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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환경에서 듀얼홉 통신시스템을 용한 하향링크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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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계기는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신호를 송할 때 통신반경을 확장시키고 음 지역을 제거시키는 장  때문

에 다양한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환경에서 계기를 사용하는 듀얼홉 통

신시스템을 용하여 하향링크에서의 성능을 분석한다. 통신방식은 기지국에서 계기사이에서는 동기변조방

식을 사용하고 계기에서 수신기 사이에서는 차등변조방식을 사용하는 비 칭 송방식을 용한다. 시스템

의 성능은 심벌오류율을 이용하며 분석하며 체시스템이 동기방식을 이용하는 시스템과의 성능을 비교한다.  

계기 거리  에 지할당에 따른 성능 한 분석한다. 

ABSTRACT

Due to the advantage of communication coverage extension and removement of shadowing area, relay can be applied  in various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In this paper, we analyze performance of downlink with dual-hop communication systems which use a relay in railway 

environments. We adopted asymmetric communication system which use coherent modulation scheme in base station-relay link and differential modulation 

scheme in relay-destination link. The performance of communication system is analyzed using symbol error rate, and performance comparison with the 

systems which adopts fully coherent scheme is studied. We als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system depending on relay distance and energy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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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계네트워크는 계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송함

으로써 통신범 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음 지역을 

제거할 수 있다. 한, 계기를 사용하여 송신기와 

계기  계기와 수신기 사이에 신뢰성 있는 채

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송률을 높일 수 있는 장

을 제공한다[1-5]. 계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달하

는 계 로토콜에는 표 인 두 가지 방식이 있는

데 하나는 증폭후 송(AF: Amplify-and-Forward) 

로토콜이고,  다른 방식은 복조후 송(DF: 

Decode-and-Forward) 로토콜이다. 증폭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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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은 계기가 송신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단순

히 증폭하여 수신기로 송하는 방식이며, 복조후 송 

로토콜은 계기가 송신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복

조  재 변조를 하여 수신기로 송하는 방식이다. 

수신기에서 신호의 정확한 정보사용 유무에 따라 동

기방식과 비동기방식의 통신방식이 정의될 수 있는데, 

동기방식은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할 때 채 상태정보

(CSI: Channel State Information)를 이용하는 방식이

고 비동기방식은 채 상태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

이다. 비동기방식의 표 인 변조방식은 이웃한 신호

와의 차이 값을 송하는 차등변조방식이다. 철도환경

에서 계네트워크에서의 성능이 일부 소개되었으나 

듀얼홉 환경에서의 성능은 분석되지 않았다[6-7].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계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송하

는 듀얼홉 통신시스템의 성능을 철도환경에서 분석한

다. 신호의 송은 기지국(송신기)에서 계기를 거쳐 

단말기(수신기)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하향링크를 고려

한다. 변조방식은 철도통신 하향링크의 특성을 반 하

여 송신기와 계기  계기와 수신기의 신호 송방

식이 서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비 칭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즉, 송신기와 계기사이에서는 동기방식을 

이용하여 신호를 송하고, 계기와 수신기 사이에서

는 차등변조방식을 사용한다. 체시스템의 성능은 심

벌오류율(SER: Symbol Error Rate)을 이용하여 분석

하며 체시스템이 동기방식 혹은 변조방식을 사용하

는 경우와 성능을 비교한다. 한 듀얼홉 통신시스템

에서 계기의 치와 에 지할당의 향이 체 시스

템의 성능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도 분석한다. 

Ⅱ. 시스템모델

그림 1에 철도환경에서의 듀얼홉 통신시스템 모델

을 나타내었다. 그림 1.(a)신호 송 모델을 나타내는

데, 앞장에서 언 했듯이 본 논문에서는 비 칭 신호 

송시나리오를 고려한다. 철도환경의 하향링크에서는 

송신기와 계기사이의 채 은 천천히 변하지만 계

기와 수신기 사이의 채 은 격히 변하는 경우에 해

당된다. 따라서 송신기와 수신기사이에서는 채 상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동기변조방식을 용하고, 

계기와 수신기 사이에서는 격한 채 변화에 의해 

(a)

(b)
그림 1. 철도환경 듀얼홉 통신시스템 모델 
(a)신호 송 모델 (b)네트워크 형상

Fig. 1 Dual-hop communication system model in 
railway environments (a) signaling model (b) network 

topology

채 상태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차등변조방식을 용

한다. 그림 1.(b)에서는 철도환경의 네트워크 형상을 

선 형상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 다. 그림에서처럼 송

신기는  , 계기는 , 그리고 수신기는 로 나타내

었다. 송신기에서 수신기사이의 거리()는 1로 두고 

송신기와 계기사이의 거리와 계기와 수신기 사이

의 거리를 각각 와 로 나타내며 

   이라고 가정한다. 이 모델은 철도환경 

뿐만 아니라 이동국이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차량

환경에서도 용이 가능하다.

Ⅲ. 신호모델

본 논문에서는 복조후 송 로토콜을 사용하여 신

호를 송한다. 송신기에서 계기로 송되는 번째 

상변조(PSK: Phase Shift Keying) 심벌은 

  
∈ 로 나타낼 수 있다. 

계기에서 수신된 신호는 식 (1)과 같다. 


