포밍 등의 안테나 기술 등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런 연구에 발맞춰서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을 위해

통신 규격 및 전파 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나리오에서 실제 전파 환경에서의 실험을 수행하

기 위해선 송신부, 수신부에 알맞은 시스템을 설계한 뒤, 
각각 해당 대역 안테나를 달고 측정하고자 하는 시나리

오와 비슷한 OTA(Over The Air) 환경을 설정하여 실험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파 환경 특성상, 같은실내․외 환경
및 조건 내에서도 송신기에서 방사된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할때 그신호가항상일정치않아, 성능예측을위해
서는많은 수의 실험을한뒤, 데이터 추정을해야만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최근 USRP 
보드를 이용한 시뮬레이터가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주파
수 간섭 분석 또는 무선 인지 기술 시스템의 테스트베드

를 구현하여 성능 예측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거나[1]～[3], 
USRP 보드를 이용해 특정 시나리오에서의 채널 특성을
파악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4]. 하지만 지금까지 제
시된 시스템 내에는 실제 전파 환경 채널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서, 해당 시뮬레이터들의 결과를 실제 환경
에서의 결과와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또한, 실시
간으로 데이터를 수신해 신호처리를 할 경우 메모리와

전송 속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

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Labview 내 데이터 신호 처리 부

분의 새로운 구현을 통해 기존에 제시된 여러 시뮬레이

터 및 테스트베드에 추가할 수 있는 실시간 채널 모듈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구현된 모듈은 신호처리의 속도를
기존 하드웨어 기반 시뮬레이터에 비해 크게 향상시켜, 
채널 파라미터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

계되었다. 추가로, 제안된 모듈을 통해 추후 새롭게 모델
링된 채널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Ⅱ. 채널 모듈 구현

그림 1은 본논문에서제안된실시간채널 모듈의 구성
도이다. 이 모듈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리 구현
된 테스트베드나 하드웨어 시뮬레이터(통신, 간섭분석
등)의 송․수신 시스템 사이에 추가로 적용되어 성능 예
측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제안된 모듈은 크게 신호 리샘플링 파트와 신호처리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SDR(Software Defined 
Radio) 보드와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신호를
직접 받아 신호처리를 하는 것은 메모리가 많이 소모되

고, 신호처리속도가 매우 느리며, 샘플의 수를 매우 크게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모듈을 구현하는 데에 어려움

이 존재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전송률을 가질 경
우, 하드웨어 기반 시뮬레이터의 동작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를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 리샘
플링 파트를 추가함으로써 데이터량이 늘어도 오류가 없

도록 설계하여 신호 처리 속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정보
의 손실 및 왜곡 또한, 없도록 하였다. 특히 연속신호에
대한 리샘플링을 새롭게 구현하여 따로 신호의 저장, 불
러오기 없이 곧바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는 것이 장점이다. 리샘플링 비율은 사용자가 데이터량

그림 1 제안된 실시간 채널 모듈의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real-time channel mo-
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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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전송 속도에 따라적절한값으로설정할수 있다. 또
한, 채널 특성을 적용하는 신호처리 파트에서는 원하는
환경에서 채널 특성이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어, 송신 신호에 따른 성능 예측이 곧바로 가능
하도록 했다. 이후,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률에 맞춰 신호
를 복원함으로써, 시스템 수신단에서 복조시 왜곡이 없도
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작 주파수, 시나리오, 안테나 파라미

터(송․수신 안테나 개수, 이득, 이격거리, 빔 패턴 등), 
링크 파라미터(송․수신기 사이 거리, 모바일의 속도 등)
와 같은 채널 모델내의 파라미터를 원하는 값으로 변경

하고, 여기서 경로 손실과 채널 매트릭스를 도출하여 이
를 통해 통신 성능 예측을 수행한다. 특히 시나리오는
Indoor, Suburban, Urban, Rural cell 등에 대해 다양하게 설
정이 가능하며, 주파수 설정과 함께 WLAN, LTE-band 등
과 같은 시나리오를 모델링할 수 있다. 이렇게 구현된 시
스템을 사용하면 시스템의 송신부에서 출력전력을 변화

