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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채널 환경 하에서 의 과 을 최소로 하는 성상도를 어떻게 찾아낼 수AWGN 16-ary QAM SER BER
있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가 년에 에서 을 최소로 하는 최적의 성상도를 발표하. Foschini 1974 High SNR SER, BER
였지만 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 할당에 있어서 불리하다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성상도, symmetry .

은 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기존의 그리드 형식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본 논Modified 1 symmetry 4×4 .
문의 가지의 비교대상 중에 은 의 성상도가 성상도보다 이내의 차이로 가장 좋4 SER Foschini Modified 2 0.01dB
았다 에서는 에서는 그리드가 성상도보다 이내의 차이로 가장 좋았고. BER Low SNR 4×4 Modified 1 0.02dB ,

에서는 의 성상도가 성상도보다 이내의 차이로 가장 좋았다High SNR Foschini Modified 2 0.01dB . Modified 1,
성상도가 의 근소한 차이로 최적보다 이 떨어졌지만 에서는 더 뛰어Modified 2 0.01~0.02dB BER, SER , symmetry

난 성상도라 할 수 있겠다.

서론.Ⅰ

본 논문은 채널 환경 하에 의AWGN 16-ary QAM
최적화된 성상도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 최.
적화라는 의미는 일정한 SNR( 하에서 얼마나)

이 낮게 나오느냐이다 에서 최적BER, SER . Low SNR
이라고 널리 알려진 의 그리드와Fig.1 4×4 High SNR
에서 최적이라고 알려진 의 의 성상도Fig.2 Foschini
를 기준으로 그 외의 가지 들을 비교[7] 2 constellation

하면서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SER, BER .

본론.Ⅱ

의2.1 16-ary QAM SER

를 개 심볼 각각의 라 하면16 a priori , 이

된다.  을 송신된 신호, 은 수신된 신호, 는  의
영역이라 하자decision .     는 잡음의Gaussian

이다 이 때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의 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16-ary QAM SER . [1]

SER = 




P[∉|  is transmitted]

= 







P[∉|  is transmitted]

= 1 - 







P[∈|  is transmitted]

= 1 - 










     (1)

에서 을 낮추기 위해서는(1) SER 


   

의 값을 최대한 크게 하여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 영역이 최대한 넓어야 한다 따라서. 가 넓어

지기 위해서는 인접 심볼 간의 거리가 증가해야한다 결.
국 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호의 성상도에서 심볼 간SER
최소 거리를 최대한 늘려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2.2 16-ary QAM BER

를 한 번에 전송되는 비트의 수라고 하면,

일 때에는16-ary   이다. ≠ 일 때 를  와

 간의 에러 비트의 수라고 하자 그러면. 는 1∼4
까지의 값을 가진다 이때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BER
수 있다. [1]

BER = 







P[∉|  is trans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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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s transmitted] (2)



Foschini's : 0.007 0.126 0.644 1.279 0.906 -1.032 -0.504 -0.611

 : 0.767 0.106 0.545 0.305 -0.771 -0.103 0.332 1.020

: 0.758 -0.911 -0.388 0.245 -0.272 0.376 -1.136 0.512

 : -0.119 -0.772 -0.329 -0.552 -1.001 -1.215 0.571 1.211

Modified 2 : 0.592 -0.085 -1.099 -0.423 0.254 0.930 -0.761 -0.085

 : -1.025 1.318 0.732 0.732 0.732 0.732 0.146 0.146

: 0.592 1.268 -1.099 -0.423 0.254 0.930 -0.761 -0.085

 : 0.146 0.146 -0.439 -0.439 -0.439 -0.439 -1.025 -1.025

와 의 좌표값들Table 1 Foschini's Modified 2

를 과 비교해보면 도 과 마찬가지로(2) (1) , BER SER
 를 송신했을 때 수신한 이 에 포함되지 않을 확

률에 비례하므로 심볼간 최소거리를 최대한 키워야 한

다 또한. 


