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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력  출력 시스템을 한 최 우도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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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Maximum Likelihood Detection for MIMO Systems:       

Metric Feedback De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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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 우도 (ML: Maximum Likelihood) 검출은 다  입출력 (MIMO: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시스템에서 최  신호 

검출 방법이지만 다  입력의 개수나 변조 차수가 커질수록 계산 복잡도가 지수 으로 증가하여 실제 구 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 본 논문은 MIMO 시스템에서 Breadth-Firs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소 구  복잡도를 가지면서도 정확히 ML 검출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증명하며,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Abstract

In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systems, maximum likelihood (ML) detection is well known as an optimal 

detection for minimizing the average error probability of MIMO systems. The main drawback of ML detection, however, is 

that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grows exponentially with the number of inputs and the modulation ord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ple ML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the Breadth-First algorithm for MIMO systems. We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equivalent to the exact ML detection with the minumum computational complexity of the 

Breadth-First algorithm and it is validiated via comput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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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  입출력 (MIMO: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시스템은 추가 인 역폭 는 송신 력의 증가없이 

시스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때문에 재 사용 인 

부분의 고속 송 시스템 표  (Wi-Fi, 3GPP Long 

Term Evolution, Mobile WiMAX, and IMT-Advanced) 에

서 의무  는 선택 인 사항으로 채택되어 있다[1～6].

MIMO 시스템에서 최 우도 (ML: Maximum Likelihood)  

검출은 비트 오류율 (BER: Bit Error Rate) 을 최소화 

하는 에서 최  검출 방식이지만 다  입력의 개수

와 변조 차수가 증가하면 계산 복잡도가 지수 으로 증

가하는 단 이 있다[7]. 2014년 1월 NHK에서는 4096 직

교 진폭 변조 (QAM: Quadrature and Amplitude 

Modulation)  2개의 송수신 안테나를 용한 MIMO 

시스템을 이용하여 8K 고화질 (UHD : Ultra-High 

Definition) 상의 무선 송을 성공하 는데 이에 

해 ML 검출을 하려면 ×개의 후보 벡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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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한, Long Term Evolution 

(LTE)-Advanced에서 16-QAM  8개의 송수신 안테

나를 이용한 MIMO 시스템을 구성하여 ML 검출을 수

행하려면 ×번의 연산이 요구되며 이는 실제

으로 거의 구  불가능하다.  

따라서 ML과 근  는 동일한 BER 성능을 가지면

서 계산 복잡도를 일 수 있는 Depth-First 알고리즘

인 Sphere Decoding (SD) 과 Breadth-First 알고리즘

인 QRD (QR Decomposition)-M이 제안되어 활발히 연

구되어 왔다[8～21]. 

SD는 모든 후보 벡터를 찾지 않고 수신 신호 으로

부터 특정 반경 을 가지는 구체 내에 존재하는 후보 

벡터를 찾아 신호 검출을 수행한다[8]. 즉, SD는 반경 

을 선택하는 방법  구체 내에 존재하는 후보 벡터를 

찾는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SD의 발 은 주로 구체 

내에 존재하는 후보 벡터를 찾는 방법에 해서 이루어

져 왔으며, 반경 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 보

다는 경험 인 방법에 의존해야만 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9～14]. 한 SD는 BER 성능 측면에서는 ML 검출

과 동일하지만, 반경 이 크게 설정되면 무 많은 후

보 벡터들이 존재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며, 반경 이 작

게 설정되면 구체 내에 후보 벡터가 존재하지 않아 검

출에 실패하게 되어 다시 반경을 키워 검출을 재수행 

해야만 한다[9～14].

반면, QRD-M은 단 한번의 검출로 수행이 완료되고, 

매 검출 이어마다 M개의 후보 심볼을 생존시키는 방

식으로 M이 증가할수록 ML 검출의 BER 성능과 근

하는 성능을 가지나[16], 매 검출 이어마다 ML 검출의 

해를 포함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ML의 BER 

성능에 근 은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아 근사 ML 검출

이라 불리며  최  신호 검출에 머물게 된다. 한, 

QRD-M은 매 검출 이어마다 고정 으로 후보 심볼

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신 신호 비 잡음비 (SNR: 

Signal-to-Noise Ratio) 나 채  환경이 좋을 때도 불필

요한 후보 심볼들이 많이 선택될 수 있는 단 이 있어 

이러한 단 을 보완하고자 매 검출 이어마다 응

으로 M개의 후보 심볼을 선택하여 계산 복잡도를 낮추

는 알고리즘들이 제시되었으나 여 히 근사 ML 검출

에 한정된다[17～18].

