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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TTC 부호의 BER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MHD 매핑법을 응용한 STTC 부호의 성능을 평가하 다. 

유감스럽게도, STTC 부호의 트 리스 구조는 일반 으로 TCM 부호나 MTCM 부호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MHD 매핑

을 그 로 용할 수 없다. 따라서, STTC 부호에 MHD 매핑 개념을 응용하기 해서는 간단한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수

정작업의 핵심은 STTC 부호의 트 리스 가지에 유클리드 거리합에 비례하는 해 거리를 갖는 정보비트를 할당하는 것이

다. 지 까지 조사한 바로는, STTC 부호에 MHD 매핑 개념을 응용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 없었다.  

MHD 매핑을 응용한 STTC 부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컴퓨터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일반 으로 많이 알려

진 natural 매핑과 Gray 매핑의 성능을 빠른 일리 페이딩 채 과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 채 에서 비교하 다. MHD 매

핑의 성능은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 채 에서 natural 매핑이나 Gray 매핑보다 특히 성능이 우수하 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performance of STTC with minimum Hamming distance (MHD) mapping in order to improve the bit 

error rate (BER) performance. Unfortunately, the MHD mapping used in trellis coded modulation (TCM) or multiple trellis coded 

modulation (MTCM)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STTC because the trellis structure of STTC is generally different from that of 

TCM or MTCM. Therefore, we need a simple modification to apply the MHD mapping concept in STTC. The core of the 

modification assigns information bits with a Hamming distance in proportion to the sum of the Euclidean distance to trellis 

branch of STTC. To the best knowledge, this combination has not been considered yet. 

The BER performance is examined with simulations and the performance of MHD mapping is compared to that of well 

known natural mapping and Gray mapping on both fast Rayleigh as well as fast Rician fading channels. It is shown that the 

performance of MHD mapping is much better than that of natural mapping or Gray mapping over fast Rician fading channels,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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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속의 데이터 송을 요구하는 차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재의 시스템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하게 높은 채  용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가능

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송신기에 다  수신안테

나를 사용하여, 간섭을 제거할 수 있게 함으로서 

력 효율 인 데이터 송을 하는 것이다. 이를 하

여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송신 다이버시

티 기술과 부호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채  부호화

기술이 결합된 STTC (Space-Time Trellis Codes) 부호

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STTC 부호는 Tarokh 등

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느린 페이딩 채

과 빠른 페이딩 채  각각에 하여 STTC 부호의 

설계 기 을 제시하 다 [1]. 그 뒤 STTC 부호의 성

능개선을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 시공간 부호는 정보비트와 M-ary 채  심볼

간의 맵핑에 있어서 natural 매핑을 사용하는 것이 일

반 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최 이 아니며, 일

반 으로 많이 알려진 Gray 매핑 등을 용함으로써 

시공간 부호의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 [2-5].

Umeda 등은 정보비트의 해  거리가 트 리스 가

지에 할당된 M-ary 채  심볼의 유클리드 거리에 비

례하는 MHD (Minimum Hamming Distance) 매핑을 

사용하여 TCM (Trellis Coded Modulation) 부호의 성

능을 개선시켰다 [6]. 그 후, Jin 등은 Umeda 등의 매

핑 방법을 M-ary 채  심볼이 복수개인 MTCM 

(Multiple Trellis Coded Modulation) 부호에 용 시킬 

수 있는 알고리듬을 제시하 다 [7]. 

TCM 부호의 트 리스 가지에는 M-ary 심볼 1개

가 할당된다. 즉, 다 화지수 (multiplicity), k 가 1이 

된다. Umeda 등 [6]이 제시한 TCM 부호에 MHD 매

핑을 용하는 방법을 8-PSK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로 로 들어 설명하면, <그림 2 (b)>와 같이 먼

 8-PSK 신호좌표상에서 정보비트의 해 거리가 

채  심볼간의 유클리드 거리에 비례하도록 정보비

트를 할당한 다음, TCM 부호의 트 리스 가지에 그

로 1:1 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MTCM 부호나 STTC 부호처럼 k>1 인 경

우 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MTCM 부호는 STTC 부호와 비슷하게 트

리스 가지에 복수개의 M-ary 채  심볼이 할당되

어 있지만, 일반 으로 트 리스 가지에 많은 병렬

천이 (parallel transitions)가 존재한다. Jin 등[7]이 

MTCM 부호에 MHD 매핑을 용하기 하여 제시

한 알고리듬은, 할당할 정보비트를 병렬천이 내부에

서의 할당을 한 하 비트와 병렬천이들 사이의 할

당을 한 상 비트로 구분되며, 병렬천이 내부에서

는 MHD 매핑을 사용하고, 병렬천이들 사이에는 

Gray 매핑을 사용하고 있다. 즉, MHD 매핑과 Gray 

매핑이 혼재된 매핑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TCM 부호나 MTCM 부호는 트 리스 선

