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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호간섭 환경의 무선통신에서 일반화된 
공간변조 방식의 효율 인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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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WC-MIMO시스템에서 GSM변조기법은 송·수신기의 치에 따라 상호 간섭이 큰 환경에서 성능 최 화

를 한 활성화 패턴집합을 선택하는 과정이 요하다. 하지만, 높은 연산 복잡도로 인해 최 의 활성화 패턴

집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 본 논문에서는 송 활성화 패턴집합 선택을 한 후보 활

성화 패턴집합 생성 시 기본 활성화 패턴집합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후보 활성화 패턴 집합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은 높은 간섭 환경에서 일반 인 GSM변조기법과 

비교할 때 동일한 BER성능과 약 90%정도 감소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를 가져 복잡도가 크게 감소함

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e GSM method for OWC-MIMO System, it is important to select an activation pattern set(: APS) for the performance optimization in the 

environment where mutual interference is high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However, due to the high computational 

complexity, a high cost is paid in selecting the transmission AP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reduce the candidate APS by pre-determining basic 

APS when generating candidate AP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the same BER performance and reduce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by 90% compared to the general GSM method in the high interfer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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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산업, 과학  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주 수 스펙트럼은 매우 혼잡하여 상

호 간 간섭에 의해 시스템 성능 하가 발생한다. 최근

에는 자유공간에서  복사기술을 통해 정보를 달

하는 무선통신(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  

OWC)기술이 본 문제의 안이 될 수 있는 연구 역

으로 알려져 있다[1-3]. OWC기술에 용되는 Light 

Emitting Diode(: LED)는 긴 수명  낮은 소비 력

이라는 장 과 함께 On/Off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OWC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하는 송신단으로 용 

가능하다[4]. 

실제 OWC시스템이 설치되는 사무실, 가정 등과 

같은 환경은 충분한 조명을 제공하기 해 일반 으

로 여러 개의 LED Array가 배치되기 때문에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기법을 

OWC에 용하는 것은 실  가능하다. 실내 공간에서 

활용되는 MIMO기술은 Line-Of-Sight(: LOS) 환경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Repetition Code(: RC)와 

같은 diversity gain을 얻으려는 변조방식 보다 multi 

plexing gain을 얻는 Spatial Multiplexing(: SMP)와 

Spatial Modulation(: SM)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알려

져 있다[5-6]. 특히, 수십에서 수백개의 LED가 용 

가능한 무선통신의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SM방식이 

무선통신시스텝을 한 효과 인 변조방식이며 이

와 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이다[7-9].

OWC-MIMO시스템은 Intensity Modulation – 

Direction Detection(: IM-DD)의 기 역 통신을 

용하기 때문에 변·복조 과정에서 음수  복소수값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Pulse Amplitude Modulation (: 

PAM)과 같이 양의 실수값을 가지는 신호 집합을 기

반으로 LED 세기 변조를 고려한다. 이러한 기반 

에 Space Shift Keying(: SSK)와 그 일반화 기법

[10-11]이 제안되었으며, SM기법의 일반화인 General 

Spatial Modulation(: GSM)기법[12]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GSM기법은 SMP기법의 공간 다 화 데이터 스

트림과 비교하 을 때, 다수개의 LED  활성화 

LED를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송효율 환경

에서 BER성능이 우월함을 확인하 다.

OWC-MIMO시스템에 용되고 있는 GSM변조기

법은 다수 개의 활성화 패턴집합들의 각 성능이 채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송 활성화 패턴집합의 

선택이 요하다. 하지만, 송 LED수가 증가하면 

송 활성화 패턴집합 선택을 한 후보 활성화 패턴집

합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해 연산 복잡도가 증

가하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낮은 연산 복잡

도를 가지는 송 활성화 패턴집합을 선택하는 효율

인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은 OWC- 

MIMO시스템 모델을 살펴보며, 3장에서는 GSM변조

기법과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 생성과정을 나타낸다. 4

장에서는 GSM변조기법을 한 효율 인 후보 활성

화 패턴집합 생성방법을 제안하며, 5장에서는 연산 복

잡도와 성능 측면에서 성능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6장

에서 결론을 논한다.

Ⅱ. 시스템 모델

OWC-MIMO시스템 모델링을 해 개의 송신 

LED들과 개의 수신 PD들로 구성된 채 을 고려하

다.  ×  OWC-MIMO시스템의 채  행렬 는 

수식 (1)과 같이 표 된다. 













