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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Q가 있는 양방향 중계 채널에서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협력통신 기법
Coopera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Using Network Coding
for Two-way Relay Channel with ARQ
변일무·김광순
Ilmu Byun · Kwang Soon Kim

양방향 중계 채널(two-way relay channel)은 2개의 단말이 중계기(relay) 의 도움을 받는 협력 통신
(cooperative communication) 을 통하여 양방향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 채널이다. 기존의 협력 통신에서는 중계기
가 시간 또는 주파수 자원을 나누어 양방향으로 신호를 송신하지만, 양방향 중계 채널에서는 중계기가 동일자원을 사
용하여 두 단말로 신호를 송신한다. 그러므로 양방향 중계 채널에서는 기존 기법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이 가능하
다.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중계 채널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기법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첫 번째로 네트워
크 부호화를 사용하는 양방향 협력 통신에서 중계기에서 양방향의 전송 비트 수가 다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변조
기법을 제안하고 그 복조 방식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이를 이용하여 양방향의 전송율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
는 양방향 협력 통신 상황에서 패킷 전송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식이 기
존 기법보다 높은 전송률을 갖는 것을 보였다.
주제어: 양방향 중계 채널, 네트워크 부호화, 협력 통신, 중계기, ARQ 채널

The two-way relay channel is a bidirectional communication scheme between two nodes using cooperative
communication (with the aid of a relay). In the previous cooperative communication schemes, the relay
transmits its data to each node using two orthogonal time or frequency resources. However, in the two-way
relay channel, the relay can broadcast the network-coded signal to both nodes using only one time or frequency
resource. Thus, the throughput of the two-way relay channel can be increased. In this paper, the coopera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using network coding for practical systems are studied. First, the network
coding/decoding schemes for the two-way relay channel are proposed when the data rate of the two-way channel
is asymmetric. Second, when the data rate of two-way channel is fixed, we propose a protocol using the
proposed network coding/decoding to reduce the required time for the packet transmission.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outperforms decode-and-forward and amplified-and-forward protocols without
network coding.
Keywords- Two-way relay channel, network coding, cooperative communicatoin, ARQ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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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간단한 네트워크 부호화 예

I. 서 론
무선 통신에서 높은 전송률과 높은 신뢰도를 얻기
위해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
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5]. MIMO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이버시티 이득(diversity gain)과
다중화 이득(multiplexing)을 얻을 수 있고 페이딩
(fading) 채널을 효과적으로 극복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5]. 그러나 이
러한 MIMO 시스템은 물리적인 한계와 가격상의 문제
로 인하여 크기가 작은 단말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통신
(cooperative communication) 기법은 여러 명의 사용
자가 있는 환경에서 두 단말간의 통신을 중계기(relay)
가 도움으로써 MIMO에서와 같은 송신 다이버시티
(transmit diversity)를 얻는 기법이다. 또한 이 기법은
애드혹(ad-hoc) 네트워크나 메쉬(mesh) 네트워크와
같이 기지국이 없는 환경에서도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에서는
이론적으로 송신단, 수신단, 그리고 중계기의 3 개의 노
드가 있는 환경에서 협력 통신의 용량(capacity)을 이
론적으로 얻었다. 그 후, 실제로 협력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토콜과 전송 기법이 제안되었다[7],[8]. DF
(decode-and-forward) 방식은 중계기에서 송신단으로
부터 수신한 신호를 복원한 뒤 다시 부호화하여 수신단
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만약 중계기에서 수신을 실패하
는 경우에는 협력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7]. AF(Amplified-and- Forward) 방
식은 중계기가 송신단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증폭만 시켜서 수신단으로 보내는 기법이다
[8]. AF 방식에서는 DF 방식과 같은 성능 저하는 없지
만 수신단에서 송신단과 중계기 간의 채널을 알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는 CF(Compressed and

