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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 this paper, when concurrent transmission and 

diversity reception at each relay are assumed to increase 

bandwidth efficiency in linear multihop system, we analyze 

interference due to concurrent transmission and verify it. 

In the interference-free environment, more diversity 

sources at each relay result in better performance [1][2]. 

However, interference degrades BER performance because 

accumulated and propagated interference power surpasses 

original data power. Therefore, if we use the result of this 

paper, we can make bandwidth efficiency increase as well 

as BER performance good in linear multihop system by 

considering concurrent transmission with reuse factor and 

developing the algorithm which determines the number of 

diversity source.

I. 서론 

  최근 계기를 이용한 다  도약 무선망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간섭이 없는 환경에

서 증폭 달 (Amplify & Forward) 계기의 성능 분

석에 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1][2][3]. 다이버

시티 수신을 이용한 증폭 달 계기의 경우 잡음 

 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계기 수의 증가에 따라 

특정 계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이버시티 원천이 

증가하기 때문에 BER 성능이 향상된다 [1][2]. 그러나 

자원의 효율 인 사용을 해 시간과 주 수 자원을 

공유하면서 계기들이 동시에 송하는 경우 간섭 신

호가 발생하여 BER 성능이 열화 되기 때문에 이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다  도약 무선망 환경에서 다이

버시티 수신을 이용한 증폭 달 계기를 사용할 때 발

생하는 간섭을 모델링하고, 간섭에 따른 성능 열화를 분

석한다. 

II.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선형 다  도약 무선망 시스템을 기

반으로 한다. 이 구조 안에는 소스와 목 지가 각각 

한 개씩 존재하고, 그 안에 N-1개의 증폭 달 계기

가 존재한다. 계기 사이의 거리는 모두 동일하며, 

계기를 통해 송되는 신호는 도약마다 독립 인 채

을 겪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 때 각 계기는 다이버

시티 수신을 이용한 증폭 달 방식을 사용한다. 즉, k

번째 계기인 에서는 이  (k-1)개의 계기들로

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MRC (Maximal Ratio 

Combining) 기법으로 결합한 뒤 증폭하여 이를  

로 달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 도약마다 시간

이나 주 수 상으로 직교하는 자원을 할당하여 간섭이 

없는 환경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인 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의 출연   보조 으로 수행한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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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의 송률을 향상시키고,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 각 도약이 시간이나 주 수 자원을 공

유하고 모든 계기가 동시에 송하고 있다고 가정한

다. 도약 간 자원 공유와 동시 송이라는 가정으로 

인해 에 들어오는 신호는 계하고자 하는 데이터 

신호와 피드백 간섭, 그리고 피드포워드 간섭으로 이

루어진다. 이 때 피드포워드 간섭은   이  계기에

서부터 들어오는 간섭을 말하고, 피드백 간섭은   이

후 계기에서부터 들어오는 간섭을 말한다[1]. 

Ⅲ. 간섭 모델 - 간섭 신호의 달/

 k번째 계기 의 수신 신호 는

                                    (1)

이다. 여기서 는 정보 신호, 는 간섭 신

호, 는 잡음 신호이다. 이 에서 간섭 신호 는 다음

과 같이 표 된다.

           
 


                         (2)


 동시전송에의한피드백피드포워드간섭신호

다이버시티경로로누적전달되는간섭신호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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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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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번째 중계기와 번째 중계기사이의 채널이득
  번째 중계기의 증폭계수
  번째 중계기와 번째 중계기 사이의 거리
  번째 중계기의 수신 신호

  

 식 (2)와 (3)을 보면,     에서 발생한 간섭 신

호 는  (k-j)개의 독립 인 다이버시티 경로를 통하여 

의 수신 신호에 향을 미친다. 계기에 수신된 신호

는 단순히 증폭되어 다음 계기로 달된다는 증폭 

달 계기의 특성 때문에 한 번 발생된 간섭 신호가 다음 

계기에 연속 으로 달되는 간섭  상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 수신 신호에는 (k-1)개

의 서로 다른 종류의  간섭신호가 되어 간섭을 일으

키는 간섭  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에서 정보 

신호의 워는 다이버시티 수신에 의해 선형 으로 증가

하는 반면, 간섭  잡음 신호의 워는 달과  

상으로 인하여 기하 수 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신호  간섭  잡음비 는 k가 증가할수록 감소

하게 되어 BER 성능의 열화를 가져오게 된다.

Ⅳ. 모의실험  결론

      
  그림 1은 N=2인 경우 증폭 달 계기를 사용할 

때 다이버시티 사용과 간섭 신호의 유무에 따른 BER 

곡선을 보여 다. 다이버시티 수신을 하는 경우 다이

버시티 이득을 얻기 때문에 BER 성능이 향상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 송에 의한 간섭 신호를 

고려하게 되면, BER 성능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오

류 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간섭과 잡

음 신호의 과 달 상으로 인해 SINR이 감소하

고, BER 성능의 열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계기 수 

N이 커질수록 간섭 신호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수

렴하는 BER의 값이 더 커지게 된다. 

 결론 으로 자원의 효율  이용을 해 모든 계기

에서 동시 송을 고려할 경우 간섭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간섭 신호의 과 달 상 때문

에 다이버시티 수신을 하더라도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

지 못하고 BER 성능이 열화되는 결과를 보여 다. 따

라서 본 논문을 기반으로 자원의 재사용 계수 (Reuse 

Factor)를 정의하고, 계기마다 한 다이버시티 소

스의 개수를 선택하여 송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면 본 논문은 자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서도 한 

BER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여도를 가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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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1 > 증 폭  달  계 기의  B ER 곡 선  ( n=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