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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ＭＩＭＯ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선택 방법

(57)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MIMO(Multi-Input Multi-Output)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MIMO 시스템의 송/수신 양단에서 다중 안테나 중 일부의 안테나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MIMO 시스템의

특성을 살리고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여 성능의 열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MIMO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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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MIMO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에 있어서,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을 생성하는 단

계; 상기 생성한 수신 채널 이득 행렬의 각 행(수신 안테나)과 열(송신안테나)에서 채널 이득의 합(sum)을 구하는 합 연산

단계; 상기 구한 채널 이득의 합(sum)이 최대인 안테나를 선택하는 제 1 안테나 선택 단계; 및 상기 선택한 안테나의 채널

이득 값들 중 최대 채널 이득 값을 포함하는 송/수신 안테나를 교차적(교번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

를 선택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는 제 2 안테나 선택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MIMO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MIMO(Multi-Input Multi-Output)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에 있어서,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한 수신 채널 이득 행렬의 각 행(수신 안테나)과 열(송신안테나)에서 채널 이득의 놈(norm) 값을 구하는 놈 연산

단계;

상기 구한 채널 이득의 놈(norm) 값이 최대인 안테나를 선택하는 제 1 안테나 선택 단계; 및

상기 선택한 안테나의 채널 이득 값들 중 최대 채널 이득 값을 포함하는 송/수신 안테나를 교차적(교번적)으로 선택하는 과

정을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를 선택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는 제 2 안테나 선택 단계

를 포함하는 MIMO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놈(norm) 연산 단계는,

상기 생성한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의 각 원소의 절대값을 취해 크기를 구하고, 각 행(수신 안테나)에서 원소 크기 제곱의

합과 각 열(송신 안테나)에서 원소 크기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IMO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

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안테나 선택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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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채널 이득 행렬의 각 열과 행 중에서, 상기 구한 원소 크기 제곱의 합이 가장 큰 열 또는 행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안테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IMO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

청구항 4.

MIMO(Multi-Input Multi-Output)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에 있어서,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한 수신 채널 이득 행렬의 각 행(수신 안테나)과 열(송신안테나)에서 채널 이득의 합(sum)을 구하는 합 연산 단

계;

상기 구한 채널 이득의 합(sum)이 최대인 안테나를 선택하는 제 1 안테나 선택 단계; 및

상기 선택한 안테나의 채널 이득 값들 중 최대 채널 이득 값을 포함하는 송/수신 안테나를 교차적(교번적)으로 선택하는 과

정을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를 선택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는 제 2 안테나 선택 단계

를 포함하는 MIMO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합(sum) 연산 단계는,

상기 생성한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의 각 원소의 절대값을 취해 크기를 구하고, 각 행(수신 안테나)에서 원소 크기의 합과

각 열(송신 안테나)에서 원소 크기의 합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IMO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안테나 선택 단계는,

상기 수신 채널 이득 행렬의 각 열과 행 중에서, 상기 구한 원소 크기의 합이 가장 큰 열 또는 행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해당

하는 안테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IMO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안테나 선택 단계는,

상기 제 1 안테나 선택 단계에서 선택한 안테나의 채널 이득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송신 안테나 또는 수신 안테나를 교차적

(교번적)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새로 송/수신 안테나가 선택되면 이전에 선택되었던 안테나를 채널 이득 행렬에서 삭제한

후에 다음 안테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를 선택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IMO 시

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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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안테나 선택 단계는,

상기 제 1 안테나 선택 단계에서 선택한 안테나가 수신 안테나인지 송신 안테나인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상기 제 1 안테나 선택 단계에서 선택한 안테나가 수신 안테나이면 선택된 수신 안테나의 채널 이득 중 가

장 큰 값을 갖는 송신 안테나를 선택하고(송신 안테나 선택 과정), 이전에 선택되었던 수신 안테나를 채널 이득 행렬에서

삭제한 후에,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가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선택되었으면 종료하고 아니면 수신 안테나 선택 과정으

로 진행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 결과, 상기 제 1 안테나 선택 단계에서 선택한 안테나가 송신 안테나이면 선택된 송신 안테나의 채널 이득 중 가

장 큰 값을 갖는 수신 안테나를 선택하고(수신 안테나 선택 과정), 이전에 선택되었던 송신 안테나를 채널 이득 행렬에서

삭제한 후에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가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선택되었으면 종료하고 아니면 상기 송신 안테나 선택 과

정으로 진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MIMO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MIMO(Multi-Input Multi-Output, 이하 "MIMO"라 함)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

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MIMO 시스템의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양쪽에서 모두 안테나 선택 방식을 사용할

경우 선택되는 안테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기 위한 절차 및 계산량을 극소화함으로써, 복잡도를 줄여 비용을 절감

하고 구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MIMO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중 송/수신 안테나를 이용한 MIMO 시스템은 다이버시티 이득과 더불어 공간적 다중화를 통해 데이터 전송

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선 전송 방식으로서,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도 및

성능의 향상은 하드웨어 복잡도를 높이고 다수의 RF(Radio Frequency) 체인을 사용하므로 비용 상승을 가져온다.

