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

SVD를 이용한 MIMO 릴레이 시스템 선형 처리 기법
Linear Processing Design Using SVD for MIMO Relay Systems
이경재·이인규
Kyoung-Jae Lee · Inkyu Lee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 릴레이(relay) 채널들은 무선통신에서 다중 안테나를 이용하여 채널
용량과 에러율의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송신단과 릴레이, 수신
단 모두에서 채널 정보를 이용하는 MIMO 릴레이 AF (Amplify-and-Forward) 시스템에 대해 송신단과 릴레이단을
최적화하는 선형 처리 기법들을 소개한다. 먼저 여러 가지 방식에 따른 기존 릴레이 기법들을 비교 소개한다. 이후 기
존 채널 용량 관점에서 설계된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기반의 파워 분배 최적화 기법을 설명하고,
MSE(Mean-Square Error)를 최소화하는 송신단/릴레이 선형 처리 기법으로 이를 확장한다. 모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MSE 최적화 기법이 릴레이만을 최적화한 기존 기법에 비해 3dB 이상 에러율 관점에서 이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MIMO 릴레이, SVD, AF(Amplify-and-Forward)

In this paper, we consider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relay channels which can increase the
system capacity and the error rate performance by exploiting multiple antennas. We introduce a linear processing
design for optimizing at the source and relay nodes on MIMO amplify-and-forward (AF) relay protocols. It is
assumed that the channel state information (CSI) is available at the source node as well as the relay and the
destination. First we briefly explain the conventional relay methods. Then, the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based power-loading method is reviewed for achieving the capacity of the AF system. Finally, we design
the linear processing filters at the source and the relay to minimize the mean-square error (MS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MSE minimization method can obtain the signal-to-noise ratio (SNR) gain more than 3dB
in terms of the error probability.
Keywords: MIMO relay, SVD, AF (Amplify-and-Forward)

