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第 21 卷 第 10 號 2010年 10月 論文 2010-21-10-16

1194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8-2-D00660).」
  국립충주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Depart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Engineering, Chungju National University) 
․논 문 번 호 : 20100906-126
․교 신 저 자 : 문 철(e-mail : chmun@cjnu.ac.kr)
․수정완료일자 : 2010년 10월 5일

릴레이 기반 셀룰러 네트웍을 위한 간섭 회피 빔 성형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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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빔 성형(beamforming) 기술을 사용하는 릴레이 기반 셀룰러 네트웍에서, 순방향 링크 채널 상

태에 대한 제한된 피드백 정보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되는 송신기과 수신기 사이의 직접 링크(direct link)와
중계기(relay station)와 수신기 사이의 중계 링크(relaying link) 간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간섭 회피(inter-
ference avoidance) 빔 성형 기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송신기는 빔 성형을 사용하여 한정된 공간으로만 직접

링크 신호 전력을 전송하고, 송신기의 간섭 전력이 도달하지 않는 공간 영역에 위치한 릴레이들의 relaying을
허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직접 링크와 중계 링크간 간섭을 억제할 수 있는 충돌 회피(collision avoidance) 스케

줄링 기술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이 중계 링크의 전송 용량을 보장하

면서 동시에 전송되는 직접 링크 전송 용량을 최대화 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for a relay-based cellular network, a interference avoidance beamforming technique is proposed to 
enhance direct link capacity while minimizing loss in the capacity of concurrent relaying link. A direct link is trans-
mitted by beamforming at the transmitter, and the relaying link with the least interference to the direct link is scheduled 
to transmit data by a collision avoidance scheduling algorithm.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IA beamform-
ing provides a considerable direct link capacity enhancement while minimizing relaying link capacity loss by effectively 
mitigating inference between concurrent direct and relaying links only with limited feedback. 

Key words : AF Relaying, Beamforming, Scheduling, Radio Resource Management, Interference Mitigation

Ⅰ. 서  론       

다중 안테나 기술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채널 용

량 또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중계기(relay station)의
중계를 통해 셀 가장자리나 음영 지역에서의 성능을

개선하는 릴레이 통신 기술은 넓은 서비스 영역을

가지는 광대역 무선 접속 네트웍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대두되고 있다
[1],[2]. 따라서, 이러한 장점들

을 결합한 다중 안테나 기술을 사용하는 릴레이 기

술은 차세대 무선 통신 네트웍 구현을 위한 매우 중

요한 후보 기술로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4].
참고문헌 [5]는 기존 셀룰러 시스템의 요소 기술

인 다중 사용자 다이버시티(multiuser diversity), opp-
ortunistic 스케줄링, 그리고 스펙트럼 재사용(spec-
trum reuse) 기술을 릴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셀룰러

네트웍으로 확장 적용하여 해당 기술들의 중요 장점

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BS(Base Station)와 수신기간

직접 링크(direct link)와 중계기(relay station)와 수신

기간 중계 링크(relaying link)가 동일한 시간 슬롯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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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송되는 스펙트럼 재사용 기술을 제안하고, 이
론적인 용량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링크

와 중계 링크가 서로 다른 시간 슬롯에 전송되는 직

교 전송 방식보다 우수한 주파수 효율을 가짐을 보

였다.
본 논문은 릴레이 기반 셀룰러 네트웍의 하향 링

크에서 스펙트럼 재사용 기술에 의한 스펙트럼 효율

을 증가시키기 위해, 동시에 전송되는 직접 링크와

중계 링크 간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간섭

회피(interference avoidance) 빔 성형 기술을 제안한

다. 이를 위해 BS는 빔 성형을 사용하여 한정된 공

간으로만 직접 링크 신호 전력을 전송하고, 직접 링

크의 간섭 전력이 도달하지 않는 공간 영역에 위치

한 릴레이들의 relaying을 허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직접 링크와 중계 링크간 간섭을 억제하는 충돌 회

피(collision avoidance)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이 중계 링크의 전송 용량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전송되는 직접 링크 전송 용량을 최대화 할

수 있음을 보인다.

Ⅱ. 시스템 모델 

셀룰러 네트웍의 하향 링크에서 릴레이에 기반한

다중 사용자 통신(multiuser communication)을 고려한

다. 하나의 BS와 M개의 RS, 그리고 BS의 직접 링크

에 의해 서비스 받는  수신기들과 각 RS의 중계

링크에 의해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가정

한다. RS는 multihop routing 기술을 통해 BS에 의해

직접 서비스 받기 힘든 수신기들에게 더 나은 품질

의 링크를 제공하여 용량면에서 서비스 영역을 증가

시킨다. 이를 위해 첫 번째 hop에서 BS는 고용량의

무선 backhaul 링크를 통해 RS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두 번째 hop에서 RS는 수신된 신호를 amplify-and 
forward(AF) 방식으로 전달한다. 즉, time division 기
반(half duplex 방식)으로 동작하는 AF 릴레이 pro-
tocol을 가정한다.

