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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논문에서는 길 부호화 시공간 블록 부호 시스템의 오류 성능에 한 채 변화 채 추정 오류의 향에 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직교 방식의 Alamouti 시공간 블록 부호 직교 방식의 Jafarkhani 시공간 블록 부호의 두

가지 시공간 블록 부호 방식을 고려하여, 길 부호화 시공간 블록 부호 시스템들에서 채 변화 추정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 성능 변화를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채 변화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시간 다이버시티 효과로 인해

채 변화가 없는 상황 비 검출 방식에 계없이 오류 성능이 향상되나, 채 변화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검출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특히 직교 Jafarkhani 용 시스템에서 STBC 검출 사용 시 ZF MMSE 검출 사용 시와 달리 큰 폭의

성능 열화가 발생함을 측하 다. 한 채 추정 오류 증가 시에는 검출 기법 채 변화 속도에 계없이 큰 폭의 성능

열화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주제어 : 시공간 블록 부호, 오류 성능, 채 변화, 채 추정 오류, 길 부호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channel variations and channel estimation errors on the error 

performance of convolutional coded STBC systems. We consider the orthogonal Almouti STBC and the 

quasi-orthogonal Jafarkhani STBC, and the error performance of the convolutional coded STBC system i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channel variation and channel estimation error via numerical simulation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f the channel variation speed is slow, time diversity effects improve the erro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static-channel cases. However, if the channel variation speed is fast, unlike ZF or MMSE detection, 

the conventional STBC detection has the significant performance degradation especially with the quasi-orthogonal 

Jafarkhani STBC. Further, the error performance of the system is significantly degraded as the channel estimation 

errors become stronger, regardless of the detection scheme and channel variatio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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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속도로 발 하고 있는 이동 통신 시장에서는 무선

채 환경에서 데이터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다[1-19].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고속 송수

신과 신뢰성 향상을 한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

다. 시공간 블록 부호 (Space-Time Block Code, STBC)

기술은 무선 채 환경에서 다이버시티 이득과 부호화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있는기법이다[1-5]. 시공간 블록

부호기술은 수신 심볼들 간 단순 선형 결합을 통해 송신

심볼들을 검출할 수 있는 기법으로 한정된 주 수 자원

송신 력을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

닌다. 하지만이러한 단순 선형 결합을통한 송신 심볼의

검출은 페이딩 채 환경에서 인 한 심볼을 송하는 동

안 채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시변 채 등 채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오

류 성능의 하가 발생할 수 있다[6-8]. 특히, 채 의 변

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수신단 채 추정 정보에 오류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공간 블록 부호의 검

출 성능 열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채

변화 채 추정 오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시공간

블록부호의오류 성능에 한 연구들이 기진행된바 있

다[6-10]. 하지만, 무선 통신 채 에서는 채 의 특성상

빈번한 오류가 발생하며, 이러한 채 의 특성을 극복하

고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서 상용 무선 통신 시

스템에서는 시공간 블록 부호 이외에도 오류 정정 부호

가 리 사용되고 있다[11-13]. 따라서 기존 연구들과 달

리 오류 정정부호 시공간 블록부호가동시에고려된

시스템에서채 변화 채 추정오류에따른오류 성

능 변화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 인 오류 정정 부호의 하

나인 길 부호 (Convolutional Code)가 용된 길 부

호화 시공간 블록 부호 시스템의 오류 성능에 한 채

변화 채 추정 오류의 향에 해 살펴본다. 본 논

문에서는 먼 시공간 블록 부호 방식으로 직교 방식의

Alamouti 시공간 블록 부호 직교 방식의 Jafarkhani

시공간 블록 부호의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한다[1,2]. 한

시공간 블록 부호에 한 검출 기법으로는 수신 심볼들

간의 선형 결합 방식과 함께 MIMO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시스템에서 리 사용되는 선형 ZF

(Zero-Forcing) MMSE (Minimum-Mean-Square

Error) 기법의 용을 고려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

문에서는 길 부호화 시공간 블록 부호 시스템들에서

각 시공간 블록부호 검출기술들이 용된경우의오

류 성능 변화를 찰하여, 오류 성능에 한 채 변화

채 추정 오류의 향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길 부호

화 시공간블록 부호시스템모델을 정의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시공간 블록 부호 검출 기술들

에 해 자세하게 기술한다. 4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채 변화 채 추정 오류 정도에 따른 길 부호화

시공간 블록 부호 시스템의 오류 성능을 찰한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에 해 기술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 향후 연구 방향에 해서 기술한다.