시킬수 있을뿐만아니라, 채널모듈 부분에서 여러파라
미터를 자유롭게 바꾸어 다양한 RF 파라미터 및 시나

리오에 따른 통신 성능 예측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에서제시된 채널모듈은적용전후의성능 비교

를 위해 송․수신 시스템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채널
모듈에는 최근 많이 사용되는 변․복조 기술인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 적용된 신
호를 파일럿 신호로 사용하였고, 통신 채널 부분과 수신
기 부분을 모두 USRP 보드와 PC를 이용해 구현하였다. 
시스템 내의 USRP 보드와 PC는 채널부분과 송․수신기
부분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부분을 포함해 2대를 사용
하였고, 모두 윈도우 환경에서 설계되었다.
그림 2는 USRP를 이용한 OFDM 송․수신부에 제안된

채널 모듈이 적용된 시스템의 실제 모습이다. 실제 구현
된 시스템의 채널 부분은 LabVIEW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송신부에서의 신호에 채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고, 시스템의 수신부 또한, 채널 추정 및 결과의 검증을
위해 수신된 신호를 LabVIEW로 신호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CHANNEL MODULE

OFDM 송신부

OFDM 수신부

USRP board

USRP board

그림 2. 제안된 채널 모듈이 적용된 통신 성능 예측 시

스템의 실제 모습

Fig. 2. Actual feature of the communication performance pre-
diction system with the proposed channel module.

 

Ⅲ. 구현된 채널 모듈을 이용한 통신 성능 예측

구현된 모듈의 성능을평가하기위해표 1과같이 시나
리오를 가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에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WINNER 채널 모
델의 채널 특성을 이용하였다[5]. 적용된 WINNER 채널
모델은 다중경로 및 부 경로들을 가정하고, 이를 통해 지
연시간과 각도 정보 등을 확률을 이용한 랜덤 프로세싱

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이에 맞춰 실험의 수행횟수를
시나리오별로 약 50회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의 평균을
취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은
시스템을 대응하여 설정한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동작 주파수가 2.4 GHz인 Indoor Office 시나리오로, 통상
적으로 알려져 있는 실내 Wi-Fi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
오를 통해서 실내 환경에서의 Wi-Fi 송신기 위치 및 거리
에 따른 신호 수신 가능성 및 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LTE 주파수로 사용하는 2.6 GHz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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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신 성능 예측 시나리오
Table 1. Communication performance prediction scenario.

주파수 시나리오 송수신 거리

시나리오 1 2.4 GHz Indoor Office 10 m
시나리오 2 2.6 GHz Urban Macro 200 m
시나리오 3 700 MHz Urban Micro 50 m

Urban Macro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실외 도시

macro cell에서 LTE 중계기 배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DTV- 
dividend band 인 700 MHz Urban Micro 시나리오를 선택
하였다. 특히, 마지막 시나리오는 같은 주파수를 동시에
방송 및 무선마이크 등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에 관한

이슈가 존재하는 대역이다[6]. 제시된 시나리오는 임의의
시나리오이며 이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시나리오에 맞게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의 (a)～(c)의 그래프는 실험에서 사용한 신호와

실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채널 모듈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송․수신 신호 특성 및 성상도를 나타낸다. 제안된
채널 모듈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OF-
DM 통신이 구현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채널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송․수신기 간에 신호의 스펙트럼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그림 3의 (b)에서 알 수 있다. 스펙트럼의 진
폭과 위상은 수신된 OFDM 신호에 FFT 계산을 적용함으
로 구할 수 있으며, 진폭과 위상의 약간의 변화는 구현된
OFDM 시뮬레이터 내부에 존재하는 케이블에 의한 왜곡
이다. 그림 3의 (c)에 나타난 신호 성상도에서 송신부로부
터 매핑(mapping)된 신호와 수신부로 전달된 신호를 비교
했을 때 BER값은 0이고, 이를 통해 신호의 왜곡이 없음
을 알수 있다. 그림 3의 결과를 모듈을 적용한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는 각 세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제시된 결과 그래프는 차례대로 해당 시나리오의 채널응