I. 서 론
무선 통신에서 릴레이를 이용한 중계전송방식은 신호
감쇄로 제한되어지는 전체 신호 도달 거리를 늘리고 전체
채널 용량을 증가시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최근 활발
히 연구되어지고 있다[1]. 한편 포인트-투-포인트
(point-to-point) 무선 통신에서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 안테나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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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다중 안테나를 이용하는 MIMO 릴레이 기술이
고려되어질 수 있다. [2]와 [3]에서는 MIMO 릴레이
네트워크의 채널용량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IMT-Advanced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802.16m 규격과 LTE-Advanced 표준 개발에 있어서
셀 커버리지는 물론 채널 용량과 에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요소기술로 MIMO 릴레이 시스템이 고려되
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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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릴레이 시스템은 AF(Amplify-andForward) 와 DF(Decode-and-Forward), 그리고 CF
(Compress-and-Forward)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4]~[7]. DF와 CF 기법은 릴레이단에서 송신신호를
복원하거나 수신된 신호를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AF 방식은 릴레이에서 송신신호를 복원할
필요가 없이 수신한 신호를 단순히 선형처리하고 이를
다시 전송하는 간단한 과정을 가진다. 따라서 DF 나
CF 기법에 비해 실제 중계 릴레이에서 구현하기 쉽다
는 장점을 가진다.
[8]과 [9]에서는 MIMO 릴레이에서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전체 채널을 대각
화하고 그 결과 얻어진 SISO(Single-Input SingleOutput) 채널이득들에 릴레이에서의 송신파워를 적절
히 분배하면 MIMO 릴레이 채널의 최대 채널 용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10]에서는 릴레이
단 뿐만 아니라 송신단에서도 채널정보를 이용하여 SVD
에 기반한 파워 분배기법을 송신단/릴레이단에 동시에 적
용하면 채널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
여기서 적절한 파워들의 값은 송신단과 릴레이단에서 반
복적으로 water-filling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1]에서는 채널 용량을 최대화 하는 대신 수신단
에서 MSE (Mean-Square Error)를 최소화하기 위한
릴레이단 선형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10]에서 사용되어진 방법과 유사하게 [11]의 결과
를 기반으로 릴레이단 뿐만 아니라 송신단에서도 동시
에 MSE를 최소화하는 선형처리 방법을 소개할 것이
다. MSE를 최소화하는 것은 선형 디코딩(linear
decoding)의 에러율을 줄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QoS(Quality of Service)관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제안하는 MSE 최소
화를 위한 송신단/릴레이단 최적화 기법이 릴레이만을
최적화하는 [11]의 방법보다 3dB 이상의 파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II장에서 릴
레이 통신에 대한 주요 방식들을 비교 소개한다. III장
에서는 일반적인 MIMO 릴레이 채널 모델을 살펴보고,
IV장은 기존의 채널용량 관점에서 최적화된 송신단 릴
레이 필터들을 설명한다. V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MS를 최소화 송신단 릴레이단 선형처리기법이 제
시되어진다.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VI장에서 비교되어
지고 VII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릴레이 분류
본 장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릴레이
방식들을 여러 가지 이슈들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AF vs DF vs CF: AF 방식은 릴레이에서 수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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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신호를 단순히 증폭 또는 선형 처리하여 최종 수
신단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DF는 릴레
이단에서 수신한 신호로부터 송신 신호를 복원하고
복원된 송신 신호를 다시 수신단으로 전송한다. CF
방식은 릴레이단에서 수신된 신호를 양자화하여 압
축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DF와 CF는 각각
릴레이단이 송신단에 가깝거나 수신단에 가까이 있
는 경우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7]. 그러나 이 두가지
방식은 릴레이단에서 복잡한 신호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AF 방식에 비해 복잡도 면에서 약점
을 가진다. 또한 AF 방식은 분산된 다중 릴레이들을
이용하는 릴레이 시스템에서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
을 수 있지만[12],[13], DF나 CF방식은 전체 릴레
이에서 주어지는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기가 어렵다
는 문제점을 가진다[6].
•SISO vs MIMO: 우선 각 노드들에서 단일 안테나를
가진 SISO 릴레이 시스템에서 AF 방식을 적용할 경
우, 릴레이단은 단순히 수신된 신호의 파워를 조절하
여 재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릴레이는 수신
신호에 상수를 곱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를
MIMO 상황으로 확장하면 다중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은 필터를 통과하고 재전송된다. 이 때 릴레
이 필터는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SISO 방식
에 비해 최적화할 수 있는 설계상 자유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SISO의 경우와 달리 릴레이 필터 행렬의 최
적화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Open-loop vs Closed-loop: 일반적으로 채널 정보
는 파일럿(pilot)신호 등을 이용하여 수신단에서 추
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신단에서는 채널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송신단이 채널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수신단으로부터 궤환
(feedback) 정보를 받거나 채널 대칭성을 이용한 채
널추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릴레이 설계에 있어
서 송신단이나 릴레이단에서 채널정보를 알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
다. 더욱이 릴레이 시스템은 송신단-릴레이 그리고
릴레이-수신단의 두 개의 분리된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신단이 릴레이와 수신단 사이의 채널을 알
기 위해서는 별도의 궤환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릴
레이 시스템에 대한 통상적인 연구는 [12]와 [13]에
서처럼 송신단과 릴레이단에서 채널 정보가 없는
open-loop 환경, 그리고 [8],[9],[11]에서처럼 릴레
이단에서만 채널 정보를 아는 경우에 집중되어져 왔
다. 이에 비해 송신단에서 채널 정보를 적용하는
closed-loop 릴레이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서 우리는
전체 릴레이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수신단에
서 신호 복원시의 복잡도를 줄이는 송신단 선형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다[10].
•One-way vs Two-way: 무선 릴레이 통신에서는 릴
레이단에서 전송한 신호가 다시 릴레이단의 수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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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MO 릴레이 통신에 대한 채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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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IMO 릴레이 통신을 위한 선형처리 시스템 모델