SD  QRD-M 검출은 기본 으로는 경 정을 수행

하지만 약간의 변형을 통해 연 정 수행을 한 연 정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이용해 반복 복호를 

수행할 수 있다[18～21].

본 논문에서는 MIMO 시스템에서 Breadth-First 알

고리즘인 QRD-M을 기반으로 계산 복잡도가 매우 낮

으면서도 정확히 ML의 최 신호 검출이 가능한 알고

리즘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min  
번째 검출 이어의 최소 메트릭을 이용하여 번째 검

출 이어의 생존 후보 심볼을 선택하는 최  임계값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은 다  입력의 개수이고  

∈⋯    는 번째 검출 이어의 최  임

계값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추가 이어의 개수이다. 

따라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메트릭 궤환 검출 (MFD: 

Metric Feedback Detection) 이라 명명하며, 메트릭으

로는  제곱 유클리드 거리 (SED: Squared Euclidean 

Distance) 를 고려한다.

제안하는 MFD 알고리즘은 매 검출 이어마다 계산

상 최 의 응  임계값에 의해 신뢰도가 낮은 후보 

심볼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SNR이 커질수록 

QRD-M에서 M=1인 경우에 해당하는 최소 계산 복잡

도로 수렴한다. 특히, 가 최  일 때 (즉,    ) 

MFD 알고리즘은 ML 검출의 해를 항상 포함하게 되어 

Breadth-First 알고리즘의 최소 계산 복잡도를 가지면

서 ML 검출과 정확히 동일한 BER 성능을 갖게 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기

존 Breadth-First 알고리즘인 QRD-M을 설명하고, 3장

에서는 Breadth-First에 기반한 MFD 알고리즘을 제안

하며 그 BER 성능이 최  검출과 같아지게 됨을 논한

다. 4장에서는 BER 성능  계산 복잡도를 나타내었으

며 5장은 결론을 맺는다.

Ⅱ. 시스템 모델

MIMO 시스템의 입출력 계는 다음과 같다. 

y Hxw                                   (1)
MIMO 시스템의 한 로 그림 1과 같이 개의 송신 

안테나와 개의 수신 안테나로 구성된 다  안테나 

기반 MIMO 시스템을 가정하면 식 (1)에서 y는  
 ×  출력 벡터, x는  ×  입력 벡터, H는 
 ×  채  행렬, 그리고 w는  ×  백색 가우시
안 잡음 벡터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공분산 행렬은 I  
이 된다. 여기서 다  입력 개수는     가 된다.

채  행렬 H에 해 완벽히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입력 벡터에 한 ML 검출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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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  안테나 기반 MIMO 시스템 모델

Fig. 1. Multiple antenna based MIMO system model.

x  arg minx∈ yHx
                     (2)

여기서 
는 진 변조 심볼 집합   ⋯  

의 Cartesian power이다. ML 검출 시 최 의 BER 성

능을 얻기 해서는, 송신 안테나 개수와 변조 차수에 

따라 
개의 후보 벡터들을 모두 탐색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실제로 ML 검출은    가 클 때는 복잡도

가 지수 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제 구 에 많은 어려움

이 따른다. 

계산 복잡도를 이는 방법  하나로 제안된 

Breadth-First 알고리즘인 QRD-M은 ML 검출보다 낮

은 계산 복잡도를 가지지만, ML 검출에 근 하는 BER

을 유지하기 해서는 M값을 크게 설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여 히 큰 계산 복잡도를 가진다. MIMO 신호 검

출에서 리 연구된 QRD-M 방식의 원리는 다음과 같

다. 후보 심볼 벡터의 개수를 이기 해 우선 하우스

홀더 변환에 기 한 QR 분해를 이용하여 H를 H QR
로 분해하며, 여기서 Q는 QQ I을 만족하는 유니터
리 행렬이고 R은   ×  상삼각 행렬이다[22]. 이 경
우 Q을 식 (1)의 y에 곱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z QHy Rx n                             (3)

여기서 변환된 잡음 벡터 n Qw는 w와 같은 통계
 특성을 가진다.  ≥   를 가정하면 식 (3)의 1행

부터 행은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 ⋯ ⋅
⋮ ⋮
     ⋅

  (4)

QRD-M 검출은 부터 시작하여 까지 트리 탐색

을 통해 수행된다. 일반 으로 후보 심볼 에 해 

  번째 검출 이어의 번째 생존 후보 랜치에

서 확장된 번째 검출 이어의  SED는 다음과 같

이 표  될 수 있다. 