답, 모듈을 적용한 뒤의 성상도와 스펙트럼의 진폭과 위
상이다. 각 실험은 OFDM 변조 신호를 송신부에서 5M 
(symbol/sec)의 전송률을 갖도록 가정한 뒤 실험하였다. 
성상도는 각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임펄스 응답과 OFDM 
송․수신부에서 설정한 참조 심볼을 이용해 채널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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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ceived signal w/o proposed module(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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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제안된 모듈이 없을 때 송신부 및 수신부에서의 성상도
 (c) Tx constellation and Rx constellation w/o proposed module

그림 3. 모듈을 사용하지 않은 수신 신호
Fig. 3. Receiving signal w/o the proposed module.
 
(equalizing)를 수행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시각적 편의를
위해 3개의 시나리오에서 스펙트럼의 진폭 값을 USRP 
보드의 이득값을 조절하여 나타내었다.
채널 모듈을 적용한 뒤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의 (b)

와 (c)에 나타난 것처럼 지연 확산과 경로 손실 값이 상대
적으로 큰 시나리오에서는 전송률을 5M(symbol/sec)로 가
정한시스템에서통신 성능이 좋지못함을알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중경로로 인해 지연 성분이 많거나, 
경로 손실 값이 클 경우 비교적 통신 성능이 좋지 않고, 
그림 4의 (b)와 (c)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1에 제시된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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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된 모듈이 적용된 후 수신 신호
Fig. 4. Receiving signal with the proposed module.

GHz, Urban Macro 시나리오)에서 데이터 전송률과, 송․
수신 거리를 변경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고, 통신 성능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로, 그림 5의 (a)가 데이터
전송률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
로, 통신이 잘 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전송률 값이 클
경우 통신 성능이 좋지 않아 그림 5 (a)의 왼쪽 그림과 같
은 결과를 보이지만, 전송률을 줄이고 실험을 수행할 경
우, 그림 5의 (a)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신 신호의 복원력
이 향상된다. 두 번째로, 송․수신거리의 변화는 경로 손
실 값과 지연 확산의 값의 직접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 같은 이유에서 그림 5의 (b)를 통해, 송수신 거리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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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fter change of scenario 2(Tx→Rx dist.=50 m)

그림 5. 시나리오 변경 후 통신 성능(2.6 GHz Urban Ma-
cro)

Fig. 5. Communication performance after changing the sce-
nario(2.6 GHz Urban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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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듦에 따라 신호 복원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변경된
시나리오에서의 BER은 대부분의 시행에서 0값을 갖게
됨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로 제안된 모듈이 여러
시스템에 적용되어 실제 전파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듈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정 한 가지의 시나
리오뿐만 아니라, 임의의 여러 시나리오에서 채널을 적용
할 수 있는 채널 모듈이 구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특정 시나리오의 전파 환경을 실시간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채널 모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듈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송․수신부에 OFDM 시스템을
설계하여 모듈을 적용하였고, 전파 채널은 검증된 모델인
WINNER 채널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동작 주파
수, 시나리오, 안테나 파라미터, 링크 파라미터 등을 손쉽
게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구현된 채널
모듈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신호처리 속도를 크게 보완

하였고, 추후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 새로운 채널을 적용
해야 할 경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듈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임의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적용한 뒤, 시나리오에 따라 전송률과 송수신 거
리를 가변하여 성상도를 통한 통신 성능 등을 비교함으

로써 채널 모듈 적용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모

듈을 통해 기존 USRP 하드웨어를 이용한 시뮬레이터 및
테스트베드에 실제 전파 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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