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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이동 및 무선통신 시스템은 현재보다 빠른 

고속 데이터 전송과 시스템 용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

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복수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

다. 무선 채널이 유선 채널 보다 데이터 전송이 어려

운 이유 중 하나는 채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페이

딩이 현상 때문이다. 페이딩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

하는 방법은 페이딩 변화 특성이 독립적인 여러 채널

을 형성하여 신호를 형성하는 다이버시티(diversity) 

방법이다. 복수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은 공간 다이버

시티에 해당하며, 이것은 추가로 또 다른 주파수를 사

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2.1 송신 다이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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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pace time block coding with limited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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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x1 system with OS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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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그림 3. 5x1 system with QO-STBC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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