도의 일반 인 구조가 STTC 부호와 다르기 때문에, 

참고문헌 [6, 7]에서 사용된 MHD 매핑 방법을 그

로 STTC 부호에 사용할 수 없으며, STTC 부호에 알

맞게 MHD 매핑 알고리듬을 수정해야 한다. 선행 연

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MHD 매핑을 응용한 STTC 

부호의 성능평가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가 없었다. 

STTC 부호의 트 리스 가지에서  M-ary 채  심볼간

의 유클리드 거리합에 비례해서 정보비트의 해 거리가 

가능한 증가하는 방향으로 할당한다는 MHD 매핑의 

기본 아이디어를 STTC 부호에 응용하여 추가 인 손실

이 거의 없이도 STTC 부호의 성능개선을 얻을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HD 매핑을 응용한 STTC 

부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빠른 일리 페이딩 채

과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 채  각각에 하여 컴퓨터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natural 

매핑 혹은 Gray 매핑을 용한 STTC 부호와 성능을 

비교하여 추가 인 손실이 거의 없이도 STTC 부호의 

성능개선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Ⅱ. 시스템 모델

1. 송신기와 수신기 모델

<그림 1>은  STTC 부호를 사용한 일반 인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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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TC 시스템 모델 (=2, =1).

<Fig. 1> STTC system model (=2, =1).

기와 수신기의 모델을 나타낸다.  2개의 송신기 안테

나 (=2)와 1개의 수신기 안테나(=1)를 사용하는 

STTC 시스템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한 임에서 

STTC 부호화는 0 상태에서 시작되어 0 상태로 끝나

게 된다. 각 시간   에서 부호기의 상태와 입력된 비

트에 따라서 천이가지가 선택된다. 만일  선택된 천이

가지에 할당된 심볼이 ( )Tntttt qqq L21=q  라면 개의 심

볼 Tn
ttt qqq L21 이 동시에 각 안테나 별로 송된다. 각 

송 안테나로 보내질 시공간 부호화된 심볼들은 채

 인터리버에 입력되어 심볼단 로 인터리빙된다. 

채  인터리버를 거친 심볼들은 M-ary 변조기에 의해 

변조되어 각 송신 안테나 별로 송된다. 수신 단에서

는 송신된 신호가 페이딩 채 을 거쳐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다. M-ary 복조기에 의해 복조 된 신호는 

역 인터리빙을 수행한 뒤 시공간 복호기로 보내진다. 

시간 에서 번째 송신안테나에서 번째 수신 안테나

로의 경로 이득을 로 나타내면 (≤≤ , 

≤≤ )  시간 에서  번째 수신 안테나에서 수신

된 신호 
 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 )∑
=

+=
Tn

i

j
ts

i
tji

j
t Ecthr

1
, η  (1)

식 (1)에서 경로이득  는 차원당 평균 0, 분산 

0.5인 정규화된 복소 가우시안 랜덤 로세스로 모

델링한다. 이러한 가정은 채 을 빠르게 변화하는 

일리 혹은 라이시안 페이딩 채 로 가정했음을 의

미한다. 
  는 시간 에서 번째 송신 안테나로부터 

송되는 시공간 부호화된 송 심볼을 나타내며, 

잡음 
 는 차원당 평균 0,  분산 인 독립 인 

복소 가우시안 랜덤 변수이다.

수신 단에서는 개의 송신 안테나에서 보내진 

신호들이 첩되어 수신되며,  수신 단에서는 각 안

테나에서 수신된 신호를 복조 한 후 최  우도 정

을 거쳐 원하는 정보를 얻어 낼 수 있다.

2. 채  모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수신기 간의 이동은 송

경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채 은 시변 이 된다. 

채 의 특성이 송수신기의 치에 의존 이므로 시

간 인 변이는 곧 공간 인 변이가 된다. 

