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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selection criterions on selection diversity are researched. The diversity is applied to the multiple antenna

system based on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WAVE) standard for rapid varying channel. Least squares (LS)

based decision feedback equalizer (DFE) are used for channel equalization. Received signal is regenerated by means of

the decision feedback path. In the selection diversity, the regenerated signal as well as the received signal is selected

according to selection criterion. The decision feedback algorithm can follow the fast speed of WAVE fading channel. To

control the tracking speed of the time-varying channel, simple low pass filter is used. Finally, the estimated channel value

recovers the distorted payloads. Signal power before automatic gain control (AGC) in analog stage can be used as a

selection criterion. In the digital stage, signal power after AGC, noise power after AGC, signal to noise ratio after AGC

and cross-correlation method can be used as selection criterions.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the performance of

the selection diversity is improv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combining diversity for the WAVE fading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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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환경 무선접속(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기술은 IEEE(Institute of Elec-

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802.11p[1]라는 명칭으

로 표준화 되어있으며, 지능형 교통 체계에서 차량과

노변장치 사이의 통신(Vehicle to Infra) 또는 차량 사

이의 통신(Vehicle to Vehicle)을 지원하는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이다.

WAVE의 물리층(Physical Layer) 기술인 IEEE802.11a

무선 랜(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은 직

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에 기반을 두고 있다[2]. IEEE

802.11a의 OFDM 기술은 근본적으로 이동환경이

아닌 정지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 되었다. 따라서

IEEE802.11a에서는 채널 등화(Equalization)를 위해 긴

훈련 수열(LTS: Long Training Sequence)을 이용하여

최소 자승(LS: Least Square) 방식으로 채널 추정(Esti-

mation)을 수행하고 LTS 이후의 페이로드(Payload)에

대해 채널 값의 변화를 무시하고 동일한 채널 값으로

프레임(Frame)의 끝까지 채널 복원(Recovery)을 수행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3].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은 WAVE

페이딩 채널과 같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채널 환경(보

통 시속 120 km까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3,4]. 물론 파

일럿 부 반송파(Pilot Subcarrier)를 통해 WAVE 페이딩

채널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지만 성능을 개선하기에

는 부족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5]. WAVE

페이딩 채널에서 IEEE802.11a OFDM을 적용하기 위

해 미드엠블(Midamble)을 이용한 채널 등화 방식이 제

안되기도 하였으나 느리게 변화하는 채널을 갖는 환경

에 한정되며 WAVE 표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5].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채널 환경에서 WAVE 표준을†E-mail : hongdk@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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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OFDM 전송을 위한 결정 궤환 등화(DFE:

Decision Feedback Equalization)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WAVE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는 프레임의 형식

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DFE가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DFE에서 채널 추정은 OFDM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S 추정을 사용한다. LTS

구간 동안에는 이미 알고 있는 긴 훈련 수열을 이용해

채널 추정을 수행하며 이후 페이로드 구간에는 결정

궤환 경로(Decision Feedback Path)를 통해 얻어진 재

생성 신호(Regenerated Signal)을 이용해 채널 추정을

수행한다. 또한 채널의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를 조절하

기 위해 간단한 저역 통과 필터(LPF: Low Pass Filter)

를 사용한다. 추정된 채널 값은 왜곡된 페이로드를 복

원하게 된다.

DFE는 WAVE 페이딩 채널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

만 상용 시스템에서 사용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더욱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다중 안테나(Multiple

Antenna) 시스템을 통한 다이버시티를 이용할 수 있다.