Forward) 방식으로, 중계기에서 수신한 신호를 양자화
(quantization) 한 다음에 송신단으로 전송하는 기법이
다[6]. [9]에서는 기존의 협력 통신기법을 여러 개의
단말과 다중 안테나의 경우로 확장하여 정보이론적으로
분석한 뒤, 중계기가 송신단과 가까우면 DF 기법의 성
능이 좋고, 중계기가 수신단과 가까우면 CF 기법의 성
능이 좋다는 것을 보이고 이 두 가지 기법을 혼합한 프
로토콜을 제안하였다. [10]에서는 중계기와 송신단 간
의 채널 상황에 따라 전송형식을 변화하는 선택중계
(selection relaying) 기법과 수신단이 수신에 실패하면
중계기가 재송신을 하는 증분중계(incremental
relaying) 기법을 제안하고 아웃티지(outage) 확률 관
점에서 기존 기법과 함께 성능을 분석하였다. [11]에
서는 반 이중 협력채널(half-duplex cooperative
channel)에서의 다이버시티 이득과 다중화 이득 간의
트레이드오프(diversity-multiplexing trade-off)를 분
석하였고 DDF(Dynamic DF) 기법을 제안하고 제한
된 다중화 이득 안에서 다이버시티 이득과 다중화 이득
간의 최적 트레이드 오프를 얻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앞선 협력 통신에 관한 연구는 주로 프로토콜 제안과 그
이론적인 분석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므로 다양한 환경에
서의 실제 변조 및 부호화 방식을 고려한 프로토콜과 그
성능 분석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부호화(network coding) 기술은 패킷 레벨
(packet level)에서 부호화기법을 적용하는 기법으로 처
음에 유선 패킷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안되었고 전체 네트
워크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2]. 기본
적인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양방향
으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결합한 후 양쪽으로 동시에 전송
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부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프로토콜 및 스케줄링 기법에 대
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3]~[15]. [13]에서는 유무
선을 고려한 패킷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 부호화를
적용하여 멀티 캐스트 (multi cast)의 비용 (cost)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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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양방향 협력 통신 모형

수 있음을 보였고 [14]에서는 전방향 전송(omnidirectional transmission)과 간섭을 고려한 실제 시스템과
유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부호화를 적용한 새로운 프
레임 워크를 제안한 뒤, 제안한 기법이 기존의 라우팅
(routing) 보다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보였다. [15]에
서는 무선 네트워크의 계층 모형 (layered model) 상
황을 가정하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멀티캐스트를 위
한 최소에너지를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최근에는 협력 통신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협력 통신과 네트워크 부호화를 결합한 양방향
중계 채널(two-way relay channel)에 대한 연구가 있
었다. [16]에서는 전이중(full duplex) 협력통신 모델
에서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다양한 프로토콜의 전
송율의 범위(achievable rate region)를 구했다. [17]
에서는 중계기에서 네트워크 부호화와 터보 부호(turbo
code)를 연동하여 부호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식의 성능이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보
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였다. [18]에서는 각 노드와 기
지국이 최대율결합 (Maximum ratio combining)을 사
용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가정하고, 네트워크 부호화
를 사용할 때 중계기를 선택하고 중계기의 전송전력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양방
향 협력 통신에서 양방향의 전송 비트 수가 다른 경우에
도 중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조 기법을 제안하고 그
복조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양방향의
전송율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양방향 협력
통신 상황에서 패킷 전송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프로토콜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는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양방향 협력통신의 시스
템 모형을 보이고 III장에서는 중계기에서 양방향의 전
송 비트 수가 다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부호화/복호화 기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이 최대율결합
의 성능과 같음을 보인다. IV장에서는 ARQ가 있는 양
방향 중계 채널에서 양방향 의 전송율의 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패킷 전송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V장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의 성능을 모의 실
험을 통해 알아보고 VI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시스템 모형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두 명의 사용자와
하나의 중계기가 있는 양방향 중계 채널을 가정한다.
양방향 중계 채널에서의 협력 통신은 두 명의 사용자가
서로 한 부호어(codeword) 만큼의 정보를 주고 받은
후에 중계기에서 양방향으로부터 수신한 부호어를 복호
화한 뒤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을 사용해 만든 부호어를
양쪽으로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양방향 중계 채널에서는 3시간 슬롯(time slot) 으로 양
방향 통신을 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안된 [7]~[10]
과같은 기법들이 중계기가 양방향으로 각각 2시간 슬롯
에 걸쳐 전송해야 하는 것보다 송신 시간을 줄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각각의 수신신호는 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yt1,d=ht1,sd xs+nt1,d , yt1,r=ht1,sr xs+nt1,r ,
yt2,s=ht2,sd xd+nt2,s , yt2,r=ht2,dr xd+nt2,r ,
yt3,d=ht3,rd xN+nt3,d, yt3,s=ht3,rsxN+nt3,s .

