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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태 천이 행렬을 이용한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들의
비트오율의 상한을 얻기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
Efficient Algorithm for Evaluating the BER Upper Bounds of
Space-Time Trellis Codes by Using Super-state Transition Matrix
박효열·김광순·김종호·황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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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페이딩 채널 환경에서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의 초상태 천이 행렬을 만들기 위한 효율
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가 많은 상태 수와 병렬 천이 수를 가지는 복잡한 경우에도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것의 초상태 천이 행렬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가 기하학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거리 분포를 가지지 않더라도 그것의 초상태 천이 행렬로부터 유도된 일반화된 전달 함수를 이용하여 비트오율의
상한을 얻을 수 있다.
주제어: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들, 상한, 초상태 천이 행렬, 빠른 페이딩 채널 환경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efficient algorithm for constructing super-state transition matrix (SSTM) of a
space time trellis code (STTC) in fast fading channels. By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we can easily obtain the
SSTM of an STTC, even when the number of states is large and parallel transitions exist in the trellis of the
STTC. Whether an STTC has a uniform distance spectrum or not, we can obtain the upper bound on the bit
error rate (BER) of the STTC by constructing the generalized transfer function from the SSTM of the STTC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Keywords: Space-Time Trellis Codes, Upper Bound, Super-State Transition Matrix, Fast Fading Channel

I. 서 론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들(space-time trellis codes)
은 다중 안테나 기술과 채널 부호화 기술이 결합되어 무
선 채널환경에서 주파수 효율과 신뢰도의 개선을 얻을
수 있는 기술로서 전송 신호를 시간과 공간의 2차원 영
역으로 확장하여 시공간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
다. [1]에서는 쌍대 오류 확률(pairwise error
probability)과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들에 대한 설계 기
준들을 제시하였다. 비록 쌍대 오류 확률이 시공간 트
렐리스 부호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시

박효열, 김광순, 김종호, 황금찬: 연세대학교

공간 트렐리스 부호의 비트오율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존의 트렐리스 부호화 변조(trellis coded
modulation) 기법에서 비트오율의 상한은 일반화된 전
달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2]. 그리고 그것
은 [3]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계
산될 수 있다. 일반화된 전달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상한을 얻고자하는 트렐리스 부호의 거리 분포
가 기하학적으로 균일할 경우는 물론, 비균일할 경우에
도 비트오율의 상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화기법도 기존의 트렐리스 부호화 변조기
법들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비트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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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한은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의 거리 분포가 기하학
적으로 균일하지 않더라도 일반화된 전달함수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들의 비트오율의
상한을 얻는 방법은 몇개의 논문들에서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이 거리 계산이 단순화 될 수 있는 기하학적으로
균일한 부호에만 적용될 수 있었다[4],[5]. 그러나 기
하학적으로 균일한 트렐리스 부호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고 흔히 사용되는 것이 기하학적으로 비균일
한 트렐리스 부호이므로[6] 기하학적으로 비균일한 시
공간 트렐리스 부호의 비트오율의 상한을 얻는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7]에서는 기하학적으로 비균일한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들의 거리 분포를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한 프레임 내에서 채널이 변하지 않는 준 정
적 페이딩 채널의 경우에서만 제안되었다. 매 심볼마다
채널이 변하는 빠른 페이딩 채널의 경우, [8]에서 시공
간 트렐리스 부호의 실제 비트오율에 더 가까운 상한이
유도되었으나 상한을 얻는데 사용되는 일반화된 전달함
수를 구하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제시되지 않았다. 빠
른 페이딩 채널에서 트렐리스 부호화 변조의 일반화된
전달함수를 얻기 위해서는 초상태 천이 행렬을 사용하
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2]. 그러나 많은 수의 상태수
와 병렬 천이 그리고 송신 안테나를 이용하는 시공간 트
렐리스 부호의 초상태 천이 행렬은 매우 복잡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안테나를 고려함으로써 [3]의 알고
리즘을 수정하여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의 초상태 천이
행렬을 생성하기 위한 복잡도 면에서 효율적인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는 많은 수의 상태수와 병렬 천이 그리고 송신 안테나를
사용하는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의 경우에도 쉽게 초상
태 천이 행렬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초상태 천이 행
렬을 사용함으로써 빠른 페이딩 채널 환경에서 모든 기
하학적으로 불균일한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들의 일반화
된 전달함수와 비트오율의 상한을 쉽게 얻을 수 있다.