채널의 상태가 열악할 경우 결합 다이버시티(CD:

Combining Diversity)보다는 선택 다이버시티(SD:

Selection Diversity)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채널 환경에서

WAVE 표준에 기반한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 SD를 적

용할 경우 선택 기준(Selection Criterion)에 대해 연구

한다. 채널 등화 방식으로는 LS 추정에 기반한 DFE를

사용하였다. 이 방식에 SD를 적용하면 수신신호뿐 아

니라 궤환되어 재생성되는 신호도 선택 기준에 따라

선택된다. 채널의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

해 간단한 LPF를 사용한다. 선택 기준으로 아날로그

단에서는 자동 이득 제어(Automatic Gain Control:

AGC)를 통과하기 전 신호 전력(SbAGC: Signal Power

before AGC), 디지털 단에서는 AGC를 통과한 후에

신호 전력(SaAGC: Signal Power after AGC), AGC를 통

과한 후에 잡음 전력(NaAGC: Noise Power after AGC),

AGC를 통과한 후에 신호 전력 대 잡음 전력비(SNRaAGC:

Signal to Noise Ratio after AGC) 등을 사용한다. 수신

신호 간에 상호 상관(Ccross: Cross-correlation)을 이용한

방식도 사용한다. 비트 오율(BER: Bit Error Rate)을

이용하여 각 선택 기준에 따른 WAVE 수신기의 성능

을 평가 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단일 채널(SC: Single

Channel)과 CD 방식의 BER을 함께 제시하였다.

2. WAVE 표준과 채널 모델링

2.1. WAVE 표준

WAVE의 프레임은 아래 Fig. 1과 같이 구성된다. 먼

저 짧은 훈련 수열(STS: Short Training Sequence)이

전송된다. STS는 16 샘플 길이의 수열이 10회 반복되

어 160개의 샘플(1샘플 = 0.1 μs)이 전송되며, 전력 검

출(Power Detection), 초기 심볼 타이밍(Coarse Sym-

bol Timing), 그리고 초기 주파수 옵셋(Coarse Fre-

quency Offset)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STS 이후에

LTS가 전송된다. LTS는 64샘플 길이의 수열이 2회 반

복되어 전송된다. 보호 구간(GI: Guard Interval)에는

순환 접두(CP: Cyclic Prefix) 32 샘플이 포함되므로

LTS의 총 샘플 수는 160 샘플이 된다. LTS는 미세 심

Fig. 1. WAVE Frame

Table 1. WAVE modulation parameters.

Modulation Code Rate
Coded Bits per 

Subcarrier

Coded Bits per 

Symbol

Data Bits per 

Symbol

Data Rate 

(Mb/s)

RATE1(BPSK) 1/2 1 48 24 3

RATE2(BPSK) 3/4 1 48 36 4.5

RATE3(QPSK) 1/2 2 96 48 6

RATE4(QPSK) 3/4 2 96 72 9

RATE5(16QAM) 1/2 4 192 96 12

RATE6(16QAM) 3/4 4 192 144 18

RATE7(64QAM) 2/3 6 288 192 24

RATE8(64QAM) 3/4 6 288 21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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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타이밍, 미세 주파수 옵셋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LTS는 수신부의 FFT(Fast Fourier Transform)에

의해 시간영역으로 변환되어 채널 등화를 위한 훈련

수열로 쓰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FFT에 의해 시간

영역으로 변환된 LTS 및 이를 이용한 채널 등화에 관

심이 있다. 이후에는 전송 정보가 포함된 SIGNAL 필

드와 전송 정보가 포함된 DATA 필드 또는 PAY-

LOAD 필드가 전송된다. SIGNAL 필드와 DATA 필드

에서 하나의 심볼은 64개의 샘플과 순환 접두 16 샘플

이 포함되므로 총 샘플 수는 80 샘플이 된다. 심볼의

개수(N)는 변화될 수 있다. DATA 필드에서는 LTS에

서 추정한 채널 추정 값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원하

고 복호하게 된다.

Table 2에는 WAVE 시스템에 적용된 변조 파라미터

들이 나열되어 있다. 변조 방식에는 총 8가지가 있는

데 각각 RATEn(n은 정수)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RATE1과 RATE2는 모두 이진 위상 천이 변조(BPSK:

Binary Phase Shift Keying)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데

컨벌루셔널 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의 부호율

(Code Rate)은 각각 1/2와 3/4이다. 하나의 OFDM 심

볼 당 비트 수는 모두 48비트이고 심볼 주기는 8μs

이므로 데이터 율은 각각 3 Mbps와 4.5 Mbps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의 차원을 높이면 데이터 율

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27 Mbps의 데이터 율을

제공할 수 있다.