2.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송신단 안테나 수가 이며 수신단 안

테나 수가 1개인 MISO (Multiple-Input Signle-Output)

시스템을 고려하며, 이 때 송신단에서는 매 송 시간마

다 개의 심벌이 동시에 송된다. Fig. 1은 시스템의

송신단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특정 데이터

블록에 한 개의 데이터 비트열은 길 부호 부호기

를 거쳐 개의 부호어 비트열로 부호화되며, 해당 비트

열은 변조기를 거쳐 개의 심벌들   ⋯로 변

조된다. 변조 과정 이후에는 개의 심볼 단 로 시공간

블록 부호의 부호화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시공

간 블록부호부호화과정이후에는총   개의시

공간 블록 부호어가 생성된다.  ≤  ≤ 번째 시공

간 블록 부호 부호기의 입력 심벌 벡터인

   ⋯에 해 시공간 블록 부호 부

호기는 총 개의 심벌 벡터들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이

때 직교 방식의 Alamouti 시공간 블록 부호 (  )를

용할 경우 출력 벡터들의 집합    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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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nsmitter Block Diagram

한, 직교 방식의 Jafarkhani 시공간 블록 부호

(  )를 용할경우시공간블록부호부호기의 출력

벡터들의 집합    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난다.

 


















































 (2)

따라서특정 데이터 블록을 해 시공간 블록부호 부

호기에서 생성된 출력 벡터의 총 수는 이다. 이 때 번

째 출력 벡터 ( ≤  ≤ 에 한 시스템의 입출력

계식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수신 심벌을 나타내며, 는 잡음 성분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i.i.d. 순환 칭 복소 가우시

안 확률 변수이다. 는 ×  일리 채 벡터로 시간

에 따른 변화가 발생한다. 이 때 인 한 두 채 벡터간

시간에 따른 변화 정도는 상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식 (4)에서 은 × 일리벡터로 번째

시간에서의 채 의 변화에 기여한다. 를 들어,   인

경우 와 계없이 시간에 따른 채 변화는 존재하

지 않으며,   인 경우 은 이 시간에서의 채

벡터 와 계없이 새로운 일리 성분인 에 의해

서만 결정된다.

3. 시공간 블록  검출 기술

가장 기본 으로 시공간 블록 부호에 해 용할 수

있는 검출 기술로는 에 포함된 시공간 블록 부호 부호

기의 출력 벡터들이 겪는 채 이 변하지 않는 환경, 즉

    ⋯  인 상황을 고려하

는 단순 선형 결합 방식이있다[1,2]. 단순 선형 결합 방식

은 선형곱셉 덧셈연산만을통해시공간부호의입력

심벌 벡터인    ⋯를 추정하는 기

술로, 매우 낮은 연산량을 지님과 동시에 채 이 변하지

않는 경우, 즉   인 경우에는 최 공간 다이버시티

(Space Diversity) 이득을 얻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만, 채 변화 채 추정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

선형 결합 방식을 해 용되었던 가정이 맞지 않게 되

고 이에 따라 단순 선형 결합 방식은 심각한 오류 성능

하 상을 겪을 수 있다. 구체 인 단순 선형 결합 방

식의 용 방법은 기존 문헌에 리 알려져 있으므로 본

문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이를 생략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선형 ZF MMSE 기법을

이용한 시공간 블록 부호의 검출 방식에 해 살펴본다.

선형 ZF MMSE 기법은 송수신단에 복수의 안테나를

가지는 MIMO 시스템의 검출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MIMO 시스템에서의 선형 ZF MMSE 기법을

시공간 블록 부호MISO 시스템에 용하기 해서는 시

공간 블록 부호기를 거친 출력 벡터들에 해 MIMO 시

스템과 유사한 행렬 형태의 유효 입출력 계식을 구할

필요가 있다. 유효 입출력 계식은 각각의 시공간 블록

부호 부호화 과정을 거친 개의 출력 벡터와 해당 수신

심벌 채 벡터들을 결합하여 형성될 수 있다. 구체

으로, 번째 시공간블록 부호 과정을거친 에 한유

효 입출력 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1-4].