II. 오류 상한
본 논문에서는 nT개의 송신 안테나들과 nR개의 수신
안테나들을 사용하는 시공간 부호화 시스템을 고려한
다. x=(x1, x2, ..., xl)은 송신된 부호어를 의미한다. 여
기서 xi=(xi1, xi2, ..., xinT )이고 x ik은 k번째 안테나로부터 i
번째 송신된 심볼이다. 그리고 l은 부호어의 길이이다.
빠른 레일리 페이딩 채널에서 복호기가 오류 부호어
e=(e1, e2, ..., el), (ei=(ei1, ei2, ..., einT ))을 선택한 경우,
[1]에서 주어진 쌍대 오류 확률은

- nR
l
Es
P(x→e)≤ Π 1+------------- ‖xi - ei ‖2
i =1
4N0

(

)

l
Es nT -1
=Π 1+------------- Σ δ 2ik
i =1
4N0 k=0

(

- nR

)

(1)

으로 다시 쓰여질 수 있다. 여기서 Es는 심볼 에너지이고
N0 /2는 수신 안테나 당 평균이 영 (0)인 복소 가우시안
잡음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이다. δ 2i k =‖x ik - e ik ‖2
=4sin2((φ (xik)- φ (eik))/2)은 M-ary 위상천이 변조를 위
한 i번째 심볼 주기의 k번째 안테나에서 xik와 eik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이다. 이때 φ (x)는 심볼 x의 위상을 나타
낸다. 일반화된 전달 함수 T(D,I)는 초상태 천이 행렬
을 구성하는 4개의 부행렬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2].
마지막으로 비트오율의 상한은 입력 비트간 해밍 거리
에 따라 구별되는 미정의 값인 I에 대한 T(D,I)의 도함
수로부터 얻을 수 있다.

III. 제안된 알고리즘
제안된 알고리즘은 트렐리스 구조의 다음 매개 변수
들을 요구한다: 상태의 수 (s), M-ary 위상천이 변조 신
호의 성상도 크기 (M), 입력 비트의 수 (b), 송신 안테나
의 수 (nT), 병렬 천이의 수 (np), 천이 당 변조 심볼의
수 (k*), 그리고 세 개의 배열인 intrellis[s][s][np][b],
outtrellis[s][s][np][k*][nT], label[s2][2], 이것들은 각각
입력 비트들, 출력 심볼들, 그리고 트렐리스 선도의 s2
×s2 천이 행렬의 레이블을 나타낸다. 만약 트렐리스
선도의 상태들 사이에 천이 가능성이 없다면,‘X’
를배
열 intrellis와 outtrellis의 해당하는 원소들에 할당한다.
첫 번째로 시공간 부호화된 심볼들의 모든 쌍에 대해 서
로 다른 유클리드 거리들의 집합을 찾는다. 그리고 나
서 배열 distance[MaxED][nT]와 table[t0][t1]...[tnT -1]을
계산한다. distance는 서로 다른 유클리드 거리들의 집
합이고, MaxED은 M/2+1개의 원소들의 집합으로부터
nT개의 원소들을 골라내는 중복 조합 (M/2+1HnT )의 갯
수와 같은, 부호화 심볼간 서로 다른 유클리드 거리들의
수이고, table은 nT 차원의 부호화 심볼을 배열 distance
에 할당하기 위한 표이며 이는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초
상태 천이 행렬을 구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ti는
M/2+1개의 유클리드 거리들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초상태 천이 행렬을 구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표
1에 요약되어있다. 배열 distance, table 그리고 entries
들의 차원은 nT와 k*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cnt는 초상
태 천이 행렬의 원소를 구별하기 위한 변수이고, PES,
PDS, NES, 그리고 NDS는 각각 현재의 부호기 상태,
현재의 복호기 상태, 다음 부호기 상태, 그리고 다음 복
호기 상태를 뜻한다. dH는 선택된 한 쌍의 천이 가지의
입력 비트간 해밍 거리이며, EB, DB, ES, 그리고 DS는
각각 부호기 상태 천이에 따른 입력비트, 복호기 상태에
따른 입력비트, 부호기 상태 천이에 따른 각 안테나별