채 의 시변 인 특성이나 페이딩의 속도는 빠른 

페이딩과 느린 페이딩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빠

른 페이딩은 채 이 상 되어 동작하는 지속시간이 

심볼의 주기에 비해 짧은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빠

른 페이딩채 에서는 기 역 펄스에 왜곡을 주는 

채 의 특성이 한 심볼 주기 동안에도 여러 번 변할 

수 있다. 느린 페이딩은 채 의 상 성 있는 특성이 

유지되는 시간이 송 심볼의 주기에 비해 긴 경우

에 발생한다. 따라서 느린 페이딩 채 에서는 심볼

이 송되는 동안 채 의 특성이 거의 일정하게 유

지된다고 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채 을 빠

른 페이딩 채 로 가정한다.

한편 수신된 신호가 다수의 간 와 페이딩 되지 

않은 지배 인 직  성분으로 구성되어있다면, 수

신된 신호의 포락선의 진폭은 라이시안 확률 도함

수를 가지게 되며, 이 페이딩을 라이시안 페이딩 이

라 부른다. 라이시안 확률 도함수는 라이시안 페이

딩지수   로 표  할 수 있으며,   는 다 경로에 

의한 간  신호의 력에 한 지배 인 직  

신호의 력의 비로 정의할 수 있다. =0 이면 

일리 페이딩 채 이 된다. 

Ⅲ. 유클리드 거리에 비례하는 정보비트의 매핑법

1. natural 매핑법과 MHD 매핑법

STTC 부호를 포함한 트 리스 부호는, 정보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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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tural mapping         (b) MHD mapping

<그림 2> natural 매핑과 MHD 매핑의 비교

<Fig. 2> Comparisons between natural mapping and 

MHD mapping.

와 M-ary 채  심볼간에 맵핑 방법에 있어서 natural 

매핑 방법을 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러한 매

핑법은 부분의 STTC 부호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

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최 이 아니며 정보

비트와 M-ary 채  심볼간에 맵핑 규칙을 변경함으

로써 STTC 부호의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 트 리스 

부호의 성능은 신호 좌표상의 유클리드 거리와 

한 계가 있다. Umeda 등은 TCM 부호에 하여 정

보비트의 해 거리가 트 리스 가지에 할당된 M-ary 

채  심볼의 유클리드 거리에 비례하는 MHD 매핑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2>는 8-PSK 신호좌표에 하여 정보비트와 

8-PSK 심볼과 매핑을 할 때, natural 매핑과 MHD 매

핑을 비교한 그림이다 [5]. Gray 매핑은 무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기로 한다. 주의할 

은 4-PSK 에서는 신호의 개수가 어서, MHD 매

핑과 Gray 매핑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는 000 을 기 으로 한 정보비트

의 해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 2 (a)>의 natural 매핑

에서는 3개의 정보비트를 8-PSK 심볼 번호 순서에 

따라 순차 으로 할당을 하 다. 따라서 8-PSK 채  

심볼간의 유클리드 거리의 크기와 정보비트간의 해

거리가 상 계가 없이 할당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 000/0 과 001/1, 그리고 000/0 과 

100/4 을 보면, 8-PSK 심볼 0번과 1번, 그리고  0번과 

7번간의 유클리드 거리는 각각   

=0.765, 

=2이지만, 해 거리는 각각 =1, =1 이 된다. 

<그림 2 (b)>의 MHD 매핑법에서는  8-PSK 채  심

볼간의 유클리드 거리에 비례해서 정보비트의 해

거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할당된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000/0 과 001/1, 그리고 000/0 과 110/4 을 

보면 유클리드 거리에 비례해서 해 거리는 각각 

=1, =2 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000/0 과 101/7, 그리고 000/0 과 100/6 을 보면, 유클

리드 거리에 완 하게 비례해서 해 거리가 할당되

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CM 부호에 MHD 

매핑을 용하기 해서는 <그림 2 (b)> 만 구하면 

충분하지만, MTCM 부호나 STTC 부호에 용하기 

해서는 필요조건이 된다. 

2. MHD 매핑법을 응용한 STTC 부호

서론에서 언 되었듯이, TCM 부호나 MTCM 부호

는 트 리스 선도의 일반 인 구조가 STTC 부호와 

다르기 때문에, 참고문헌 [6, 7]에서 사용된 MHD 매

핑 방법을 그 로 STTC 부호에 사용할 수 없으며, 

STTC 부호에 알맞게 MHD 매핑 알고리듬을 수정해

야 한다. 이 과정은 완 히 새로운 STTC 부호를 설

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비트와 채  심볼간의 매

핑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STTC 부호

에는 병렬천이가 없으므로, MHD 매핑을 응용하는 

과정은 MTCM 부호에 비해 단순하다. 

