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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친밀도와 신뢰도 같은 사용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를 동시에 고려한 모바일 소셜 네트

워크가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모델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관계 중 신뢰도 정보를 기반으

로 하는 협력통신 네트워크를 고려한다. 완벽한 신뢰도 정보를 고려했던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송신단에서 불완전한 

신뢰도 정보 기반 정보 처리율 최대화 협력 통신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불완전한 신뢰도 정보를 확률

적인 분포로 모델링하고, 신뢰도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아웃티지 확률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송신단에서 아웃

티지 확률과 정보 전송율을 동시에 고려한 정보 처리율을 최대화하는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

해 정보 처리율 관점에서 기존 기법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안한 협력통신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ABSTRACT

Recently, the mobile social networks, which consider both social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mobile communication 
networks, have been received great attention.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trust degree of node as the social relationship 
for the cooperative communication networks. In contrast to the existing works that consider the case of the perfect trust 
degree information, for the case that transmitter has an imperfect trust degree information, we propose an imperfect trust 
degree based cooperative communication technique that maximizes a throughput. We first model the imperfect trust degree 
information as a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derive the outage probability using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Then, we 
propose the transmission scheme that maximizes the throughput, which consider both outage probability and transmission 
rate.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cooperative transmission scheme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scheme 
in terms of the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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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사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이동통신 네

트워크인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7]. 기존 이동통신 기술은 

통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선채널의 상태와 

간섭 환경 등의 물리적인 통신 요소만을 고려해서 설계

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들 간의 협력 통신, 단말간의 직

접 통신(device-to-device, D2D) 등으로 구성된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는 물리적인 통신 요소뿐만 아

니라 사용자들의 친밀도, 신뢰도와 같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통신 기법을 설계해야한다 [2]. 
사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무선 통신 기술 연

구는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3-7]. 
[3]에서는 사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구성원

들의 유틸리티를 최대화하는 사회적 그룹 유틸리티 최

대화(social group utility maximization, SGUM) 게임 구

조를 제시하였다. SGUM 게임 구조를 이용하여 사용자

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친밀도에 비례한 다

른 사용자들의 이익의 합을 최대화하도록 전력과 주파

수를 할당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협력통신 환경에서 

신뢰도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기법

들이 제안되었다 [4-6]. 보안 통신 시스템에서 다른 사용

자들의 신뢰도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의 보안성과 전송

의 효율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협력 전송 기법이 [4]에서 

제안되었다. 제안된 기법에서 신뢰도가 낮은 사용자의 

경우 정보의 보안성을 높이는 기법으로, 반면에 신뢰도

가 높은 사용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보 전송

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통해 정보를 전송한다. 다
중안테나 협력 통신 환경에서 사용자의 신뢰도 정보를 

고려한 빔형성(beamforming) 기법이 [5]에서 제안되었

다. 릴레이 사용자와 수신 사용자들의 신뢰도 정도를 고

려하여 신뢰도와 무선 채널의 상태의 함수로 전송 빔을 

설계하였다. 반이중(half-duplex)과 전이중(full-duplex) 
릴레이 환경에서 신뢰도 정보를 고려한 빔형성 기법이 

[6]에서 제안되었고, [5]에서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향

상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자들

의 완벽한 사회적 정보를 알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보다 현실적으

로 불완전한 신뢰도 정보를 기반의 협력통신 기법을 제

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신뢰도 정보가 불완전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협력 통신 기법

을 제안한다. 송신단과 수신단 그리고 한 개의 릴레이 

노드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송신단이 릴레이의 신뢰도

에 대한 완벽한 정보 대신 확률적인 분포 정보만을 이용

하여 협력 전송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송신단에서 신뢰

도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아웃티지를 최소화하면서 

정보 처리율(throughput)을 최대화하도록 정보 전송율

(transmission rate)을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은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

에서는 불완전한 신뢰도 정보 기반의 협력 통신 기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을 통해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논문을 마무

리한다.