(1)

여기서 yt1,a , yt2 ,a , yt 3,a는 각각 시간이 t1, t2, t3일 때의
에서의 수신 신호를 나타낸다(a=d, s, r로 s는 사용자
1, d는 사용자 2, r은 중계기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nt1,a , nt2,a , nt3,a 는 각각 시간이 t1, t2, t3일 때의 a에서
의 수신 잡음(noise)을 나타낸다. 잡음은 독립이고 동
일 분포를 갖는 정규 확률 변수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다. ht1,sd 와 ht1,sr는 각각 시간이 t1일 때의 사용자
1과 사용자 2 간의 채널과 사용자 1과 중계기간의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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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고 ht2,sd 와 ht2,dr는 각각 시간이 t2일 때의 사용
자 1과 사용자 2 그리고 사용자 2와 중계기 간의 채널
을, ht3,rd 와 ht3,rs는 각각 시간이 t3일 때의 중계기와 사
용자 2와, 중계기는 사용자 1간의 채널을 나타낸다. 채
널은 매 시간 슬롯마다 독립이고 균일 분포를 갖는 정규
확률 변수로 평균은 0, 분산은 1인 블록 페이딩 채널
(block fading channel)이다. xs는 사용자 1이 송신하
는 부호어를 xd는 사용자 2가 송신하는 부호어를 나타
낸다. xN는 xs와 xd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부호화한 신
호로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xN=xs⊕xs .

신호가 서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로그우
도비를 수정하여야 한다. 식 (2)와 같은 선형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 1과 사
용자 2의 로그우도비 값 LLRs와 LLRd를 계산할 수 있
다.

LLRs=LLRt 1,s+sgn(xd)LLRt 3,r ,

(3)

LLRd=LLRt 2,d+sgn(xs)LLRt 3,r .

(4)

(2)

각각의 노드는 평균 SNR(Signal to Noise Ratio) 정
보를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각 부호어의 복호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ACK/NACK 정보를 공유하는 ARQ(Automatic Repeat
Request) 채널 환경을 가정한다. 두 명의 사용자간에 각
각 정해진 수의 패킷을 주고받는 것으로 하나의 라운드
(round)를 형성하고, 한 라운드가 끝나면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는 형태로 양방향 통신을 수행한다.

III. 양방향 네트워크 부호화기법
기존의 협력 통신 기법에서는 중계기로부터 수신한
신호와 다른 단말로부터 직접 수신한 신호를 최대율 결
합하여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네트워크 부
호화를 사용한 양방향 중계 채널에서는 중계기로부터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신호를 수신하므로 기존 방
식과 같이 최대율결합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양방향 통신에서 양방
향의 전송률이 다른 경우에는 중계기에서 한 부호어 동
안에 전송해야 할 양방향의 비트수가 다르므로, 이러한
경우에 적합한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과 그에 따른 복호
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I장에서는
네트워크 부호화에 적합한 결합(combining) 기법에 대
해서 알아보고 최대율결합 방식과 성능을 비교한다. II
장에서는 양방향의 전송률이 다른 경우의 네트워크 부
호화와 복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1. 네트워크 부호화 결합 기법
중계기로부터 수신한 네트워크 부호화된 수신신호
와 다른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로그우도비 (loglikelihood ratio)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각각의 로
그우도비를 결합하여 최종적인 로그우도비를 얻을 수
있다.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로그우도비는 양방향

여기서 x≥0이면 sgn(x)=1이고 x＜0이면 sgn(x)=-1
이다. 또한 LLRt 1,s는 사용자 2가 사용자 1로부터 직접
수신한 신호의 로그우도비이고 LLRt 3,r은 사용자 2가
중계기로부터 수신한 네트워크 부호화된 신호의 로그우
도비이다. 마찬가지로 LLRt1,d는 사용자 1이 사용자 2
로부터 직접 수신한 로그우도비이고 LLRt3,r는 사용자
1이 중계기로부터 수신한 네트워크 부호화된 신호의 로
그우도비 값이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2가 사
용자 1로부터 직접 수신한 신호 yt1,d 를 y1으로, 수신 신
호의 채널 ht1,sd 는 h1으로 나타내었고 사용자 2가 중계
기로부터 수신한 yt3,d 는 y3으로, 수신 신호의 채널 ht3,rd
는 h3으로 나타내었다. 최종적인 로그우도비는 식 (5)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LLRd=LLRt 1,d+sgn(xs)LLRt 3,d
2Re{h*1x~ *s,0y1-h*1x~ *s,1y1}-|h1x~ s,0|2-|h1x~ s,1|2
=----------------------------------------------------------------------------------2------------------------------------------------------------------------2σn
~*
~
~
2
2
* y -h*x
2Re{h *3x~N,0
3 3 N,1y3}-|h3xN,0| -|h3x N,1|
-sgn(xs)---------------------------------------------------------------------2--------------------------------------------------------------------------2σn

2Re{A(x~ *s,0-x~ *s,1)}-(|h1|2+|h3|2)( ~x 2s,1-x~ 2s,0 )
=------------------------------------------------------------------------------------2----------------------------------------------------------------------2σn
=LLRMRC .