  


 



           ⋅

 
   



  ⋅
    



(5)

여기서   ⋯ ,  ⋯ ,   ⋯

이고 는 번째 검출 이어의 번째 랜치에서 

검출된 심볼이다.     인 첫 번째 검출 이어에 

해서 식 (5)는 아래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

                    (6)

식 (6)은 식 (4)의 번째 식에서 와  ⋅사

이의 SED이다. 본 논문에서 모든 랜치에는 해당 심

볼이 배치되기 때문에 “ 랜치”와 “심볼”을 동일한 의

미로 가정한다. 매 검출 이어에서 식 (5)로 계산한 

 SED가 작은 M개의 후보 랜치들을 생존시키고 나

머지 후보 랜치들은 버리는 과정을 반복한다. 최종

으로 번째 검출 이어에서, QRD-M 검출의 결과로

써 최소 메트릭을 가지는 최상의 랜치가 선택된다.

Ⅲ. 메트릭 궤환 검출

3.1 MFD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Breadth-First 알고리즘에 기반한 MFD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자세히 설명한다. MFD 알고리즘

은 기존 QRD-M 검출 수행 과정과 식 (4)까지는 동일

하게 수행된다. 그런데 만약, 매 검출 이어에서 M개

의 생존 후보 랜치를 최  값으로 가변 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ML과 동일한 BER 성능을 가지면서 계산 복

잡도를 더욱 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 변수 ∈⋯  를 도입
한다. 여기서 는 임계값 결정을 해 고려되는 추가

인 이어의 개수를 나타내고 은 입력의 개수인데 

그림 1에서는 와 같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를 

이용하여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을 min
번째 이어의 최소 메트릭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min은 와     최소값으로 정의되는 함수이다. 
MFD 알고리즘은 각 이어에서 임계값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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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그 임계값을 이용해 해당 이어에서 후보 심볼

을 선택하는 두 가지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첫 번째 검출 레이어의 임계값 결정과 생존 후보 

심볼 선택

MFD 알고리즘은 첫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

값을 구하기 해 첫 번째 이어부터 min
번째 이어까지 매 이어마다 최소 메트릭을 선택하

여 min번째 이어의 메트릭을 계산한다. 

그림 2는 첫 번째 검출 이어에서 임계값을 얻기 한 

과정의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만약 첫 번째 검출 이어의 최소 메트릭이 
라

면, 두 번째 이어로의 확장은 
을 메트릭으로 가지

는 랜치에서만 수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에서 최

소 메트릭을 선택하며 그 랜치에서만 세 번째 이어로 

확장을 수행한다. 이러한 같은 과정을 min번
째 이어까지 반복한 후 min번째 이어에
서 최소 메트릭을 찾는다. min번째 이어에
서 찾아진 최소 메트릭을 최종 으로 첫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으로 결정한다.

 

그림 2. 첫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을 얻는 과정의 

Fig. 2. Example of the procedure to obtain the threshold 

of the first detection layer. 

첫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이 결정된 후에는, 첫 

번째 검출 이어에서 메트릭이 이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은 랜치들을 생존 후보 랜치로 선택하고 두 번째 

검출 이어로 확장을 한다.

나. 번째 검출 레이어의 임계값 결정과 생존 후보 심

볼 선택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은 min번째 
이어의 최소 메트릭으로 결정된다. min
번째 이어의 최소 메트릭을 계산하기 해, 부터 

min번째 이어까지 각 이어에서 최소 

메트릭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리하여 

min번째 이어에서 구해진 최소 메트릭을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으로 설정한다.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이 결정된 후에는, 번째 

검출 이어에서 메트릭이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은 

랜치들을 생존 후보 랜치로 선택하고   번째 검

출 이어로 확장을 한다

다. MFD 알고리즘

 과정을 일반화하여 먼 , 번째 검출 이어의 임

계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in
 

 

 
  

min min

            ⋅

 
    



   ⋅    


     (7)