Ⅱ. 시스템 모델 

 

Fig. 1 Cooperative communication system with trust 
degree information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한 개의 송신단(Tx)과 

수신단(Rx) 그리고 한 개의 릴레이 노드가 존재하는 협

력 통신 환경을 고려한다. 송신단은 송신단과 수신단사

이의 무선 채널 를 통해 수신단에 정보를 전송한다. 

이 때 무선 채널 의 채널 이득은 
 


이다. 송신

단과 수신단 사이의 전송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릴레이 

노드와 협력통신을 통해 정보를 전송한다. 릴레이 노드

는 반이중 DF(decode-and-forward) 방식을 통해 송신단

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수신단에게 전달한다. 릴레이 노

드는 송신단과 릴레이 노드 사이의 채널을 통해 정보

를 수신하고, 수신한 정보를 디코딩하여 릴레이 노드와 

수신단 사이의 채널 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송신단



불완전한 신뢰도 기반 정보 처리율 최대화 협력통신 기법

591

과 릴레이 노드 그리고 릴레이 노드와 수신단 사이의 채

널 이득은   

과   


이다. 마지막으로 

 ∼의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협력 통신에 참여하는 릴레이 노드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4-6]. 통신 시스템에

서 신뢰도는 ‘어떤 노드가 시스템에서 사전에 약속된 대

로 동작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된다 [1]. 이러

한 특정 노드의 신뢰도는 그 노드의 과거 행동들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찰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량화

될 수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릴레이 노드가 정보를 전

달할 때 신뢰도에 비례하여 송신 전력을 사용한다고 가

정한다 [5][8]. 따라서 릴레이 노드의 신뢰도가 높을수

록 많은 양의 송신전력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반
대로 신뢰도가 낮을수록 적은 양의 송신 전력을 사용한

다. 릴레이 노드가 정보 전달에 사용하는 전력 은 릴

레이 노드의 신뢰도 에 비례하도록   로 정의한

다. 여기에서 는 릴레이 노드의 최대 사용 가능한 전

력을 의미한다. 릴레이 노드가 사용 가능한 전력의 범위

가  ≤  ≤ 이므로 릴레이 노드의 신뢰도는 

 ≤  ≤ 의 범위를 가진다. 릴레이 노드의 신뢰도가 최

대   인 경우는 릴레이 노드는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도가   인 경우, 
릴레이 노드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기존 연구 [3-8] 에서는 송신단에서 릴레이 노드의 신

뢰도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
러나 본 논문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송신단에서 릴레

이 노드의 불완전한 신뢰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환경을 

고려한다. 송신단에서 릴레이 노드의 완벽한 신뢰도의 

값을 모르고, 신뢰도의 분포를 알고 있는 환경을 가정한

다. 본 논문에서는 송신단에서 릴레이 노드의 불완전한 

신뢰도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 처리율을 최대화하는 정

보 전송율을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Ⅲ. 불완전한 신뢰도 정보 기반의 협력통신 기법

릴레이를 이용한 협력통신 시스템에서 반이중 DF방
식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 전송은 두 개의 페이

즈(phase)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페이즈에서 송신

단이 릴레이와 수신단에 정보를 전송하고, 두 번째 페이

즈에서 릴레이가 수신단에 정보를 전달한다. 마지막으

로 수신단에서는 첫 번째 페이즈에서 송신단으로부터 

수신한 신호와 두 번째 페이즈에서 릴레이로부터 전달 

받은 신호를 모두 이용하여 정보를 디코딩한다.
반이중 DF방식의 경우 수신단과 릴레이에서 모두 정

보를 디코딩해야하므로 릴레이와 수신단에서 각각 달성 

가능한 전송율의 최소값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9].