  … 
  … 
⋮ ⋮ ⋱ ⋮
  … 

              (1)

는 번째 송신 LED와 번째 수신 PD 사이 채

 이득을 의미하며, 는 수식 (2)와 같이 계산한다.

 


 cos 





     (2)

는 번째 LED에서의 방사각이다. 은 Lambert 

ian emission의 차수로 ln cos
 ln  로 구할 수 있으며, 

는 LED의 반 력 반치각이다. 는 번째 수신 

PD의 입사각이며, 는 PD의 검출 면 이다. 는 

번째 LED와 번째 PD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는 PD의 화각을 나타낸다. 는 ≦ 일 경우 

  로 변환하며,  일 경우   으로 

변환하는 함수이다. 채  이득이 포함된 송신 신호 

   ⋯

와 수신 신호    ⋯ 


의 

계는 수식 (3)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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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는 번째 송신 LED에서 송되는 

신호이며,   ⋯은 번째 수신 PD에서 수신

되는 신호를 의미한다. 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실수 가우시안 잡음이며, 는 PD의 응답성이다.

Ⅲ. GSM 변조기법

3.1 OWC-MIMO시스템에서 GSM변조기법

GSM의 송비트는 PAM으로 변조된 심볼이 개

의 활성화된 LED를 통해 송되는 정보 뿐만 아니라 

활성화 LED의 인덱스도 송되는 정보비트에 포함된

다. 각 활성화된 LED에서 방출되는  -ary PAM 

심볼 은 PAM 심볼 집합 에 속하며 수식 (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4)

여기서  은 PAM 심볼 집합의 원소 총 수이며 

는 LED에서 방출되는 평균 력이다. GSM변조기법

으로 총 가능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는 송 

가능한 활성화 패턴  개에서 ⌊log ⌋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를 의미한다. 즉, 후보 활성화 패

턴집합  
⌊log ⌋ 개  하나를 송 활성

화 패턴집합으로 최종 선택한다. 이 게 선택된 송 

활성화 패턴집합에 총 가능한 PAM 심볼을 용한 

벡터들의 집합을   로 표시하며, 이는 

⌊log ⌋×  개의 벡터로 구성된 GSM의 송

벡터집합이 된다. 

를 들어      이고    인 경우 활성

화 패턴은    개 이며, 여기서 ⌊log ⌋ 개
가 하나의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으로 선택되어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는    개가 된다. 그리고, 

그  선택된 하나의 송 활성화 패턴집합에   

로 고려할 경우   
와   

  이며, 최종 송 벡

터집합 은 16개의 벡터로 구성된다. 최종 선택되

어 송되는 벡터 집합 를 이용한 GSM변조방식

은 그림 1와 같이 표 된다.

그림 1을 통해 GSM변조방식에서 입력의 첫 번째 

두 비트 『10』는 활성화 되는 LED들의 인덱스인 

[2,4]를 가르키며, 두 번째 두 비트 『01』은 각 활성

화 LED에서 방사된 PAM 심볼 [2/3,4/3]을 표 한다.

 

그림 1. 송벡터집합 을 이용한 GSM 송신기

Fig. 1 GSM transmitter using 

3.2 송 활성화 패턴집합 선택

GSM변조기법은 송 활성화 패턴집합의 선택으로 

  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선택과정은 요하다. 

일반 으로 OWC-MIMO시스템에서는 송·수신부가 

고정되어 채 행렬 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어진 채

환경에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들의 평균 유클리디

언 거리가 최 가 되는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을 송 

활성화 패턴집합으로 선택하는 것이 GSM변조기법의 

성능을 최 화 할 수 있다. 그림 2는        

경우에서 송을 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생성

과정을 표 하 으며, 그림 3에서는 후보 활성화 패턴

집합들에서 하나의 송 활성화 패턴집합을 선택하기 

해 모든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들의 평균 유클리디

언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을 의사코드로 표 하 다.

여기서   ⋯  
⌊log ⌋ 는 연산

을 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들이며,   함수는 

입력 벡터나 행렬의 평균값 계산 함수를 의미한다. 

