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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

요 약

본고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유망기술 중 하나인 차

세대 버퍼도움 (buffer-aided) 중계전송 기법의 핵심개념과 최

신연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3개 노드로 구성되는 기

본 중계기 네트워크에서 버퍼도움 중계전송의 원리와 관련 연

구결과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다수 노드로 구성되는 다중 중

계기 네트워크에서 기존 중계기 선택전송 기법 및 최신 버퍼도

움 중계기 선택전송 기법에 대해서 비교하여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 차세대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응 다양한 환경에 적용한 

응용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본고를 마친다.

Ⅰ. 서 론 

4세대 이후 이동통신 시스템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중계전송 

기법은 음영지역 해소, 통신 가능영역 (coverage) 확대 등이 주

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중계기는 기본적으로 수신받은 정보를 

다시 송신해 주어야만 소스노드에서 목적노드로 정보 전송이 

완료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단대단 통신관점에서는 전송률을 

1/2로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한계점은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중

계기의 반이중 (half-duplex) 전송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이중 (full-duplex) 전송방법에 대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1][2][3]. 하지만 전이중 전송

은 중계기에서 송신과 동시에 수신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

간섭 (self-interference)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기존 연구에서는 안테나 분리, 하드웨어적 간섭제거, 디지

털 간섭제거 등의 기술들을 모두 결합하여 간섭량을 줄이는 노

력을 해왔다. 그 결과, [1][2][3]에서는 WiFi, ZigBee와 같은 통

신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특수한 환경에서 전이중 (full-duplex) 

전송 구현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비록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폭넓은 무선대역폭, 하드웨어 소자의 불완전성 등

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 적용하여 구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반이중 (half-duplex) 

중계 전송을 유지하면서도 손실된 전송률을 높이고, 다이버시

티 (diversity) 이득을 높여 오류율을 줄이는 연구들이 수행되

어 왔다. 최근에 유망있는 기술로서 중계기에 수신데이터를 저

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장착하고, 이를 전송에 이용하는 버퍼도

움 중계전송 기법이 제안되었다[4].

기존의 신호증폭기 (repeater)와 달리 중계기는 연산/처리 능

력을 지니기 때문에 버퍼를 장착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

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 버퍼를 성능향상에 활용하지는 못하

였다. 버퍼는 중계기가 수신한 데이터를 바로 중계하지 않고, 

무선채널 상황이 좋을 때 기회주의적 (opportunistic)으로 전송

하도록 함으로써 성능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중계

기가 하나 존재하는 가장 간단한 중계 네트워크인 3노드 네트

워크에서 버퍼의 활용이 반이중 (half-duplex) 중계 손실을 회

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5]-[8]. 그리고 네트워크 코딩 기법을 이용하여 전체 중계 네

트워크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3노드 양방향 (two-way) 

중계 네트워크에서도 버퍼에 의한 성능향상을 성취하는 중계전

송 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9][10][11].

중계기가 다수 개로 늘어나면 기회주의적인 중계기 선택 이득

이 생겨서 중계 네트워크의 전송률 증가, 오류율 감소 등의 획

기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

다[12]. 따라서 버퍼도움 중계전송 연구에서도 다수의 중계기 

환경으로 확장하여 중계기 선택 다이버시티 (diversity) 이득

을 취하는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전송 기법들이 제안되었고[13]

[14], 기존의 버퍼가 고려되지 않은 최적 중계기 선택전송 기법

[12]과 비교하여 평가되었다.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의 전송률 증가, 오류율 감소 측면에

서의 성능이득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평가되었

고, 최근에는 연구결과를 확장하여 차세대 통신 환경으로 평가

받는 인지통신 (cognitive radio) 환경에 적용한 연구들[15]-

[19]과 물리계층보안 (physical-layer security) 환경에 적용한 

연구들[20][21][22]도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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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중계전송 기법의 응용 연구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고

자 한다.

본고의 이후에서는 Ⅱ장에서 가장 간단한 3노드 네트워크에

서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의 기본 개념과 성능향상점을 살펴

보고, Ⅲ장에서 중계기 수를 늘린 다수 중계기 네트워크에서 제

안된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전송 기법들을 비교하여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차세대 인지통신 및 물리계층보안에 적용된 버퍼도

움 중계전송 기법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Ⅴ장에서 본고의 

결론을 맺는다.