(5)

여기서 A=h*1y1+h*3y3 이다. 또한 σn2은 잡음의 분
산이고 x~ a,0와 x~ a,1은 xa의 성상도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로그우도비의 비트가 각각 0과 1인 경우에 최대우도
(maximum likelihood)를 만족하는 심볼이다(a=s,N).
식 (5)를 통해 로그우도비를 계산하면 최대율결합 방식
을 이용한 경우와 동일한 로그우도비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해
도 최대율결합을 사용한 기존 기법들과 동일한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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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네트워크 부호화 결합기법과 최대율결합 방식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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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zero-padding, repetition, parity 네트워크부호화 예

얻을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송 신호가 네트워크 부호화를 거치면서, 본
래의 비트와 다른 비트가 되는데 이 때문에 변조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 단말에서 전송한 신호와 다른 심볼로 전
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심볼간의 평균화 효과를 얻
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16QAM, 64QAM과 같이 각 심
볼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약간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은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해서 신호를 결합
한 경우와 최대율결합을 사용한 경우의 성능곡선으로
중계기에서 수신한 신호의 오류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
였다. 그림에서‘MRC’
는 최대율결합의 성능을 나타
내고,‘LLR sum’
은 양방향 채널에서 중계기가 수신
신호를 네트워크부호화를 사용하여 송신한 뒤, 단말에
서 식 (3), (4)를 이용하여 로그우도비를 얻은 경우이

다. 그림에서 BPSK와 QPSK에서는 두 기법의 성능곡
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16QAM과 64QAM에서
는‘LLR sum’방식이 네트워크 부호화에 의해 약간의
성능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
로 네트워크부호화를 사용한 양방향 중계 채널의 경우
에 최대율결합 기법과 동일하거나 조금 좋은 성능을 얻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전송률이 다른 경우의 네트워크 부호화/복호화 기법
2.1. ZP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
양방향의 전송률이 다른 경우에는 한 부호어안의 비
트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식 (2)와 같이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 가장 단순한 방법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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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규/비정규 타입의 패리티 네트워크 부호화 예

족한 비트를‘0’으로 채우는 ZP (zero-padding) 방법
이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의 변조방식이 QPSK이고
다른 사용자의 변조방식이 16QAM인 경우에 그림 4와
같이 변조방식이 낮은 쪽에 여분의 0을 채운 뒤 네트워
크 부호화를 적용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ZP 방법을 사
용하면 양방향의 변조 방식이 다른 경우에 변조 방식이
낮은 쪽이 변조 방식이 높은 형태로 전송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성능의 열화가 발생한다.
2.2. 반복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
ZP 네트워크 부호화에 의한 성능 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반복 네트워크 부호화(repetition network
coding)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양방향의 전송률
이 다른 경우에 전송률이 낮은 쪽의 비트를 반복해서 송
신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의 변조방식이
QPSK이고 다른 사용자의 변조방식이 16QAM인 경우
에 그림 4와 같이 전송률이 낮은 QPSK의 비트를 두 번
반복하여 네트워크 부호화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변조 방식이 높은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16QAM의
신호를 이용하여 로그우도비를 계산하고, 전송률이 낮
은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1번째 비트와 3번째 비트의
로그우도비를 합하고 또한 2번째 비트와 4번째 비트의
로그우도비를 합해서 최종적인 로그우도비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네트워크 부호화는 양방향의 전송률
이 높은 쪽과 낮은 쪽의 비가 정수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2.3. 패리티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
반복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은 반복되어진 로그우도
비 값을 더함으로써 수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양
방향의 전송률의 비가 정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양방향의 전송률의 비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
도 적용 가능한 기법으로 부족한 비트부분을 패리티
(parity) 비트로 채우는 패리티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
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의 변조방식이