으로 들어가 간섭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프
듀플렉스(half duplex)로 동작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one-way 시스템에서는 송신
단에서 수신단까지의 통신을 위해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에 비해 2배의 독립된 채널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전송 효율(spectral efficiency)은 절반으로 줄
어들고 이는 높은 SNR(Signal-to-Noise Ratio) 영
역에서 큰 성능 손실을 가져온다. 한편 송신단과 수
신단이 각각 서로에게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상향링크(uplink)
와 하향링크(downlink)가 비슷한 비중으로 공존하
는 통신에서는 two-way 릴레이 방식을 통해 이러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14]. Two-way 시스템은 기지
국과 단말이 릴레이를 향해 동시에 신호를 전송하고
릴레이는 더해져서 받은 신호를 처리하여 다시 기지
국과 단말 사이로 전송한다. 기지국과 단말은 수신
신호 중에서 자신이 이전에 보낸 신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간섭(self-interference)신호를
제거하고 상대편으로부터 온 정보만을 복호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two-way 기법은 상향통신과 하향통
신이 2번의 독립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프 듀플렉스로부터 오는 전송 효율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릴레이단에서 양 방향 채널을 동시
에 최적화해야하기 때문에 one-way기법에 비해 신
호처리 복잡도는 증가한다, 또한 기지국과 단말도
자기간섭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적인 신호 처리
가 필요하다는 약점을 가진다[14],[15].

에서 릴레이단이 신호를 중계하는 AF 시스템을 고려한
다. 여기서 송신단과 수신단, 릴레이단은 각각 M, N, L
개의 MIMO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에 직접 채널은 신호감쇄로 인해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모든 노드들에서 전체 채널에 대한 정
보를 가지는 경우와 릴레이단과 수신단만이 전체 채널
을 아는 경우를 나누어 고려한다. 또한 전체 송신되는
스트림 수를 K라고 놓는다 (K≤min(M, N, L)).
Half duplex 시스템에서 전송신호는 송신단에서 릴
레이까지 그리고 릴레이에서 수신단까지 두번의 분리된
채널을 거쳐 전해진다. 그림 2에서처럼 송신단은 송신
하고자 하는 K차원 신호벡터 s가 M×K 송신 필터 행렬
~
T에 곱해진 전송신호 s =Ts를 M개의 송신 안테나를
통해 릴레이단으로 보낸다. 그러면 릴레이단에서 수신
된 신호는

r=HTs=n

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H는 송신단에서 릴레이단까지
의 L×M 채널 행렬를 나타내고 n은 독립적이고 동일
분포를 갖는 평균 0, 분산 σ 2n의 복소 가우시안 잡음 벡
터를 나타낸다.
릴레이단에서 수신 신호는 L×L 릴레이 필터를 지나

x=FHTs+Fn

III. MIMO 릴레이 시스템 모델
본 논문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

으로 주어지고 릴레이에서 전송되는 x는 M×L 채널 G
를 지나 수신단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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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FHTs+GF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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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z는 수신단에서 발생하는 평균 0, 분산 σ 2z을 가
지는 복소 가우시안 잡음 벡터이다.

＾

￣ Σ
T=V
H T

(2)

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
UH , ￣
VH , ￣
V G 는 UH ,
VH, VG에서 K개의 열벡터들을 모은 행렬을 의미한다
[10]. 위에 나온 대각행렬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V. 채널용량 최대화를 위한 송신단/
릴레이단 설계

￣
Σ H=diag(√
α1, √
α2, ..., √
αK),

본 장에서는 [10]에서 제안되어진 송신단과 릴레이단
에서 동시에 채널 용량을 최대화하는 기법을 살펴본다.
MIMO 릴레이 시스템의 채널 용량은 (1)에서 s와
y 사이의 mutual information으로 표현되어지고 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10].

￣
Σ G=diag(√
β1, √
β2, ..., √
βK),

C(F, T)=log2det[I+HHFHGH

전개를 위해 dk=fk(αk tk+σ 2n)이라고 정의하면 dk
와 t k는 채널 용량 수식에서 서로 대칭적으로 주어지고,
채널 용량을 최대화하는 값들은 [10]에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진다. 먼저 초기값 t k들을 결정한 후, 주어진 t k들
을 가지고 dk들을 다음 수식에서 계산한다.