한편, N개의 RF 체인과 N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N개의 RF 체인을 사용하면서 M(≥ N)개의 안테나 중

N개의 안테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을 비교하면, 안테나 선택을 사용한 시스템이 같은 수의 RF 체인을 사용하면서

도 매우 높은 성능의 향상을 보인다. 따라서 시스템의 하드웨어적 복잡도를 감소시키며 다수의 RF 체인 사용으로 인한 비

용을 줄이면서 MIMO 시스템이 갖는 장점을 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안테나 선택 기법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송/수신단에서 모두 안테나 선택을 하기 위한 종래 기술로는, 모든 가능한 안테나의 부분집합에 대하여 주어진 용량

을 계산한 후에 용량이 가장 큰 부분집합을 결정하는 “풀 이그조스티브 탐색(full exhaustive search)"(Andreas F.

Molish, M.Z. Win, and J.H. Winters, "Capacity of MIMO systems with antenna selection," Communications, IEEE

Int'l Conf., vol.2, pp. 570-574, June 2001) 방식과, 원하는 부분집합을 한 번에 찾는 것이 아니라 송신단에서 "이그조스

티브 탐색(exhaustive search)"을 통하여 의 크기를 갖는 모든 경우의 행렬식을 구하고 그 중에 용량이 가장 큰

값을 갖는 부분집합을 선택하고, 선택된 안테나 중에 수신단에서 "이그조스티브 탐색(exhaustive search)"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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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를 찾는 "부분 이그조스티브 탐색(Partial exhaustive search)"(A. Gorohkov, M.Collados,

D.Gore, and A.Paulraj, "Transmit/Receive MIMO antenna subset selecti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Proceedings, ICASSP, IEEE Int'l Conf., vol.2, pp. ii-13-16, May 2004) 방식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방식들은 모두 "이그조스티브 탐색(exhaustive search)"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매우 큰 비현실적인

복잡도를 갖게 된다. “풀 이그조스티브 탐색(full exhaustive search)"의 경우는 개의 경우의 수를 탐색하여 모

든 경우에 관한 행렬식을 계산해야하므로 계산량이 아주 크고 복잡도가 매우 높으며, "부분 이그조스티브 탐색(Partial

exhaustive search)"의 경우에는 개만큼의 경우의 수를 조사하므로 그 계산량이 대폭 줄어들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행렬식 계산을 요구하므로 그 복잡도가 매우 높은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MIMO 시스템의 송/수신 양단에서 다중 안테나 중 일부의 안테

나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MIMO 시스템의 특성을 살리고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여 성능의 열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MIMO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MIMO(Multi-Input Multi-Output)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에 있어서,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한 수신 채널 이득 행렬의 각 행(수신 안테

나)과 열(송신안테나)에서 채널 이득의 놈(norm) 값을 구하는 놈 연산 단계; 상기 구한 채널 이득의 놈(norm) 값이 최대인

안테나를 선택하는 제 1 안테나 선택 단계; 및 상기 선택한 안테나의 채널 이득 값들 중 최대 채널 이득 값을 포함하는 송/

수신 안테나를 교차적(교번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를 선택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는 제 2 안테나 선

택 단계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방법은, MIMO(Multi-Input Multi-Output) 시스템을 위한 낮은 복잡도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에 있어서,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한 수신 채널 이득 행렬의 각 행(수

신 안테나)과 열(송신안테나)에서 채널 이득의 합(sum)을 구하는 합 연산 단계; 상기 구한 채널 이득의 합(sum)이 최대인

안테나를 선택하는 제 1 안테나 선택 단계; 및 상기 선택한 안테나의 채널 이득 값들 중 최대 채널 이득 값을 포함하는 송/

수신 안테나를 교차적(교번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를 선택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는 제 2 안테나 선

택 단계를 포함한다.