여기서  ⋯   ,   ⋯  이고, 

  는   번째 검출 이어에서 생존 후보 

랜치의 개수를 나타낸다. 식 (7)에서 첫 번째 항은 번

째 검출 이어의 최소 메트릭이며, 두 번째 항은 최소 

복잡도를 가지는 M=1인 QRD-M 검출을 이어만큼 

추가 으로 수행했을 때의 메트릭의 증가량이다.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 
가 결정되면, 이를 

이용하여 후보 랜치를 선택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즉, min번째 이어의 최소 메트릭인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 

를 이용해, 
≥ 

 

를 만족하는 후보 랜치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후보 랜치들은 버린다. 최종 으로 생존 후보 랜치

로부터 다음 검출 이어인   번째 검출 이어로 

확장한다.

앞에서 설명된 MFD 알고리즘의 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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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 Algorithm (Input: z , R ,  ,  , Output: x):
Step 1. (Initialization) Set     and 

   .

Step 2. Set      and    . Compute


   

 



            ⋅

 
    



   ⋅    


Step 3. If      , then go to Step 9. Else go to 

Step 4.

Step 4. (Main step) Find  argmin


 .

Set   .

Step 5. Set      and     .

Step 6. Compute


  


 



            ⋅

 
    



   ⋅    


.

Step 7. If     or    , then go to Step 8.

Else go to Step 4.

Step 8. Compute


 

min


  


  

min min

            ⋅

 
    



   ⋅    


Find  arg

≥  

.

If    , then go to Step 2.

Step 9. Find the branch, x, with the smallest 
metric.

이제 Breadth-First 알고리즘은 순차  간섭 제거 

(SIC: Successive Interference Cancellation) 가 활용되어 

있는 것에 주안 을 두고 해석해 본다. SIC의 특성상 

특정 검출 이어에서 생존 후보 랜치가 실제 송된 

심볼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그 오류는 이후의 모든 검출 

이어로 된다. MFD 알고리즘에서 임계값을 구하

기 하여 번째 검출 이어에서 min   이

어 만큼 수행했을 때, 검출된 심볼이 정확하다면 메트

릭의 증가량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 의 경우에는 메

트릭의 증가량이 크게 되고 이는 에러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임계값을 구할 때 부터 min번째 
이어까지 된 메트릭 증가량이 작을 때, 번째 검

출 이어에서는 작은 값의  로도 심볼을 정확하게 

선택하기에 충분하다. 반면에 된 메트릭 증가량이 

클 때는 큰 값의  가 요구된다. 한, SED들의 합

인 메트릭은 검출 이어에 해 단조증가 함수이기 때

문에 가 크게 선택될수록 메트릭의 증가량은 커지게 

되고, 가 커질수록 신뢰도 높은 후보 랜치들을 선

택할 확률이 커져 MFD 알고리즘의 BER 성능은 향상

된다. 한 로 그림 3에는 실험 인 방법을 이용해 

×  MIMO 시스템에 4-QAM을 용했을 경우 값

에 따른 첫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 
에 한 확

률 도 함수를 비트당 SNR 5 dB  10 dB에 해 나

타내었다. 그림 3을 통해, SNR이 일정할 때 의 값이 

커질수록 임계값이 커지며, 주어진 의 값에 하여 

SNR이 커질수록 임계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됨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4x4 MIMO 시스템에 4-QAM을 용했을 경우 

첫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의 empirical PDF

Fig. 3. PDFs of the threshold of the first detection layer 

for a 4x4 MIMO system with 4-QAM.

3.2 MIMO 시스템의 MFD알고리즘에 기반한 ML 해법

이 은 MIMO 시스템에서 MFD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ML의 해를 구하는 것을 다룬다. 특히 주목할 은, 

의 값이 최 일 때, 즉    일 때, 제안하는 알

고리즘과 ML 검출의 BER 성능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 때 제안하는 알고리

즘이 식 (2)에 한 해 x를 항상 찾을 수 있는 을 
통해 증명 가능하다.

명제: 만약 의 최 값이 선택되었다면 (   ),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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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 알고리즘은 ML 검출의 최  해를 찾게 된다.

