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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소수의 USRP(universal software radio peripheral)를 이용하여 Massive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의 성능 분석
이 가능한 testbed 구현 방법론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구현한 testbed를 이용하여 실제 무선 환경에서 송신 안테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테나 이득의 영향 및 수신단에서의 BER(bit error rate) 성능을 분석 한다.
I. 서 론

최근 차세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공간 자원을 활용하는 기존의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기술을 바탕으로 송신단의 안테나
수를 비약적으로 증가 시키는 Massive MIMO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 [1] 특히, Massive MIMO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MIMO
시스템보다 더욱이 많은 안테나를 이용함으로써 획득 가능한 안테나 이득
향상되며 이는 전송량 및 신뢰성 관점에서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Massive MIMO 시스템에서의 안테나 이득에 대한 성
능 분석을 위해 소수의 USRP(universal software radio peripheral)를 이
그림 1 실내 실험 환경
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송·수신 후 후처리를 통해 Massive MIMO 성능
분석이 가능한 testbed를 구축하였다. Testbed는 채널을 추정 후
feedback해주는 채널추정 단계, feedback 받은 채널을 기반으로 빔 형성 N × N 개의 독립적인 채널 환경에 대한 성능이 분석 가능하다.
을 수행하는 빔 형성 단계 그리고 수신된 데이터를 중첩하여 신호를 분석 Testbed는 채널 추정 단계, 빔 형성 단계 그리고 후처리 단계로 구분되며
하는 후처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testbed를 이용하여 실 상세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 무선 환경에서 안테나 수에 따른 안테나 이득 영향 및 BER(bit error - 채널 추정 단계
rate) 성능을 분석한다.
채널 추정 단계에서는 송신단에서 전송된 직교 훈련 심볼들을 이용하여
수신단에서 간섭없이 N 개의 채널에 대하여 채널을 추정하고 추정된
II. Massive MIMO Testbed 구현
채널을 송신단으로 feedback하여 준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Massive MIMO testbed는 다수의 안테나에 대한 실 - 빔 형성 단계
험 결과를 얻기 위해 보유한 소수의 USRP의 송신안테나 N 개를 이용 빔 형성 단계에서는 채널 추정 단계에서 feedback 받은 채널 정보를 이
하여 송·수신을 N 회 반복 수행한다. 이 후 수신된 N 개의 수신 신 용하여 MRT(maximum ratio transmission)을 수행하며, 수신단에서는
호를 중첩시켜 하나의 수신 신호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형성된 수신데이 수신된 신호를 저장하고 Rx안테나의 위치를 이동 후 채널 추정 단계를 반
터는 N × N 개에 해당되는 송신 안테나로부터 전송된 수신 신호의 복한다. 위의 과정은 N 회 반복 후 후처리 단계로 넘어간다.
성능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그림 1>은 단일 사용자에 대한 실내 실험 환경을 도식화 한 것 - 후처리 단계
이며, N 회 반복 송·수신시 Rx안테나의 위치를 그림과 같이 N 회 후처리 단계에서는 N × N 개의 수신 신호를 중첩하여 하나의 수신
이동 시키며 수신 데이터를 수신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신호를 생성 후 수신단에서의 성능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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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Massive MIMO의 성능 분석을 위해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변복조 기술을 차용하였으며 실험 파라
미터는 <표 1>과 같이 설정 하였다.
FFT size
IQ rate
Number of Tx antennas(NTx )
Number of Rx antennas
Modulation
Carrier frequency
Transmitted power

64
1MHz
7
1
64-QAM
2GHz
17dBm

표 1 실험 파라미터 및 설정 값

그림 3 송신 안테나 수에 따른 채널 이득 변화

그림 2 송신 안테나 수에 따른 수신 성좌점

<그림 2>는 후처리 단계 이후 실내 채널 환경에서의 수신 성좌점을 나
타낸 것이며, 안테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검출이 용이해 짐을 확인
그림 4 송신 안테나 수에 따른 BER 성능 이득 변화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에서 보이듯이 안테나 수 증가에 따른 안테나
이득 향상으로 effective channel gain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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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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