   


min      (1)

수식 (1)에서 와  는 각각 릴레이와 수신단에서 

달성 가능한 전송율을 의미한다. 첫 번째 페이즈에서 송

신단에서 송신전력 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면 릴레

이에서 달성 가능한 전송율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log

  log (2)

수식 (2)에서 
 

는 송신단에서의 송신 신호

대잡음비를 의미한다. 두 번째 페이즈에서 릴레이는 수

신한 정보를 디코딩 후 신뢰도 에 비례하여 전송전력

을 결정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수신단에서는 송신단으

로부터 수신한 신호와 릴레이로부터 전달 받은 신호를 

모두 이용하여 정보를 디코딩한다. 따라서 최종 수신단

에서 달성 가능한 전송율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log




 
 log 

(3)

수식 (3)에서 릴레이의 송신전력 은 신뢰도에 비례

하여   으로 결정되고,   는 릴레이에서

의 송신 신호대잡음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송신

단에서 릴레이의 정확한 신뢰도 정보 를 모르는 환경

을 고려하기 때문에 송신단에서 실제 전송에 사용한 전

송율 보다 수신단에서 달성 가능한 전송율이 더 낮은 경

우 아웃티지가 발생한다. 다음과 같이 아웃티지(outage) 
확률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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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4)

수식 (4)에서 은 송신단에서 실제 정보 전송에 

사용하는 정보 전송율을 의미한다. 수신단에서는 아웃

티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정보를 수

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티지 확률과 정보 전송율을 고

려한 최종 정보 처리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0].

 ⋅ (5)

송신단에서 정확한 신뢰도 정보 를 알고 있는 경우 

정보 전송율을 아웃티지가 발생하지 않고 최대 정보 처

리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보 전송율을    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를 모르는 경우에는 아

웃티지와 정보 처리율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정보 전

송율을 선택해야 한다. 정보 전송율 을 작은 값으

로 결정하는 경우 아웃티지 확률을 낮출 수 있지만 너무 

낮은 전송율로 정보를 전송하여 전체 정보 처리율 

이 낮아진다. 반면에 높은 정보 전송율로 정보

를 보내면 아웃티지가 발생하는 확률이 증가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송신단에서 정확한 신뢰도를 모르는 

경우에 최대 정보 처리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수식 

(6)과 같이 정보 전송율을 결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max


         (6)

3.1. 불완전한 신뢰도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릴레이의 신뢰도 정보가 Gaussian 분
포를 따르는 모델을 가정한다. Gaussian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와 
 를 가진다. 신뢰도 는  ≤  ≤  범위 안

에서만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은 확률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가지는 truncated 
Gaussian 분포로 모델링될 수 있다 [11]. 
















 






 

  if  ≤  ≤ 

  

(7)

수식 (7)에서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오차함수는 



 





 

로 정의된다. 

  









 















  




(8)

수식 (7)의 PDF를 이용하여 누적분포함수(Cumulated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if  



 


  


   if  ≤  ≤ 

  

(9)

3.2. 불완전한 신뢰도 기반의 정보 전송율 최적화

본 절에서는 송신단에서 릴레이의 신뢰도 정보의 분

포 CDF(또는 PDF)를 알고 있는 경우 수식 (6)의 최적화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송신단에서 정보 처리율 

을 최대화하도록 정보 전송율 을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수식 (1)과 (2)에서 정보전송율을 

  log이 되도록 결정하면 무조건 아

웃티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전송율

은  ≤  ≤ log의 범위를 가진다. 그

리고 이 범위 안에서는     인 경우에는 항

상 아웃티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보전송율

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인 경우만을 고

려한다. 수식 (4)에     를 대입하여 아웃티

지 확률을 다음과 같이 신뢰도 의 CDF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Pr  


 

 Pr








  

 




 









   




(10)

수식 (9)와 (10)을 이용하여 정보 전송율 최적화 문제

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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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11)

subject to  ≤  ≤ 


log

수식 (11)에서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2)