×(σ 2n GFFHGH+σ 2zIN)-1GFH]

그러면 채널용량을 최대화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파워 제한을 두고 주어진다.

ΣT=diag(√
t1, √
t2, ..., √
tK),
ΣF=diag(√
f1, √
f2, ..., √
fK).

σ 2z

maxF,T
s.t.

C(F,T)

dk=------------2βk

[√

α 2k t 2k
α k βk dkν α k t k
⁺
---------4------------+-----2------------2------------------ - ---------2------------ -2 .
σn
σ nσ z /4
σn

]

Tr(FFH)≤PT
Tr(FHTTHHHFH+σ 2nFFH)≤PR .

여기에서 PT와 PR 은 각각 송신단과 릴레이단에서 보낼
수 있는 전송 파워를 나타낸다.
한편 채널 H와 G에 대한 SVD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H=UH ΣH U HH ,
G=UG ΣG U HG

,

여기서 UH , UG , VH , UG는 unitary 행렬들이고 ΣH 와
ΣG 는 특이값(singular value)들을 내림차순으로 가지
＾
＾
는 대각행렬이다. 그러면 최적화된 H과 T는 [10]에서

여기서 [a]⁺
는 max(0, a)를 나타내고 µ는

K

Σ dk=PR을
K=1

만족하는 값이다. 일단 dk가 계산되면 t k는 다음 수식에
서 구할 수 있다.

σ 2n

tk=------------2α k

[√

β 2k d 2k
α k βk dkν β k dk ⁺
----------4-----------+-------2-----------2----------------- - ----------2----------- -2 .
σn
σ nσ z /4
σz

]

K

Σ tk=PT를 만족하는 해이다.
K=1

여기서 ν는

dk와 tk가 일

정한 값에 수렴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
＾
이후에 채널용량을 최대화하는 F 와 T는 (2)로부터 얻
을 수 있다[10].

V. MSE 최소화를 위한 송신단/
릴레이단 설계

＾

H
￣ Σ ￣
F =V
G FU H ,

본 장에서는 MSE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신단과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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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단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의
수신단에서 선형디코딩를 가정하면 MSE를 최소화하는
선형디코더는 MMSE(Minimum MSE) 수신 필터로
아래처럼 주어진다 [7].

표 1. MSE 최소화 알고리즘

1. 초기값 tk들을 결정한다.
2. 주어진 tk들을 가지고 dk들을 다음 수식에서 계산한다.
1
dk=-------βk

D=THHHFHGH[GFHTTHHHFHGH
+(σ 2nGFFHGHz+σ IN)-1.
2

[√

µσ 2z α k t kβk
⁺
-----------------------------------2---------- -σ 2z
α k t k+σ n

]

]
여기서 µ는

3. 계산된 dk들로부터 t k를 다음 수식에서 구한다.

수신단에서 이 MMSE 디코더를 사용했을 때 MSE는

1
tk=-------αk

MSE(F,T)=E[Tr(Dy-s)(Dy-s)H]=Tr[I+THHHFHGH
×(σ 2nGFFHGHz+σ 2IN)-1GFHT]-1

K

Σ dk=PR을 만족하는 값이다.
k=1

(3)

[√

νσ 2nα k dkβk
⁺
------------------------------------2--------- -σ 2n
βk dk+σ z

여기서 µ는

]

K

Σ dk=PR를 만족하는 해이다.
k=1

4. 수렴할 때까지 2번으로 돌아가 반복한다.

로 표현되어지고 주어진 F와 T에 대해 최소 MSE가 된다.
따라서 MSE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3)에서 F와 T
를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고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수렴하면 fk=dk /(α k tk+σ 2n)를 계산한다.

K
σ 2nβk dk+σ 2zα k tk+σ 2nσ 2z
mind k t k= Σ ---------------------------------------------2---------------------------------------2------------k=1
(βk dk+σ z)(α k tk+σ n)

minF,T MSE(F,T)
s.t.

