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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론 관점에서 본 협력통신 및 릴레이 기법의 개요

요 약

본고에서는 통신 시스템을 이루는 노드들 간의 협력 통신을 

정보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특히 여러 가지 협력 통신 모델 

중 가장 간단한 모델인 릴레이 채널에 대해 현재까지 발표된 여

러 기법들을 소개하고, 각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송량을 살

펴본다.

Ⅰ. 서 론

최근 통신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통신 기기의 종류 및 빠른 통

신 속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네

트워크 및 새로운 통신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특히 무선통신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무선통신 시

스템을 이루는 노드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셀 커버리지 및 통

신량의 증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연구되고 있다. 특히 송

신기가 수신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송할 때 릴레이 노드의 도

움으로 통신의 질과 양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드들 간

의 협력으로 가장 간단한 모델이 릴레이 채널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1>은 3-노드 릴레이 채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델

에서 송신기는 릴레이 노드의 도움으로 수신기에 메시지를 전

송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릴레이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기존 셀 커버리지 밖에 있는 단말을 커버하거나 음영 지역

(shadowing area)을 커버함으로써 커버리지를 증대시키는 효

과가 있다. 그리고 기지국(base station)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가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릴레이 노드가 송신단과 수

신단 간 통신에 도움을 줌으로써 전송량에 이득이 생길 수 있

다. 본고에서는 특히 세 번째 장점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자 

한다.

최근 네트워크 정보이론 연구 결과에 의하면 N개의 노드를 

가지는 일반적인 가우시안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에서 잡음 네트

워크 코딩을 사용함으로써 정보이론적 커패시티로부터 0.63N 

비트 이내의 전송량을 달성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1]. 그리고 현

재까지 연구된 릴레이 기법 중, 구조화 코드를 사용하여 잡음과 

간섭을 모두 제어하는 전송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쌍방

(two-way) 릴레이 채널<그림 8>에서 각 사용자 별 커패시티에 

0.5비트 이내로 접근할 수 있고 전체 합 전송량(sum capacity)

에는 log2 1.5비트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고 연구되었다 [2]. 또

한 간섭 중화 기법 등 릴레이를 사용함으로써 큰 성능 향상을 

야기하는 경우 전체 통신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릴레이 채널은 처음으로 van der Meulen에 의해서 연구되었

다 [3]. 릴레이 노드가 어떤 방식으로 송신기를 돕는가에 따라 

릴레이 채널의 송신기법을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증폭 후 전송 

(amplify-and-forward) 기법은 릴레이 노드에서 받은 신호를 

증폭한 뒤 전송하는 기법이고 [4], 압축 후 전송 (compress-

and-forward) 기법은 릴레이 노드에서 받은 신호를 압축 

(compress) 하여 전송하는 기법이다 [5]. 증폭 후 전송 기법과 

압축 후 전송 기법에서의 특징은 릴레이 노드는 단지 신호를 증

폭하거나 압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섭신호를 수신기

에서 처리하면 되는 반면 잡음 신호는 채널을 따라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기법으로는 복호 후 전송(decode-and-forward) 기

법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릴레이 노드에서 잡음 신호를 제

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복호 후 전송 기법에서는 릴레이 노드

는 수신한 신호의 잡음을 완벽히 제거한 뒤 메시지를 복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시 인코딩해서 수신기에 전달한다 

[5]. 복호 후 전송 기법을 사용하면, 비록 잡음 신호는 완벽히 

제거할 수 있지만 릴레이 노드에서 디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섭 신호에 대한 별도의 처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계산 후 전그림 1. 3-노드 릴레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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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compute-and-forward) 기법은 구조화 코드(structured 

code)를 사용하여 잡음신호와 간섭신호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

는 기법이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릴레이 기법들과 이를 확장한 기법

들에 대해 살펴본다. 각 기법들의 원리나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

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송량에 대해 살펴본다.

Ⅱ. 시스템 모델

가장 간단한 릴레이 채널인 3-노드 릴레이 채널은 1개의 송

신단과 1개의 수신단, 그리고 1개의 릴레이로 구성된다. 이 

때 이산 무기억 릴레이 채널 (discrete memoryless relay 

channel)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릴레이 인코더는 송신단으로부터 i-1번째 신호

까지 받아, 이 신호들을 바탕으로 i번째 신호를 인코딩하여 전

송한다.

