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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중계기와 다수의 도청자가 존재하는 협력 재밍 네트워크를 다룬다. 다수의 중계기 중 하나의 중계기가 선택
되어 증폭 후 재전송 기법으로 총 두 단계를 통해 수신기에 신호를 전송한다. 도청자의 신호 수신을 방해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
수신기가 재밍 신호를 전송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송신기가 재밍 신호를 전송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보안 전송률을 수식적으로 분석
하며, 사용가능한 채널 정보에 따라 최적의 중계기 선택 기법을 각각 제시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시한 중계기 선택 기법의 성능이
임의의 중계기 선택 기법에 비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cooperative jamming network with multiple relays and multiple eavesdroppers is investigated. Among the relays, 
one best relay is selected to amplify and forward the signal to destination through two phases. To confuse eavesdroppers, the 
destination transmits a jamming signal in the first phase and the source transmits jamming signal in the second phase. Secrecy rate 
of this system is derived, and based on the available channel state information (CSI), relay selection schemes are proposed, 
respectively.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relay selection scheme outperforms than that of random 
relay selec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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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리계층보안통신(physical layer security)은별다른암
호화(encryption) 기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최근에활발히 연구되고있다[1]. 보안통신을 달성
하기위한여러방법중협력 재밍(cooperative jamming)은
정보가 담긴 신호를보내는노드외에협력하는노드가존

재하여 재밍 신호를 전송하는 기법이다[2]. 재밍 신호만을
전송하는 재머(jammer) 이외에도 중계기, 수신기 등이 협
력하는노드로동작할수있으며, 이에대한연구가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최근중계기가존재하는협력통신네트워크에서신호를

받는 수신기가 재밍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5]에서는 하나의 중계기와 하나의 도청
자가존재하는시스템에서수신기가다수의안테나를이용

해재밍신호를빔포밍하는기법을 제시하고그성능을분

석하였다. 하지만 수신기 뿐만 아니라 송신기에서도 재밍
신호를 전송하여 그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논문에서는다수의중계기와다수의도청자가존재하

는협력재밍네트워크를다룬다. 모든채널정보를정확히
아는 경우와 도청자로의 채널 정보를 모르는 경우 각각에

대해 최적의 중계기 선택 기법을 제시한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시스템모델을
설정하고 시스템의 보안 전송률(secrecy rate)을 수식적으
로유도한다. 3장에서는사용가능한채널정보에따른최적

의중계기선택기법을각각제시한다. 4장에서는모의실험
을통해제시한중계기선택기법의성능을분석하며,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Ⅱ. 시스템 모델 및 보안 전송률 분석

1. 시스템 모델

본논문에서는그림 1과같은협력재밍네트워크를가정
한다. 하나의송신기(S)와수신기(D)가존재하고 K개의중
계기(R) 중하나의중계기가증폭후재전송기법을사용하
여 통신을 돕는다고가정한다. 또한 L개의 도청자(E)가 존
재하여송신기와중계기에서보내는신호를도청한다고가

정한다. 모든 노드는 하나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
하고,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직접적인 통신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림 1에 표기한 것과 같이 는 와

  사이의채널 계수를나타내고, 모든 채널은 서로 독립적
인 레일리 페이딩으로 모델링하였다.
신호전송은총두단계로이루어진다. 첫번째단계에서
송신기는 중계기에게 데이터가 담긴 신호를 전송하며, 동
시에수신기는 도청자가이신호를엿듣는 것을 막기 위해

재밍 신호를 전송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번째 중계기와

번째 도청자가 받는 신호는 각각 아래와 같다.