Tr(FFH)≤P

s.t.
T

Tr(FHTTHHHFH+σ 2nFFH)≤PR .

(

K

(5)

(4)

[11]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행렬의 trace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SVD를 기반으로 한 대각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MSE를 최소화하는 ＾
F과 ＾
T는 (2)의 형태를
가진다.
이제 (3)에 (2)를 대입하면, 최소화하고자 하는
MSE 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진다.

K
α k dkβk fk
MSE= Σ 1+ -----------2---------------------------------2------k=1
σ nβk fk+σ z

K

Σ tk≤Pt, k=1
Σ dk≤PR .

k=1

)

-1

σ 2nβk fk+σ 2z
= Σ --------------------------------------2-------------------------------------2------- .
k=1 (α k tk+σ n)βk fk+σ z
K

앞 장에서처럼 dk=fk(α k tk+σ 2n)이라고 정의하면
(4)에서의 최소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되
어진다.

(5)의 문제에서 tk를 상수값으로 고정한다면, MSE를
최소화하는 dk를 찾는 문제는 KKT(Karush-KuhnTucker) 조건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구하여
진다[16].

1
dk=--------

βk

[√

µσ 2z α k t kβk
--------------------------------------2------- -σ 2z ⁺
.
α k t k+σ n

여기서 µ는

]

K

Σ dk=PR을 만족하는 값이다.
k=1

(6)

만약 t k=

PT/K이라면이 결과는 [11]에서 유도되어진 릴레이단
의 필터만을 최적화하기 위해 구해진 파워분배 결과와
동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식 (5)에서 t k
와 dk에 대한 수식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고정된 dk에 대
해 t k를 구하는 수식을 (6)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 다
른 한 쪽을 고정하고 한 쪽을 구하는 이러한 과정을 t k
와 dk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면 결국
MSE는 최소화되어진다. 제안하는 송신단/릴레이단

SVD를 이용한 MIMO 릴레이 시스템 선형 처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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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 of MIMO relay systems, 2 streams(K=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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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양한 안테나를 가진 MIMO 릴레이 시스템에서의 MSE 비교

BER of MIMO relay systems, 4×2×2, 4-QAM, 2 streams[4bps/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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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4, L=2, N=2, K=2를 가진 MIMO 릴레이 시스템에서의 BER 비교

MSE 최적화 알고리즘은 표 1에서 정리되었다. 이 알
고리즘으로부터 fk와 t k를 구하고 그 결과를 (2)에 대입
하면 MSE를 최소화하는 ＾
F와 ＾
T를 얻을 수 있다.
이 장과 IV장에서 주어진 최적화 알고리즘들은 송
신단과 릴레이단에서 사용할 필터들을 동시에 찾기 위
해 (2)에서의 대각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각
단계마다 고정된 다른 대각 요소에 대해 최적화된 대각
요소를 찾고 결과로 주어지는 채널용량이나 MSE는 국
지적으로 최적화된 값을 가지게 된다. 서로 다른 초기

값으로부터 알고리즘을 반복하고 얻어지는 최적값 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국지적 최적화 방법으로
부터 통해 전체 최적값을 얻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그
러나 우리는 모의 실험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다
수의 초기값들을 이용하는 것이 성능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모든 초기값
을 t k=PT/K로 사용하였다. 만약 송신단에서 채널 정
보를 이용하지 못해 T를 매 순간 조정할 수 없다면 알
고리즘에서 송신단 대각 요소는 t k=PT/K로 고정되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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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 of MIMO relay systems, 4×3×2, 4-QAM, 2 streams [4bps/Hz]
100
Naive AF
송신단/릴레이단 채널용량 최대화 기법
송신단/릴레이단 MSE 최소화 기법
릴레이단 MSE 최소화 기법

BER

10-1

10-2

10-3

10-4

0

5

10

15

20

25

30

35

40

45

SNR[dB]

그림 5. M=4, L=3, N=2, K=2를 가진 MIMO 릴레이 시스템에서의 BER 비교

고 고정된 t k에 대해 dk, 즉 f k는 바로 계산되어진다.