이처럼, 본 발명은 채널 이득 행렬에서 가장 큰 채널 이득을 갖는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교차적(교번적)으

로 선택하여 프로비니어스 놈(Frobenius norm)을 최대화하는 채널 행렬을 선택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

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서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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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여 기본적인 시스템 모델을 살펴보면, 입력 신호들(110)이 개의 RF 체인(130)을 거쳐 개의 병렬 신호

로서 (≥ )개의 송신 안테나(150)를 통해 전송되고, 이를 (≥ )개의 수신 안테나(160)에서 수신하여 개의 RF 체

인(170)을 거쳐 출력 정보가 나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입력된 신호(110)는 신호 처리 및 코딩부(120)를 거쳐 개의 송신 안테나(150) 중에서 선택된

개의 송신 안테나(130)를 통하여 전송되고, 개의 수신 안테나(160) 중에서 선택된 개의 수신 안테나(170)를 통

하여 수신된다.

결국, 개의 송신 안테나(150)에서 전송되어 개의 수신 안테나(160)로 수신한 채널 이득 행렬 중에서 가장 큰

놈(norm) 값을 갖는 의 부분집합을 찾아내는 문제가 된다. 본 발명은 이 부분집합을 찾는 문제를 기존의 "이그조스

티브 탐색(exhaustive search)"에 기반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부분집합

을 찾아낼 수 있다.

한편,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식은 공간 다이버시티 시스템 모델의 경우에 직교 블록 시공간 부호를 사용할 경우 하기의

[수학식 1]과 같이 계산되고, 공간 다중화 시스템 모델로 사용하는 경우 하기의 [수학식 2]의 형태로 표현된다.

수학식 1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1]에서 는 선택된 안테나의 채널 이득 행렬 의 원소이고, 상기 [수학식 2]에서 는 수신신호대잡음

비(SNR), 는 의 선택된 안테나 채널 행렬, 는 크기의 항등 행렬(Identity matrix)이며, 는 의 허

미티안 행렬(Hermitian matrix)이다.

한편, 공간 다중화 모델의 경우 타요(Tayor) 확장을 통한 점근적 방식에 의해 낮은 신호대잡음비(SNR)에서 하기의 [수학

식 3]과 같이 근사화된다.

수학식 3

따라서 공간 다이버시티의 경우와 공간 다중화의 경우 모두 에 비례하는 수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본 발명은 채널 이득 행렬에서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번갈아 가면서(교번적으로) 채널 행렬 원소가 큰 값부터 순차

적으로 선택하여 을 만족하는 의 부분집합 를 찾는 방식이다. 이때, 송신단과 수신단에서 선택된 안테나의

수는 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본 발명에서는 선택된 안테나가 이루는 채널 행렬의 프로비니어스 놈(Frobenius norm)이 가장 큰 값을 갖는 부분집합을

선택하는 경우를 고려한 두 가지 실시예를 제시하며, 그 구체적인 예를 도 2를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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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4X4 안테나에서 2X2 안테나를 선택하는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으로,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수가 각각 4개인 MIMO 시스템의 각 안테나별 채널 상태를 나타내며 이 중에 송/수신

안테나를 각각 2개씩 찾는 경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로, 놈(Norm) 기반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제안 방식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과정 :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 의 각 원소의 절대값을 취해 크기를 구하고, 행과 열 중에서 각 행(수신 안테나)에서

원소 크기 제곱의 합과 각 열(송신 안테나)에서 원소 크기 제곱의 합을 구한다.

제 2 과정 : 각 열과 행 중에서 상기 제 1 과정에서 구한 크기의 합이 가장 큰 열 또는 행 하나를 선택하고(200) 해당 안테

나를 선택한다(210).

제 3 과정 : 만약 상기 제 2 과정에서 행이 선택된 경우(열이 선택된 경우는 열과 행이 반대), 선택된 행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갖는 원소 를 선택하고(220), 를 포함하는 열을 선택한다(230).

제 4 과정 : 상기 제 3 과정에서 선택된 열(230)에서 (220)를 제외하고 가장 큰 값을 갖는 원소를 선택하고(240), 그

원소를 포함하는 행을 선택한다(250).

제 5 과정 : 상기 제 3 과정 및 제 4 과정을 선택하려는 안테나의 수 와 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두 번째로, 합(Sum) 기반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제안 방식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과정 :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 의 각 원소의 절대값을 취해 크기를 구하고, 각 행(수신 안테나)과 열(송신 안테나)에

서 각 원소 크기의 합을 구한다.