    (5)

식 (5)에서 는 ×  유효 잡음 벡터이며 는

×  유효 수신 신호 벡터이다. 이 때 는 Alamouti

시공간 블록 부호 Jafarkhani 시공간 블록 부호 방식

에 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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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는 ×  채 행렬로 Alamouti 시공간 블

록 부호 Jafarkhani 시공간 블록 부호 방식에 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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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 때 은 의 번째 원소 성분을 나타낸다.

상기의 유효 입출력 계식에 이용하여, 선형 ZF

MMSE 검출기를 거친 송신 심벌들의 추정치들은 각각

유효 채 행렬에 한 의사 역행렬 MMSE 필터 행

렬을 유효 수신 신호 벡터에 곱하는 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4].

  
 

 (10)

  
 


 (11)

식 (11)에서 은 ×  단 행렬(Identity Matrix)

을 나타낸다.

이 게 식 (9) (10)과 같이 각각의 시공간 블록 부

호의 출력 부호 벡터들이 겪는 모든 채 응답 수신

신호들을 고려하여 선형 MMSE ZF 검출기를 용하

는 경우, 시공간 블록 부호를 한 기본 인 검출 방식인

단순선형 결합 방식에 비하여 채 변화 채 추정

오류에 의한 오류 성능의 변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한 상세한 결과는 다음장의 모의실험 결과

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4. 모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길 부호화 시공간 블록 부호 시스템의

채 추정 채 오류 정도에 따른 평균비트 오율 (Bit

Error Rate, BER)을 모의실험을 통해 산출한다. 변조방

식으로는 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조

방식을 고려하 으며, 시스템 환경변수로   ,

  ,   을 고려하 다. 길 부호는 구속장의

길이 (Constraint Length)가 7인 부호를 고려

하 으며, 수신단에서는 시공간 블록 부호에 한 검출

과정이 진행된 이후 복호 깊이 (Traceback Depth)가 35

인 경 정 비터비 복호기 (Viterbi Decoder)를 이용한 복

호 과정을 진행하 다[14,15]. 본 장에서는 채 추정 오

류의 정도를 로 표기하 으며, 이 때 는 실제 채 응

답 추정된 채 간 오류의 분산을 나타낸다. 한, 서

술의 편의상 시공간 블록 부호의 단순 선형 결합 방식을

STBC 검출로 표 한다.

Fig. 2는 직교 Alamouti 시공간 블록 부호가 용된

시스템에서   인 경우, 즉 채 변화가존재하지않는

경우 각 기법들의 BER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 즉

채 추정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STBC, ZF,

MMSE 검출모두 동일한 성능을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채 추정오류가증가함에 따라 각기법들의

BER이 차 으로 높아지게 되며, 한 ZF MMSE

검출을 사용할 경우 STBC 검출과 비하여 상 으로

열화된 BER 성능을 얻는 것을 찰할 수 있다.

Fig. 3은 직교 Alamouti 시공간 블록 부호가 용된

시스템에서   인 경우, 즉 느린 채 변화가 존재

하는 경우 각기법들의 BER 성능을 나타내고있다. 채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채 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을 가

정하는 STBC 검출의 성능이 에 계없이 ZF

MMSE 검출과 유사한 성능을 달성함을 찰할 수 있다.

한편, Fig. 2와비교할때 각기법들의 성능이 차 으로

향상됨을 찰할 수 있는데, 이는 채 변화에 의해 송

된 데이터 블록에 한 비터비 복호 과정에서 시간 다이

버시티 (Time Diversity)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Fig. 2. Average BERs of Convolutional Coded 

Alamouti STBC Systems when c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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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직교 Alamouti 시공간 블록 부호가 용된

시스템에서   인 경우, 즉 빠른 채 변화가 존재하

는 경우 각 기법들의 BER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빠른

채 변화로 인해 시공간 블록 부호의 직교성이 크게 훼

손되며, 이로 인해 시불변 채 을 가정하는 STBC 검출

의 성능이 채 추정 오류 에 계없이 ZF MMSE

검출 비 크게 열화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한편, ZF

MMSE 검출기의 경우 채 추정 오류가 큰 상황

(  )에서는 이로 인한 신호 왜곡으로 인해 Fig. 3의

경우와 유사한 BER 성능을 달성하나, 채 추정 오류가

크지 않은 상황(     )에서는 추가 인 시간

다이버시티 효과로 인해 Fig. 3의 경우보다 더욱 우수한

BER 성능을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Fig. 5에서는 직교 Jafarkhani 시공간 블