 
 


(1)

그림 1 . 협력 재밍 네트워크에서의 시스템 모델
Fig. 1.  System model for cooperative jamming networks



최용윤 외 1인 : 다수의 중계기와 도청자가 존재하는 협력 재밍 네트워크를 위한 중계기 선택 기법   107
(Yongyun Choi et al.: Relay Selection for Two-hop Cooperative Jamming Network with Multiple Eavesdroppers)


 

  


 (2)

여기서 
 과 는 각각 송신기와 수신기의 첫 번째

단계에서의 송신 전력이며, 는 단위 전력을 가지는 송신

신호, 는수신기의단위전력재밍신호이다. 
와  

 

은각각 번째중계기와 번째도청자의첫번째단계에서

의가산백색가우스잡음(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중계기는증폭 후 재전송(amplify and 

forward) 방법을 통해 첫 번째 단계에서 받은 신호를 전송
하며, 송신기는 재밍 신호를 전송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수신기와 번째 도청자가 받는 신호는 각각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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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는송신기의 두번째단계에서의 송신 전력

이며, 는 송신기의 단위 전력 재밍 신호, 와  

 은

수신기와 번째도청자의두번째단계에서의가산백색가

우스 잡음이다. 는 번째 중계기의 증폭계수이며 그 값

은 아래와 같다.

 











(5)

여기서 
는 번째중계기의송신전력이다. 수신기는

두번째단계에서 받은 신호에서자신이 보낸 재밍 신호를

제거하며, 제거한 후의 신호는 다음과 같다.

′ 


 


 (6)

이러한 시스템 모델에 대하여 secrecy rate를 구해 본다.

2. 보안 전송률 분석
  
수식 (6)을통해계산한수신기의신호대잡음비(SNR)는

아래와 같다.

 
















(7)

수식 (2)와 (4)를 통해 계산한 번째 도청자의각단계에

서의 신호대 잡음비는 아래와 같다.


 









(8)



 




































(9)

각도청자가최대비합성(maximal ratio combining)을사
용한다고 가정하면, 번째도청자의 신호대잡음비는 아래
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0)

식 (7)과 (10)를통해이시스템의보안 전송률은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max

⋯


 






(11)

여기서   max 이다.

Ⅲ. 중계기 선택 기법

사용가능한 채널정보의양에따라두가지의경우를다

룬다. 첫번째경우는모든채널정보가사용가능한경우이
며, 두번째경우는전체채널정보중도청자로의채널정
보를모르는경우이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두경우에대
한 중계기 선택 기법을 각각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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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채널 정보가 사용가능한 경우

모든 채널정보가 사용가능한 경우, 시스템의 보안전송
률을정확하게알수있으므로, 이경우의중계기선택기법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rgmax





max⋯ 

 






(12)

2. 도청자로의 채널 정보를 모르는 경우

도청자로의 채널정보를 모르는 경우, 시스템의 보안전
송률을정확히알수없다. 따라서이경우의최적의중계기
선택 기법은 수신기의 신호대 잡음비를 최대로 하는 기법

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rgmax  (13)

Ⅳ. 모의실험

모의실험에서는 모든 채널 계수의 분산을 1로 가정하였
다. 
그림 2는 다양한   값에 대한 각 중계기 선택 기법의

그림 2. 다양한  값에 대한 각 기법의 보안 전송률 비교,  

Fig. 2.  Secrecy rate of various schemes versus SNR using different 
,  

 

보안 전송률을 비교하고 있다. 이 때의 도청자 수는 3으
로 설정하였으며, 성능 비교를 위해 임의선택(random se-
lection) 기법에 대한 보안 전송률을 함께 나타내었다. 그
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두 기법이
임의 선택 기법에 비해 높은 보안 전송률을 달성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채널 정보가 사용가능한 경우가 도청
자로의 채널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보안 전

송률을 달성하지만 그 차이가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계기의 수가 더 많을수록 높은 보안 전송률을 달
성함을 볼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증폭 및 재전송 기법을 사용하는 다수의

중계기와 다수의 도청자가 존재하는 협력 재밍 네트워크

에서송신기및수신기가 도청자의신호수신을 막기 위해

재밍 신호를 전송할 때의 성능 분석을 하였다. 시스템의
보안 전송률을 수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사용 가능한

CSI에 따라 최적의 중계기 선택 기법을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모의실험을 통해 제시한 중계기 선택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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