VI. 모의 실험
본 장에서는 모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릴레이 시
스템에서 선형처리기법들의 성능을 MSE와 에러율 관
점에서 살펴본다. 우리는 P T =P R =P 그리고
σ 2n=σ 2z=1을 가정한다. 또한 SNR(Signal-to-Noise
Ratio)은 P/σ 2n로 정의한다. 채널 행렬 H와 G의 각
요소들은 독립적이고 동일 분포를 가지며, 평균은 분산
이 인 복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모든 실험에서
QPSK 좌표가 신호 전송에 사용되어진다.
다양한 안테나들을 가진 MIMO 릴레이 시스템들의
MSE를 SNR에 따라 그림 3에서 비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송신단에서 2개의 심벌을 동시에 보내고 수신단
에서는 MMSE 디코더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또한, V장에서 제안한 송신단/릴레이단 MSE 최소화
방법과 [11]에서 제안된 릴레이단 최적화 기법의 MSE
를 각각 그렸다. 릴레이의 안테나수(L)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MSE 성능은 향상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릴레이단에서만 MSE를 최소화하는 것에 비해 송신
단/릴레이단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이득은 릴레이 수가 증
가할 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는 M=1, L=2, N=2, K=2를 가지는
MIMO 릴레이 시스템에서 MMSE 디코더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BER(Bit Error Rate) 성능을 비교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송신단에서 순시적인 채널정보를 이
용하지 않는 기법들은 송신단에서 2개의 stream을 보

내기 위해 임의로 2개의 안테나를 통하여 신호를 보낸
다. 특히 Naive AF 방식은 송신단과 릴레이단에서 모
두 채널 정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
이 많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채널용량을 최대화하는
것은 MSE를 최소화하는 것에 비해 BER관점에서는 좋
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온다 [17]. 따라서 IV장에서 설명
한 채널용량 최적화 송신단/릴레이단 전송 방법[10]은
송신단에서 채널정보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릴레이단
에서만 채널정보를 이용하는 MSE 최소화 방법[11]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본 논문에서 제안된
MSE 최소화 송신단/릴레이단 선형 처리 기법은 두 기
존 방식들에 비해 dB 이상의 SNR 이득을 보여준다.
그림 5에서는 M=4, L=3, N=2, K=2의 MIMO
릴레이 채널을 고려한다. 증가되어진 릴레이 안테나로
인해 그림 4에 비해서 다이버시티 이득이 커진다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Naive AF 방식에 비해 릴레
이단에서 채널을 이용하여 필터를 최적화하는 방식들은
모두 큰 SNR 이득을 얻는다. 제안하는 송신단/릴레이
단 MSE 최소화 기법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여준다. 한편 그림 3의 MSE 결과에서 예상된 것처럼
송신단 채널정보를 통해 얻어지는 추가적인 SNR이득
은 릴레이 안테나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간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IMO 안테나를 가진 송신단, 릴레
이단, 수신단에서의 최적화된 선형 처리 기법을 살펴보

SVD를 이용한 MIMO 릴레이 시스템 선형 처리 기법

았다. 기존 MIMO 시스템에서처럼 SVD를 이용하여
릴레이 채널을 대각화하고 적절히 파워를 분배하는 방
법은 릴레이 시스템의 채널용량을 최대화할 수 있었다
[10]. 여기서 파워 분배식에 대한 유도 과정을 이용하
여 우리는 MSE를 최소화하는 송신단/릴레이단 필터를
설계하였다. 실험 결과는 BER 관점에서 제안하는 송
신단/릴레이 MSE 최소화 기법이 채널용량 최대화 기
법[10]이나 릴레이단에서만 MSE를 최적화한 방법
[11]에 비해 3dB 이상의 SNR 이득이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각 통신단에서 채널 정보를 완
벽히 알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이상적인 조건을
완화시켜 부분적인 채널 정보만을 아는 시스템에 대한
선형처리 기법은 앞으로 연구 되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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