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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여러 사용자가 릴 이를 통해 통신 상 방과 데이터를 교환하는 다  사용자 다  안테나 양방향 

릴 이 시스템을 고려한다. 고려 시스템은 주 수 효율을 높이기 해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다  속 단계와 

방송 단계, 두 단계로만 동시에 교환하는 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가 간섭과 다  사용자 간섭을 효과 으로 

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 방식에서는 자가 간섭과 다  사용자 간섭을 모두 릴 이에서 이는 것과는 달리 

제안 방식에서는 사용자 노드에 구  가능한 자가 간섭 소거기를 추가하고 릴 이는 자가 간섭 소거 후의 성능을 

고려하여 다  사용자 간섭을 주로 인다. 제안 방식의 성능은 다 속 단계가 성능을 결정할 때의 심볼 오류

율과 획득 가능한 다양성 차수를 통해 분석하고, 다양한 조건 아래 심볼 오류율과 합 송률을 모의실험으로 얻

는다. 성능 평가 결과 제안 방식이 자가 간섭 소거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기존 방식보다 복잡도는 증가하지만 심

볼 오류율과 합 송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킴을 볼 수 있다.

Key Words : Two-way relaying, Optimal combining, Multiuser interference, Self-interference cancelation, 

Beamforming

ABSTRACT

We consider multiuser multiple antenna two-way relaying systems in which all users exchange their data with 

their counterparts with the help of a relay. The systems complete all data exchanges in two time phases called 

multiple access phase and broadcasting phase for spectral efficiency and therby require an effective scheme 

reducing self-interference (SI) and multiuser interference (MUI).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scheme 

suppressing both SI and MUI at the relay, the proposed scheme adopts SI cancelation (SIC) at the users and 

renders the relay to suppress the MUI mainly considering the SIC output. We analyze the symbol error rate 

(SER) and the achievable diversity order of the proposed scheme when the multiple access phase is dominant in 

the performance and obtain simulation results on the SER and the sum rate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improves the symbol error rate and the sum rate remarkably at the cost of 

complexity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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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릴 이 통신은 데이터 송 커버리지를 넓히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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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  사용자 다  안테나 양방향 릴 이 시스템 모형.
Fig. 1. Multiuser multi-antenna two-way relay system model. 

이터 송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큰 주목을 받

고 있다 
[1=3]

. 그러나, 릴 이를 통한 신호 송은 반 

이  모드로 동작하는 실제 통신 기기의 특성으로 인

하여 한 사용자 노드가 다른 사용자 노드에 데이터를 

보내는 데 최소 두 시간 단계가 필요로 하고, 따라서 

주 수 효율이 나빠지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근 두 사용자 노드가 데이터를 

교환하는 양방향 통신에서 주 수 효율 인 릴 이 

방식이 제안되었다[4-5]. 

제안된 양방향 릴 이 방식은 기존의 네 단계를 이

용하는 신 두 사용자 노드가 데이터 심볼을 동시에 

릴 이에 송하고, 릴 이가 두 데이터 심볼을 포함

하는 수신 신호를 두 사용자 노드에 달함으로써 두 

단계로만 데이터를 교환한다. 이 때 사용자 노드가 수

신 신호에 포함된 자가 간섭을 소거함으로써 간섭 

향 없이 동시 송이 가능하고 따라서 주 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5-6]. 재 이러한 양방향 릴 이 방식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

으며 다른 한편으로 좀 더 복잡한 통신 시스템으로 확

장 연구되고 있다 
[7-11]

.

