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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전력증가를 통한 해결 방안은 사용
자 단말의 배터리 소모를 촉진하며 인접 셀로의 간섭을 증가시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 속도와 품질

킨다. 한편 추가적인 기지국 설치로 셀 반경을 좁히는 방식이

이 증가하면서 4세대 이후의 차세대 통신 (Beyond 4G) 시스템

논의 될 수 있지만 이는 높은 기지국 설치비용을 유발하며 또한

은 기존의 셀 기반의 통신 방식에서 벗어나 협력통신이라는 새

이동 중인 사용자에게 빈번한 핸드오버(handover: 셀간 사용

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력

자 이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국이 바뀌는 현상)를 일으

통신 기법들 중에서 차세대 통신의 핵심 기술로써 주목받고 있

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추가적인

는 무선 릴레이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현재까지의 학계와

비용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산업계의 기술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릴레이나 분산 안
테나 시스템 (DAS: Distributed Antenna Systems) [6] 또는
CoMP (Coordinated Multi-Point transmission) [7] 등 다양

Ⅰ. 서 론
셀 기반의 통신 기법은 하나의 기지국(eNB: eNode-B / BS:
Base Station)이 각자 자신의 셀 범위내의 사용자들을 통제함
으로써 사용자 밀집으로 인한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주파수 효
율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지난 30여 년 간 현대 무선 통신의
핵심 기술로써 발전되어 왔다 [1]-[5].
한편 최근 셀룰러 기반의 물리계층 통신기법들이 진화함에 따
라 모바일 무선통신은 매 6~7년 마다 약100배의 전송속도 향

한 협력통신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표준화를 통하여 현실
화 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 기법들의 등장은 전통적인 셀룰러
기반의 통신에서 탈피하여 어디에서나 뛰어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협력 통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
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협력통신 기법 중에서도 학계 및 산
업계에서 차세대 통신 기법으로써 활발히 논의되어온 릴레이
기법을 소개하고 그 발전과정과 향후 기술의 전망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또한 네트워크 코딩 등 다양한 릴레이 기법들에 대
해서도 분석 비교를 하고자 한다.

상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2020년에는 요구되
는 데이터 전송속도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송속도의 100배에
서 약 1000 배 혹은 그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한 최근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4세대를 넘어서는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

Ⅱ. 본 론
1. 무선 릴레이 중계 통신

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

릴레이 통신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릴

야 한다. 하지만 현재 셀룰러 시스템은 셀 가장자리 단말(MS:

레이(RS: Relay Station)를 두고 릴레이가 둘 사이의 통신을 돕는

Mobile Station)의 통신품질 저하로 인하여 추가적인 용량 증

협력 통신 기술이다. 따라서 이러한 릴레이 중계 전송 방식은 신

가에 있어서 한계점들을 보이고 있다.

호 감쇄로 제한되는 신호 도달 거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일반적으로 기지국과 셀 경계에 위치한 사용자간의 먼 거리

공간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채널 용

는 큰 신호감쇄를 야기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매우 떨어진

량을 증가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릴레이는 최근 통

다. 더구나 미래의 무선통신은 매우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

신 분야의 각광받는 주제로써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4세

할 것이며 따라서 신호감쇄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

대 IMT-Advanced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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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LTE-A (Long Term

한편 릴레이는 신호를 송신할 경우 송신 신호는 자신의 수신

Evolution – Advanced) [9] 와 IEEE 802.16m 및 802.16j [10] 규

단에 다시 간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송수신이 같은 주파수 대

격에서는 이미 표준으로 채택 되었다.