제 2 과정 : 상기 놈(norm) 기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기 놈(norm) 기반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

법의 제 2 과정 내지 제 5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매우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이그조스티브 탐색(exhaustive search)" 방식에서 무

수히 많은 수의 부분집합을 일일이 조사하여 찾았던 가장 좋은 안테나 부분집합을 매우 적은 계산량으로 쉽고 빠르게 찾아

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고 구현된 시스템이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4X4 안테나에서 2X2 안테나를 선택한 경우의 신호대잡음비(SNR)에 따른 성능을 도시한

도면으로, 기존에 제안된 성능 최대화 방식인 “풀 이그조스티브 탐색(full exhaustive search)" 방식, "부분 이그조스티브

탐색(Partial exhaustive search)" 방식, 모든 부분집합에 관한 놈(norm)을 "이그조스티브 탐색(exhaustive search)"으

로 구한 놈 기반 탐색(m-based search) 방식, 및 본 발명에 따른 2가지 방식(놈 기반 방식, 합 기반 방식), 그리고 안테나

선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모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 3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에 따른 2가지 방식(놈 기반 방식, 합 기반 방식)은 놈 기반 탐색(m-based search) 방

식과는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며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풀 이그조스티브 탐색(full exhaustive search)" 방식

및 "부분 이그조스티브 탐색(Partial exhaustive search)" 방식과 비교할 때 낮은 신호대잡음비(SNR)에서 1dB이내의 성

능 차이를 보인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8X8 안테나에서 4X4 안테나를 선택한 경우의 신호대잡음비(SNR)에 따른 성능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에 따른 2가지 방식(놈 기반 방식, 합 기반 방식)은 “풀 이그조스티브 탐색(full

exhaustive search)" 방식에 비하여 0.5~2dB 정도의 성능 열화를 보인다. 그러나 이 성능의 열화는 후술하는 도 5에 도

시된 계산량의 현저한 감소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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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과 기존 안테나 선택 방식과의 계산량의 복잡도를 비교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풀 이그조스티브 탐색(full exhaustive search)" 방식(510), "부분 이그조스티브 탐색(Partial

exhaustive search)" 방식(520), 놈(norm)을 기반으로 하는 본 발명의 제안 방식Ⅰ(530), 및 합(sum)을 기반으로 하는 본

발명의 제안 방식Ⅱ(540)에 관한 복잡도(550)가 비교되어 나타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방식에 관하여 8X8 안테나에서

4X4 안테나를 선택한 경우의 복잡도(560)를 예시하였다.

한편, 정규화된 복잡도의 예시(570)는 가장 낮은 복잡도를 갖는 합(sum)을 기반으로 하는 본 발명의 제안 방식Ⅱ(540)를

정규화하여 1로 놓고(590) 다른 방식의 복잡도를 비교한 예시이다. 이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안 방식Ⅱ(540)는 “풀 이그

조스티브 탐색(full exhaustive search)" 방식(510)의 계산량(580)에 비해 약 1/10,000정도, "부분 이그조스티브 탐색

(Partial exhaustive search)" 방식(520)과 비교하여도 약 1/400정도의 획기적인 계산량의 감소를 보인다.

또한, 도 3과 도 4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방식은 거의 동일한 성능(결과)을 보이는데 비해,

놈(norm)을 기반으로 하는 본 발명의 방식은 합(sum)을 기반으로 하는 본 발명의 방식에 비해 계산량이 2배 정도이므로

합(sum)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놈(norm)에 기반한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도이다.

먼저, 수신되는 채널의 이득 행렬 를 생성한다(601). 이후, 상기 생성한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 에서 각 열과 행의 놈

(norm)을 구한다(602). 즉, 상기 생성한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 의 각 원소의 절대값을 취해 크기를 구하고, 행과 열 중

에서 각 행(수신 안테나)에서 원소 크기 제곱의 합과 각 열(송신 안테나)에서 원소 크기 제곱의 합을 구한다.

이후, 상기 구한 놈(norm) 값들 중에서 최대 놈(norm) 값을 갖는 안테나를 선택한다(603). 즉, 각 열과 행 중에서 상기

"602" 과정에서 구한 원소 크기 제곱의 합이 가장 큰 열 또는 행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안테나를 선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수신된 전체 송/수신 안테나의 채널 이득 행렬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송/수신 안테나 중

각 행과 열에서 각 채널 이득의 제곱의 합이 가장 큰 값을 선택하여 첫 번째 안테나를 선택한다. 이는 하기의 [수학식 4]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4

이후, 상기 선택한 안테나의 채널 이득 값 중 최대 채널 이득 값을 포함하는 송/수신 안테나를 교차적(교번적)으로 선택하

는 과정을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를 선택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604 내지 610). 즉, 상기 처음 선택된 안테나의 채널 이

득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송신 안테나 또는 수신 안테나를 교차적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새로 송/수신 안테나가 선택되면

이전에 선택되었던 안테나를 채널 이득 행렬에서 삭제한 후에 다음 안테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를 선

택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도 6을 참조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처음 선택된 안테나가 수신 안테나인지 송신 안테나인지를 확인한다(604).