16QAM이고 다른 사용자의 변조방식이 64QAM인 경
우에는 두 변조방식이 2개 만큼의 비트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비트를 4개의 데이터 비트로부터
구성한 2개의 패리티 비트로 채우는 방식이다. 그림 4
는 그림 5에서의 비정규 타입(irregular type) 을 사용
하여 패리티 비트를 구성한 예이다. 패리티 네트워크
부호화에서는 패리티 비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성
능의 차이가 발생한다. 패리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그림 5와 같이 정규 타입(regular type)과 비정규 타입
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형블럭부호(linear block code)에서
정규 타입보다 비정규 타입이 보다 좋은 성능을 가지므
로, 네트워크 부호화의 경우에도 비정규 타입이 정규 타
입보다 좋은 성능을 가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수신
단에서의 로그우도비는 LDPC(low-density paritycheck code) 와 같은 선형블록부호에서 사용하는 메시
지전달 알고리즘(message passing algorithm)을 이용
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5의 비정규 타입
의 패리티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64QAM의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6개의 로그우도비를
계산한 뒤 메시지전달 알고리즘을 사용해 메시지비트의
로그우도비를 업데이트한다.
그림 6에서 변조 방식에 따른 각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LLR sum’
은 양방향의
전송률이 같은 경우의 성능 곡선을 나타낸다. ‘Zero
padding’
은 ZP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의 성능 곡선이
고,‘Repetition’
은 반복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경
우의 성능 곡선을 나타내며‘Parity’
는 패리티 네트워
크 부호화 기법의 성능을 나타낸다. 패리티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으로는 그림 5의 비정규 타입을 사용하였
다. 그림의 변조방식은 전송률이 낮은 쪽의 변조방식을
나타내고 전송률이 높은 쪽의 변조방식은 전송률이 낮
은 쪽보다 한 심볼의 전송 비트가 2비트가 많은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ZP 네트워크
부호화의 경우는 양방향의 전송률이 동일한 경우보다
성능이 많이 열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복 네트
워크 부호화의 경우는 양방향의 전송률이 같은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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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양방향 전송률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의 ZP, 반복, 패리티 네트워크 부호화에 따른 성능 비교

비슷한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반복
네트워크 부호화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패리티 네트
워크 부호화 기법을 적용시켜도 마찬가지로 양방향 전
송률이 동일한 경우와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Ⅲ장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부호화
를 사용한 양방향 협력 채널기법에서의 성능을 기존의
협력 통신 기법들과 비교해 보았다. 1절에서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을 사용하여도 최대율결합을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변
조방식의 전송률이 증가하면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경우가 네트워크 부호화된 심볼과 그렇지 않은 심볼에
의한 평균화 효과 때문에 성능이 조금 좋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방향의 전송률이 다른 경우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으로 전송률의 비가 정
수배인 경우에는 반복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을, 정수배
가 아닌 경우에는 패리티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면 양방향의 전송률이 다
른 경우에도 전송률이 같은 경우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IV.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협력
통신 프로토콜

본 장에서는 양방향 중계 채널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통신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협력 통신 상황에서 각 노
드가 모든 노드의 SNR 정보를 짧은 주기로 공유하는
것은 시스템에 많은 부하를 주므로, 각 노드가 긴주기

SNR을 바탕으로 이에 따라 변조 방식을 결정한 뒤, 긴
주기 동안의 양방향 전송율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방향 협력 통신 상황을 가정한다. 또한 협력 통신 프
로토콜의 노드가 ACK/NACK 정보를 바탕으로 재전송
하는 ARQ 채널 환경을 가정하고 패킷 전송을 위한 전
송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협력 통
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① 각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또는 중계기가 수신을 성공
할 때까지 신호를 송신한다.
② 중계기와 각 사용자간의 거리가 사용자간의 거리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므로 중계기에서는 거리에 따른 신
호 감소효과가 적다. 그러므로 중계기가 수신을 성공
하고 다른 사용자가 아직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상황
이면 사용자는 신호전송을 멈추고 중계기에서 신호를
송신한다.
1. NDF 전송 프로토콜
양방향 중계 채널에서는 중계기가 수신한 신호를 복
호화한 뒤 네트워크 부호화를 해서 양방향으로 전송하
므로, NDF(Network-coded Decode and Forward)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NDF 프로토콜에서는 각
노드의 수신 성공여부에 따라 그림 7에서와 같이 3가지
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림 7의 첫 번째 경우는 사
용자 1이 사용자 2또는 중계기가 수신 성공할 때까지
반복 송신하고(1 → 2,R), 사용자 2가 중계기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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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1 → 2,R