송 활성화 패턴집합 선택을 한 후보 활성화 패

턴집합의 수는   
⌊log ⌋ 개로 송신 LED 

수인 가 증가할수록 그 수가 크게 증가한다. 를 

들어 가 4일 때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는 15개

에 불과하지만 가 8으로 증가할 경우 후보 활성화 

패턴의 수는 30,421,755개로 증가하고 가 10일 경우

에는 73,006,209,045개로 증가하여 각 후보 활성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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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집합의 평균 유클리디언 거리를 계산하여 송 활

성화 패턴집합을 찾기에는 연산 복잡도가 무 높아 

이에 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2.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 생성 과정
Fig. 2 Generation of candidate activation pattern set

그림 3. 송 활성화 패턴집합 선택의 의사코드
Fig. 3 Pseudo code for transmission activation pattern 

set selection

Ⅳ. 제안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 생성 기법

GSM변조기법에서 송 활성화 패턴집합의 선택은 

각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평균 유클리디언 거리를 

모두 계산하기 때문에 높은 연산 복잡도 문제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제안된 방법

은 기본 활성화 패턴집합을 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가 치 활성화 패턴집합을 결정한 후 두 패턴집합을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송 활성화 패턴집합을 선택

하기 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를 감소시켰다. 

 

그림 4. 제안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 생성과정
Fig. 4 Generation of proposed candidate activation 

pattern set

제안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선택기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 송 가능한 활성화 패턴  개  선택하는 활

성화 패턴의 인덱스가 LED 치를 균등하게 채울 수 

있는 활성화 패턴 개를 선택하여 기본 활성화 패턴

집합을 생성한다. 를 들어   인 경우, 활성화 

인덱스가 [1,2]와 [3,4]에 해당하는 활성화 패턴을 선택

하고 인 하나의 기본 활성화 패턴집합을 생성한

다.

∙  
⌊log ⌋ 개의 가 치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는 송 가능한 활성화 패턴에서 기본 

활성화 패턴집합이 포함한 활성화 패턴을 제외한 패

턴인  에서 ⌊log ⌋ 개씩 조합하는 

경우의 수이다. 를 들어   인 경우   개

의 송 가능한 활성화 패턴이 생성되고, 기본 활성화 

패턴집합 내 활성화 패턴 수인 를 제외한 4개의 

활성화 패턴이 결정된다. 이후, 결정된 4개에서 2개의 

활성화 패턴을 조합하는 모든 경우의 수인   

이 가 치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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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기본 활성화 패턴집합 1개와 가 치 활성화 

패턴집합   
⌊log ⌋  개를 각각 

결합하여 송을 한 최종 활성화 패턴집합 선택을 

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으로 활용한다. 즉, 가 치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와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

는 동일하지만, 그 내부의 패턴의 수는 다르다.

그림 4는      인 경우 제안된 후보 활성

화 패턴집합을 생성하는 과정을 표 하 으며, 생성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  송 활성화 패턴집합을 선

택하는 과정은 그림 3과 동일하다. 

Ⅴ.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 환경은 4x4  6x6 MIMO환경에서 송신 

LED와 수신 PD의 치에 따른 간섭 환경을 조성하

여 GSM의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에서 송 활성화 

패턴집합의 선택이 GSM변조기법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며,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 측면에

서 제안된 방식의 복잡도 성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

로 제안된 방식과 일반 인 GSM변조기법의 BER 성

능 비교를 진행한다. 모의실험 환경에서 MIMO 채  

계수 값은 수신단에서 알고 있다고 가정하 으며, 

PAM 변조  다 화된 MIMO 스트림 간섭제거를 

해서는 Maximum Likelihood(: ML) 검출기법을 

용하 다. 이외에 추가 인 모의실험 환경인 천장과 

바닥간 거리는 2m, LED 반 력 반치각 60°, PD 

FOV 70°  PD 응답성은 1로 설정하 다. 그림 5은 

모의실험 시 간섭환경 생성을 한 수신 PD의 치 

변화를 표 하 으며, 수신 PD 원의 반지름이 작으면 

송·수신 사이 간섭이 높고 반지름을 증가시켜 송신 

LED 원의 반지름과 수신 PD 원이 반지름의 차이를 

이면 송·수신 사이 간섭이 어들게 되는 환경을 

나타낸다.

그림 6은 4x4 MIMO         GSM 기법 

용 시 간섭환경 변화에 따른 활성화 그룹 선택의 

성능비교 모의실험 결과이다.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송신 LED 치 원의 반지름과 수신 PD 치 

원의 반지름의 차이가 없는 환경에서는 유클리디언 

거리 계산을 통한 송 활성화 패턴그룹을 찾아내는 

과정이 BER 성능에 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다

화되어 들어오는 신호의 간섭이 심한 경우 (송신 

LED 치 원의 반지름과 수신 LED 치원의 반지름 

차이가 큰 간섭환경인 경우)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에

서 최 와 최소 유클리디언 거리에 해당하는 후보 활

성화 패턴집합을 송 활성화 패턴집합으로 선택할 

시 둘 간의 BER 성능 차이는 10dB 이상 발생한다. 