본 논문에서는 [9], [11]에서와 같이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사용자들이 여럿인 다  사용자 환경에서 

양방향 릴 이 송의 성능 향상을 연구한다. 기존 연

구에서 볼 수 있듯이 주 수 효율성을 높이기 해 두 

단계로만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교환하면 자가 간섭

뿐만 아니라 다  사용자 간섭이 발생하여 시스템 성

능을 제한한다. 이러한 간섭 향을 이는 방법으로 

부호 분할 다  속을 용하거나 
[9]
 릴 이에서 다

 안테나 송수신 필터를 용할 수 있다 
[11]

. 그러나, 

자의 경우 시스템 역폭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주

수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1]과 비슷한 다  사용자 

다  안테나 양방향 릴 이 시스템 모형을 고려하고 

성능 향상을 한 새로운 릴 이 송수신 필터 방식을 

제안한다. 이 때 사용자 노드 수신기에 [5]의 자가 

간섭 소거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고려한 릴 이 송수

신 필터를 제안한다. 제안 방식에 한 심볼 오류율과 

제공 가능한 다양성 차수를 이론 으로 분석하고, 모

의실험으로 심볼 오류율과 합 송률을 도출하여 기

존 방식보다 성능을 향상시킴을 보인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체 

시스템 모형을 기술하고, Ⅲ장에서 기존 방식과 견주

어 제안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제안 방식

의 근사 인 심볼 오류율과 다양성 차수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성능과 모의실험 결과를 Ⅴ장에서 제공한

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표기법 : 논문에서 사용한 수식 표기 기법은 다음

과 같다. 벡터 는 행렬에 해 ⋅은 복소 공액, 

⋅는 치, ⋅는 복소 공액 치 

(Hermitian), ⋅†는 Moore-Penrose 의사 

역행렬, ⋅는 행렬의 궤  (trace), 그리고 

∥⋅∥은 2차 벡터 길이를 나타낸다.  ×은 크기

가 ×인 복소 행렬 공간, 은 성분이 모두 인 

×  벡터, 은 × 단 행렬을 나타낸다. 

는 평균 벡터가 이고 공분산 행렬이 인 

복소 정규 확률 벡터의 분포를 가리키고, ⋅는 

기댓값, ∼는 ‘분포를 따른다’를 뜻한다.

Ⅱ. 시스템 모형

그림 1은 고려하는 다  사용자 다  안테나 양방

향 릴 이 시스템을 보인 것이다. 시스템에는 데이터

를 교환하는  의 양방향 통신 사용자 노드 

    
 와 단일 릴 이 이 존재하고, 모든 

노드들은 반이  모드로 통신한다. 이 때 사용자 노드

의 안테나 수는 모두 로 같고, 릴 이 노드의 안테

나 수는 이다. 사용자 사이의 데이터 교환은 모든 

사용자가 릴 이에게 신호를 송하는 다  속 단

계와 릴 이가 변화된 수신 신호를 모든 사용자 노드

에게 달하는 방송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 채 은 주 수 비선택  블록 일리 페이딩 

특성을 띄고 두 단계 동안 채  변화가 없으며 송수신 

채 은 서로 가역 이라고 가정한다. 그에 따라 다  

속 단계에서 사용자 노드 에서 릴 이 로의 채

 응답은 행렬   ∈×로, 방송 단계에

서 릴 이 에서 사용자 노드 로의 채  응답은 


∈× 로 쓸 수 있다. 여기서, 채  행렬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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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서로 독립이고 모두 같은 복소 정규 

분포를 갖는다. 

이에 따른 다  속 단계에서 릴 이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

여기서 와 ∈×는 각각 사용자 노드 의 송

신 심볼과 송신 빔형성 벡터이고, ∼ 은 

릴 이 노드에서의 정규 잡음 벡터이다. 송신 심볼의 

평균 송신 력은 
이다. 릴 이 노드는 다

 속 단계에서의 수신 신호 을 송수신 필터 행

렬 ∈×로 선형 변환한 다음 방송 단계에서 모

든 사용자 노드에게 송신한다. 이 때 송신 신호는

 




        (2) 

 

으로 쓸 수 있으며, 릴 이 송신 력 제한 

∥∥≤을 만족한다. 

사용자 노드 의 수신 빔형성 벡터를 ∈×
로 두면, 방송 단계에서 사용자 노드의 수신 빔형성 

출력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3)

여기서 ∼ 는 사용자 노드 에서의 정

규 잡음 벡터이다. 이 때 의 통신 상 방을 ′로 

나타내면, 식 (3)에서 


′′′는 상 방으로부

터 온 바라는 신호, 


는 자신이 보낸 신호

에 의한 자가 간섭, 


 
≠ ′

는 다른 통신 

사용자 에 의한 다  사용자 간섭이 된다. 