다음으로 가우시안 릴레이 채널을 살펴보자.

이 때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입출력 관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잡음 은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이고, 각각 평균은 0, 분산은 1이다. 모든 잡음은 서로 독

립이며 송신 신호와도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Ⅲ. 릴레이 기법

1. 증폭 후 전송 방식

증폭 후 전송 방식은 아날로그 릴레이 방식으로써 송신단으로

부터 전송된 신호에 잡음이 섞인 신호를 릴레이가 받아 이를 증

폭하여 재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방식으로 인해 

실제로 구현하는데 있어 간단하고 저렴한 릴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증폭 후 전송 방식에서는 잡음 또한 증폭되지만, 수신 단에

서 각각 독립적인 채널을 거친 신호를 받음으로써 더 나은 결

정(decision)을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가 나왔는데, 먼저 2001년 [6]에서 Laneman에 의해 높은 신호 

대 잡음 비(SNR: Signal to noise power ratio) 대역에서 가능

한 가장 좋은 결과인 diversity gain을 2배 향상시키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04년 [7]에서 단일 안테나 릴레이에서 최

적화된 공간 다이버시티 이득(spatial diversity gain)을 얻는 

non-orthogonal 증폭 후 전송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단일 

릴레이 채널에서 다중 릴레이 채널로 확장, 일반화하였다. 또

한 [8]에서 다중안테나 증폭 후 전송 방식을 사용하여 최적화된 

diversity-multiplexing tradeoff 성능을 얻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direct path에서 생기는 딜레이와 릴레

이를 거치는 경로에서 생기는 딜레이의 차이인 딜레이 스프레

드(delay spread)가 채널 대역폭(bandwidth)의 역수(1/W)보

다 훨씬 작을 때 instantaneous relay channel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폭 후 전송 방식이 다른 릴레이 기법들

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인다[9]. 이 채널 환경에서 증폭 후 전

송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순간적 증폭 후 전송 (instantaneous 

amplify-and-forward) 기법이라 부른다. 기존의 전통적인 증

폭 후 전송 기법에서는 i 번째 타임 슬롯에서의 릴레이 전송 시

퀀스는 1 번째부터 i-1 번째 타임 슬롯들에서의 릴레이 수신 시

퀀스들의 함수이다.  하지만, 인스턴트 증폭 후 전송 기법에서

그림 2. 3-노드 이산 무기억 릴레이 채널

그림 3. 3-노드 가우시안 릴레이 채널

그림 4. MIMO 다중 릴레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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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릴레이 노드를 경유하는 패스에서 발생하는 딜레이가 없다

고 간주될 만큼 딜레이 스프레드가 작으므로, i 번째 타임 슬롯

에서의 릴레이 전송 시퀀스는 1 번째부터 i 번째 타임 슬롯들에

서의 릴레이 수신 시퀀스들의 함수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림 4>와 같은 송신 노드 1개, 수신 노드 1개, 릴레이 노드 

k개이고 각각이 다수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MIMO 다중 릴

레이 네트워크를 고려해보자. 이 채널에서 송신단과 수신단 사

이의 입출력 관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matrix들은 각각 노드  에서  노드  로의 MIMO 

채널 이득이다. 잡음들은 시스템 모델에서의 잡음과 같은 성

질을 가진다. 은 송신단의 송신 신호, 은 수신단의 수신 

신호, 는 릴레이 송신 신호, 는 릴레이 수신 신호이고, 

은 n번째 시간에서 송신 신호의 심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채널 환경에서 릴레이 심볼이 으로 표현

되는 것을 순간적 릴레이(instantaneous relay)라 하고, 위 릴

레이 함수가 선형 매트릭스 의 곱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순간

적 증폭 후 전송 기법이라 한다. 이 기법은 특정한 릴레이 파워 

조건을 만족시키면 다음과 같은 전송량을 얻으면서 최적의 성

능을 보인다.

여기서 은 송신단의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을 

나타낸다.