증명: MFD 알고리즘이 최 값   (   ) 에 

해 항상 매 검출 이어에서 ML의 해를 포함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ML 검출에 의해 선택된 최종 검출 이어의 

메트릭은 최소값이 된다. 왜냐하면 ML 검출은 매 검출 

이어에서 모든 후보 랜치들을 생존시켜  개 후

보 랜치의  SED  최소를 찾기 때문이다. 즉,


   z  Rx ≤  z  Rx       (8)

이고 여기서 
 x는 벡터 x의 부터 행까지를 의미하

고 
A는 행렬 A의 부터 행  열로 이루어진 정사

각 행렬이며 x∈이다.
모든 번째 검출 이어에 해서,    일 때, 

min번째 이어가 항상 최종 이어가 된

다. 이 때, MFD 알고리즘은 최종 이어의 최소 메트

릭이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으로 결정되어 사용되

고, 이 임계값은 항상 ML 검출의 최종 검출 이어의 

메트릭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

과 같이 ML 검출의 최종 검출 이어의 메트릭은 최소

값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 최 일 때 (즉,    ), MFD 알

고리즘에서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은 모든 에 

해 항상 ML 검출의 최종 이어의 메트릭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즉,

  
 ≥ 

                             (9) 

이 된다. 한, 메트릭은 검출 이어에 해 단조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ML 검출의 번째 검출 이어의 메트

릭은 ML 검출의 최종 검출 이어의 메트릭보다 작거

나 같게 된다. 즉, 


    

z 
R 

x ≤     (10)

이며, 결과 으로    일 때 ML 검출의 번째 검

출 이어의 메트릭은 MFD 알고리즘에서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된다. 

  
 ≥ 

                              (11)

따라서 MFD 알고리즘에 의해 생존된 랜치들은 모든 

검출 이어에서 ML 검출의 해를 항상 포함하게 된다. 

결과 으로 MFD 알고리즘에 해 최종 검출 이어에

서 ⋅   개의 후보 랜치  최소 메트릭을 가

지는 랜치는 ML 검출의 랜치와 동일하게 된다. 

증명을 끝내기 에, MFD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값은 계산 복잡도에 해서 

최 이라고 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최종 이어까지 매 이어마다 최소 메트릭 하나만

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구하기 때문이다.     ■

 

명제를 통해 가 최 일 때 ML 검출과 MFD 알고

리즘이 동일한 BER 성능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ML 

검출보다 계산 복잡도가 매우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

다. 왜냐하면 ML의 해를 포함하지 않는 많은 랜치들

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BER 성능 및 계산복잡도 분석

이 장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낸 다  안테나 기반의 

MIMO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BER 성능  

계산 복잡도를 모의 실험을 통해 기존 QRD-M 알고리

즘과 비교하고 분석한다. 모의 실험에서 변조방식은 정

방형 QAM, 채 은 평탄 페이딩 채 을 겪는다고 가정한

다. 한, 개의 송신 안테나  개의 수신 안테나를 

고려하며  ×  채  행렬 H는 매 검출마다 무작
로 변한다고 가정하고, 모든 시뮬 이션은 최소 100,000

개 이상의 채 에 한 결과를 생성하여 분석한다.

그림 4  5에는 ×  MIMO 시스템에서 4-QAM 

 16-QAM에 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BER 성능을 

기존의 QRD-M에 한 BER 성능과 비교하여 나타내

었다. ×  MIMO 시스템에 해서는   인 기존 

QRD-M의 BER 성능이 ML 검출의 BER 성능을 나타

내므로 ML 신   인 기존 QRD-M의 BER 성능

으로 나타내었으며, ×  MIMO 시스템에 해서 제

안하는 알고리즘은   의 경우만 존재한다. 그림 4 

( 는 그림 5)를 통해 기존 QRD-M 알고리즘은 M의 

값이 커짐에 따라 BER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M=4 ( 는 16)인 기존 

QRD-M, 즉 ML 검출과 동일한 BER 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6  7에는 ×  MIMO 시스템에서 4-QAM  

16-QAM에 해 기존 QRD-M, 제안하는 알고리즘  

ML 검출에 한 BER 성능을 나타내었다. ×  MIMO 

시스템에 해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인 경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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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x2 MIMO 시스템  4-QAM에 한 BER 성능

Fig. 4. BER performance for 2x2 MIMO system with 

4-QAM.

그림 5. 2x2 MIMO 시스템  16-QAM에 한 BER 성능

Fig. 5. BER performance for a 2x2 MIMO system with 

16-QAM.