고려하는 relay 기반 셀룰러 네트웍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링크가 존재한다. (i) : BS와
 수신기들 간의 직접 링크, (ii)  : BS와 RS 간의

무선 backhaul 링크, (iii) : 각 RS와   수신기들

간의 중계 링크. 위의 세 링크 간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교 채널 즉, 서로 다른 시간 슬롯에 각각

전송하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교 전송 방식은

많은 시간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S와 수신기 간 직접 링크, 

와 RS와 수신기 간 중계 링크, 가 동일한 시간 
슬롯에서 전송되는 주파수 재사용 기술이 적용된 방

식을 고려한다
[1],[5]. 이와 같은 주파수 재사용 방식의

주파수 효율은 동시에 전송되는 두 링크 와 

간의 간섭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된다. 특히,  
링크에 의해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가 중계기 서

비스 영역 근처에 위치할 경우, 직접 링크 의 수

신 신호 전력에 비해 RS로부터 수신되는 간섭 신호

전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링크 용량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용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RS의 전송 전력을 감소시켜야 하지만, 이는

RS의 중계 링크 의 용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링크의 용량을 보장하면서 직접 링크 의 용

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BS는 빔 성형을 통해 직접 링크를

전송하고, 동시에 전송되는 직접 링크와 중계 링크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joint 스케줄링을 수행하

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제

안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의 개념을 보여 준다. 
BS는 빔 성형을 통해 서비스 영역 중에서 한정된 공

간으로만 직접 링크 신호를 전송하고, BS 직접 링크

그림 1. 제안하는 릴레이 통신을 위한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

Fig. 1. Conceptual diagram of the proposed interferen-
ce avoidance beamforming for relay-based cellu-
la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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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전력이 도달하지 않는 공간적인 영역에 위치한

RS들에게 중계 링크 통신을 허용함으로써, 동시에

전송되는 직접 링크와 중계 링크들을 공간적으로 분

리하여 서로 간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 중계 링크의

전송 용량을 보장하면서 직접 링크 전송 용량 감소

를 최소화 한다.  

Ⅲ.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

BS는 개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하고, 모든 수신

기는 개의 수신 안테나를 사용하며, RS는 하나의

송수신 안테나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BS에는 M개

의 RS가 BS의 셀 내에 위치하고, BS와 RS에 각각

와   수신기들이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를 BS에서의 송신 신호, 는 BS로 부터의 직접

링크에 의해 서비스 받는 k번째 수신기의 ×1 수
신 신호 벡터라고 하고,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을

가정하면 수신 신호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k번째 수신기가 BS로부터 수신한 평균

신호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를, 는 i번째 간

섭 RS로부터 k번째 수신기로의 평균 SNR이다. 
는 BS에서 k번째 수신기로의 ×  복소 채널 행

렬을, 는 i번째 간섭 RS로부터 k번째 수신기로의

×1 복소 채널 벡터를 나타내며, 는 ×1 AW-
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벡터를 나타낸다. 
와 의 원소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i.i.d.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복소 랜덤 변

수이다. 또한, 는 BS에서 사용하는 ×1 크기의 가

중치 벡터를 나타내며, 는 i번째 간섭 RS의 간섭

신호이다.
제안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을 위해, BS의

직접 링크 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려는  수신

기들이 수행하는 동작은 다음과 같다.
BS의 직접 링크 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려는

 수신기들은 인접한 M개의 RS로부터 파일롯 채

널을 수신하여, M개의 RS로부터 k번째 수신기로의

채널   ⋯을 추정하고, k번째 수신기에 간

섭을 많이 주는 RS들의 index로 구성된 간섭 중계기

집합 를 결정한다. 다음 식 (2)와 같이 M개의 중계

기 중에서 간섭량이 많은 M*개의 RS의 index를 간

섭 중계기 집합    ⋯ 의 원소로

결정할 수 있다.
 