  

 
             (1)

복조후 송 로토콜을 사용하므로 계기에서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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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된 신호를 복조한다. 복조된 신호를 이용하여 

계기에서는 동기변조방식이 아닌 차등변조방식을 

이용하여 재 변조 한다. 계기에서 복조된 신호를 

이라고 하면 계기에서 재 변조된 번째 신호는 


  

 으로 주어지며 기값 
  을 가진다. 그

러면,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식 (2)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2)

식 (1)과 (2)의 송신신호 형태가 다름을 주목해야 한

다. 식 (1)에서와 같이 계기에서 수신된 신호는 채

상태정보를 이용하여 신호를 복조하며, 식 (2)에 나

타낸 것처럼 수신기에서의 신호는 수신되는 신호자체

의 채 상태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된 신

호의 차이만을 이용하여 신호를 복조한다. 식 (1)과 

(2)에서 는 송신기 ∈에서 심벌당 에

지를 나타내며, 
∀∈와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각각 
 ∀∈와 

인 복소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페이딩 계수와 잡음

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신된 순시 신호 잡음비(SNR: 

Signal-to-Noise Ratio)는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3)

평균 신호 잡음비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계기()에서와 수신기()에서의 신호 결정규칙은 

각각 식 (5)와 (6)으로 주어진다. 

  


′ 

′  arg max







      (5)

  
′ 

′  arg max


 


     (6)

여기서 ∙와 ∙는 각각 실수부와 켤 복소수

를 나타낸다. 식 (5)에서는 채 상태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페이딩계수 
를 이용하여 신호를 복조하고 

식 (6)에서는 채 상태정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 수신된 신호(번째 신호)와 이  신호(번

째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를 복조한다. 

그림 2. 듀얼홉 통신시스템의 평균 심벌오류율 비교
Fig. 2 Comparison of average SER in dual-hop 

communication systems

IV. 성능분석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설명한 시스템모델을 이용

한 신호의 성능을 수학 결과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진신호의 경우만 고려하여 

성능을 분석한다. 이진신호의 경우 듀얼홉 통신시스템

의 성능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7)

이진신호의 경우에는 상변조신호의 오류율(송신기

와 계기사이)과 차등변조신호의 오류율( 계기와 

수신기사이)은 식 (8)과 (9)로 주어진다.

           (8)
               (9)

신호 잡음비가 크다고 가정하면 식 (8)과 (9)는 아래 

식 (10), (11)과 같이 근사화 될 수 있다.

                     (10)

                     (11)

따라서, 식 (7)의 평균 심벌오류율은 식 (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그림 2는 신호 잡음비에 따른 평균 심벌오류율을 나

타낸다. 그림에서 C는 동기변조방식을 나타내며 D는 

차등변조방식을 나타낸다. 그림의 평균 심벌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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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기 치에 따른 평균 심벌오류율
Fig. 3 Average SER depending on relay location

그림 4. 계기 치  에 지할당에 따른 평균 
심벌오류율 등곡선

Fig. 4 Average SER contour depending on relay 
location and energy allocation

은 수식 인 결과, 근사화 결과  시뮬 이션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동기변조방식과 차등변조방식을 동시에 사

용한 경우는 동기방식을 사용한 경우보다 체 인 

성능이 약 2.5dB정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계기와 수신기사이에서 차등변조방식을 이용한 결

과에 기인한다.

그림 3은 계기의 치에 따른 평균 심벌오류율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는 송신기와 계기에서 송하

는 에 지 잡음비를 합친 체 에 지 잡음비를 나

그림 5. 에 지 할당 에서 본 평균 심벌오류율
Fig. 5 Average SER with respect to the energy 

allocation

그림 6. 계기 치 에서 본 평균 심벌오류율
Fig. 6 Average SER with respect to the relay location

타낸다(  ). 시뮬 이션을 해 송신

기와 수신기가 동일한 에 지로 신호를 송한다고 

가정하 다. 즉       . 

한 그림 에서처럼 이라고 가정하고 계기의 

치를 0에서부터 1까지 변화 시켰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계기의 치에 따라 다른 성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 특정 치에서 최소 심벌오류율이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치는 체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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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비와는 무 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체시

스템이 동기변조방식 혹은 차등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2][4], 이는 송신기와 

계기사이  계기와 수신기 사이에서 서로 다른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비 칭 송방식에 따라 발생하

는 상이다.  

그림 4는 계기의 치  에 지할당을 동시에 

고려한 평균 심벌오류율 등곡선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dB를 사용하 으며 의 변화  의 변화

에 따른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최 의 성능을 

나타내는 곳을 알 수 있는데,  그 지 은 약 60%의 

에 지가 송신기에 할당되고 계기가 0.6지 에 치

하는 경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와 6은 그림 4에서 나타난 성능 곡선을 에

지할당 측면과 치할당 측면에서 바라본 성능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에 지 

할당에서 한 치만 선택하면 에 지할당과 상

없이 거의 유사한 성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6은 계기 치측면에서 바라본 성능을 타나

내는데, 주어진 계기 치에서 송신기와 계기에 

한 에 지를 할당하더라도 계기 치에 따라 성

능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6

의 결과를 볼 때 에 지 할당보다는 계기의 치가 

체에 지 할당에 미치는 향이 큼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환경에서 듀얼홉 통신시스템을 

용한 경우의 성능을 분석하 다. 송신기와 계기 

사이에서는 동기변조방식을 용하고 계기와 수신

기 사이에서는 차등변조방식을 용하는 비 칭 시나

리오를 가정하여 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 다. 

체시스템의 성능은 동기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는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계기 치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 는데 한 치를 선택함으로

써 최상의 성능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이  

치는 기존에 체시스템이 동기식변조방식이나 차

등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계기 치와 에 지할당을 동시에 고

려해본 결과 계기의 치가 체성능에 더 큰 향

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를 바

탕으로 상향링크에서 최 을 성능을 제공하기 한 

계기의 치  에 지 할당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철도통신 환경에서 양방향링크 모두에 본 논문의 결

과를 용하여 통신환경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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