Ⅱ. 3노드 네트워크에서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 

본 장에서는 소스노드, 중계노드, 목적노드의 3개의 노드로 

구성된 가장 간단한 중계 네트워크인 3노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버퍼도움 중계전송의 개념과 이득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제안되어 있는 기법을 소개한다.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이중 (full-duplex) 중계전송

은 하나의 중계기에서 송수신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중계기 

자신이 송신한 신호가 자신의 수신 안테나로 함께 수신되어 심

각한 자기간섭 (self-interference)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전이중 중계전송은 실제 구현에 여러 난관이 존재하여 여전히 

반이중 (half-duplex) 중계전송이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기술

로 고려된다.

<그림 2>는 버퍼가 고려된 3노드 네트워크에서 반이중 버퍼

도움 중계전송 (buffer-aided relaying)을 나타낸다. 기존 반

이중 중계 전송에서는 홀수 시간슬롯에서는 소스노드-중계기 

(S-R) 전송을 수행하고, 짝수 시간슬롯에서는 홀수 시간슬롯

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목적노드로 포워딩하는 중계기-목적노

드 (R-D) 전송이 수행되는 2위상 (two phase) 동작이 이루어졌

다. 하지만 중계기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버퍼가 존재하면 

수신한 데이터를 다음 시간슬롯에서 전송할 필요가 없어져서 

R-D 채널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송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6][7][8]에서는 링크선택 변수 (d)를 추가하여 채널상

태정보 (channel state information)와 버퍼상태정보 (buffer 

state information)를 기반으로 S-R 링크와 R-D 링크 중 전

송률을 최대로 하는 최적의 링크를 선택하는 적응적 링크선택 

(adaptive link selection) 기법이 제안되었다. 제안 기법에 의

하면 S-R 링크와 R-D 링크의 평균 채널상태가 상당히 불균형한 

환경에서는 전이중 중계전송의 성능인 기존 2위상 반이중 중계 

전송률의 거의 2배를 성취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림 3>은 평균 채널상태가 불균형한 환경에서 버퍼도움 중

계전송의 이득성취 원리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S-R 링크 채널용량보다 R-D링크 채널용량이 9

배 크다면, 버퍼가 없는 기존 중계전송에서는 두 링크 채널용

량의 최소인 S-R 링크의 채널용량에 맞추어 전송이 일어난다. 

따라서 10 시간슬롯동안 전송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송량은  

 가 된다. 반면에 버퍼가 장착된 버퍼도

움 중계전송에서는 S-R 전송을 9번 수행하면서 버퍼에 저장을 

하고, R-D 전송을 1번 수행하여 목적노드로 버퍼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시간슬롯동안 전송한다고 가

정하였을 때, 전송량은   가 된다. S-R
링크와 R-D링크의 평균 채널상태의 불균형이 더 커지면 버퍼도

움 중계전송은 기존 중계전송의 전송량의 2배를 전송할 수 있

게 되어 전이중 중계전송의 성능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하지

만 불균형이 커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대단으로 성취할 수 있

는 평균 전송률은 좋지 않은 채널에 맞추어져서 절대적인 성능

은 그리 높지 않아서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

그림 1. 전이중 (full-duplex) 중계전송

그림 2. 반이중 (half-duplex) 버퍼도움 중계전송

그림 3. 버퍼도움 중계전송의 이득성취 원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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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수 중계기 네트워크에서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전송 기법 

본 장에서는 중계기의 수를 다수 개로 늘어난 다수 중계기 네

트워크에서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스

노드와 목적노드는 하나씩이고, 중계기만 다수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수 중계기 네트워크에서는 전송 시점에서 최적의 중

계기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하면 선택 다이버시티 (selection 

diversity) 이득으로 중계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송률과 오류

율 관점에서 중계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먼저, 버퍼가 장착되지 않은 다수 중계기 네트워크에서 최

적의 중계기 선택 방법인 최대-최소 (max-min) 중계기 선

택 기법[12]을 살펴보고, 버퍼를 고려하여 성능 향상을 성취하

는 최대-최대 (max-max) 중계기 선택 기법[13]과 최대-링크 

(max-link) 중계기 선택 기법[14]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최대-최소 (max-min) 중계기 선택 기법

버퍼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2위상 (two phase) 동작에 

의해서 홀수 시간슬롯에서는 S-R 전송이 이루어지고, 짝수 시

간슬롯에서는 R-D 전송이 이루어져 수신한 데이터를 목적노드

로 포워딩하게 된다. 따라서 중계기 별로 S-R링크 용량과 S-R
링크 용량의 최소가 소스노드에서 목적노드로의 전송 가능한 

전송률이 되고, 이 값을 최대로 하는 중계기를 선택하는 것이 

최적 중계기 선택 방법이 된다[12].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

래와 같다.