본 논문에서는 Tarokh 등[1]이 제안한 STTC 부호

를 3명의 자들의 이름을 따서 편의상 TSC부호라

부르기로 한다. <그림 3>은 natural 매핑과 MHD 매

핑을 응용한 TSC 부호의 트 리스 선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의 8상태 8-PSK TSC부호 경우를 로들

어 MHD 매핑을 STTC 부호에 응용하는 과정은 다음

과 같다.

1단계: STTC의 트 리스 선도에서 0상태의 첫 번

째 가지에 할당된 8-PSK 채  심볼들을 기

으로, 0상태에서 출발하는 8개의 가지에 

할당된 개(여기서는 2개)의 8-PSK 심볼

간의 유클리드 거리합을 계산한다.

   i) 유클리드 거리가 제일 큰 가지에 해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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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natural mapping 

(b) the modified MHD mapping

<그림 3> 8 상태, 8-PSK TSC 부호.

<Fig. 3> 8 state, 8-PSK TSC codes. 

(a) natural mapping

 (b) the modified MHD mapping

<그림 4> 유클리드 거리와 해  거리의 비교.

<Fig. 4> Comparisons of Euclidean distances and 

Hamming distances.

제일 큰 정보비트를 할당한다.

   ii) 유클리드 거리가 제일 작은 가지에 해 거

리가 제일 작은 정보비트를 할당한다.

   iii) 유클리드 거리가 두 번째로 큰 가지에 해 거

리가 두 번째로 큰 정보비트를 할당한다.

   iv) 남은 가지에는 남은 정보비트를 할당한다.

2단계: STTC 부호의 트 리스 선도에서 1상태 7

상태까지 1단계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4>는  <그림 3>의 8상태 8-PSK TSC 부호

에서 0 상태를 기 으로 1~7상태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와 해  거리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4>에서 

는 유클리드 거리합을 나타낸다. 00~07 은 2개의 

8-PSK 채  심볼을 나타내고, 000~111 은 3개의 정

보비트를 나타낸다. <그림 4(b)>를 보면 트 리스 가

지에 할당된 8-PSK 채  심볼간의 유클리드 거리합

에 비례해서 정보비트의 해 거리가 증가하는 방향

으로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모의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고려한 MHD 매핑법을 응용한 STTC 

부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빠른 일리 페이딩 

채 과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 채  각각에 하여 

컴퓨터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리고 natural 매 

핑과 Gray 매핑을 용한 STTC 부호와 성능을 동일

한 조건에서 비교하 다. STTC 부호는 4상태 4-PSK, 

8상태 4-PSK, 그리고 8상태 8-PSK 등 3종류의 TSC 

부호(=2, =1)를 선택하 다 [1].

인터리버는 10×10의 크기를 가지는 블록 인터리

버를 사용하 으며, 각 송신 안테나 별로 심볼 단

로 인터리빙을 수행한다. 채  인터리버를 거친 심

볼들은 8-PSK 변조기에 의해 변조되어 각 송신 안테

나별로 송된다. 페이딩 채 을 거쳐 안테나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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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f=0 (Rayleigh fading)

(b) Kf=10 (Rician fading)

(c) 4-state, 4-PSK

<그림 5> 빠른 페이딩 채 에서 TSC 부호의 BER 비교.

<Fig. 5> BER comparisons of TSC codes on fast fading

channels.

신된 신호는 역 인터리빙을 수행한 후 시공간 복호

기로 보내진다. 심주 수는 2GHz, 모바일의 속도

는    이다. 수신기에서는 채  상태정보

가 완 하게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 다. 일리 페

이딩 채 의 모델은 Jakes 모델[8]을 이용하 다. 성

능을 비교하기 한 척도로서 비트오율(Bit Error 

Rate; BER)을 사용하 다. 

<그림 5>는 빠른 일리 페이딩채 (a)과 빠른 라

이시안 페이딩채 (b) 각각에 하여 MHD 매핑법을 

응용한 TSC 부호의 BER 성능을 natural 매핑 혹은 

Gray 매핑을 용한 경우와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5(c)> 는 4상태 4-PSK TSC 부호의 성능을 타타내었

다. <그림 5>에서 Gray=MHD 의 표시는, 4-PSK 이므

로 MHD 매핑과 Gray 매핑이 동일하다는 뜻이다. 

