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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hop system has advantage of low power 

consumption, improved cell capacity, and enlarged 

service coverage. Most of previous researches show 

that multi-hop relaying beyond dual-hop relaying 

does not improve system performance significantly. 

This leads most researches are focused on dual-hop 

relaying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ptimal boundary condition to support maximal data 

rate for fluctuation of traffic load in single cell 

dual-hop relay system.

I. 서론 

  최근에 이동 통신 사용자가 기지국에 직 으로 연

결되는 기존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 다  도약 계

(Multi-hop relay) 방식을 용시키기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  도약 계 방식은 기존 방

식에 비해 사용자로부터 계기까지의 송 거리가 상

으로 짧기 때문에 송단의 송 워를 감소시키

고, 이로 인한 간섭이 어들어 셀의 용량을 증가시키

는 장 이 있다. 한 기지국의 서비스 역을 확 시

킬 수 있기 때문에 음  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도 높

은 데이터 송률을 지원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  수 있다[1][2]. 그러나 계기의 수에 

비례하는 추가 인 자원과 비용이 요구되는 문제 이 

있기 때문에 재의 셀 기반 구조에서는 이  도약 이

상의 다  도약 계를 통하여 많은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없다[3]. 따라서 본 논문은 단일 셀을 기반으로 하

는 이  도약 릴 이 시스템에서 릴 이를 한 추가

인 자원 할당을 고려하여 최 의 데이터 송률을 

지원하기 한 최 의 계기 경계 역을 연구하

다. 한 셀 외곽에 있는 사용자에게도 높은 데이터 

송률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효율 으로 자원을 분배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II. 본론 

2.1 시스템 모델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모델이다. 이 시스템에

서   명의 사용자가 셀 안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

며, 기지국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무한개의 릴

이는 그림 1과 같이 반지름이 (단,   ≦ )인 띠

를 형성한다. 이를 기 으로 단일 셀은 두 역으로 

분리되며, 결국 시스템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릴 이

를 선택하여 이  도약을 하여 기지국과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이때 내부의 사용자는 기지국과 직

으로, 외부의 사용자는 릴 이를 이용하여 기지국과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한 시간 분할 다 화 기법

으로 다  사용자를 지원한다. 

2.2 자원 할당

  그림 2와 같이   명의 사용자에게 동일한 크기의 

시간 역을 할당한다. 이때   명의 외부 사용자들은 

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릴 이를 한 시간 구

간을   개의 시간 역으로 나 어 각각의 사용자를 

해 할당한다. 이 때 릴 이는 사용자의 데이터 송

률을 맞추기 해 응형 변조 방식(AMC, Ada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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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셀 외곽 사용자의 평균 정보 송률 

Modulation Coding)을 사용한다. 

그림 1. 단일 셀 기반 이  도약 릴 이 시스템 모델

 

그림 2. 자원 할당 방법

 

Ⅲ. 실험 결과

  그림 3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 그래 이다. 계

기의 역이 략 에서 최 가 된다. 하지만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기지국에 가까운 곳에 배치될 경우 

기존의 방식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 4로부터 계기를 통하여 셀 경계 

역에 있는 사용자의 평균 송률이 계기 치의 

변화에 따라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기지국의 

데이터 처리량을 최 로 하기 한 시스템 설계 변수

는 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를 선택하여 

셀 외곽의 사용자에게도 높은 데이터 송률을 유지하

면서 체 인 셀 용량을 크게 하는 계기 역을 설

정할 수 있다.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실험 결과로부터 가변 인 사용자 데이터의 증감에 

따른 계기의 최  효율 경계 조건을 확인하 다. 하

지만 추가 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은 사용자들 간의 

공정성의 이다. 재 시스템의 자원 유율이 특

정량 이상인 상태에서도 자원을 추가 으로 더 사용해

야 하는 계를 통한 서비스를 지원할지의 여부.에 

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공정성

에 해 자원의 스 링을 통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공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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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자 평균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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