초상태 천이 행렬을 이용한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들의 비트오율의 상한을 얻기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

표 1. 제안된 알고리즘의 개요

step 1

행렬 A(I)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원소의 구별을 위해 cnt=0이라 놓는다.
row=0~(s×s -1)와 column=0~(s×s -1)에 대해
step 2부터 step 8까지 반복한다.

step 2

행렬 A(I)의 레이블로부터 한 쌍의 천이를 선택한다.
PES=label[row][0];PDS=label[row][1];
NES=label[column][0];NDS=label[column][1];
i1=0~(np-1),i2=0~(np-1)에 대해
step 3부터 step 5까지 반복한다.

step 3

step 2에서 선택된 한 쌍의 천이에 대해 입력 비트의 해밍 거리를 계산한다.
dh=0; 이라 놓는다.
d=0~(b -1)에 대하여
{ EB=intrellis[PES][NES][ i1][d]
DB=intrellis[PDS][NDS][i2][d]
와 같다면,
만일 EB 또는 DB가 문자‘X’
Index[row][column]=
‘X’
;
만일 EB 또는 DB가 문자‘X’
와 같지 않다면, dh=dh+1;
}
step 4 step 2에서 선택된 한 쌍의 천이에 대해 출력된 nT 차원을 가지는 심볼간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한다.
k=0~(k*- 1)에 대해
{a=0 to (nT - 1)에 대해
{ES=outtrellis[PES][NES][i1][k][a];
DS=outtrellis[PDS][NDS][i2][k][a];
ED[k][a]=|ES - DS|;
만일 ED[k][a]＞M/2보다 크다면,
ED[k][a]=M - ED[k][a]; }
EDNO[k]=table[ED[k][0]][ED[k][1]][ED[k][nT - 1]]; }
가 아니면,
step 5 만일 index[row][column]가 문자‘X’
entries[cnt][dh][EDNO[0]][EDNO[1]]...[EDNO[k*- 1]]값을 1만큼 증가시킨다.
가 아니면
step 6 만일 index[row][column]가 문자‘X’
step 7부터 step 8까지 수행한다.
step 7 만일 cnt=0이면,
{ index[row][column]=cnt;
cnt=cnt+1; }
그렇지 않으면
step 8을 수행한다.
step 8 배열 entries에 같은 원소가 있는지 검색한다.
tl=0, 1, ..., MaxED -1, l=0, 1, ..., k*- 1 그리고
h=0, 1, ..., b에 대해
만일 entries[scnt][h][t0][t1]...[tk*- 1]
=entries[cnt][h][t0][t1]...[tk*- 1]이면
{ index[row][column]=scnt;
모든 h=0, 1, ..., b, tl=0, 1, ..., MaxED-1, 그리고 l=0, 1, ..., k*- 1에 대해
entries[cnt][h][t0][t1][...][tk*- 1]=0 }
그렇지 않으면
index[row][column]=cnt; and cnt=cnt+1;
step 9 row=0~(s×s -1) and column=0~(s×s -1)에 대해
와 같다면,
만일 index[row][column]이 문자‘X’
문자‘0’
을 출력한다.
을 출력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자‘index[row][column]+97)’
모든 h=0, 1, ..., b, tl=0, 1, ..., MaxED-1, 그리고 l=0, 1, ..., k*- 1에 대해
{ entries[m][h][t0][t1][...][tk*- 1]=0 이 아닌 경우에만
각각 문자 (m+97), entries[m][h][t0][t1][...][tk*- 1]/2b, h,
distance[t0]..., distance[t1]..., ..., distance[tk*- 1]...를 출력한다. }
step 10 distance 배열을 이용하여 A(I)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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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태수 2, 4-PSK smart greedy 부호에 대한 4×4
초상태 천이 행렬의 예(s=2, M=4, b=3, np=4, k*=3 and nT=2)