역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송/수신 과
정을 적절히 분리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리 방식이 잘 알려져 있다.
•주파수 분할 반 이중화 (Frequency Division Half-Duplexing): 릴레이 송신과 수신을 서로 다른 주파수 영역을 사
용함으로써 간섭을 제거하는 방식.
•시간 분할 반 이중화 (Time Division Half-Duplexing): 릴
레이 송신과 수신을 서로 다른 시간 영역을 사용함으로써 간
섭을 제거하는 방식.
•공간분할 전 이중화 (Spatial Division Full-Duplexing): 다
중 안테나를 이용하여 송신과 수신을 서로 다른 안테나로 수

그림 1. Type I 과 Type II 릴레이 모델

행하여 간섭을 피하는 방식.
이러한 표준에서는 릴레이의 응용방식에 따라 <그림 1>과 같
이 Type I 과 Type II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릴레이 기법
이 정의된다. 먼저 Type I 릴레이의 주 역할은 셀 범위 확장으
로 주로 기지국과 거리상 멀리 위치한 단말들을 지원한다. 따라
서 이 유형의 릴레이는 물리적인 셀 구분자 (ID)를 가지며 자신
에게 속한 단말들에 대하여 마치 기지국과 같은 독립적인 자원
관리를 수행한다. 반면에 Type II 릴레이의 경우는 셀 내부에
위치한 단말들의 통신을 도우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지국과
단말간의 직접 링크(Direct Link)가 존재 한다. 이 유형의 릴레
이는 추가적인 공간 다이버시티 (Spatial Diversity) 창출과 성

전 이중 방식은 반 이중 방식에 비하여 송/수신이 같은 주파
수 및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 효율이 높지만 간섭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며 구현이 어렵
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구현이 용이한 반 이
중 (half-duplex) 릴레이 방식을 가정한다.
한편 릴레이는 그 동작 방식에 따라 크게 AF (Amplifyand-Forward) 와 DF (Decode-and-Forward) 두 가지 규약
을 가진다. 먼저 AF 릴레이는 단순히 수신 신호의 선형 증폭 이
후 재전송을 하는 방식으로 복잡도가 낮아 구현이 용이하며 통
신지연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 경우 릴레이의

능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관리는 여전히 기지국

잡음까지 같이 증폭되어 전송되기 때문에 송신단과 릴레이 사

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의 낮은 신호 대 잡음비 (SNR: Signal to Noise Ratio) 영역
에서는 성능이 떨어진다. 반면에 DF 릴레이의 경우에는 릴레이

표 1. Type 1 릴레이에 의한 전송률 증감 비교
셀 내부 사용자 전송률
(Mb/s)
셀 외부 사용자 전송률
(Mb/s)
셀 용량 (Mb/s)
셀 경계 사용자 전송률
(Kb/s)

가 송신단에서 전송된 정보 비트를 복호화 과정을 통해 완전히

no RS

1 RS

2 RS

3 RS

복원한 이후 다시 부호화 하여 전송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4.3

20.3

21.3

24.3

AF 에 비하여 낮은 SNR 에서도 좋은 성능을 얻지만 복호화 및

0

5.8

11.6

14.7

24.3

26.1

32.9

39.0

는 릴레이 시스템에서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지만 DF 방식은 전

117.1

130.7

144.8

180.2

체 릴레이에서 주어지는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기 어렵다는 문

부호화 과정에서 통신지연이 발생하며 복잡도가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AF 방식은 분산된 다중 릴레이들을 이용하

제점을 안고 있다. 본 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실용적
위의 <표 1>에서는 Type I 릴레이 설치에 따른 전송률의 변화
를 나타내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를 참조). 이 표로부
터 우리는 Type I 릴레이 설치를 통하여 서비스 반경을 벗어난
셀 외부 사용자 및 신호 도달거리가 먼 셀 경계 사용자들에 대
한 전송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셀 용량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 면에서 좀 더 뛰어난 AF 기법에 대해 중점을 두고 내용을 기
술할 것이다.