이 때 모든 사용자 노드의 수신 신호를 벡터 

  ⋯ 
 에 정렬하면 다음과 같은 다  사용

자 신호 모형을 얻을 수 있다.


     (4)

여기서   ⋯  
 는 × 송신 심볼 벡터, 

 
 
⋯ 

  는 × 다  사용자 정규 

잡음 벡터,  ⋯   는 × 다  

사용자 채  행렬, 그리고













 ⋯ 
  ⋯ 
⋮ ⋮ ⋱ ⋮
 ⋯

  











 ⋯ 
  ⋯ 
⋮ ⋮ ⋱ ⋮
 ⋯ 

  (5)

는 각각 크기가 ×인 다 사용자 송신 빔형

성 행렬과 다  사용자 수신 빔형성 행렬을 나타낸다. 

사용자 노드들은 수신 신호 벡터 로부터 각 사용자

의 원하는 심볼들 을 되도록 신뢰성 있게 검출하

여야 한다, 여기서 는 와 ′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을 나타내는 × 행렬로 째 블록 행렬이 

 

 
 


로 주어지는 블록 각 행렬이다.  

Ⅲ. 제안하는 양방향 릴 이 송수신 방식

사용자 노드에서 원하는 심볼을 좀 더 신뢰성 있게 

검출할 수 있도록 릴 이에서 다  안테나를 사용한 

송수신 필터를 용한다. 이 때 용하는 필터는 다음

과 같이 
[11]

과 같은 구조를 고려한다.  

 (6)

여기서 ∈×는 릴 이 수신 필터 행렬, 

∈×는 릴 이 송신 필터 행렬, 는 릴 이 

력 제한 조건 ∥∥ ≤를 만족시키는 상수이다. 

행렬 와 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고, 는 

조건에 상 없는 고정 행렬이며, 는 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7)

여기서, 는 다  사용자 송신 력 행렬로 째 각 

성분이 사용자 송신 력 인 각 행렬이다. 

기존의 기법은 사용자 송수신 빔형성 행렬  

가 주어졌을 때 다  사용자 수신 신호 에 존재하는 

자가 간섭과 다  사용자 간섭을 모두 어들도록 ZF 



논문 / 다  사용자 양방향 릴 이 시스템을 한 자가 간섭 소거 인지 릴 이 송수신 필터 설계

67

(zero forcing) 는 MMSE (minimum mean square 

error) 기 으로 릴 이 송수신 필터 를 설계하 다 

[11]. 그 결과 설계된 수신 필터 와 송신 필터 는 

같은 기 으로 유도된 동일한 행렬 구조가 된다. 를 

들어  ZF 기 에 의한 행렬은 다음과 같이 수신 필터

와 송신 필터가 모두 ZF 행렬 구조를 갖는다. 


  †  

†
(8)

반면 제안하는 기법은 서로 다른 구조의 와 를 

허용하고 릴 이 노드에서는 주로 다  사용자 간섭

을 이는 신 자가 간섭은 사용자 노드에서 소거하

도록 한다. 즉, 사용자 노드에서 자가 간섭 소거 후의 

신호 

 



 








≠′



 





(9)

의 신호 간섭잡음비를 향상시키는 와 를 차례로 

설계한다.  

먼  릴 이 수신 필터의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릴 이 수신 필터 출력을  


 (10)

으로 정의하면, 를 구성하는 째 열벡터 를 써서 

수신 필터 출력의 째 성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1)

이 때 는 필터 를 써서 얻은 심볼 에 한 

추정치로 볼 수 있다. 이 추정치는 데이터 교환 행렬 

에 의해 통신 상 방인 ′로 달된다. 따라서, 식 

(11)이 달되는 사용자 노드 ′ 에서 


′′′가 소거 가능한 자가 간섭 성분이다. 