2.2. 채널 모델링

아래의 표는 WAVE에서 제시한 채널 모델 중 하나

의 채널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이다[4]. 편의상 우리는

이 채널을 Georgia 페이딩 채널이라고 명명한다. 아래

의 표는 Georgia 페이딩 채널 중 속도가 140 km/h로

이동하는 이동체에 관한 것이며 송신 이동체와 수신

이동체 사이의 거리는 300 - 400 m인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Jake 페이딩을 기본으로 하여 주파수

선택적 Georgia 페이딩 채널 시뮬레이터를 구축하였

다[6,7]. 위의 표를 시뮬레이터로 구축함에 있어서 다

소의 근사화를 수행하였다. 먼저 주어진 탭 번호 중 가

장 첫 번째 경로들 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페이딩 스펙

트럼의 형태는 모두 고전적인 Jake 페이딩 스펙트럼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들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설계된 시뮬레이터의 채널 값들은 표준에서 요구

하는 값에 비해 오차가 있지만 그 오차의 양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정들을 적용한

새로운 지연 프로파일을 아래의 표에 다시 나타내었다.

3. WAVE에서 SD 구조 및 선택 기준

본 장에서는 DFE가 적용된 WAVE 시스템에서 SD

를 사용하였을 때 수신기 구조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 기준을 제시한다.

3.1. DFE를 적용한 WAVE 수신기의 구조

Fig. 2에는 DFE를 사용하는 WAVE 수신시의 구조

가 나타나 있다.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FFT 이

Table 2. Georgia fading channel.

Tap 

No.

Path 

No.

Tap Power 

(dB)

Relative 

Path Loss 

(dB)

Delay 

Value (ns)

Fading 

Doppler 

(Hz)

1 1 0.0 0.0 0 60

1 2 -24.9 1 858

1 3 -25.5 2 486

2 4 -6.3 -13.1 100 655

2 5 -7.5 101 56

3 6 -25.1 -28.9 200 823

3 7 -29.3 201 75

3 8 -35.6 202 99

4 9 -22.7 -25.7 300 110

4 10 -34.4 301 639

4 11 -27.4 302 858

Table 3. Approximated georgia fading channel.

Path Loss (dB) Delay Value (ns) Fad. Doppler (Hz)

1 0.0 0 60

2 -6.3 100 655

3 -25.1 200 823

4 -22.7 300 110

Fig. 2. DFE based WAVE Receiv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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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수신 단에서는 전력 검출, 심볼 타이밍, 그리고

주파수 옵셋 복원을 수행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FFT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작업들은 채널 등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그림에서는 생략하였다.

WAVE 수신기에서 심볼 타이밍 및 주파수 옵셋 복

원이 이루어진 신호에 대해 마지막으로 수행해주는 동

작이 채널 등화이다. 또한 FFT에 의해 수신 신호가 주

파수 영역으로 변환된 후에 가장 먼저 수행해 주어야

하는 작업이 채널 등화이기도 하다. 채널 추정과 관련

된 수식적 분석은 복잡하지만, OFDM의 일반적인 특

성에 의해 부 반송파가 전송되면서 겪는 페이딩 채널

은 주파수 비선택적인(Frequency Nonselective) 페이딩

채널로 모델링 될 수 있으므로, OFDM을 위한 LS 채

널 추정기는 최종적으로 아래의 간단한 식 (1)로 표현

될 수 있다.