2. 다중 안테나 AF 릴레이 중계 통신
송신단과 수신단 각각에 다중 안테나 (MIMO: MultiplInput Multiple-Output)를 사용하면 적절한 신호처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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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스템 용량 및 링크 신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AF Gaussian 잡음 릴레이 채널에서 SVD(Singular Value

[11] [12]. 따라서 이러한 MIMO 기술과 앞서 설명한 릴레이 시

Decomposition)을 이용하여 전체 채널을 대각화 하고 적절히

스템의 접목은 높은 채널 용량을 지원하는 차세대(Beyond 4G)

전력을 분배하면 이 채널의 최대 용량을 얻을 수 있음이 밝혀졌

무선 통신의 핵심 기술로써 심도 있게 고려되고 있다. 그림 2의

다. 또한 [14]에서는 릴레이뿐만 아니라 송신단에서도 채널정보

결과는 이처럼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였을 경우 릴레이에서 적

가 있을 경우 SVD에 기반 한 전력 분배 기법을 이용하면 채널

절한 필터링이 없이도 시스템 용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용량을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림 3>은 이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만일 송신단이나 릴레이에서 추가

럼 릴레이에서 적절한 전처리를 수행할 경우 전송률을 더욱더

적인 필터링이 수행된다면 전송률은 더욱더 향상될 수 있다. 하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지만 기존 MIMO 시스템에 비하여 MIMO-릴레이 시스템의 신

다중 안테나 릴레이 통신에서는 이러한 채널용량 증대에 관한

호처리 및 부호화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 최근 학계에

연구와 더불어 수신 신호들의 MSE(Mean Squared Error)를

서는 이러한 다중안테나를 이용한 릴레이 네트워크의 채널 용

최소화하는 연구가 함께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MSE 최소

량 증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화에 기반 한 송수신 방식은 용량 최대화 방식에 비하여 낮은
수신단의 복잡도로 비교적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
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5]에서는 이러
한 MSE를 최소화하기 위한 릴레이에서의 최적의 선형처리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4]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송신단
에서의 추가적인 선형처리는 [15]의 방법에 비하여 3dB 이상의
전력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이 밝혀졌다 [16] [17].

그림 2. 안테나 개수의 증가에 따른 릴레이 시스템의 전송률 비교

그림 4. 직접링크가 있는 다중 안테나 릴레이 시스템 모델

앞서 언급된 문헌들의 결과는 모두 Type I 릴레이와 같이 송
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직접신호가 없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었
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그림 4>에서처럼 송/수신자 사
이의 직접링크가 존재하는 Type II 경우에 추가적인 다이버시
티 및 다중화 이득(Multiplexing Gain)을 얻는 필터 설계에 관
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링크는 릴레이를 거치지
않는 신호이며 따라서 릴레이에서 이 신호를 고려하여 필터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몇 해 전 Rong 박사는 반복적인
그림 3. 적절한 릴레이 전처리에 따른 시스템의 전송률 비교

방식으로 MSE의 최소값을 찾아가는 알고리듬을 제안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17]. 하지만 이러한 반복적 방식

불행히도 MIMO 릴레이 시스템의 이론적인 채널용량의 한

은 여전히 실제 구현에 있어서 복잡도가 매우 높고 시스템에 대

계치는 학자들의 많은 노력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려

한 통찰력을 주기 힘들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 [18]

져 있지 않다. 하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량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최적 값에 매우 근접하면서

의 한계치가 보고된 바가 있다. 예를 들면 [13] 에서는 MIMO

도 간단한 단일 해답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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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였다. <그림 5>는 릴레이 전처리 기법에 따른 에러성

에는 이러한 반 이중 릴레이의 자원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에서 제시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본 단락에서는 현재 문헌상에서

단일 솔루션은 낮은 복잡도를 가지면서도, [17]에서 제안된 반

제시된 두 가지 자원 효율화 기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도록

복적 방식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얻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겠다.