  이에 제안하는 방식은 자가 간섭을 제외한 가상 수

신 필터 출력  

 
 


 
≠′


  (12)

을 정의하고,  의 신호 간섭잡음비를 최 로 하

는 최  결합 (optimal combining: OC) 기 의 를 

선택한다. 모든 사용자에게 력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인 조건에서 최  결합 기  벡터와 그에 

상응하는 신호 간섭잡음비는 
[12]

의 결과로부터 다음

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13)


 




        (14)

여기서, 

 
≠′





  (15)

는 다  사용자 간섭과 정규 잡음 성분의 공분산 행렬

이다 이에 따른 제안하는 최  결합 기  수신 필터 

행렬은  
 

⋯ 
 로 주어진다.   

한편, 릴 이 송신 필터 용 후의 릴 이 송신 벡

터는  
로 쓸 수 있다. 여기서 

 은 

크기가 증폭된 심볼 추정 벡터로 째 성분이 사용자 

노드 에서 바라는 심볼 추정치이다. 이를 이용하여 

식 (4)를 다시 쓰면

  
          (16)

가 된다. 제안하는 방식은 자가 간섭 소거 후 신호

간섭잡음비가 최 가 되는 릴 이에서의 심볼 추정치 


가 사용자 노드에게 그 로 달될 수 있도록 송신 

필터  를 선택한다. 즉,  가 되는 ZF 

기 의  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나 잡음 증가를 

이는 MMSE 기 의  를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ZF 기 을 용할 경우 송신 필터는 식 (8)과 같으며 

MMSE 기 에 의한 송신 필터는 다음과 같다.













 

 (17)

따라서, 최종 으로 제안하는 릴 이 송수신 필터 행

렬은 
  는 

 로 쓸 수 

있으며 송신 필터와 수신 필터가 서로 다른 구조를 가

진다. 이 때, 식 (8)의 ZF 기  는 MMSE 기 으로 

설계된 기존 수신 필터를 용하면  ×  상  행



한국통신학회논문지 '12-01 Vol.37A No.1

68

렬 계산이 한 번만 필요하지만, 제안하는 최  결합 

수신 필터는 식 (15)로 주어지는  ×  상  행렬

에 한 역행렬을 각 사용자 마다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릴 이 노드는 송신 필터와 수신 필터에

서 역행렬을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계산하는 데 비해 

제안하는 릴 이 노드는 송신 필터에서 한 번, 수신 

필터에서  번, 총  역행렬을 계산하므로 복잡

도가 약 배가 증가하게 된다. 그 신, 제안 

기법은 간섭 잡음을 효과 으로 처리하여 다양성 차

수를 증가시키고 결국 성능을 향상시킨다.   

 한편, 사용자 노드의 송수신 빔형성 벡터는 와 

는 
[11]

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노드에 채 상태정

보가 없으면 균일 벡터로 채 상태정보가 있을 경우 

바라는 신호 력이 더욱 증가되도록 고유 빔형성 기

법을 
[13]

 용할 수 있다. 

Ⅳ. 성능 분석

4.1 심볼 오류율

본 에서는 모든 사용자 노드가 -PSK 변조를 

용하고 사용자 송신 력보다 릴 이 송신 력이 

매우 큰 경우  제안하는 방식의 심볼 오류율의 근사식

을 얻는다. 이 때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노드에서

의 빔형성 벡터 와 는 균일 벡터로 가정한다. 이 

경우는 사용자 노드의 안테나 수가 하나이거나 사용

자 노드에 채 상태정보가 없을 때에 해당한다.  

릴 이 송신 력 이 큰 경우 식 (17)로부터 

≈으로 근사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안 

기법의 다  사용자 수신 벡터는 
로 근사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노드 ′에서의 자가 간

섭 소거기 출력은 다음과 같이 쓸 있다.

′  ′ (18)

여기서, ′ ′′는 사용자 수신 빔형성 벡터 ′가 

균일 벡터이므로 ∼ 의 분포를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 노드 ′에서의 신호 간섭잡음비는 

식 (14)를 이용하여 

′













    (19)

가 되고, 릴 이 송신 력 이 매우 큰 경우 

 ≫ 이므로 다음과 같이 근사화된다. 