상기 확인 결과(604), 처음 선택된 안테나가 수신 안테나이면 선택된 수신 안테나의 채널 이득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송신

안테나를 선택하고(605), 이전에 선택되었던 수신 안테나를 채널 이득 행렬에서 삭제한 후에(606),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

가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여(607) 선택되었으면 종료하고 아니면 "608" 과정으로 진행한다.

한편, 상기 확인 결과(604), 처음 선택된 안테나가 송신 안테나이면 선택된 송신 안테나의 채널 이득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수신 안테나를 선택하고(608), 이전에 선택되었던 송신 안테나를 채널 이득 행렬에서 삭제한 후에(609) 원하는 개수의 안

테나가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여(610) 선택되었으면 종료하고 아니면 "605" 과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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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합(sum)에 기반한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도이다.

먼저, 수신되는 채널의 이득 행렬 를 생성한다(701). 이후, 상기 생성한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 에서 각 열과 행의 합

(sum)을 구한다(702). 즉, 상기 생성한 수신 채널의 이득 행렬 의 각 원소의 절대값을 취해 크기를 구하고, 행과 열 중에

서 각 행(수신 안테나)에서 원소 크기의 합과 각 열(송신 안테나)에서 원소 크기의 합을 구한다.

이후, 상기 구한 합(sum) 값들 중에서 최대 합(sum) 값을 갖는 안테나를 선택한다(703). 즉, 각 열과 행 중에서 상기 "702"

과정에서 구한 원소 크기의 합이 가장 큰 열 또는 행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안테나를 선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수신된 전체 송/수신 안테나의 채널 이득 행렬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송/수신 안테나 중

각 행과 열에서 각 채널 이득의 합이 가장 큰 값을 선택하여 첫 번째 안테나를 선택한다. 이는 하기의 [수학식 5]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5

이후, 상기 선택한 안테나의 채널 이득 값 중 최대 채널 이득 값을 포함하는 송/수신 안테나를 교차적(교번적)으로 선택하

는 과정을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를 선택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704 내지 710). 즉, 상기 처음 선택된 안테나의 채널 이

득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송신 안테나 또는 수신 안테나를 교차적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새로 송/수신 안테나가 선택되면

이전에 선택되었던 안테나를 채널 이득 행렬에서 삭제한 후에 다음 안테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를 선

택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도 7을 참조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처음 선택된 안테나가 수신 안테나인지 송신 안테나인지를 확인한다(704).

상기 확인 결과(704), 처음 선택된 안테나가 수신 안테나이면 선택된 수신 안테나의 채널 이득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송신

안테나를 선택하고(705), 이전에 선택되었던 수신 안테나를 채널 이득 행렬에서 삭제한 후에(706), 원하는 개수의 안테나

가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여(707) 선택되었으면 종료하고 아니면 "708" 과정으로 진행한다.

한편, 상기 확인 결과(704), 처음 선택된 안테나가 송신 안테나이면 선택된 송신 안테나의 채널 이득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수신 안테나를 선택하고(708), 이전에 선택되었던 송신 안테나를 채널 이득 행렬에서 삭제한 후에(709) 원하는 개수의 안

테나가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여(710) 선택되었으면 종료하고 아니면 "705" 과정으로 진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롬, 램,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MIMO 시스템의 송/수신 양단에서 다중 안테나 중 일부의 안테나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MIMO 시스템의 특성을 살리고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여 성능의 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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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발명은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서 송/수신 양단에서 안테나 선택을 수행하였을 경우, 모든 부분집합에 관한 경우의 수

를 탐색하여 무수히 큰 계산을 하여야 하는 기존의 "이그조스티브 탐색(exhaustive search)" 방식과 달리, 매우 간단한 방

식을 통하여 현저히 낮은 복잡도로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서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4X4 안테나에서 2X2 안테나를 선택하는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

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4X4 안테나에서 2X2 안테나를 선택한 경우의 신호대잡음비(SNR)에 따른 성능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8X8 안테나에서 4X4 안테나를 선택한 경우의 신호대잡음비(SNR)에 따른 성능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과 기존 안테나 선택 방식과의 계산량의 복잡도를 비교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놈(norm)에 기반한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합(sum)에 기반한 송/수신 안테나 선택 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0 : 신호 처리 및 코딩부 140 : RF 스위치

150 : 송신 안테나 160 : 수신 안테나

180 : 신호 처리 및 디코딩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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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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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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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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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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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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