이 그림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직접링크가 있는 시스템
에서 직접링크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Type I 필터링 기법은

3.1. 네트워크 코딩(Network Coding) 기반 릴레이 중계 기법

충분한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체 SNR 영

네트워크 코딩 기반 릴레이 기법은 양방향 릴레이(Two-way

역에서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Relay) [3] 라고도 불린다. <그림 7>과 같이 첫 번째 시간 슬롯
에서 기지국과 단말이 변조된 신호

과

를 각각 동시에 송

신하면 릴레이는 적절한 코딩을 거친 후 두 번째 시간 슬롯에서
새로운 신호

을 양쪽 노드에 송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

방향 릴레이는 연속 릴레이 기법과는 달리 추가적인 릴레이 설
치 없이 직접통신과 같은 자원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본 부 단락
에서는 릴레이 네트워크 코딩 함수

을 결정하는 가

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3] [5]
[20].

그림 5. Type II 릴레이에서 릴레이 전처리 기법에 따른 에러 성능 비교

그림 7. 네트워크 코딩 기반 릴레이 시스템

1) 아날로그 네트워크 코딩 (ANC: Analog Network

3. 무선 릴레이 통신의 자원 효율화 기법

Coding): 이 네트워크 코딩 방식은 기존의 AF 릴레이 방식과

지금까지 살펴본 릴레이 기법들은 모두 자기 간섭을 제어하기

동일하며 첫 번째 시간 슬롯에서 중첩되어 들어온 기지국과 단

위한 반 이중화 릴레이 통신에 기반하고 있다. 간단히 시분할

말의 신호를 간단히 선형 증폭하여 재전송한다. 이 경우 각 기

반 이중화 릴레이를 가정하면, 한 번의 상향 (혹은 하향) 통신

지국과 단말은 이전 시간 슬롯에서 자기가 전송한 신호를 메모

에서 두 개의 시간 슬롯 (Time Slot)이 필요하며 상/하향 (up/

리에 저장하여 사전에 알고 있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각 노드는

down link) 모두를 고려하였을 경우 <그림 6>과 같이 무려 네

릴레이로부터 중첩되어 전송된 신호

개의 시간 슬롯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릴레이를

터 자신이 전송한 신호를 제거할 수 있다.

로부

쓰지 않는 직접 통신에 비하여 전송률이 대략 반으로 줄어드는

이 기법은 릴레이가 중첩된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력소모

효과를 가져 오게 되어 자원 효율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최근

가 약 두 배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AF의 경우에서 살
펴보았듯이 잡음 증폭으로 인하여 낮은 SNR에서 성능 열하를
겪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법들에 비하여 구현
이 간단하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학계와 산업계에서 많
은 주목을 받고 있다.
2) 물리계층 네트워크 코딩 (PNC: Physical Layer Network
Coding): 앞서 설명한 ANC 기법의 잡음 증폭문제를 해결하고
자 최근 학계에서는 물리계층 기반의 네트워크 코딩 기법이 제
시되었다 [19]. 이 기법은 DNF(Denoise-and-Forward)라고
불리기도 한다. 첫 번째 시간 슬롯에서 각 기지국과 단말에서

그림 6. 4개의 시간 슬롯을 이용한 반 이중 릴레이 시스템의 상/하향 통신

변조되어 전송된 신호는 릴레이에 중첩되어 수신 및 검출(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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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다. 이 후 검출된 신호는 기지국이나 단말에서 전송될

식으로 송수신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기법을 연속 릴레이 중

때와 같은 변조 방식으로 하나의 심볼

계 기법(Successive Relaying)이라 부른다 [5].