여 기 서   는  중 계 기  수 ,  , 

,  는   링크의 수신 신

호대잡음비(signal-to-noise-ratio)이다.

2. 최대-최대 (max-max)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중계기에 버퍼가 사용가능해지면 채널

상태와 버퍼상태에 따라 최적의 중계기가 달라지게 된다. [13]

에서는 2위상 동작을 유지한채로 최적의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이 제안되었다. 즉, 홀수 시간슬롯에서는 S-R링크 전송이 

이뤄지고, 짝수 시간슬롯에서는 R-D링크 전송이 이루어지는 제

약을 두고 최적의 중계기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버퍼가 장착되

면 R-D링크 전송 시,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 시간슬롯에서 S-R링크 전송에 선택되

었던 중계기가 선택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S-R링크와 R-D

링크 전송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인 중계기 선택이 가능해진다. 

[13]에서는 S-R링크에 대해서 채널이득이 최대인 수신 중계기

를 선택하고, R-D링크에 대해서 채널이득이 최대인 송신 중계

기를 선택하는 최대-최대 (max-max) 중계기 선택 기법이 제

안되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는 홀수 시간슬롯에 소스노드로부터 데이터

를 수신하는 최적 수신 중계기 인덱스이고,   는 짝수 시

간슬롯에 목적노드로 버퍼의 데이터를 송신하는 최적 송

신 중계기 인덱스이고,  이고,  

 이다. 

3. 하이브리드 (hybrid)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

최대-최대 (max-max) 중계기 선택 기법은 무한대의 버퍼길

이와 초기화 기간으로 충분히 긴 초기 버퍼길이를 가정하여 중

계기 선택에 있어서는 채널상태만 고려되고, 버퍼상태는 고려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버퍼길이는 유한하기 때문에 (i) 선

택된 수신 중계기의 버퍼가 가득차 (full) 있거나 (ii) 선택된 송

신 중계기의 버퍼가 비어 (empty) 있으면 선택이 되더라도 실

제 전송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i)

과 (ii)의 경우에는 최대-최소 (max-min) 중계기 선택 기법에 

의해 전송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hybrid) 버퍼도움 중계기 선

택 기법도 제안이 되었다 [13].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최적 송

신중계기  와 최적 수신중계기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여기서   는 중계기 수,  는 버퍼의 최대길이,   는 중

계기   의 선택 시점에서 버퍼길이이고, 해당 중계기의 버퍼는 

성공적인 송수신 이후에 전송량만큼 업데이트된다. 하이브리드 

(hybrid) 중계기 선택 기법은 최대-최소 (max-min) 중계기 선

택 기법과 최대-최대 (max-max) 중계기 선택 기법의 하이브리

드 모드이기 때문에 항상 이들보다 좋은 성능을 성취할 수 있다.

4. 최대-링크 (max-link)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

최대-최대 (max-max) 중계기 선택 기법과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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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중계기 선택 기법은 버퍼 이득으로부터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지만, 2위상 (two phase) 동작으로 인하여 중계기 선

택에 있어서 자유도 면에서는 최대를 성취할 수 없다. 즉, 전체 

개의 링크가 존재하지만, 홀수 시간슬롯에서는 S-R링크 전

송만 이루어져서  개의 중계기 중 최적의 수신중계기를 선택

하게 되고, 짝수 시간슬롯에서는 R-D링크 전송만 이루어져서 

마찬가지로  개의 중계기 중 최적의 송신중계기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퍼의 이점을 활용하여 2

위상 (two phase) 동작이라는 제약을 제거하고 매 시간슬롯에

서 전체  개의 링크 중 최적의 링크와 그때의 최적의 중계기

를 선택하는 최대-링크 (max-link)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

법이 제안되었다[14].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 기 서   는  중 계 기  수 ,  , 