 

′≈





    (20)

한편, 균일 송신 빔형성 벡터 를 용하면 

가 복소 정규 확률 벡터가 되므로 식 (20)의 분포는 

[14]에서 얻은 최  결합 수신 신호 간섭잡음비의 

률생성함수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즉, 식 (20)의 

신호 잡음간섭비의 률생성함수는 다음과 같다.

  





det   (21)

여기서, ≈
 ,  min , 

max ,     
  , 

는 × 행렬로  째 성분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22)

최종 으로 률생성함수를 이용한 -PSK 변조 방

식에 한 심볼 오류율 식으로부터 
[15]

 사용자 노드 

로부터 사용자 ′‘으로의 심볼 오류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sin
 



detsin
 

 

(23)

4.2 획득 가능 다양성 차수

심볼 오류율로부터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

성 차수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6]

.

 lim
→∞→∞

log
log

       (24)

신호 잡음비가 매우 클 때의 심볼 오류율은 

lim
→∞

 ≈







  


sin
 



si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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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사용자가 4명이고 력할당이   일 때 모의실
 험과 근사식에 의한 심볼 오류율
 Fig. 3. Symbol error rates from simulation and analysis
 when   and   .

그림 2. 사용자가 4명이고 력할당이   일 때 모의실
험과 근사식에 의한 심볼 오류율
Fig. 2. Symbol error rates from simulation and analysis 
when   and   .  

으로 근사되는 한편

lim
→∞

 ≐


∞




       ≐ (26)

로부터 det≐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

는 근  지수 등식으로, lim
→∞
log 
log 

 이면 

≐로 표 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
          (27)

이고 제한된 기법이 제공 가능한 최  다양성 차수는 

다음과 같다.

min        (28)

Ⅴ. 성능 평가

본 에서는 일부 분석 결과와 모의실험을 이용하

여 기존 방식과 제안 방식의 성능을 살펴본다. 시스템 

내 사용자 노드 수는 4로 고정하 으며 ( ), 각 

사용자 노드의 송신 력 한  으로 각 노드

에서의 잡음 분산은    
  

으로 동일하게 두

었다. 시스템 체에서 이용 가능한 력은 다  속 

단계와 방송 단계에   로 서로 다르게 할당할 수 

있다. 즉, 시스템 체 력이 이라 하면 총 사용

자 노드 력은   이고 릴 이 력은 

  이다. 

그림 2는 8-PSK를 용하고 (  ) 사용자 빔

형성 벡터 , 로 균일 벡터를 용할 때 제안 기법

에 한 심볼 오류율 근사식과 (‘Approx') 모의실험 

결과를 ('ZF-OC, MMSE-OC')를 다 속 단계에서

의 신호 잡음비 
에 따라 보인 것이다. 이 때 

력 할당은   로 릴 이 력이 사용자 력보

다 훨씬 큰 경우로 근사식을 얻을 때의 조건과 비슷하

게 하 다. 한, 기존의 MMSE 기  릴 이 송수신 

필터를 (’MMSE-MMSE‘) 용할 때의 모의실험 결

과를 함께 비교하 으며, 안테나 조합 ×은 

×인 경우와 ×인 경우를 고려하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상기 조건에서 ‘MMSE-OC와 ZF-OC의 

모의 실험 결과는 근사식과 거의 동일함을 볼 수 있

다. 한 ×이 ×인 경우 제안 기법이 제공

하는 다양성 차수가 2이고, ×이 ×인 경우 

4임을 볼 수 있다, 반면 기존 기법은 제안 기법보다 

성능이 나빠지는 데, 그래  기울기로부터 다양성 차

수가 ×이 ×인 경우 1, ×이 ×

인 경우 3으로 제안 기법보다 차수가 하나 어들었

음을 측할 수 있다. 한편, 그림 3은 력 할당을 

  로 둔 건만 제외하고 다른 조건은 그림 2와 같

을 때의 성능을 살펴본 것이다. 이 경우 다 속 단

계와 방송 단계와 력비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다

속 단계에서의 신호 잡음비 
에 해 방송 

단계의 품질이 그림 2보다 나쁜 경우이다. 그러므로, 

모의실험 결과가 심볼 오류율 근사식보다 나빠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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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용자가 4명, 력 할당이   , 사용자마다 고
유 빔형성 기법을 쓸 때의 심볼 오류율.
Fig. 4. Symbol error rates when  ,   , and 
eigen-beamforing is used at each user.