(1)

이 식에서 Xk는 미리 알고 있는 긴 훈련 수열(Pre-

known Xk for LTS Period)이며 Yk 는 채널을 통과한

긴 훈련 수열의 수신 신호이다. 아래 첨자 k는 부 반송

파 번호이다. 이 등화기는 LS 채널 추정기(LS Estima-

tion)와 채널 복원기(Recovery)가 같이 표현되어 있으

며 복잡도가 매우 낮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WAVE 표준에는 긴 훈련 수열이 프레임의 초반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로부터 위의 LS 채널 등화에 의해 프

레임 초반에 채널 값을 추정하고 이후의 프레임에서

복원을 수행한다. 따라서 프레임이 수신되던 도중에 채

널이 변화하게 되면 긴 훈련 수열에서 추정한 채널 값

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서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채널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FE 방식의 채널 추정 방식을 도입하였다.

즉 페이로드 구간에서는 페이로드 심볼들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복호 비트들을 이용해 재 생성된 심볼 Xk

(Regenerated Xk for Payload Period)들을 입력으로 받

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결정 궤환 경로가 필요하다.

결정 궤환 경로에서는 부 반송파 역 매핑, 변조 역 매

핑, 역 인터리버, 비터비 복호기, 역 스크램블러를 통해

비트들을 복호하며, 반대로 스크램블러, 컨벌루션 부호

기, 인터리버, 변조 매핑, 부 반송파 매핑을 통해 재생

성 심볼을 얻어내게 된다.

채널의 변화는 수신기의 이동속도에 따라 변한다.

수신기의 속도가 빠르게 변하면 채널의 변화도 빠르므

로 등화기의 업데이트 속도도 빨라야 한다. 반면에 수

신기의 이동속도가 느리면 채널의 변화도 느리므로 등

화기의 업데이트 속도도 느려야 한다. WAVE에서 정

의된 채널은 페이딩 속도가 매우 빨라 등화기의 업데

이트 속도를 매우 빨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정

궤환 LS 채널 등화에서는 아주 간단한 저역 통과 필터

를 사용하여 채널의 변화 속도를 쫓아가게 하였다. 저

역 통과 필터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식 (2)의 값에 따라 페이딩의 변화를 쫓아가는데 α

가 크면 현재 채널의 추정 값을 더 큰 비율로 반영하고

α가 작으면 과거 채널의 추정 값을 더 큰 비율로 반영

하게 된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알고리듬에서는 α값을

0보다는 1에 가깝게 설정하여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

다. 즉 채널의 변화가 매우 빠르다는 의미이다.

3.2. WAVE에서 SD 수신기의 구조

DFE를 이용할 경우 채널의 변화를 추적할 수는 있

지만 Georgia 페이딩 채널 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여

전히 만족할 만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 프레임 형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WAVE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다중안테나

를 이용하여 CD 또는 SD를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이버시티 수신기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 따른 성능향상이 어느 정도인지 실험할

필요가 있다.

Fig. 3에는 WAVE 시스템에서 SD를 이용한 수신기

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는 두 개의 안테나로

부터 신호를 독립적으로 수신하여 등화를 수행한 후에

CD 또는 SD를 수행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CD의 경우에는 단순히 두 안테나로부터 수신신호를

H
ˆ
k

1– XkYk

*

YkYk

*
----------

XkYk

*

Yk

2
----------= =

H
ˆ
DF 1 α–( )Hˆ k 1– αHˆ k+=

Fig. 3. SD Receiv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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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결정 궤환 경로에 입력시켜주기만 하면 된다.

또한 결정 궤환 경로의 출력을 페이로드 구간을 위한

훈련 심볼(Regenerated Xk for Payload Period)로 간주하

고 두 수신 경로의 LS 추정 블록으로 입력시키면 된다.

선택의 경우에는 다음 절에서 설명될 다양한 선택

기준을 활용하여 두 개의 경로 중에 더 좋은 경로를 선

택하여 결정 궤환 경로로 입력시킨다. 그 출력을 페이

로드 구간을 위한 훈련 심볼로 간주하고 두 수신 경로

의 LS 추정 블록으로 입력시키면 된다.