,  는 버퍼의 최대길이,   는 

중계기   의 선택 시점에서 버퍼길이이다. 수식에 의하면 버퍼

가 가득찬 중계기는 수신 중계기 선택에서 재외되고, 버퍼가 빈 

중계기는 송신 중계기 선택에서 제외된다. 최대-최대 (max-

max) 중계기 선택 기법에서 가정했던대로 최대 버퍼 사이즈

가 충분히 크고, 버퍼의 길이가 충분히 길도록 초기화되어 있

다면, 최대-링크 (max-link) 중계기 선택 기법은 최대 다이버

시티 (diversity) 이득인 를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오류율 

(outage probability) 관점에서 최적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는 소개한 4가지 중계기 선택 기법들의 성능을 오

류율 관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는 중계기 

수  , 최대 버퍼사이즈 , 고정 타켓 전송률 

 bps/Hz 로 설정되었다. 최대-최소 (max-min) 중계

기 선택 기법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최대-최대 (max-

max)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 과 하이브리드 (hybrid) 중계

기 선택기법은 최대-최소 중계기 선택 기법보다 약 2dB 정도

의 성능향상을 보인다. 충분히 큰 버퍼 사이즈 설정으로 인하

여 최대-최대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과 하이브리드 중계

기 선택 기법은 동일한 성능을 갖는다. 하지만 오류율의 기울기

는 최대-최소 중계기 선택 기법과 동일하여 다이버시티 수준 

(diversity order)는 증가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최

대-링크 (max-link)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은 오류율을 

크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울기도 2배로 증가시켜 다이버시

티 단위를 2배로 향상시킴을 보여준다. 이는 최대-링크 버퍼도

움 중계기가 최대 다이버시티 수준인  를 성취함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그림 5>는 소개한 4가지 중계기 선택 기법들이 성취 가능

한 전송률을 비교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는 중계기 수 

, 최대 버퍼사이즈   이다. 오류율 시뮬레이

션에서는 수신기 에서만 채널정보가 있다고 가정하여 고정 전

송률  bps/Hz 로 전송된 패킷들에 대한 오류율을 판정

한 반면, 전송률 시뮬레이션에서는 송신기에서도 채널정보가 

있다고 가정하여 소스노드 혹은 송신 중계기에서 채널정보에 

맞추어 전송률이 결정되어 전송되고 수신기에서는 에러없이 복

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상대로 최대-최소 (max-min) 중

계기 선택 기법이 가장 낮은 단대단 평균 전송률을 성취하고, 

최대-최대 (max-max)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과 하이브

리드 (hybrid) 중계기 선택 기법은 충분히 큰 최대 버퍼사이즈

를 가정하여 동일한 성능으로 전송률을 향상시킨다. 4가지 중

계기 선택 기법 중에서 최대-링크 (max-link) 버퍼도움 중계

그림 4.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들의 오류율

그림 5.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들의 전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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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선택 기법은 최대 평균 전송률을 성취한다. 하지만 오류율 

성능과는 달리 2배의 전송률을 성취하지는 못한다.

Ⅳ.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의 응용 연구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은 기존 중계기에 버퍼를 채용하여 메

모리에 의한 선택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기 때문에 기존 중계전

송이 가능한 연구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그 중

에서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로 고려되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는 인지통신 (cognitive radio)과 물리계층보안 (physical 

layer security)에 초점을 맞추어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이 응

용된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인지통신 응용

인지통신 (cognitive radio)은 값비싸고 부족한 주파수 자원

을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사용 효율성을 높여

주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주파수 자원

의 사용권한(license)을 가진 1차시스템 (primary system)과 

사용권한은 없지만 1차시스템의 허용에 의해 주파수 자원을 빌

려서 사용하는 2차시스템 (secondary system)으로 구성된다. 

2차시스템이 주파수 자원을 어떻게 공유해서 사용하느냐에 따

라 오버레이 (overlay), 짜집기 (interweave), 언더레이 (un-

derlay) 방식이 존재한다. 연구에 따라서는 짜집기 방식도 오버

레이 방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인지통신은 주파수 자원을 공

유해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계전송에 제약조건을 추가하여 연구

가 진행되었다. 버퍼도움 중계전송은 기존 중계전송에 중계기 

버퍼를 추가하여 이득을 성취하는 것이기에 인지통신에도 자연

스럽게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6>은 언더레이 (underlay) 인지통신 환경에 적용된 버