  

그림 5. 사용자가 4명이고 력 할당이   일 때 시스

템이 제공하는 합 송률.
Fig. 5. Sum rate provided by the system when   
and   .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호 잡음비가 클 때 근사식이 

모의실험 성능에 근 하고 두 그래 의 기울기가 비

슷하므로 시스템 성능과 다양성 차수를 측하는 데 

이용 가능하다. 

그림 4는 다 속 단계와 방송 단계에 할당된 

력이 같을 때     사용자 송수신 빔형성 기법으

로 고유 빔형성 기법을 용할 때 기존 기법과 제안 

기법의 성능을 모의실험으로 비교한 것이다. 그림3에

서 측한 결과와 비슷하게 제안 기법이 (MMSE-OC, 

ZF-OC) 기존 기법보다 (MMSE-MMSE, ZF-ZF) 향

상된 다양성 차수로 인해 심볼 오류율이 크게 어드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노드에서 균일 빔

형성 벡터 신 고유 빔형성 벡터를 용함으로써 그

림3보다 성능이 체 으로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를 들어 제안하는 MMSE-OC이 심볼 오류율 

를 얻기 해 필요한 신호 잡음비가 그림 3에서 약 

20 dB 다면 그림 4에서는 약 18 dB로 어들었다. 

한 다른 방식도 비슷한 수 으로 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한, 릴 이 송신 필터로 ZF 기  신 

MMSE 기 을 용하는 경우 성능이 조  좋아짐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5는 모든 사용자 노드 심볼이 독립이고 

복소 정규 분포를 가질 때, 즉 ∼일 때, 

제안한 방식이 제공 가능한 합 송률 

  


 

 logyk을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그린 

것이다. 성능은 그림 4와 동일하게 력 할당이 

  이고 사용자 노드마다 고유 빔형성 기법을 

용한다는 조건에서 도출하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제안 기법과 (MMSE-OC) 기존 기법 

(MMSE-MMSE) 모두 신호 잡음비가 증가하거나 안

테나 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이 때, 기존 기법에 한 제안 기법의 성능 이득은 신

호 잡음비가 클수록 커지고 안테나 수 작아질수록 

커진다. 구체 으로 그림에서 기존 기법 비 제안 기

법의 성능 이득은 안테나 조합이 ×  ×일 

때 가장 크며 신호 잡음비가 25 dB보다 크면 그 이

득이 5 bps/Hz 이상임을 측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두 단계로 양방향 통신을 수행하는 

다  사용자 다  안테나 양방향 릴 이 시스템을 고

려하고. 성능 향상을 한 릴 이 신호 처리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 기법은 사용자 노드에 자가 간섭 소

거 기능을 추가하여 릴 이 노드에서 주로 다  사용

자 간섭을 이게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 제안된 릴

이 송수신 필터는 자가 간섭을 무시했을 때 신호

잡음간섭비를 최 로 하는 최  결합 수신 필터와 최

 결합 수신 출력을 왜곡 없이 사용자에게 달하는 

ZF 는 MMSE 송신 필터로 구성된다. 한 제안 방

식에 해  릴 이 송신 력이 클 때 심볼 오류율과 

제공 가능한 다양성 차수를 유도하 으며 그 결과 동

일 조건 모의실험 성능과 비슷함을 볼 수 있다. 한 

제안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복잡도를 증가시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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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차수를 증가시켜 심볼 오류율을 크게 이고 

합 송률을 향상시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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