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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술 데이터 링크를 위한 협력 재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단말 간 공통 상황 인식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복합 재전송 기법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H-ARQ)과 협력 통신 기법 (cooperative communication
scheme)을 이용하는 증분 중계 (incremental relaying) 방식을 통하여 무선 자원의 효율성
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전술 데이터 링크의 메시지 손실률과 평균 지연 시간이 감소됨을 보인
다.

복합 재전송 기법은 무선 채널 환경에서

서론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통한 재전송 방식으
본 논문에서는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을
기반으로 하는 전술 데이터 링크를 위한 협
력 재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술 데이터 링
크의

다중

(dedicated

접속
access)

방식은

전용

접속

방식,

경쟁

접속

(contention access) 방식 그리고 시간 슬
롯 재할당 (time slot reallocation) 방식으
로 구별 된다 [1]. 전용 접속 방식은 각 단
말의 메시지 발생 빈도에 따라 시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경쟁 접속 방식은 단말이 동시
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는 경우 충돌이 발
생하여 지연 시간이 길어지고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간 슬롯 재할당 방식은 중앙
제어 단말 (central control node)이 존재
해야 한다는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복합 재전
송 기법과 협력 통신 기법을 이용한 협력
재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로 통신의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이다.

또한,

협력

통신

(cooperative

communication) 기법은 공간 다이버시티
(diversity) 이득을 얻음으로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2].
[3]에서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ad
hoc network) 상황에서 협력 통신과 재전
송 기법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것이 재전송
기법만을 이용한 직접 전송 방식에 비하여
평균 지연 시간과 전송율 (throughput) 측
면에서 이득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4]에서는 증분 중계 방식을 위한 부호화
방식과 중계기 선택 방법을 제안하며 평균
지연 시간, 전송율, 전력 소비에서 이득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3, 4]는 여러
개의 중계 단말 (relay node)이 존재할 때,
한 개의 송신 단말 (source node)과 한 개
의 목적지 단말 (destination node)만이 존
재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모든 단말이
송신 단말, 중계 단말 그리고 목적지 단말
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상황을 고려
한다. 전술 데이터 링크에서의 통신은 지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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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통신

(point

to

point

communication) 뿐 아니라 지점 대 다 지

다. 각 단말 사이의 채널은 레일리 블럭 감

점 (point to multi point communication)

쇄 (Rayleigh block fading) 채널로 가정하

통신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이다. 그러므로

고 번째 단말에서 전송되는 블럭      이

전술 데이터 링크에서 복합 재전송 기법을

 번째 단말에서 수신되는 모형은 다음과 같

이용한 협력 재전송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이 표현할 수 있다.

서는 지점 대 다 지점 통신을 고려해야 한
다.

                     

(1)

지점 대 지점 통신에서의 협력 통신은 하
나의 송신 단말과 하나의 목적지 단말 사이
의 통신을 다수의 중계 단말이 도와주는 방
식이다. 이 경우에서는 [4, 5]와 같이 그
목적지 단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중계 단
말을 통한 협력 통신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되지만, 여러 개의 목적지 단말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없다.

여기서  은 번째 단말과 번째 단말
사이의 감쇄 채널을 나타내고,      은 열
잡음을 나타내며,  과      은 각각 평
균이 0이고 분산이 1과   인 독립 복소 가
우시안

기법을 함께 이용한 증분 중계 방식을 제안

변수

(complex

Gaussian

random variable)이다.
각 단말은 전용 접속 방식으로 자신에게

본 논문에서는 지점 대 다 지

점 통신에서 복합 재전송 기법과 협력 통신

랜덤

미리 할당된 시간 슬롯동안 자신의 메시지
를 모든 단말에게 방송 (broadcasting)하고
그 외의 시간 슬롯에서는 모든 단말의 메시

하고 그 이득을 살펴본다.