2. 복호 후 전송 방식

복호 후 전송 방식은 송신단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릴레이에

서 디코딩 후 다시 코딩하여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채널에 따른 

적응이 쉽다. 증폭 후 전송 방식과는 달리 잡음이 전달되진 않

지만, 릴레이가 메시지를 제대로 복원하지 못할 경우 릴레이에

서 복원할 때 발생한 오류 정보가 수신단에 그대로 전달되어 다

이버시티 이득을 줄이게 된다.

이러한 복호 후 전송 방식은 릴레이가 송신단에 가까운 상황

과 같이 송신단과 릴레이 사이의 채널이 릴레이와 수신단 사이

의 채널보다 좋은 경우, 압축 후 전송 방식보다 좋은 성능을 보

인다.

일반적인 이산 무기억 릴레이 채널에서 복호 후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전송량은 다음과 같다 [10].

여기서 는 와 간의 상호 정보량 (mutual 

information)을 나타낸다.

3. 압축 후 전송 방식

압축 후 전송 방식은 릴레이에서 받은 신호를 압축하여 전송

하는 기법이다. 이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송량은 다음과 

같다 [10].

압축 후 전송 방식에서 릴레이는 단지 받은 신호를 압축하여 

보내기 때문에 잡음 신호가 채널을 따라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압축 후 

전송 방식을 통해 일부 deterministic한 릴레이 채널 [11]과 

modulo-sum 릴레이 채널 [12]의 이론적 한계를 달성함을 확

인할 수 있다.

4.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

유선 네트워크의 정보 이론적 용량(capacity)를 규명한 대표

적인 두 가지 결과로 1956년 max-flow min-cut 정리 [13] 및 

2000년 네트워크 코딩(network coding) [14]이 있다. max-

flow min-cut 정리에서는 네트워크상에서 소스 (source)와 데

스티네이션 (destination)이 각각 하나일 때 다중 경로 라우팅 

(multipath routing)이 정보 이론적 용량을 달성함을 증명하였

고, 네트워크 코딩 결과는 이를 멀티 캐스트 (multicast) 환경

으로 확장하여 그 때 네트워크 코딩이 최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결과에서는 단순한 유선망을 가정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인 잡음 네트워크 코딩 (noisy network coding) 기법

에서는 이것을 간섭 및 노이즈가 있는 일반적인 네트워크로 확

장한 상황을 다룬다 [1].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 결과는 기존

의 압축 후 전송 기법을 일반적인 네트워크 상황으로 확장한 것

이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코딩과 압축 후 전송 두 가지 

서로 다른 연구 흐름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일하고 있다. 이러한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을 사용하면 임의의 멀티캐스트 가우

시안 릴레이 네트워크에서 커패시티에 가장 근접한 성능을 달

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은 크게 송신단에서의 코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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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릴레이 노드에서의 압축 방식, 수신단에서의 디코딩 방식으

로 세분화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압축 후 전송 방식의 경

우, 송신단에서는 여러 메시지를 여러 블록(block)에 정보를 실

어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단에서는 한 번에 한 메시지를 디코딩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에서 송신

단은 한 메시지를 독립적인 코드북(codebook)을 이용하여 여러 

블록에 걸쳐 전송하고 수신단에서는 전체 블록을 보고 jointly 

typical decoding기법을 통해 송신 메시지를 추정한다. 

위의 인코딩, 압축, 디코딩 방식과 더불어 수신단에서 원하지 

않는 다른 간섭신호까지도 디코딩하는 방식 또는 간섭신호를 

디코딩하지 않고 잡음으로 취급하여 디코딩하는 방식을 통해 

얻어진 성능은 다음과 같다 [1].

<NNC with Simultaneous nonunique decoding>

만약 모든 cutset   where 

에 대해 아래 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확률

분포 이 존재한다면,

전송률(rate) 집합 은 달성 가능하다. 

<NNC with Treating interference as noise>

만약 모든 cutset  , 

에 대해 아래 식을 만족시키는 어

떠한 확률분포 이 존

재한다면,

전송률 집합 은 달성 가능하다.