한 =0 이면 일리 페이딩채 이고,  =10 이면 

라이시안 페이딩채 이다

 <그림 5(a)>에서 알 수 있듯이 빠른 일리 페이

딩채 에서 8상태 8-PSK TSC 부호를 사용할 경우 

MHD 매핑의 성능이 natural 매핑의 성능보다 

BER=10-4에서 약 0.7 [dB] 정도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MHD 매핑과 Gray 매핑의 성능을 

비교하면 MHD 매핑의 BER이 Gray 매핑 보다 미세

하게 나은 성능을 보이지만 BER 곡선이 겹쳐있으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은 빠른 

일리 페이딩채 이 데이터 송에 매우 열악한 채

 조건이므로 발생한 것이다. 빠른 페이딩 신호는 

기 역 펄스에 왜곡을 주는 채 의 특성이 한 심

볼 주기 동안에도 여러 번 변화하면서, 동시에 일

리 페이딩은 수신 신호의 성분에 직 가 없는 경

우이므로  Gray 매핑과 MHD 매핑의 성능차이를 발

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채 이 비교  양호하게 변화하면 Gray 매핑

과 MHD 매핑의 성능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다.  <그

림 5(b)>를 보면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채 에서 MHD 

매핑, Gray 매핑, natural 매핑 순서로 성능의 우열 계

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BER=10-5에서 MHD 매핑과 

Gray 매핑의 성능차이는 약 0.5[dB], Gray 매핑과 natural 

매핑과의 성능차이는 약 0.2[dB]로 나타났다. 

MHD 매핑이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트

리스 부호의 성능이 채  심볼의 유클리드 거리와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빠른 일리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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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채 에서의 간 (pairwise) 오율 수식은 신호 좌

표상에서 계산한 송신한 심볼과 오류가 난 심볼 간

의 유클리드 거리의 함수로 주어진다. 인 한 채  

심볼 간의 유클리드 거리가 작을 수 록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은데, 비트 오율을 이기 해서는 오

류가 날 가능성이 많은 심볼 간에는 가능한 해  거

리가 작은 정보비트를 할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러한 개념은 Gray 매핑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

러나 Gray 매핑은 인 한 채  심볼에 하여 해

거리가 1로 고정된 정보비트를 할당하는 것이지만, 

MHD 매핑은 트 리스 부호에서 요한 유클리드 

거리 까지를 고려하여 Gray 매핑개념을 도입한 매핑

법이므로 STTC 부호에서도 성능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단된다.

<그림 5(a)>와 <그림 5(b)>에서 8 상태 4-PSK의 BER 

성능을 찰하면, SNR (Signal to Noise Ratio) 이 높은 

구간에서  Gray 매핑 (=MHD 매핑)의 성능이 natural 

매핑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며, BER=10-5에서 빠

른 일리 페이딩 채 에서는 1.2[dB],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 채 에서는 0.1[dB]의 이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5(c)>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4상

태 4-PSK 부호의 성능은 BER=10-5에서 빠른 일리 

페이딩 채 에서는 0.6[dB],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 채

에서는 0.3[dB]의 이득을 보여주고 있다.

구 에서 보면 natural 매핑을 해 새로이 추

가되는 하드웨어는 없다. Gray 매핑의 복잡도와 

MHD 매핑의 복잡도는 동일하다. Gray 매핑 혹은 

MHD 매핑을 구 하기 해서는 간단한 비트조작 

(bit manipulation) 정도의 거의 무시 가능한 하드웨어

만을 추가로 요구되므로 natural 매핑, Gray 매핑, 그

리고 MHD 매핑의 복잡도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HD 매핑을 응용한 STTC 부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빠른 일리 페이딩 채 과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 채  각각에 하여 컴퓨터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리고 8상태 8-PSK, 8상

태 4-PSK, 4상태 4-PSK 등의 STTC 부호(=2, 

=1)를 선택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을 비교하 다. 

빠른 일리 페이딩채 에서 8상태 8-PSK TSC 부

호를 사용할 경우  MHD 매핑의 성능이 natural 매핑

의 성능보다 BER=10-4에서 약 0.7 [dB] 정도 우수함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MHD 매핑과 Gray 매핑의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다.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채 에서는 MHD 매핑, Gray 

매핑, natural 매핑 순서로 성능의 우열 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BER=10-5에서 MHD 매핑과 Gray 매핑의 

성능차이는 약 0.5[dB], Gray 매핑과 natural 매핑과의 

성능차이는 약 0.2[dB]로 나타났다.

MHD 매핑과 Gray 매핑의 성능차이는 빠른 일리 

페이딩 채 보다는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 채 에서 더욱 

확연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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