00

11

01

10

00

a

a

b

b

11

a

a

b

b

01

c

c

d

d

10

c

c

d

d

출력 심볼, 그리고 복호기 상태 천이에 따른 각 안테나
별 출력 심볼이며, ED는 선택된 한 쌍의 천이 가지에
따른 출력 심볼간 유클리드 거리이다. 표 2는 [1]에서
제안된 2-state 4-PSK smart greedy 부호에 대해 제
안된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초상태 천이 행렬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2에서 우리는 초상태 천이 행렬 A(I)가

AGG(I) AGB(I)

[A

BG(I)

ABB(I)

]

(2)

처럼 4개의 부행렬들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비트 오류 확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얻어질 수 있다[2].

1
T ＇
-1
pb≤ ------------------ {1TA＇
GG(I)1+1 A GB(I)[I-ABB(I)] ABG(I)1
b·s
+1TAGB(I)[I+ABB(I)]-1A＇BG(I)1
+1TAGB(I)[I-ABB(I)]-1A＇BB(I)
×[I-ABB(I)]-1A＇BG(I)1}

변조기법

δ ik2

M -AM

4 i 2k a2, i k =0,1,...,M -1

16-QAM

a=0.5I 0p(0,0)p(0,0)p(0,0)+0.5I 1p(0,1)p(1,1)p(0,1)
+0.5I 1p(0,2)p(2,2)p(0,2)+0.5I 2p(0,1)p(1,1)p(0,1)
b=0.5I 1p(0,2)p(0,2)p(0,2)+0.5I 2p(1,2)p(1,1)p(1,2)
+0.5I 2p(2,2)p(0,2)p(2,2)+0.5I 3p(1,2)p(1,1)p(1,2)
c=0.5I 0p(0,1)p(0,1)p(0,1)+0.25I 1p(1,1)p(0,1)p(1,1)
+0.25I 1p(1,1)p(1,2)p(1,1)+0.5I 1p(1,2)p(1,2)p(1,2)
+0.25I 2p(1,1)p(0,1)p(1,1)+0.25I 2p(1,1)p(1,2)p(1,1)
d=0.5I 1p(0,1)p(0,1)p(0,1)+0.25I 2p(1,1)p(0,1)p(1,1)
+0.25I 2p(1,1)p(1,2)p(1,1)+0.5I 2p(1,2)p(1,2)p(1,2)
+0.25I 3p(1,1)p(0,1)p(1,1)+0.25I 3p(1,1)p(1,2)p(1,1)
Es
where p(i,j)=(1+--------------- (4sin2(iπ/4)+4sin2(jπ/4))-1
4N0

A(I)=

표 3. M-AM과 16-QAM의 성상도와 그에 따른 δ ik2

(3)

＇
＇
＇
여기서 A＇
GG, A GB, A BG 그리고 A BB는 각각 AGG, AGB,
ABG와 ABB을 변수 I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다. 또한 1
은 원소가 모두 1인 열벡터를, I은 단위행렬을, 그리고