그림 6. 4x4 MIMO 시스템  4-QAM에 한 BER 성능

Fig. 6. BER performance for a 4x4 MIMO system with 

4-QAM.

그림 7. 4x4 MIMO 시스템  16-QAM에 한 BER 성능

Fig. 7. BER performance for a 4xr4 MIMO system with 

16-QAM.

우가 존재한다. 그림 6  7을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

은 가 커짐에 따라 BER 성능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의 값이 커짐에 따라 제안하는 알고리

즘의 임계값은 더욱 큰 값이 되며, 이에 따라 신뢰도가 

높은 후보 랜치를 보다 선택할 확률이 높아져 BER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BER을 기

으로     일 때 ML 검출의 BER 성능에 비해 

4-QAM의 경우 약 7.5 dB, 0.5 dB, 16-QAM의 경우 약 

8 dB, 1 dB의 성능 열화가 있게 된다.   일 때 제

안하는 알고리즘의 BER 성능은 ML 검출의 BER 성능

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의 결과들은 ×  MIMO 시스템에 해

서 최 인   과  MIMO 시스템에 해서 최 인 

  인 BER이 ML 검출과 동일한 것을 통해 3장의 

명제를 검증하고 있다. 한, ×  MIMO 시스템의 경

우   일 경우를 통해, 의 값이 최 값이 아닌 

한 값으로도 ML 검출과 유사한 BER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제 계산 복잡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계산 

복잡도로 SED의 평균 계산 횟수를 고려한다. 먼  제

안하는 알고리즘의 매 검출마다 제곱 유클리드 거리 계

산 횟수에 해 살펴보면, 첫 번째 이어에서는 번

의 계산이 요구되며 번째 검출 이어에서는 이  

이어에서 확장된 ⋅  개에 한 계산이 요구된

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제곱 유클리드 거리 

계산 횟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식 (12)에서   가 모두 상수 일 경우 기존 

QRD-M의 제곱 유클리드 거리 계산 횟수가 된다. 식 

(12)에서 번째 이어의 생존된 후보 랜치 개수 

 는 매 검출마다 그 값이 달라지므로 평균 개수가 

고려되어야 하며 의 평균은 에르고딕 과정을 가정하

여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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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x2 MIMO 시스템  4-QAM에 한 평균 SED 

계산 횟수

Fig. 8. Average number of SED calculations for a 2x2 

MIMO system with 4-QAM.

그림 9. 2x2 MIMO 시스템  16-QAM에 한 평균 SED 

계산 횟수

Fig. 9. Average number of SED calculations for a 2x2 

MIMO system with 16-QAM.

그림 10. 4x4 MIMO 시스템  4-QAM에 한 평균 SED 

계산 횟수

Fig. 10. Average number of SED calculations for a 4x4 

MIMO system with 4-QAM.

그림 11. 4x4 MIMO 시스템  16-QAM에 한 평균 SED 

계산 횟수

Fig. 11. Average number of SED calculations for a 4x4 

MIMO system with 16-QAM.

   
 
 



                        (13)

여기서 은 체 채  생성 횟수이며 은 번째 

채 에 한 신호 검출을 수행했을 때 요구되는 제곱 

유클리드 거리 계산 횟수이다. 식 (13)으로 계산된 제안

하는 알고리즘의 평균 제곱 유클리드 거리 계산 횟수를 

이용하여 기존 QRD-M의 계산 횟수와 비교한다.

그림 8  9에는 ×  MIMO 시스템에서 4-QAM 

 16-QAM에 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평균 SED 계

산 횟수를 기존 QRD-M의 계산 횟수와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ML 검출의 SED 계산 횟수는 기존 QRD-M 보

다 매우 큰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생략하 다. ×  

MIMO 시스템이므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의 경

우만 존재하며, 그림 8  9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

의 평균 제곱 유클리드 거리 계산 횟수가 SNR이 증가

할수록 기존 QRD-M 검출의 최소 횟수인 M=1인 경우

에 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11에는 ×  MIMO 시스템에서 

4-QAM  16-QAM에 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평

균 SED 계산 횟수를 기존 QRD-M의 계산 횟수와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  MIMO 시스템에서   

의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평균 

제곱 유클리드 거리 계산 횟수를 에 따라 나타내었

다. 그림 10  11에서 일반 으로 가 커짐에 따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평균 SED 계산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값이 커질수록 평균 으로 더 많은 후보 랜치가 살