∥∥

≥⋯≥

∥ ∥

(2)
 
식 (2)에서 M*는 직접 링크를 수신하는 수신기가

RS로부터 수신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간섭량에 영향

을 주는 시스템 파라메터로서, 릴레이 통신 환경 및

채널 환경에 따른 최적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수신기는 BS에서 수행되는 CA 스케줄링

을 통해, 해당 수신기의 간섭 중계기 집합 에 속하

는 RS가 스케줄러에 의해 relaying을 허가 받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고, k번째 수신기가 개의

RS들로부터 수신하는 평균 간섭 전력 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3)
 

여기서, 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낸다. 
각 수신기는 각 수신기로의 채널 이득을 최대로

하는 빔 성형 가중치 
를 codebook 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argmax∈∥∥

(4)
 

여기서, 는 BS와와 수신기들 간에 미리 약속된 빔

성형 가중치들로 구성된 codebook이다. 따라서, BS
에서 

를 사용하고 간섭 중계기 집합 에 속한 RS
들이 relay 전송하지 않을 경우, 수신기가 실제로 수

신 가능한 SINR은 다음과 같다.
 

 

∥∥

(5)
 
각 수신기는 BS로의 역방향 링크 피드백 채널을

이용하여, 식 (2)를 통해 구한 간섭 중계기 집합 , 
식 (4)에서 구한 각 수신기의 채널 이득을 최대로 하

는 빔 성형 가중치 벡터 
의 codebook index,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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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의 BS에서 
를 사용하고 간섭 중계기 집합 

에 속한 RS들이 relay 링크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의

CQI(Channel Quality Information), 즉, 각 AT의 수신

가능 SINR 를 BS로 피드백한다.
한편, relay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려는 RS

들은 다음의 동작을 수행한다. 각 RS는 서비스 영역

에 있는   수신기들로부터 수신 가능 SINR을 피드

백 받고, 이를 이용하여 수신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스케줄링 priority를 갖는 수신기를 선택하고, 선택된

수신기로의 중계 링크 데이터 전송을 BS에 요구한

다. 이후 각 RS는 중계 링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허가를 BS로부터 기다린다. 이는 BS가 BS에서

수신기로의 직접 링크와 RS에서 수신기로의 중계

링크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수행되는 CA 스케

줄링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한편, BS는 하향 링크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

할 직접 링크와 중계 링크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충돌 회피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우선 직접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할 수신기

를 결정한다. BS 스케줄러는 BS로부터 직접 링크를

통해 데이터 수신을 원하는 수신기들로부터 피드백

된 CQI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최대 스케줄

링 priority를 갖는 번째 수신기를 직접 링크를 통

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신기로 먼저 선택한다.
 
  argmax⋯ (6)
 

여기서, 는 각 수신기의 수신 가능 SINR 의
함수로 표현되는 scheduling priority의 함수이다. 대
표적인 scheduling priority 함수로는 proportional fair-
ness 스케줄링이 있다.

이어, BS 스케줄러는 식 (6)에서 스케줄링 된 

번째 수신기와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RS를, 번
째 수신기의 간섭 중계기 집합 

에 속하지 않는 RS
들 중에서 다음과 같이 최대 스케줄링 priority를 갖

는 RS를 선택한다.
 
  argmax∉ (7)
 

여기서, 은 번째 RS의 중계 링크를 통해 수신

가능한 SINR을 나타낸다. 이는 각 RS에 의해서 BS
로 피드백한다.  

마지막으로, BS 스케줄러는 식 (6)에서 스케줄링

된 번째 수신기로의 직접 링크와 식 (7)에서 선택

된 번째 RS의 중계 링크 데이터 전송을 허가한다.
제안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은 역방향 링크

의 제한된 피드백 정보를 이용하여, BS에서 수신기

로의 직접 링크와 RS에서 수신기로의 중계 링크 간

의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직접 링크의 수신기에 높

은 간섭을 주는 RS가 동시에 중계 링크를 전송하지

않도록, BS에서 centralized scheduling을 수행한다. 

Ⅳ. 성능 분석

제안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의 성능을 시뮬

레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셀 반

경 1,000 m와 120도의 서비스 영역을 갖는 단일 셀

의 BS로부터 800 m 거리에 4개의 RS가 균일한 방위

각도에 분포하고, 각 RS는 8 dBm 또는 13 dBm의 전

송 전력을 사용한다. 또한, 중계 링크 전송을 위한

개의 AT가 각 RS의 셀 반경 80 m 이내 영역에 균

일하게 분포하고, BS로부터 직접 링크를 통해 서비

스 받는 개의 수신기를 BS로부터 700 m 떨어진

거리에서 균일하게 분포시켜 중계기 서비스 영역 근

처에 분포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의 직접 링크와 중계 링크 간의 간섭 억제 성능