지를 수신한다. 각 단말에서의 메시지는 포
아송 분포 (Poisson distribution)에 따라

본론

발생한다. 아래 식은 메시지 도달 비율
(arrival rate)이 이며 평균이 일 때, 시

시스템 모형

간 동안 개의 메시지가 발생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포아송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이
다.
   

     


(2)

각 단말에서 발생된 하나의 메시지는 개
의 비트 (bit), 개의 심볼 (symbol) 길이
그리고  개의 블럭 (block)으로 이루어진

그림 1 시스템 모형

하나의

부호어

(codeword)로

인코딩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개의 단

(encoding)된다. 한 번의 시간 슬롯에서 1

말이 존재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


개씩 전송되는 각 블럭은 길이    와


에서 네트워크 내의 모든 단말이 서로의 정
보를 공유하여 공통 상황 인식을 목표로 하
는 상황을 고려한다. 또 한 네트워크 내의
모든 단말은 서로 직접 (one hop)통신이
가능한 협력 그룹 내에서의 통신을 고려한


부호화율    를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

서는 복잡도 (complexity)를 고려하기 위하
여  개의 블럭이 동일한 형태인 반복 부
호 (repetition code)를 이용한다.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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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가

송신

노드의

블럭을

복호

(decoding)하지 못하는 경우 송신 단말은

협력 그룹 내의 모든 단말들에게 오류 없이
전달된다고 가정한다.
그림 3은 메시지 블럭을 수신한 단말에서

같은 블럭을 재전송하고 목적지 단말은 수
신된

모든

블럭을

다이버시티

결합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메시지 블럭
복호가 실패하는 경우 단말은 NACK 신호

(diversity combining)하여 복호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부호어를 사용한

를 송신하여 재전송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

(mutual

음 시간 슬롯에서 다시 재전송된 메시지 블

information)과 부호화율에 의해서 복호화

럭을 복호할 때 이용하기 위하여 수신된 메

여부를 결정한다. 번째 시간 슬롯에서 번

시지 블럭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둔다. 복호

째 단말과  번째 단말 사이의 송신 신호 대

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ACK 신호를 송신하

잡음비가   이고 감쇄 채널 값이  

고, 복호를 위하여 이전에 저장하였던 메시

일 때, 다이버시티 결합을 통해 얻어지는

지 블럭들을 메모리에서 지운다.

다고

가정할

때,

상호

정보량

상호 정보량은 다음 식과 같다 [4].




 

 

  





(3)





    
   





제안하는 협력 재전송 기법

그림 3 수신 과정
그림 2 제안하는 협력 재전송 기법의
다중 접속 규약
그림 2는 본 논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
는 협력 재전송 기법의 다중 접속 규약이
다. 협력 그룹 내의 모든 단말에게 시간 슬
롯이 미리 할당 된다. 모든 단말은 자신의
첫 번째 시간 슬롯 동안 자신의 메시지 블
럭을 전송하고, 이 블럭은 협력 그룹 내의
다른 모든 단말들에게 방송 된다. 단, 메시
지가 발생하지 않은 단말은 자신의 첫 번째
시간 슬롯 동안 아무 것도 전송하지 않는
다. 모든 단말이 첫 번째 슬롯을 사용한 후,

그림 4 송신 과정

협력 그룹 내의 모든 단말은 ACK/NACK
신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단말의 블럭을
복호 했고 그렇지 않았는지를 다른 모든 단
말들에게 알려준다. 단, ACK/NACK 신호는

그림 4는 각 단말이 어떤 메시지를 송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협력
그룹 내의 한 개 이상의 단말로부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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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블럭에 대한 NACK 신호를 수신한