아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SNR이 커짐에 따라 모든 

값의 경우에 해 평균 제곱 유클리드 거리 계산 횟수

가 M=1인 기존 QRD-M의 계산 횟수에 근 해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어, SNR이 커질수록 에 계없이 

(1528)



2017년 11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54권 제11호 11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Vol.54, NO.11, November 2017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최소 계산 복잡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복잡도 계산에는 지연시간  임계값을 구하는 복잡도

는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번째 검출 이어의 임계

값을 구하기 해 번째 이어에서 min번
째 이어까지 각 이어 마다 최소 메트릭만 구하는 

과정은 M=1의 복잡도가 더해지는 정도이며 (이 에 임

계값을 얻기 해 계산된 랜치가 선택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 복잡도 증가가 없어 실제로는 M=1의 경우보

다 훨씬 은 복잡도가 더해지게 된다), 로세서의 발

 추세로 미루어 보면 이에 한 지연시간도 큰 이슈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BER 성능 분석을 통해 확인하 듯이, 기존 

QRD-M이 최소 복잡도를 갖도록 매 검출 이어마다 

생존 후보 랜치를 1개씩 선택하는 M=1인 경우의 기

존 QRD-M은 ML 검출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BER 성

능을 가진다. 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SNR이 커짐에 

따라 평균 으로 매 이어마다 생존하는 후보 랜치

의 개수가 기존 QRD-M의 최소 복잡도인 M=1개로 수

렴하게 되는데 이때 의 값을 하게 선택하면 ML 

검출과 매우 근  는 동일한 BER 성능을 가질 수 있

게 된다. 즉,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높은 SNR에서 평균

으로 매 이어마다 생존하는 후보 랜치의 개수를 

1개정도 선택하면서도, ML 검출과 유사한 BER 성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응  임계값을 통해 불필요한 

후보 랜치들을 획기 으로 제거하면서도 신뢰도 있는 

후보 랜치를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를

들어 기존 QRD-M에서 M=1인 경우는 채 상태에 

계없이 모든 이어에서 항상 1개의 후보 랜치를 고

정 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는 최소가 되지

만 채  응성이 떨어져 BER 성능이 크게 열화된다. 

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도 높은 SNR 상황에서 부분

의 검출 이어에서 평균 으로는 1에 가까운 후보 

랜치만 선택하지만, 갑자기 좋지 않은 채  상황이 발

생하면 이에 응 으로 임계값이 바 게 되고 그에 따

라 1개 이상의 후보 랜치를 선택함으로써 신뢰성 있

는 후보를 놓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최소 복잡도를 갖는 M=1인 QRD-M

과 평균 SED 계산 횟수가 유사하면서도 ML 검출에 근

 는 일치하는 BER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게

다가 가 최 일 경우 제안하는 MFD 알고리즘은 ML 

검출과 정확하게 동일한 BER 성능을 가지면서도 SNR

이 커질수록 QRD-M이 가지는 최소 복잡도로 수렴해

가게 된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MFD 알고리즘은 ML 

검출의 최  구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readth-First 알고리즘인 QRD-M을 

기반으로 MIMO 시스템에서 계산 복잡도가 매우 낮은 

ML의 최  신호 검출을 제안하 다. 번째 검출 이

어의 생존 후보 심볼을 결정하는 최  임계값은 

min번째 검출 이어의 최소 메트릭에 의

해 구하 고 가 최 일 때 ML과 같은 BER 성능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한 계산 복잡도에 있어 

에 계없이 기존 QRD-M (M=1)의 최소 복잡도에 

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MFD 알고리즘은 다  안테나 는 다  

채  등 모든 MIMO 통신/방송 시스템에 용이 가능

하다. 한 로 하나의 자원 블록 (RB: Resource Block) 

이 12개의 부반송 로 구성되는 LTE-Advanced의 상

향 링크를 고려해 보자. 두 개의 RB를 할당하고 4-  

16-QAM OFDM을 가정하면 ML의 해를 구하는데 각

각   (약 281조)    (약 ×) 의 유클리

드 놈 계산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상 일반 인 개인

용 컴퓨터로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제안하는 MFD 알고

리즘을 이용하면 수 분 이내에 ML의 해를 구할 수 있

어 그 응용 범 는 매우 범  할 것으로 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경 정을 기 으로 하 지만, 이 결과를 바

탕으로 연 정에 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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