2 → 1,R

R → 1,2

Case 2

1 → 2,R

2 → 1,R

R→1

Case 3

1 → 2,R

2 → 1,R

R→2

그림 7. ARQ채널에서의 NDF 협력 통신 프로토콜

용자 1이 수신 성공할 때까지 반복 송신 한 뒤(2 →
1,R), 양쪽 사용자 모두 서로의 신호를 수신하는데 실
패하여 중계기에서 네트워크 부호화하여 양방향으로 신
호를 송신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사용자 2는 수신
성공하여 중계기가 사용자 1에게만 송신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사용자 1이 수신 성공하여 중계기가 사용자
2에게만 송신하는 경우이다. NDF에서의 전송률을 증
가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를 줄이고,
첫 번째 경우가 많이 나타나야 하므로 이를 위해 버퍼를
사용한 NDF 프로토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NDF
통신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1이 사용자 2또는 중계기가 수신 성공할 때
까지 반복 송신.
② 사용자 2가 수신 성공한 경우는 중계기에서 해당 패
킷을 버퍼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 2 송신 시작.
③ 사용자 2가 사용자 1또는 중계기가 신호를 수신 성
공할 때 까지 반복 송신.
④ 사용자 1이 수신 성공한 경우는 중계기에서 해당 패
킷을 버퍼에 저장하지 않고 중계기에서 송신 시작.
⑤ 중계기에서 버퍼에 저장된 신호를 네트워크 부호화
하여 양방향 전송(기본적으로 버퍼에 양방향의 전송
신호가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⑥ 중계기에서 각 사용자로부터 ACK 신호를 받으면,
버퍼에서 해당 패킷 제거.
⑦ 중계기가 한 사용자로부터만 ACK 신호를 받은 경우
는 그 사용자로 전송할 다음 패킷과 다른 사용자가
수신 실패한 패킷을 결합하여 네트워크 부호화한 패
킷을 양방향 전송.
⑧ 중계기에서 양쪽으로부터 ACK 정보를 한 번씩 받으
면 전송 중지 후 사용자 1 전송 시작.
2. DF 전송 프로토콜
ARQ채널에서 DF를 사용한 경우 한 라운드의 전송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사용자 1이 사용자 2또는 중계기가 수신 성공할 때
까지 한 패킷 송신.
② 사용자 2가 수신에 실패하고, 중계기가 수신에 성공
하면, 사용자 1이 송신을 멈추고 중계기에서 사용2
가 수신 성공할 때까지 반복 송신, 그렇지 않고 사용
자 2가 수신을 성공했다면 중계기에서 송신하는 과
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2에서 송신시작.
③ 사용자 2가 사용자 1또는 중계기가 수신 성공할 때
까지 한 패킷 송신.
④ 사용자 1이 수신에 실패하고, 중계기가 수신에 성공
한 경우에는 사용자 2가 송신을 멈추고, 중계기에서
사용자 1이 수신 성공할 때까지 반복 송신.
⑤ 사용자 1이 수신을 성공하면 다시 1로 돌아가서 사
용자1이 송신을 시작한다.
3. AF 전송 프로토콜
AF에서는 NDF, DF와는 다르게 중계기에서 복호
화를 하지 않으므로 앞선 경우와 같은 형태로 협력 통신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없다. AF에서의 협력 통신 프로
토콜은 각 사용자와 중계기가 모두 재전송을 하는 프로
토콜과 중계기만 재전송하는 프로토콜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각 사용자와 중계기가 모두 재전송하는 AF1 전
송 프로토콜 이다.
3.1. AF1 전송 프로토콜
① 사용자 1이 사용자 2와 중계기로 한 패킷 송신.
② 사용자 2가 수신 실패하면 중계기가 송신 시작, 중계
기 송신 후에도 사용자 2가 수신 실패하면 다시 사용
자 1이 사용자 2로 송신한 뒤, 사용자 2가 수신할 때
까지 2의 과정을 반복한다.
③ 사용자 2가 수신 성공하면 사용자 2가 사용자 1과
중계기로 반복 송신.
④ 사용자 1이 수신 실패하면 중계기가 송신 시작,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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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간단한 협력 통신 모델

기 송신 후에도 사용자 1이 수신 실패하면 다시 사용
자 2가 사용자2로 송신한 뒤, 사용자1이 수신할 때
까지 4의 과정을 반복한다.
⑤ 사용자 1이 수신 성공하면 다시 1로 돌아가 사용자
1이 송신 시작.
AF2 프로토콜은 각 사용자가 수신을 실패하였을
경우에 중계기에서 반복 송신하는 기법으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7)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B1M+B2M
Rtotal=------------------------------------ .
MTround

(7)