수식 (11)에서 얻어진 최적화 문제는 이 제한된 

 ≤  ≤ 


log  범위에서만 값을 가지기 

때문에 bisection 기법 같은 1차원 탐색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을 구할 수 있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본 장에서는 신뢰도 기반의 협력통신 환경에서 제안

한 방식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실제 릴레이를 이용한 협력통신은 직접 채널의 상

태가 열악하여 직접 통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통신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이므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직접 채널의 상태가 열악한 환

경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직접 

채널의 평균 채널 이득은 약한 채널을 고려하여 



 dB로 설정하였고, 송신단-릴레이 그리고 릴

레이-수신단 사이의 평균 채널 이득은 직접채널 상태보

다 우수한 

  

  dB로 설정하였다. 또한 릴레이

의 신뢰도 는 주어진 평균값과 
  으로 수식 (7)

의 확률 분포를 통해 생성되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경우 ( )와 낮은 경우( )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다. 본 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시뮬레이션 파라메터는 표 1에 정리되어있다. 

Table. 1 Simulation Configuration

Tx-Rx channel gain 

 dB

Tx-Relay channel gain  

  dB

Relay-Rx channel gain 

  dB

Variance of trust degree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송신단에서 완벽한 신뢰도 정보를 알고 있는 경

우(cooperative transmission with perfect trust degree)와 

송신단에서 신뢰도 정보가 없어 직접 통신을 하는 기법

(direct transmission)과 비교하였다 [12].

Fig. 2 Achievable rate versus average of trust degree 
( dB)

Fig. 3 Achievable rate versus transmit SN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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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신뢰도의 평균값에 따른 제안된 기법과 비

교 기법들의 정보 처리율을 보여준다. 모든 기법에서 송

신 신호대 잡음비는   dB이다. 정보 처리율은 

생성된 채널 환경에서 의 신뢰도를 생성하여 그 평

균값으로 얻어진다. 먼저 완벽한 신뢰도를 알고 있는 경

우에는 언제나 아웃티지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의 정보 

전송율로 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나

타낸다. 반면에 직접통신 기법에서는 릴레이를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의 평균값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낮은 성능을 나타낸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신뢰도의 확

률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정보 전송율을 결정하

여 아웃티지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송

한다. 제안된 기법은 직접통신 기법보다 신뢰도가 낮은 

경우 ( ) 약 3배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경우 

(≥ ) 4배 이상 뛰어난 성능을 나타낸다. 또한 신뢰

도 정보를 완벽히 알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신뢰도가 

낮은 경우 ( ) 약 20% 성능의 저하가 나타나지만, 
신뢰도의 평균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줄어든다. 

그림 3은 송신 신호대잡음비에 따른 전송 기법들의 

정보 처리율을 보여준다. 신뢰도의 평균이  과 

 인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한다. 먼저 두 가지 경우 

모두 그림 2의 결과와 같이 제안된 기법의 성능이 직접 

통신 기법보다   dB 기준으로 5배 이상의 우수

한 성능을 나타내고, 완벽한 신뢰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높은 신뢰도의 경우 약 10%, 낮은 신

뢰도의 경우 약 25%의 성능 열화를 나타낸다. 또한 

 과  의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신뢰도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경우, 제안된 기법과 완벽한 신뢰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성능 차이가 작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릴레이의 신뢰도가 높아 평균적으로 큰 전

력을 사용해서 협력하는 경우에 신뢰도의 분포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송신단에서 릴레이의 불완전한 신뢰

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정보 처리율을 최대화

하는 전송 기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릴레이의 신뢰도 정

보를 truncated Gaussian 분포로 모델링하고, 송신단에

서 신뢰도의 확률적인 분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

보 처리율을 최대화하는 정보 전송율을 결정한다.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신뢰도의 확률적인 분포를 이용하여 

신뢰도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기법 대비 정보 처리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고, 완벽한 신뢰도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비해 약 10~25% 성능 저하만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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