록 부호가 용된 시스템에서   인 경우, 즉 채 변

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 기법들의 BER 성능을 나타

내고 있다. Fig. 2의 결과와 달리 채 추정 오류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  ) STBC 검출 MMSE 검출이

ZF 검출 비 보다 우수한 성능을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교 부호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섭

성분이 ZF 검출 기법 용시에는 추가 인 잡음 성분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채 추정 오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Fig. 2의 경우와 유사하게 각 기법들의 BER이

차 으로 높아지게 되며, 한 STBC 검출이 ZF

MMSE 검출 비 상 으로 우수한 BER 성능을 달성

함을 찰할 수 있다.

Fig. 6에서는 직교 Jafarkhani 시공간 블록 부호가

용된 시스템에서   인 경우, 즉 느린 채 변화

가 존재하는 경우 각 기법들의 BER 성능을 나타내고 있

다. Fig. 2 Fig. 3의 경우와 유사하게, Fig. 5의 경우와

비교할 때 시간 다이버시티 이득으로 인해 각 기법들의

성능이 차 으로향상된 것을 찰할 수있다. 한,

반 으로 채 추정 오류에 계없이 STBC, ZF, MMSE

검출 기법들이 유사한 성능을 달성함을 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 7에서는 직교 Jafarkhani 시공간

블록 부호가 용된 시스템에서   인 경우, 즉 빠른

Fig. 3. Average BERs of Convolutional Coded 

Alamouti STBC Systems when c = 0.99 
Fig. 5. Average BERs of Convolutional Coded 

Jafarkhani STBC Systems when c = 1 

Fig. 4. Average BERs of Convolutional Coded 

Alamouti STBC Systems when c = 0.9 

Fig. 6. Average BERs of Convolutional Coded 

Jafarkhani STBC Systems when c =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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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 각 기법들의 BER 성능을 나

타내고 있다. 빠른 채 변화로 인해시불변 채 을 가정

하는 STBC 검출의성능이 크게 열화되며, 특히 Fig. 4의

직교Alamouti 시공간블록부호 비 그열화 정도가크

게 증가함을 찰할 수 있다. 이는 직교 특성으로 인해

기본 으로 존재하는 간섭 성분에 의한 성능 열화가

격한 채 변화에의해 크게 증가하는 것을나타내며, 따

라서채 추정오류가존재하지않는 상황에서의 STBC

검출 기법의 성능이 채 추정 오류가 존재하는 상황에

서의 ZF MMSE 성능보다도 열화될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채 추정 오류가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ZF MMSE 기법은시간다이버시티이득의증가로 인

해 Fig. 5 Fig. 6의경우 비보다향상된 성능을 달성

하며, 특히 MMSE 기법에서 보다명확한성능이득이

찰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길 부호화 시공간 블록 부호 시스템

의 오류 성능에 한 채 변화 채 추정 오류의

향에 해 살펴보았다. 모의실험 결과 채 변화의 속도

가 느린 경우에는 기존의 시공간 블록 부호 검출에 사용

되는 STBC 검출 방식을 사용하여도길 부호의 용에

의한 시간 다이버시티 효과로 인해 채 변화가 존재하

지 않는 상황 비 오류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이는 ZF MMSE 검출 방식을 용한 경우에도 모

두 확인되었다. 다만 채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STBC 검출의경우

큰 폭의 큰 폭의 성능열화가 발생함을 측하 으며, 이

러한 성능 열화 정도는 특히 직교 Jafarkhani 시공간

블록 부호 사용 시 더욱 확 됨이 측되었다. 하지만 ZF

MMSE 검출 시에는 추가 인 시간 다이버시티로 인

해 성능이 더욱 향상될 수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성

능 경향은 채 추정 오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크지 않을

때 측되었으며, 큰 채 추정 오류가 존재하는 상황에

서는 검출 기법 채 변화의속도에 계없이 큰폭의

성능 열화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TBC 검출을 신할 수 있는

복잡도 MIMO 검출 기법인 ZF MMSE 검출 기술을

고려하 으며, 향후 간섭 제거 기술 반복 검출 기술

등 고복잡도 최 검출 기술 활용 시 채 변화 채

추정 오류에 의한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길 부호 신터보 부호 등반복 부호를 사용하는시공

간 블록 부호 시스템의 오류 성능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제들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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