δ 02=0
2
δ 3=16a2
δ 62=36a2
δ 92=72a2

δ 12=4a2
δ 42=20a2
δ 72=40a2

δ 22=8a2
δ 52=32a2
δ 82=52a2

상첨자 T은 전치연산을 나타낸다.
[3]의 알고리즘은 M-ary 위상천이 변조와 np 병렬
천이가 있는 트렐리스 부호화 변조에 대해서 하나의 초
상태 천이를 나타내기 위해 요구되는 메모리의 양을 줄
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다중 안테
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제
시한 것이다. [3]의 알고리즘과 비교해서 distance와
table은 nT개의 안테나에서 나오는 심볼들을 M/2+1HnT
개의 인덱스들 중에 하나로 대응시키는 데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다중 안테나를 고려했을 때 요구되는 메모
리의 양을 (M/2+1)nT 에서 M/2+1HnT 으로 줄일 수 있
다. 최종적으로 [3]의 축소된 초상태 천이 행렬의 형태
를 함께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초상태 천이 행렬을 표현
할 때보다 요구되는 메모리의 양을 s4×N p2×(M/2+1)nT
에서 s2×k×(M/2+1)HnT 으로 줄일 수 있다. 여기서 k
는 거리곱이 같은 병렬천이의 총 가지수이며 시공간부
호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N p2 보다는 훨씬 작
은 값을 가진다. 제안된 알고리즘이 초상태 천이 행렬
의 표현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예를 보인다. [1]에서 제안된 smart greedy 부호는 다
수개의 심볼들이 할당된 많은 수의 병렬 천이들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제안된 알고리즘에 따라 초상태 천이
행렬을 사용하여 그것들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상당
히 효율적이다. 표 2에서 보인 상태수 2, 4-PSK
smart greedy 부호에서 하나의 초상태 천이에는 4개의
병렬 천이가 있다. 그러나 임의의 두 천이간 (총 16개의
가지 수) 유클리드 거리는 a, b, c, 그리고 d로 표현되
는 4개의 값들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표 2에서 보인
것처럼, 초상태 천이 행렬의 요소들은 오직 4개의 인덱
스들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상의 복잡
도와 초상태 천이 행렬을 정의할 때 요구되는 메모리의
양을 (24×42×32)/(4×4×(3H2))=24의 비율로 줄일 수
있다. 한편, 제안된 알고리즘은 M-ary 위상천이 변조
를 이용한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에 대해서 설명되었지
만 δ i2k 을 알맞게 수정하여 M-ary 크기변조(Amplitude
modulation)나 M-ary 직교크기변조(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와 같은 다른 변조 기법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표 3에서 M-ary 크기변조 기법
과 16-ary 직교크기변조에 대해 수정된 δ i2k 을 제시하였
다. 이와 같이 계산된 초상태 천이 행렬을 통해 지금까

초상태 천이 행렬을 이용한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들의 비트오율의 상한을 얻기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

687

0
3a

a

-a

-3a

3a

a

-a

-3a

0

a

3a

-a

-3a

100
BP SK SG-code(Simulation)
4-P SK SG-code(Simulation)
BP SK SG-code(Upper Bound)
4-P SK SG-code(Upper Bound)

10-1

Bit Error Rate

10-2

10-3

10-4

10-5

10-6

-4

-2

0

2

4

6

8

10

12

14

16

SNR[dB]

그림 1. 2개의 송신안테나와 2개의 수신안테나를 빠른 레일리 페이딩환경에서 smart-greedy 부호의 비트오율

지 비트오율의 상한을 얻을 수 없었던 기하학적인 비균
일부호를 포함한 모든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의 비트오
율상의 상한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IV. 모의 실험 결과
초상태 천이 행렬로부터 얻은 비트오율의 상한을
Monte-Carlo 방식의 모의 실험으로부터 얻은 실제 비트
오율과 비교하였다. 150개의 변조 심볼로 이루어진 106
개의 프레임들을 매 심볼마다 채널이 독립적으로 변하는
빠른 레일리 페이딩 채널을 통해 전송하였고 완벽한 채널

상태 정보를 수신단에서 아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
은 수신안테나 당 신호대 잡음비 SNR=nTEs /N0에 대한
[1]의 smart-greedy 부호의 비트오율을 나타낸다. 제
안된 기법으로 얻은 이론적인 상한은 매우 낮은 신호 대
잡음 일 경우를 제외하고 모의 실험 결과로부터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며 이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잘 동작함을
입증한다. 식 (3)에 있는 상수항을 [8]의 상수항으로
바꾸어주면 실제 비트오율에 더 가까운 상한을 얻을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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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페이딩 채널 내에 시공간 트렐
리스 부호의 초상태 천이 행렬을 구하기 위한 낮은 복잡
도를 가진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제안된 알고
리즘을 이용함으로써 빠르게 변하는 페이딩 채널에서
지금까지 비트오율의 상한을 얻을 수 없었던 기하학적
인 비균일 부호를 포함한 모든 시공간 트렐리스 부호의
비트오율상의 상한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므
로 성능이 우수한 시공간 부호를 검출하고 검증하는데
제안된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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