하지 않는 단말의 수를 줄이고 이를 통하여

단말은 자신의 메시지를 재전송한다. 반면

무선 자원 효율성 증대와 시스템 성능 향상

에 모든 단말로부터 자신의 메시지 블럭에

을 얻을 수 있다. 또 한 이와 같은 협력 재

대한 ACK 신호를 수신한 단말은 더 이상

전송 방식은 중앙 제어 단말의 도움 없이

자신의 메시지를 재전송 하지 않고, 자신이

각 단말에서 분산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

복호한 다른 단말의 메시지 중에서 하나를

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계 한다. 단, 이러한 재전송과 중계 과정
은 하나의 메시지에 대한 지연 시간이 제한

실험 결과

된 경우 제한된 지연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
진다. 즉, 한 개 메시지에 대한 지연 시간이

0

10

지났거나 모든 단말이 서로의 메시지에 대
하여 ACK 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모든

-1

10

단말이 다음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말은

오류

없이

전달된

-2

10
Drop-ratio

모든

ACK/NACK 신호를 이용하여 협력 그룹 내
의 모든 단말의 수신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단말의 메시지를 중계하는

-3

10

No Cooperation
Cooperation nodes = 4
Cooperation nodes = 6
Cooperation nodes = 8
Cooperation nodes = 12

-4

10

경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어떤 단말의
메시지를 중계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5

10

8

번째 단말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단말의 메시지 집합을   라고

10

12

14
16
Transmit SNR (dB)

18

20

22

그림 5 송신 전력에 따른 메시지 손실률

한다. 이 경우 자신이 복호하지 못한 메시
지 집합은   , 자신은 복호하였지만 복호

그림 5는 메시지 전송 지연 시간이 제한

하지 못한 단말이 존재하는 메시지 집합을

되어 있고, 각 메시지 발생은 도달 비율이

  ,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단말이 이

0.5인 포아송 분포를 따르게 될 때, 협력

미 복호한 메시지 집합을   이라고 가정할

재전송 기법을 그룹 내 단말의 숫자를 변경

때 아래와 같은 관계식이 만족한다.

우 송신 신호 대 잡음비에 따른 메시지 손

    ∪  ∪  

(4)

  ∩   ∩    

(5)







시켜 가면서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실률 (drop ratio)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메시지 손실률은 하나의
메시지에 대한 지연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전달되지 못한 메시지의 비율로 정

이 경우 단말이 중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의한다.

오직   의 원소들이다. 집합   의 원소

그림을 통하여 송신 신호 대 잡음비가 증

개수가 1인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중계 한

가함에 따라 협력 재전송 기법을 사용한 경

다. 집합   메시지의 개수가 2이상인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성능 차이가 커지

우에는 그룹 내의 모든 단말에 의한 재전송

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시지를 전송받

횟수가 가장 적은 메시지를 재전송 한다.

지 못한 단말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메시지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신에게 할

의 송신 단말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복호

당된 시간 슬롯 동안 아무런 메시지를 전송

한 모든 단말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슬롯
에서 재전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신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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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비가 낮고 지연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

약이 긴 경우에는 채널 환경이 좋지 않을

에는 협력 재전송 방식을 사용할 때의 이득

때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평균 지연 시간에

이 크지 않다. 자신의 메시지 재전송에 할

서 더 큰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 한

당되는 시간 슬롯이 많아짐에 따라 다른 단

논문에서 제안하는 협력 재전송 기법은 각

말의 메시지 중계에 참여하는 시간 슬롯이

단말에서 분산적인 방법으로 이루진다는 장

적어지기 때문에 이득이 작아진다.

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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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송신 전력에 따른 평균 지연 시간
그림 6은 각 메시지에 대한 제한 지연 시
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송신 신호 대 잡
음비에 따른 평균 지연 시간을 보여준다.
협력 재전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
말의 수에 따라 평균 지연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협력 재
전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말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지연 시간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송신 단말과 다수의
목적지 단말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복합 재
전송 기법과 협력 통신 기법을 결합한 증분
중계 방식을 사용한 협력 재전송 기법을 제
안한다. 짧은 지연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
에서는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채널 환경이
좋을 때 메시지 손실률에서 더 큰 성능 이
득을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지연 시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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