3.3. 다이버시티를 위한 다양한 선택 기준

DFE가 적용된 WAVE 시스템에서 SD를 사용함에

있어 경로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수신 신

호의 전력(S: Signal Power)이다. 그 외에 수신 잡음의

전력(N: Noise Power)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한 연산량이 많아지더라도 수신 신호 전력 대 잡음의

전력 비(SNR: Signal to Noise power Ratio)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보통 수신 신호의 전력은 단순히 수신 신호

의 제곱을 평균하여 구하고, 잡음의 전력은 수신 신호

의 분산 값으로부터 구하게 되며, 신호 전력 대 잡음

전력의 비는 구해진 두 값의 비로부터 구하게 된다.

이제는 S, N, SNR중 어떤 것을 선택 기준으로 활용

할 것인가와 더불어 어느 위치에서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즉 WAVE 시스템의 변조 방식인 OFDM에

서 수신 신호 S, N, SNR의 측정은 AGC(Automatic

Gain Control)를 통과하기 전에 수행하는 경우(아날로

그 단에서 수행하는 경우)와 AGC를 통과한 후에 수행

하는 경우(디지털로 변환하여 수행하는 경우)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에 따라 선택 기준은 3개의 기준(S,

N, SNR)과 2개의 측정 위치(before AGC, after AGC)

에 따라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용 RF 시스템의 아날로그 단에서는 수

신 신호의 전력만을 제공하므로 AGC 이전에서 잡음

의 전력을 측정하는 경우(NP before AGC)와 AGC 이

전에서 신호 전력 대 잡음 전력비를 측정하는 경우

(SNR before AGC)는 제외하면 모두 4가지의 경우로

줄어들게 된다. 이들과 비교하기 위한 레퍼런스로는

SD를 사용하지 않는 SC의 경우와 CD를 사용하는 경

우의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경우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 SC: 수신 신호의 선택 기준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첫 번째 수신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SD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CD: 모든 SD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SbAGC: 선택 기준으로 AGC이전의 신호 전력 대 잡

음 전력의 비를 선택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실제 실

험에서는 AGC와 유사한 역할을 등화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등화를 하기 전의 신호에 대한 전력을 이용하

게 된다. 아마도 좋은 선택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SaAGC: 선택 기준으로 AGC 후의 신호 전력을 이용

하는 방식이다. 실제 실험에서는 AGC와 유사한 역할

을 등화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등화를 한 후의 신호에

대한 전력을 이용하게 된다. 전력에 대한 정보가 상실

되므로 더 좋은 환경을 거친 경로를 선택할 수가 없으

므로 매우 열악한 선택 성능을 보이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 SNRaAGC: 실제 구현에서는 AGC에 대한 이득 정보

를 실시간으로 획득 할 수는 없으므로 선택 기준으로

AGC 후의 SNR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마도 좋은 선

택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NaAGC: AGC를 거치게 되면 신호의 전력 정보는 상

실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사실

신호의 전력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도 있다. 따라서 SNR을 측정함에 있어서 신호의 전력

은 제외하고 잡음의 전력만을 계산하여 선택의 기준으

로 삼을 수 있다. 이 기준 또한 좋은 선택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Ccross: 조금 다른 방식으로서 신호간의 상호 상관을

이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두 복

호 경로가 모두 동작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블

록도가 Fig. 4에 나타나 있다. 이 방식은 채널에 의해

왜곡된 수신 신호와 왜곡이 복원된 수신 신호 사이의

상호 상관 정도를 계산하여 상호 상관 정도가 큰 경로

가 더 정확한 경로라 판단하고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Fig. 4. SD Receiver Structure using C
cro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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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두 개의 결정 궤환 경로가 항상 동작해야 한다

는 문제가 있다.