퍼도움 중계전송의 기본 시스템모델을 보여준다. 2차 시스템은 

다수 버퍼도움 중계기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1차시스템 소스노

드로부터 간섭을 받고, 1차시스템 목적노드에 간섭을 주게 된

다. 이 때, 2차시스템의 송신노드는 1차시스템 수신노드에 미치

는 간섭량을 요구되는 간섭량 (interference temperature) 이

하로 맞추기 위해서 파워조절 (power control)을 하게 된다. 따

라서 인지통신 환경에 적용된 버퍼도움 중계전송에서는 채널상

태, 버퍼상태, 파워조절을 고려하여 최적의 링크 혹은 중계기를 

선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

인지통신 환경에 적용된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 중에서 [15]

에서는 2차시스템으로서 중계기가 하나인 3노드 중계전송 네트

워크를 고려하여 1차시스템에 미치는 간섭량을 고려한 적응적 

링크선택 (adaptive link selection) 기법이 제안되었고, [16]에

서는 최대-링크 (max-link)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을 인

지통신 환경에 적용하여 1차시스템에 미치는 간섭량을 고려하

여 신호대간섭비 (signal-to-interference-ratio) 기반으로 

최적 중계기를 선택하는 최대-비율 (max-ratio) 버퍼도움 중

계기 선택 기법이 제안되었다. 인지통신 양방향 중계 네트워크

에서 적응적 링크 선택 기법[17]과 오버레이 (overlay) 인지통

신 환경에서 공유된 버퍼도움 중계기에 대해서 적응적 링크 선

택 기법[18]도 제안되었다. [19]에서는 1차시스템이 항상 활성 

(active)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더레이 (underlay) 인지통신 

환경에서도 2차시스템에 1차시스템의 활성도를 알 수 있는 센

싱기능을 추가하여 2차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버퍼도움 

중계기 선택 기법이 제안되었다.

2. 물리계층보안 응용

물리계층보안 (physical layer security)는 무선채널에서 제

공가능한 물리계층 전송률을 고려하여 정보이론적으로 물리계

층에서 도청 노드 (eavesdropper)가 엿듣는 것을 어렵게 하는 

보안기술이다. 이론적으로 물리계층에서 원천적으로 도청을 막

는 기술이기에 최근 정보이론 분야에서 각광을 받으며 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본 원리는 도청노드가 수신하는 전송

률보다 높은 전송률로 송신노드가 타켓 수신노느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도청노드가 엿듣는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정상적으로 

복호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물리계층보안 연구에서는 결국 송신노드-수신노드 무선채널

과 송신노드-도청노드 무선채널이 제공하는 정보이론적 섀넌

용량 (Shannon capacity)의 차이로 보안전송률 (secrecy rate)

을 정의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이에 의하

면 송신노드-도청노드 무선채널이 제공하는 전송률이 0이 아

그림 6. 인지통신 환경에서 버퍼도움 중계전송 시스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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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라도 보안전송률이 크면 클수록 도청노드가 정상적으로 정

보를 복호하기 어려워지므로 보안이 강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림 7>은 물리계층보안 연구환경에 적용된 버퍼도움 중계

전송의 기본 시스템모델을 보여준다.  인지통신 환경과 유사하

지만 인지통신에서는 1차시스템 수신노드에서 요구하는 간섭

량을 맞추어 송신노드에서 파워조절을 하는 반면, 물리계층보

안 환경에서는 도청노드 (E)에서 수신할 전송률을 최소화하면

서 수신노드에서 수신할 전송률을 최대화하도록 한다. 즉, 이 

둘의 차이로 모델링되는 보안전송률을 최대화하도록 링크 또

는 중계기를 선택하게 된다. [20]에서는 중계기가 하나인 3노

드 중계 네트워크에서 적응적 링크 선택 기법이 제안되었고, 

[21]에서는 다수 중계기 네트워크에서 최적 중계기 선택 기법

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22]에서는 증폭포워딩 (ampli-

fy-and-forward) 중계기를 고려한 물리계층보안을 위한 최

대-비율 (max-ratio) 중계기 선택 기법이 제안되었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 차세대 버퍼도움 중계전송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중계전송은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광을 받아 많

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통신가능영역 확대라는 비교적 제

한적인 적용영역과 반이중 (half-duplex) 전송에 의한 근본적

으로 발생하는 손실로 인하여 이후 연구 방향이 모호하였다. 버

퍼도움 중계전송 기법은 중계기에서 메모리를 활용하여 추가적

인 선택 다이버시티 이득을 성취함으로써 기존 중계전송 기법

의 단점을 보완하여 활발한 추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차세

대 통신 네트워크로 유망한 인지통신 및 물리계층보안 등에 적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계전송 연구분야의 차세대 유망한 발

전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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