로 매핑(Mapping) 되

어 전송된다. 따라서 이 기법은 ANC 와는 달리 단일 변조 신호
를 전송하기 때문에 ANC 보다 전력효율이 뛰어나며 이와 동시
에 릴레이에서 잡음이 증폭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NC 기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지국과 단말은 모두 QPSK (Quadratic Phase Shift
Keying) 변조방식을 따르며 각 채널이득은 1이라고 가정하
자. 이 경우 만약 잡음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각 in-phase 와

그림 8. 연속 릴레이 중계 기법

quadratic-phase에서 수신된 신호는 중첩되어 {-2,0,2} 세
값 중 하나를 갖게 된다. 이렇게 중첩되어 검출된 심볼은 매핑
함수 를 통하여 (예:

)단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우리는 총
슬롯에서 총

개의 시간

개의 패킷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일 QPSK 심볼로 매핑된다. 이 때 매핑함수는 기지국과 단말에

충분히 커지면 우리는 릴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직접통신과 거

서 전송된 두 심볼들이 결과적으로 부호화(coded) 비트단위에

의 동일한 자원 효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상향 통신에서

서 XOR 연산(i.e.,

도 같은 방식의 전송이 이루어진다면 평균적으로 쌍방향 릴레

)이 되도록 정해진다. 그리

고 이 신호가 릴레이에서 전송되면 최종적으로 기지국과 단말
은 각자 수신한 신호

이와 동일한 자원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을 검출한 후 이전에 자신이 전송한 신

이처럼 연속 중계 릴레이 방식은 쌍방향 릴레이와 다르게 쌍

호와 비트단위에서 다시 XOR 연산을 하여 아래와 같이 상대방

방이 모두 전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 즉 단일 방향 통신에서도

이 보낸 부호화 비트를 검출할 수 있다.

자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은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
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8에서 보듯이 이 기법은 하나의 릴레이

PNC기법은 기존의 DF 릴레이와 구분되는데, DF 릴레이는

가 송신할 때 다른 하나의 릴레이는 수신하는 방식을 따름으로

수신된 신호를 복호화 하여 원래의 정보비트까지 모두 복원한

써 전 이중 릴레이의 효과를 얻는다. 하지만 이는 송신 릴레이

이후 다시 부호화 하여 전송하지만 PNC의 경우는 릴레이가 중

의 전송신호가 수신 릴레이에 간섭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

첩된 심볼을 검출할 뿐, 실제로 각 정보비트를 복원하지는 않으

하며 이는 전체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더불어 이 기

며 따라서 DF기법에 비하여 복잡도가 낮다. 하지만 채널 상황

법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릴레이 노드를 필요로 하며 따라

및 변조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매핑함수 를 결정하는 것은 결

서 기존의 릴레이 기법에 비하여 추가적인 릴레이 설치비용이

코 쉬운 일이 아니며 현재까지도 비교적 간단한 BPSK (Binary

발생한다.

Phase Shift Keying) 나 QPSK 정도의 변조방식에서만 매핑함
수가 밝혀져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
제로 남아 있다 [5] [20].

Ⅲ. 결 론

3.2. 연속 릴레이 중계 기법

본고에서는 차세대 무선통신의 핵심기술로써 주목받고 있는

연속 릴레이 중계 방식은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릴레이를 사

릴레이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현재 셀룰러 시스템이

용하여 송신자가 쉬는 시간 슬롯 없이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전

갖는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릴레이 기술의 장점

송하는 방식이다. 먼저 <그림 8>과 같이 첫 번째 시간 슬롯

과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10여 년간 학계와 산업계에

에서는 기지국이 RS1에게 신호 을 전송한다. 그러면

서 활발히 연구되어온 릴레이 기술의 진화과정을 소개하고 4세

그림과 같이 두 번째 시간 슬롯

에서는 기지국이 그 다

대를 넘어서 5세대 표준규격에서 요구하는 높은 데이터 전송속

음 신호 를 RS2 에게 전송하는 동시에 RS1이 이전 시간에 수

도와 품질을 보장하는 다중 안테나 릴레이 및 자원 효율화된 릴

신된 신호 을 단말에게 송신한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시간 슬롯

레이 기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고에서 소개된 릴레이 기

에서는 그림과 같이 기지국이 또 다른 신호

를 전송

법들은 앞으로 셀 기반의 통신에서 벗어나 차세대 협력 통신의

하면서 동시에 RS2가 단말에게 신호 를 전송한다. 이러한 방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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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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