또한, 가우시안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인 

에 대해 제안 전송방식을 통해 얻어지는 전체 전송량(sum 

rate)과 cutset upper bound와의 차이는 0.63N 이하로, 채널

과 상관없이 노드의 수에만 의존하는 값이다 [1]. 따라서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으로 얻어진 성능은 채널에 관계 없이 이론

적 한계와 근접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간섭 릴레이 채널에서의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은 여러 가지 채널에서 활용될 수 있

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간섭 릴레

이 채널에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릴레이가 여러 개인 이산 무기억 간섭 릴레이 채널은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널에서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을 적용할 수 있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과 simultaneous 

nonunique decoding 기법 또는 treating interference as noise 

기법을 사용한 경우는 [1]에서 다뤘다. 하지만 간섭 채널에서 적

용 가능한 기법 중 이 두 가지 디코딩 방식을 모두 아우르는 방식

인 Han-Kobayashi scheme이 존재한다. 이는 간섭 채널에서 현

존하는 기법들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간섭 릴레이 

채널에서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과 Han-Kobayashi scheme

을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최

근 이에 대한 결과도 연구되었다 [15].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위

와 같은 이산 무기억 간섭 릴레이 채널에 대해 잡음 네트워크 코

딩 기법과 Han-Kobayashi scheme을 결합하여 얻을 수 있는 전

송량은 다음과 같다.

이 결과를 특정 injective deterministic 이산 무기억 간

섭 릴레이 채널에 적용하면 정보이론적 커패시티를 달성한다 

그림 5.  이산 무기억 간섭 다중릴레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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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으로 직교 수신기 구성요소 (orthogonal receiver 

components)를 가지는 가우시안 간섭 릴레이 채널을 살펴보자.

이 때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입출력 관계는 다음과 같다.

릴레이는 두 수신단에 의 용량을 가지는 noiseless link를 

통해 에 대한 정보를 보냄으로써 두 송신기-수신기 쌍의 통

신을 돕는다. 

이와 같은 채널에서 기존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과 Han-

Kobayashi scheme을 결합한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 간의 

성능을 전체 전송량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5].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Han-Kobayashi scheme을 결합시

킴으로써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구조화 코드

위에서 언급한 기법들은 릴레이 노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

으로써, 잡음신호와 간섭신호를 동시에 제어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잡음신호와 간섭신호를 동시에 제

어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으로 계산 후 전송 기법이 제안되었

는데, 이 방식은 릴레이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송신기에서 보낸 코드워드 (codeword)들의 선형 결합 

(linear combination)을 복구하고 다시 인코딩해서 전송한다. 

이 때, 격자 코드(lattice code)와 같은 구조화 코드를 송신기와 

릴레이에서 동시에 사용하여 전반적인 메시지가 복구되는 것을 

보장한다. 구조화 코드를 릴레이 기법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보

통 한 구조화 코드의 코드워드들의 선형조합도 코드워드라는 

중요한 성질과 구조화 코드를 중첩 (superposition)되게 사용

하여 코드워드들을 셰이핑 (shaping) 해주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 [16]. 이와 같은 중첩 격자 코드는 다음과 같은 가우시안 

쌍방 릴레이 채널 (Gaussian two-way relay channel)에 적용

될 수 있다.

이 때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입출력 관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노드 가 시간 t에 보낸 신호이고, 는 노드 

가 시간 t에 받은 신호이다. 그리고 는 각각 

의 파워 제한을 가진다. 또한 잡음 는 AWGN이고, 평

균은 0, 분산은 각각  이다. 모든 잡음은 서로 독립이

며 송신 신호와도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채널에 대해 위

에서 언급한 중첩 격자 코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전송량은 

그림 6. 직교 수신기 구성요소를 가지는 가우시안 간섭 릴레이 채널

그림 7. 전송 기법들의 성능 비교

그림 8. 쌍방 릴레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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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여기서 를 뜻한다. 위의 전송량과 cutset 

bound와의 차이가 커패시티 영역 측면에서 0.5 비트 이하이

고, 전체 전송량 측면에서는   비트 이하인 것으로 밝

혀졌다 [16].

IV. 결 론

본고에서는 통신 시스템을 이루는 노드들 간의 협력 통신을 

정보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여러 가지 협력 통신 모

델 중 가장 간단한 모델인 릴레이 채널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들인 증폭 후 전송 방식, 복호 후 전송 방식, 압축 후 전송 

방식, 잡음 네트워크 코딩 기법, 그리고 구조화 코드에 대해 핵

심 아이디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각 릴레이 기법들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송량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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