을 분석하기 위해, 직접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

하는 AT가 중계기의 서비스 영역에 근접해서 분포

하도록 함으로서 두 링크 간 간섭이 최대화 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을 가정한다.   로 가정

하고, K를 증가시키면서 성능을 분석한다. BS는 송

신 안테나 간격이 0.5 λ인 4개의 송신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고, 수신기의 수신 안테나 수는 1개, RS의 송

수신 안테나 수는 각각 1개를 가정하였다. 다음 식

을 이용하여 공간 상관도가 있는 multi-input single- 
output(MISO) 채널을 발생시켰으며, BS의 송신단에

서의 공간 상관 행렬 는 선형 배열 안테나를 사용

하며 angular spectrum이 angle of departure를 중심으

로 ∆만큼 균일하게 분포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구

하였다.
 
 

 (8)
 

여기서 는 ×  크기의 i.i.d. 복소 가우시안 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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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다. 모든 직접 링크들에 대해 ∆ 10°로 가정

한다. 반면, 중계 링크는 RS의 송신 안테나와 수신기

의 수신 안테나가 모두 1이므로, 공간 상관 채널 모

델이 필요하지 않다. 사용된 경로 손실 모델은 ITU 
M.1225 경로 손실 모델로 경로 손실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loglog (9)
 

여기서, 은 전파 경로의 길이를 나타내며, 주파수

는 2 GHz로 가정한다. 
제한된 피드백 정보를 사용하는 빔 성형을 위하

여 8개의 discrete Fourier transform 빔 성형 가중치 벡

터로 구성된 codebook   ⋯를 사용한다
[6].

 

 













⋮









(10)

 
여기서,  4이며, 모든 피드백 정보에서 에

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BS와 각 RS에서 사용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max C/I 알고리즘으로 최대 수신 SINR을 갖는 수신

기를 각각 직접 링크와 중계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신기로 BS와 RS에서 선택한다.  
그림 2와 그림 3은 릴레이 기반 셀룰러 네트웍에

서 제안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에 의한 성능 이

득을 RS의 송신 전력이 각각 8 dBm과 13 dBm일 경

우에 대하여 보여준다. 제안하는 충돌 회피 스케줄

링을 사용할 경우의 직접 링크와 중계 링크의 용량

을 BS와 RS가 독립적으로 스케줄링을 하는(BS에서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이 아닌 일반적인 빔 성형 기

술을 사용하는) 경우와 각 링크 용량을 비교한다. 먼
저, RS의 송신 전력이 8 dBm일 경우, 간섭 회피 빔

성형에 의한 직접 링크의 용량이 일반 빔 성형 기술

에 비해 12.5 % 증가하지만, 두 기술의 중계 링크의

용량은 거의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은 중계 링크 용량 감소

없이 직접 링크 용량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킴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은 중계기 송신 전력이 8 dBm에서 13 dBm

으로 증가하면서 중계 링크가 직접 링크에 주는 간

그림 2. 제안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성능 분석(RS 
송신 전력: 8 dBm)

Fig. 2. Performance analysis on the proposed IA BF 
(Transmit power at RS: 8 dBm).

 

그림 3. 제안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성능 분석(RS 
송신 전력: 13 dBm) 

Fig. 3. Performance analysis on the proposed IA BF 
(Transmit power at RS: 13 dBm). 

 
섭이 증가할 경우, 제안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

에 의한 직접 링크의 용량을 일반적인 빔 성형 기술

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다. 중계기의 송신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두 기술 모두의 중계 링크의 용량이

동일하게 증가하지만, 간섭 회피 빔 성형은 일반 빔

성형에 비해 22 % 정도 증가된 직접 링크 용량을 제

공한다. 이를 통해 직접 링크에 주는 RS의 간섭이

증가할 경우, 일반 빔 성형에 대해 제안하는 충돌 회

피 스케줄링이 제공하는 용량 개선 정도가 12.5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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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2 %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와 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 링크와 중

계 링크의 용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BS와 RS에서 각각 과   수신기 중에서 최대 수

신 SINR을 갖는 수신기를 각각 선택함으로써 얻어

지는 다중 사용자 다이버시티 이득이 반영된 결과

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빔 성형 기술을 사용하는 릴레이

기반 셀룰러 네트웍에서, 순방향 링크 채널 상태에

대한 제한된 피드백 정보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

되는 직접 링크와 중계 링크 간의 간섭을 효과적으

로 억제하는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을 제안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된 간섭 회피 빔 성형 기술이, 
중계 링크의 용량 열화 없이, 동시에 전송되는 직접

링크에 대한 중계 링크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억제함

으로써 직접 링크의 용량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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