각 전송 프로토콜의 성능 비교를 위해, 식 (7)를 이
용해 총 M 라운드 동안의 전송률을 Ⅴ장에서 모의 실험
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3.2. AF2 전송 프로토콜
① 사용자 1이 사용자 2와 중계기로 한 패킷 송신
② 사용자 2가 수신 실패하면 중계기가 사용자2가 수신
성공할 때까지 반복 송신
③ 사용자 2가 수신 성공하면 사용자 2 가 사용자 1과
중계기로 송신
④ 사용자 1이 수신 실패하면 중계기가 사용자 1이 수
신 성공할 때 까지 반복 송신
⑤ 사용자1 이 수신 성공하면 1로 돌아가 사용자 1 송
신 시작
앞서 제시한 프로토콜은 사용자 1과 사용자 2간의
통신으로 한 라운드가 구성이 되므로, 한 라운드에서의
전송율은 식 (6)과 같이 한 라운드가 수행하는데 평균
걸리는 시간을 한 라운드에서 전송하는 비트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B1+B2
R=------------------------------ .
Tround

(6)

여기서 B1는 한 라운드 중에 사용자 1이 전송하는
부호어 안의 비트 수를 뜻하고 B2는 사용자 2가 전송하
는 비트 수를 뜻한다. Tround는 한 라운드의 걸린 시간
을 뜻한다. 버퍼를 사용한 NDF 전송 프로토콜의 경우
는 다수의 라운드를 묶어서 처리하게 되므로 이 경우의
전송률은 총 M번의 라운드 동안 걸린 시간이 MTround
이고, 그 동안 사용자 1과 2가 전송한 비트수가 각각
B1M, B2M으로 놓으면 총 M라운드 동안의 전송률은 식

V. 모의 실험
각 프로토콜의 성능 비교를 위해 모의 실험을 수행
하였다. 본 모의 실험에서는 중계기가 그림 8과 같이
사용자1,2와 일직선 상에 위치하는 형태를 가정하였다.
l은 사용자 1과 중계기간의 거리이고 α 는 경로 감쇄
(path-loss) 지수로 4로 두었다. 사용자1과 2사이의
간의 채널 이득(channel gain)은 gs,d=1로, 사용자1과
중계기 간의 채널 이득은 gs,r=l- α 로, 중계기와 사용자
2간의 채널 이득은 gs,r=(1- l)- α 로 설정하였다. 또한
재전송시의 채널은 서로 독립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하였
다(block fading channel). 기본적으로 채널 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였고 한 부호어는 하나의
심볼로 가정하였다. ARQ 채널상황에의 재전송방식은
단순한 반복 송신 기법을 사용하였고 수신 기법은 체이
스 결합(chase combin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변조
방식은 긴 주기 SNR 정보를 이용하여 정해지므로 양방
향의 전송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최대 재전송횟수는 오류 없이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가정
하기 위해 모의 실험에서는 최대 재전송 횟수를 500으
로 두었고 ACK/NACK 신호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 양방향의 변조방식과 거
리에 따른 전송률 변화를 각 프로토콜에 대하여 모의 실
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9는 양방향의 변조방식이 QPSK로 동일하고
SNR은 2dB인 경우에 l에 따른 전송률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제안한 NDF 프로토콜의 경우가 가장 큰 전송
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DF, AF2, AF1순으로 성능이
나타났다. NDF 프로토콜이 DF 프로토콜보다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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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양방향 변조방식이 QPSK로 동일하고 SNR=2dB인 경우의 중계기 위치에 따른 성능 변화

user 1:QPSK, user 2:16QAM, SNR-=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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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양방향 변조방식이 QPSK와 16QAM이고 SNR=4dB인 경우의 중계기의 위치에 따른 성능 변화

성능을 나타낸 것은 중계기에서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
용한 양방향 동시전송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AF 프로토콜이 NDF와 DF 프로토콜 보다
성능이 나쁘게 나온 것은 ARQ 환경에서는 DF와 NDF
는 중계기에서 잡음이 섞이지 않은 신호를 송신하지만,
AF의 경우는 잡음이 섞인 신호를 송신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는 사용자1의 변조방식이 QPSK이

고 사용자2의 변조방식이 16QAM인 경우의 전송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프로토콜의 성능 차이는 그림 8
의 경우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8, 9를 통해, 기
본적으로 중계기가 가운데에 있을 때가 성능이 가장 좋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양쪽 사용자의 전송률
을 유지한 상황에서 중계기의 위치를 변화시켰기 때문
이다. 그림 9와 같이 양방향의 전송률이 다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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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계기의 위치가 0.5인 경우의 SNR에 따른 성능 변화