즉, 높은 간섭 환경에서 GSM기법 사용시 후보 활성

화 패턴집합  송 활성화 패턴집합의 선택은 의미

있고 요한 과정임을 보여 다.

그림 5. 모의실험을 한 LED  PD의 치
Fig. 5 The position of LED and PD for simulation

그림 6. 4x4 MIMO         GSM기법 용시 

간섭환경에 따른 송 활성화 패턴집합 선택 
성능비교 

Fig. 6 Performance comparison of transmission APS 
selection according to interference environment in 4x4 

MIMO and        GSM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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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양한 MIMO/GSM기법에서 일반 인 활성화 
패턴집합 선택 방법과 제안된 방식의 성능비교
Fig. 7 Performance comparison of general APG 
selection and proposed method in various MIMO, 

GSM environments

그림 7은 다양한 MIMO/GSM기법에서 유클리디언 

거리가 최   최소에 해당하는 송 활성화 패턴집

합 선택의 성능과 복잡도를 감소시킨 제안된 기법의 

성능비교 결과이다. 그림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4x4 MIMO 환경뿐만 아니라 6x6 MIMO 환경에서 

     와        GSM기법이 용시 제

안된 방식의 송 활성화 패턴집합 선택과 높은 복잡

도의 일반 인 GSM변조기법의 송 활성화 패턴집

합 선택방법이 동일한 송 활성화 패턴집합을 선택

하여 성능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평균 유클리디언 

거리가 최소에 해당하는 송 활성화 패턴집합의 선

택과 비교시 약 10dB 정도의 성능이득이 발생한다. 

한, 6x6 MIMO 환경에서        GSM변조기

법 사용시에도  일반 으로 사용하는 송 활성화 패

턴집합 선택기법과 제안된 방식이 동일한 송 활성

화 패턴집합을 선택하고, 가장 성능이 낮은 활성화 패

턴집합과 비교시 8dB 이상의 성능이득이 발생한다.

송 활성화 패턴집합 선택을 한 후보 활성화 패

턴집합의 수는 Tx LED 수인 와 활성화 되는 LED 

수인 에 의해서 결정되며, 
⌊log⌋ 개

의 일반 인 GSM기법 내에서 사용되는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와   
⌊log⌋ 개의 

제안된 방식의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로 표 된

다. 그림 8는 일반 인 GSM에서 송 활성화 패턴 

선택을 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와 제안된 방

식의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를 와   인 경

우를 비교하여 복잡도 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 

8의 왼쪽 Y축은 일반 인 GSM기법의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총 수를 나타내며, 오른쪽 Y축은 제안된 

기법의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총 수를 일반 인 

GSM기법의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총수로 나  값

인 를 의미한다. 즉, 값이 1보다 작으면 제안된 기

법의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총 수가 일반 인 

GSM 기법의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총 수보다 

음을 의미하며, 값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복잡도가 

일반 인 GSM 방식과 비하여 어느 정도 감소했는

지 단하는 지표가 된다. 그림 8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값은 평균 0.1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

한 경우에도 0.3을 넘어가지 않는다. 즉, 제안된 방식

의 연산 복잡도는 일반 인 GSM 방식과 비교하여 

평균 90%이상 감소된 후보 활성화 패턴 집합의 수를 

가져 그 연산 복잡도가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 일반 GSM과 제안된 방식의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의 비교

Fig. 8 Comparison evaluation of the number of 
candidate APS in general GSM method and proposed 

metho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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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높은 간섭 환경의 OWC-MIMO 시

스템에 사용되는 GSM 변조기법에서 송을 한 활

성화 패턴집합의 선택의 요성에서 해서 살펴보았

으며,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들에서 하나의 송 활성

화 패턴집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 복

잡도를 감소시키기 한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의 수

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모의실험 결과 제

안된 방식은 일반 인 GSM방식과 동일한 BER 성능

을 얻었으며, 연산 복잡도는 후보 활성화 패턴집합 수 

비교를 통해 성능평가 결과 약 90% 이상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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