의 값은 최대한 작게 해야 하는데 이 말

은 비트 에러의 개수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
다 따라서 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볼 간 최소 거리. BER
는 최대한 늘리고 인접 심볼 간 서로 다른 비트의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성상도2.3 Modified

일반적으로 평균 심볼 파워가 이라는 제한조건에1
서 개 심볼들의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작을수록16
인접 심볼 간의 최소거리는 증가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
져 있다 따라서 그리드보다 심볼들을 원점에 더. 4×4
가깝게 붙이려면 인접 심볼들을 연결한 에지의 모양이
정삼각형이 되어야한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 그.
리고 정삼각형의 개수가 많을수록 심볼들을 더욱 원점
에 가깝게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
양이 의 성상도이다Fig.3 Simon . [9]

그리드의 성상도Fig.1 4×4 의 성상도Fig.2 Foschini 의 성상도Fig.3 Simon

성상도Fig.4 Modified 1 성상도Fig.5 Modified 2



하지만 의 한 심볼에 대해서 최대 인접 심볼Fig.3
의 수가 개 이므로 비트를 할당하면 비트 에러가6 , 2
발생하는 개의 인접 심볼을 가진 점이 존재하게 된다2 .
따라서 지나치게 심볼들을 원점 가까이 모으면 비트할
당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비트할당에서의 손해.
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의 조합을 생
각할 수 있고 동시에 를 최대한 유지한 성, symmetry
상도가 의 성상도이다 에 비트Fig.4 Modified 1 . Fig.4
를 할당하면 인접 심볼간 비트 에러가 발생하는 경, 2
우가 보다 훨씬 줄어듦을 알 수 있다 그리고Fig.3 .

과 비교한다면 약간 일그러진 그리드 모양이라 할Fig.1
수 있다 의 인접 심볼간 최소거리가 보다. Fig.4 Fig.1
증가한 것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Table 2 .
그리고 비트할당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심볼간 최

소거리를 최대로 하는 방법이 있다 를 참조하여. Fig.5
우선 의 성상도에서 북서쪽 끝의 심볼을 남동방Simon
향으로 옮기면 전체 심볼들이 남동방향에 더 많이 모여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개의 심볼들을 전부 북서방. 16
향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개의 심볼들의 원점과의 거16
리가 평균적으로 더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심볼간 최소거리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 때 얼마만.
큼 평행이동 시켜야 심볼간 최소거리가 최대가 될지 구

하기 위해 축으로Inphase 만큼 축으로, Quadrature 
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하고 인접 심볼간의 최소거리를,

이라고 하자 그러면. 의 좌표값들은 과 같이 쓸(3)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좌표값을 구할 때 에 곱

해지게 되는 상수값이다.

 , ,…  (3)

여기서 평균 심볼 파워가 이라는 조건에 의해1 (4)

와 같은 방정식이 하나 세워진다. 을 최대로 하는 
와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4)

⇒     

∴ 


   

따라서 을 최소로 하기 위해 


, 


 을 풀

면 ,   이고 그때의 심볼들의 좌표값
과 심볼간 최소거리는 과 를 보면 알Table 1 Table 2
수 있다.

를 보면 가 심볼간 최소거리가 가장Table 2 Fig.5
크지만 비트를 할당할 때에는 최대 인접 심볼의 수가
개가 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손해가 생기게 된다 그6 .
리고 가 심볼간 최소거리는 비교 대상 중 번째이Fig.4 4
지만 그리드를 제외하고 비트할당을 가장 손해 없4×4
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관계인 비트 할. Trade off
당과 인접 심볼간 최소거리가 각각 에 어떠SER, BER
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각 성상도의 심볼간 최소거리Table 2

평균 심볼 파워 심볼 간 최소 거리

그리드Fig.1 4×4 1.000000 0.632456

Fig.2 Foschini's 1.000000 0.671626

Fig.3 Simon's 1.000000 0.666667

Fig.4 Modified 1 1.000000 0.650115

Fig.5 Modified 2 1.000000 0.676123

시뮬레이션 결과2.4

환경 하에 를 제외한 나머지AWGN Fig.3 Simon's
개의 성상도의 과 을 비교하였다 우선4 SER BER . SER
은 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접 심볼간 최소거리가 큰Fig.6
순서대로 성능이 좋았으며 가장 좋은 와, Foschini's