표 1. 양방향 변조 방식이 QPSK 와 16QAM이고 SNR=0dB에서 위치에 따른 성능 변화

l

NDF

DF

AF1

AF2

0.45

1.8386

1.637

1.2263

1.4153

0.46

1.8389

1.6404

1.2415

1.4272

0.47

1.8402

1.6398

1.2501

1.4359

0.48

1.8379

1.6404

1.2600

1.4450

0.49

1.8358

1.6392

1.2664

1.4500

0.50

1.8335

1.6385

1.2705

1.4525

0.51

1.8280

1.6351

1.2725

1.4545

0.52

1.8228

1.6327

1.2731

1.4557

0.53

1.8165

1.6269

1.2708

1.4539

0.54

1.8088

1.6218

1.2691

1.4534

0.55

1.8007

1.6138

1.2629

1.4485

최대 전송율을 갖는 중계기의 위치가 대략 가운데에서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을 표 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NDF와 DF의 경우 중계기가
전송률이 높은 사용자 2로부터 중간보다 조금 먼 곳에
위치한 경우에 가장 성능이 좋게 나타난 점이다. 제안
한 NDF와 DF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송신하는 경우와,
중계기가 송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가 송
신하는 경우에는 중계기 또는 다른 사용자가 수신 성공
할 때까지 반복 송신하므로 둘 중 한 단말이 수신 성공
할 확률은 선택결합(selection combining)에 의한 다이
버시티 이득을 얻는 경우와 같다. 중계기가 송신하는
경우는 수신단이 중계기로부터 수신한 신호와 다른 사

용자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합하여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으나, 이 경우 다른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신호는 복
호에 실패한 신호이므로 두 신호의 결합으로 인한 성능
이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
균적으로 사용자가 재전송하는 횟수보다 중계기가 재
전송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중계기가 재전송하는
횟수가 전체 시스템의 전송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방향의 전송률이 다른
경우, 중계기가 높은 전송률을 수신하는 사용자쪽에 조
금 더 가까운 경우에 가장 높은 전송률을 나타낸다. 그
림 10로부터 NDF와 DF 프로토콜은 중계기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 중계기의 위치가 전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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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송신단(사용자2)으로부터 먼 경우가 가까운 경
우보다 전송률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중계기
의 위치에 따라 중계기가 사용자2쪽에 가까이 있는 경
우는 중계기의 송신 횟수가 성능의 중요한 값이 되고,
중계기가 사용자2에서 먼 경우는 사용자2의 송신 횟수
가 성능의 중요한 값이 된다. 앞에서 중계기가 재전송
하는 횟수가 사용자가 재전송하는 횟수보다 많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중계기의 위치가 사용자
2에 먼 경우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AF1
과 AF2의 경우는 l=0.25 근처에서 성능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AF2의 경우는 중계기에서만 재전송을
하므로 전송률이 높은 사용자2와 중계기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는 중계기가 왜곡된 신호를 재전송할 확률이 커지므
로 사용자도 직접 재전송을 하는 AF1보다 전송률이 나빠
지게 된다. 표 1은 그림 9와 같은 경우를 SNR=0dB에
서의 거리에 따른 전송율을 0.01 단위로 나타낸 값이다.
그림 11은 중계기의 위치가 중간일 경우의 SNR에
따른 각 프로토콜의 성능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SNR이 변화해도 NDF 전송 프로토콜이 다른 프로토콜
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방향의 전송률이 같은 경우에는 DF와 AF2의 성능차
이가 크지 않았으나 전송률이 다른 경우에는 DF와
AF2의 성능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3]

[4]

[5]

[6]

[7]

[8]

VI. 결 론
[9]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양방향 중
계 채널에서의 구체적인 전송기법을 연구하였다. 첫 번
째로, 선형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한 양방향 통신이 최
대율결합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고
16QAM과 64QAM에서는 네트워크 부호화에 의해 단
순한 최대율결합보다 성능 이득을 얻었다. 두 번째로
양방향의 전송률이 다른 경우에 적용 가능한 선형 네트
워크 부호화 기법으로 반복 네트워크 부호화와 패리티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과 복호화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
러한 기법을 사용하면 양방향의 전송률이 다른 경우에
도 성능의 열화가 거의 없이 통신이 가능함을 보였다.
세 번째로는 양방향의 전송율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되
어야 하는 양방향 협력 통신 상황에서 패킷 전송 시간을
줄일 수 있는 ARQ 채널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제안하
고, 양방향 중계채널을 사용한 NDF가 가장 짧은 전송
시간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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