4. 실험 및 결과

본 절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다양한 선택 기준을 활

용하는 SD에 대한 성능을 실험한 결과를 Fig. 5부터

Fig. 8까지 보이도록 한다. 채널은 2장에서 제시한 간

략화 된 Georgia 페이딩 채널을 사용하였다. BER 성

능을 통해 선택 기준의 성능을 판별하였다. 전송률은

RATE 1 또는 RATE 2이다. 따라서 변조방식은 BPSK

이며 부호화율은 1/2 또는 3/4을 이용하였다. 페이로드

의 길이는 128바이트 또는 50바이트이며, OFDM 심볼

로 환산할 경우 30심볼 또는 18심볼이다. 4개의 결과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므로 선택 기준에 따른 결

과를 설명한다.

이제부터는 모든 경우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 SaAGC: AGC에 의해 수신 신호의 전력 정보가 상실

되어 SC와 비슷한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더 열악한 성능을 보이게 된다. 수신 전력은

보통 수신신호의 제곱을 평균하여 구하게 되는데

AGC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잡음에 의해 신호의 전력이

커진 수신 경로가 선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선택 기준으

로 활용할 수 없다.

• Ccross: 낮은 에서는 SC보다도 오히려 열악한 BER

성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높은 에서는 BER 성능의

Fig. 5. SD Receiver Performance (BPSK, 1/2 Coding

Rate, Payload Length 50 bytes).

Fig. 6. SD Receiver Performance (BPSK, 3/4 Coding

Rate, Payload Length 50 bytes).

Fig. 7. SD Receiver Performance (BPSK, 1/2 cOding

Rate, Payload Length 128 Bytes).

Fig. 8. SD Receiver Performance (BPSK, 3/4 Coding

Rate, Payload Length 128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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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SC 보다 성능이 더 좋아질

가능성 높다. 하지만 여전히 선택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는 부족하다.

• SC : 낮은 에서는 성능을 내고 있으나 높은 에서는

BER 성능의 포화가 발생하므로 아무리 신호의 전력을

높여도 성능의 개선을 가져올 수 없다.

• CD: 낮은 에서는 SC보다도 열악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BER 성능의 포화가 생기지 않으므로 높은 에

서는 SC보다 급격히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 제시될 SD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므로 좋은 다

이버시티 방식이 아니다.

• SNRaAGC: AGC 이후에 SNR을 구한다고 하면 신호

전력과 잡음전력이 동시에 변하므로 AGC 이전에

SNR을 구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전력 정보에 의

미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성능이 매우 우수해진다.

다만 신호 전력 및 잡음 전력을 모두 구하여야 하므

로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 NaAGC: AGC 이후에 SNR을 구하면 전력 정보에

의미가 생기는데 사실 AGC 이후라면 신호의 전력은

각 안테나의 수신신호 마다 균일해 지기 때문에 큰 차

이가 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악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잡음의 전력만

측정하므로 하드웨어 복잡도도 낮은 수준이다.

• SbAGC: 아날로그 단에서 AGC가 수행되기 이전의

신호에 대해 전력을 추정하므로 신호 전력에 대한 정

보가 정확하여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아날로그 단에서 신호의 전력 정보를 주어

야 하므로 시스템 설계시부터 디지털 단과 아날로그

단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각 선택 기준의 성능 및 하드웨어

복잡도를 Table 4에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FE를 적용한 WAVE 시스템이 빠르

게 변화하는 Georgia 페이딩 채널에서 신호를 전송할

때 BER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을 이용한 다이버

시티 구조를 제안하고 다양한 선택 기준에 따른 성능

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선택 기준을 제

안하였는데 그 중 AGC를 수행하기 전에 아날로그 신

호의 전력을 선택 기준으로 이용하는 방식의 성능이

우수했다. AGC를 수행한 후 디지털 단에서는 신호 전

력에 대한 정보는 삭제되기 때문에 SNR이나 잡음의

전력을 선택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으며

그 성능도 우수하였다. 결론적으로 채널의 상태가 열악

하고 그 변화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Georgia 페이딩

채널에서는 아날로그 단 혹은 디지털 단에서 얻어진

선택을 이용하는 다이버시티의 성능이 단일 채널이나

결합 다이버시티에 의한 성능에 비해 현격히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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