의 비교에 있어서는 가 인접 심Modified 2 Modified 2

그리드Fig.6 4×4 , Modified 1, Foschini's,
의 곡선Modified 2 SER

그리드Fig.7 4×4 , Modified 1, Foschini's,
의 곡선Modified 2 BER



볼간 최소거리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가 약Foschini's
간 더 좋았다 이는 의 논문에서. Foschini 16-ary

성상도의 최적화 조건으로 모든 인접 심볼간 거QAM
리는 같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에서는 모든, Modified 2
심볼간의 거리를 같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7]
그러나 그 차이는 로 미미했다 그리고0.01dB .

은 그리드보다 의 에서Modified 1 4×4 14dB SNR SER
이 더 좋았고 와 보다0.2dB , Foschini's Modified 2

안좋았다0.3dB .
은 에서 볼 수 있듯이 의 부근BER Fig.7 9dB SNR

에서 최적의 성상도가 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이하의 에서는 그리드가 가장 우수했고9dB SNR 4×4 ,
이상의 에서는 가 가장 우수했다 그9dB SNR Foschini's .

러나 두 번째로 좋은 것을 비교하면 의 까, 8.3dB SNR
지의 에서는 이 번째로 성능이Low SNR Modified 1 2
좋았고 에서 사이에는 가 두 번8.3dB 9dB Foschini's
째로 성능이 좋았다 은 까지의. Modified 1 8.3dB Low

에서 최적인 그리드보다 정도 떨어지SNR 4×4 0.02dB
는 성능이지만 와 보다 좋은 성능Foschini's Modified 2
을 보였다 이는 의 배치가 와. Modified 1 Foschini's

보다 비트 할당에 있어서 인접 심볼간 비Modified 2 2
트 에러가 더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가 최적이었고9dB Foschini's , High

에서는 보다SNR 14dB Modified 1 0.01dB, Modified
보다 그리드보다는 더 좋았다1 0.25dB, 4×4 0.4dB .
즉 심볼간 최소거리 증가에 의한 감소가 비트 에SER 2
러 발생으로 인한 악화요인보다 더 우세해짐을BER
의미한다.
따라서 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SER

인접 심볼간의 최소거리라고 할 수 있고 에 영향, BER
을 끼치는 요인은 이하의 에서는 인접9dB Low SNR
심볼간에 비트 에러의 수가 얼마큼 최소화되었느냐이2
고 에서는 심볼간 최소거리가 다시 우세한, High SNR
조건이 됨을 말해준다.

결론.Ⅲ

전송 방식의 에 영향을 미치는QAM SER, BER
요인은 심볼 간의 최소거리와 비트 할당 시 인접 심볼
간 비트 차이가 나도록 비트를 할당할 수 있는지 그1
가능여부이다 최소거리가 늘어난다면 심볼에러가 줄어.
들고 인접 심볼간 비트 다른 비트 할당이 가능하다, 1
면 비트에러를 최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리드 보다 심볼간 최소거리를 늘이려면 심볼들4×4
이 정사각형보다 정삼각형을 이루도록 배치하여야 한
다 동시에 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심볼간 최. symmetry
소거리를 늘린 성상도가 의 성상도이다 그Modified 1 .
러나 로 갈수록 비트 할당에 의한 요소보다High SNR
심볼간 최소거리에 의한 것이 우세해지므로 SNR

까지의 에서만 이 그8.3dB Low SNR Modified 1 4×4
리드 다음으로 성능이 좋았고 이후에는, 8.3dB

가 보다 이 좋아지기 시작했Foschini's Modified 1 BER
고 이후에는 가 가장 이 좋았다, 9dB Foschini's BER .
그리고 와 비슷하지만 모든 인접 심볼간의Foschini's
거리를 같게 한 는 와Modified 2 Foschini's SER, BER

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과연 에서 그리드 다음으로Low SNR 4×4 BER

성능이 좋은 것이 인지 아니면Modified 1 , Modified 1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존재하는지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추후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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