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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신호 방식을 용한 차등 분산 변조 력 
네트워크의 성능

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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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Signal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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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력 네트워크는 송신기로부터 수신기로 신호를 송할 때 여러 계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송하고 수신기

에서 이 신호를 결합하여 복조함으로써 통신성능 향상과 데이터 송률을 높이는 장 을 제공한다. 일반 으로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신호를 송할 때 계기가 송신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증폭/재변조 후 수신기로 보내는 

반복 인 신호 송형태가 리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신호 송 방식을 혼합하여 신호를 송하는 

력 네트워크에서의 성능을 분석한다. 즉, 송신기와 계기사이에서는 일반 변조방식을 사용하고, 계기와 수

신기 사이에서는 공간 시간 코드 방식을 용한다. 변조방식은 시스템의 복잡도를 이기 해 채 상태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차등변조 방식을 이용한다. 다양한 개수의 계기가 있을 경우에 한 성능을 비트오류율을 이용

하여 분석하며, 송신기와 계기  계기와 수신기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세기로 신호를 보낼 때의 성능을 비교

한다. 한 다양한 신호세기  계기의 개수를 동시에 고려한 성능에 해서도 논의한다. 

ABSTRACT

Cooperative networks transmit signals form the source node to the destination node via several relay node where the 

combining and demodulation of relay aided signals provide the benefit of performance enhancement and data rate 

increment. In general, a repetitive manner transmission scheme in which the received signal from the source node is 

amplified/re-generated and forward to the destination node is widely used.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performance 

of cooperative networks using the mixed transmission scheme. The conventional modulation scheme is used in the 

source-relay links, and space-time code is applied in the relay-destination links. To reduce the complexity of the 

overall system, we adopt differential modulation which bypasses channel state information. We analyze bit error rate 

(BER) of the proposed system by considering the number of relay nodes, and the performances depending on the 

strength of transmission signal in the source-relays and rely-destination links are compared. In addition, we also 

discuss the system performance with  the signal strength and the number of relay nodes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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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력 네트워크는 송신기로부터 수신기로 신호를 

송할 때 여러 개의 계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송하

고 수신기에서는 여러 경로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결

합하여 신호를 복조함으로써 가상의 다 입력 다 출

력 (MIMO: Multi-Input Multi-Output) 시스템 기능

을 제공하여 신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송

률을 증가 시키는 장 을 제공한다[1]. 력 네트워크

의 신호 송은 반복 인 형태로 신호를 송하는 방

식이 리 사용된다. 즉, 송신기에서 계기로 신호를 

송하면 계기에서는 수신된 신호를 증폭 혹은 복

조/재변조 후 수신기로 신호를 송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상천이변조 (PSK: Phase Shift Keying) 등

의 일반 인 변조방식을 사용하여 신호를 송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분석  자원할당에 따른 성

능이 분석되었다[1-6].  다른 방식은 공간 시간 코

드 (STC: Space Time Coding) 형태의 신호를 이용

하여 신호를 송하는 방식이다. 공간 시간 코드 방식

은 다 입력 다 출력 시스템에서 리 사용되는 방

식으로 각각의 안테나가 생성된 공간 시간 코드를 

송하는 방식이다[7,8]. 력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가 

하나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각각의 송

신기에서는 생성된 공간 시간 코드  하나의 신호를 

해당 계기에 각각 송하고 수신기에서는 계기를 

거쳐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공간 시간 코드를 복조

할 수 있다[9]. 이 방식은 공간 시간 코드가 송신기에

서 생성되나 송신기에서 계기로 송할 때는 코드

의 신호를 연속 으로 송하고 계기에서는 코드의 

해당 신호만을 증폭/재변조하여 공간 시간 코드를 분

산형태로 수신기로 송하는 방식이다. 신호를 송할 

때 하드웨어의 복잡도를 이기 해 채 상태정보 

(CSI: Channel State Information)를 이용하지 않는 

비동기 송 방식을 이용한 변조방식이 력네트워크

에 리 용되었다[3, 8-9].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신호 송방식을 혼합한 방

식을 력 네트워크에 용한 성능을 분석한다. 변조 

방식은 비동기 송방식  하나인 차등변조 방식을 

용한다. 송신기에서 계기로 신호를 송할 때는 

일반 인 변조 방식을 사용하고, 계기에서 수신기로 

신호를 송할 때는 계기에서 수신된 신호를 기반

으로 하여 공간 시간 코드를 생성하여 각 계기가 

해당 코드  정해진 하나의 신호만 송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Ⅱ. 시스템모델

그림 1은 개의 계기를 가지는 력 네트워크 

모델을 나타낸다. 송신기(source)에서 계기(relay)를 

거쳐 수신기(destination)로 신호를 송하는 시스템을 

고려하며, 송신기는  , 개의 계기는 
 , 수

신기는 로 나타낸다. 송신기- 계기 사이 (s-r 

links)에서는 차등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생성된 신호

를 송하며 계기에서는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를 복조한다. 계기-수신기 사이 (r-d links)에서

는 계기가 복조된 신호를 기반으로 하여 차등 단일 

공간 시간 코드 (DUSTC: Differential Unitary Space 

Time Code)를 생성하여 신호를 송한다. 차등 단일 

시간 코드는 순환하는 구조 (Cyclic construction)를 

가진 각선(diagonal) 디자인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10]. 각각의 각선 성분은 일반 인 상천이변조 

신호처럼 동일한 간격을 가지며 계기의 개수가 증

가할수록 송하는 상의 개수도 증가하는 구조를 

가진다. 생성된 코드를 이용하여 번째 계기는 

번째 각선 성분을 수신기로 송하며, 수신기에서는 

각 계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해당되는 

코드를 재구성 하여 해당되는 송된 신호를 복조한

다.   

그림 1. L개의 계기를 가진 력 네트워크 모델
Fig. 1 Cooperative networks with L r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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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기에서는 일반 인 차등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생성된 신호를 계기로 송한다. 송신기에서 송되

는 n번째 신호 
  

로 나타내며 여기서 

  
∈는 n번째 상 변조

된 신호이며   이며 기값 
  이라고 가정

한다. k번째 계기를  ∈로 나타내면, k
번째 계기에서 수신된 n번째 신호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k번째 계기에서는 송신기로 부터의 신호를 복조

하여 차등 단일 공간 시간 코드를 생성한 후 k번째 

각선 성분을 수신기로 송신한다. 계기에서 생성되

는 n번째 차등 신호 블록은 
 

 
 이고 

기값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값을 가지는 ×  각

선 단일 행렬 (diagonal unitary matrix), 은 ×  

단 행렬(identity matrix)을 나타낸다. 한,   는 원

래 데이터 송률을 나타내는데 본 논문에서는 1로 

둔다. 행렬 
 는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은 아래 식 (2)와 같이 정의 된다.  

 










  ⋯

 ⋱ 

 ⋯ 


                   (2)

여기서 ∈,   을 나타낸다. 
그러면, 수신기에서 수신된 n번째 블록 신호는 식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송에 지, 채   잡음을 나타내는 성분

은   diag ,  diag   

  diag 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는 i노드에서 송신되는  심볼당 에 지, 


∈는 i-j 링크에서의 페이딩계수(fading 
coefficient)를 나타내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복소 가우시안 분포(Complex Gaussian distribution)

로 가정하고, 
∈은 잡음을 나타내며 평

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복소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

다고 가정한다. 한 diag는 각선 성분이
   인 각선 행렬을 나타낸다. 따라서 i-j 링

크사이의 순간 신호 잡음비(instantaneous 

signal-to-noise ratio)와 평균 신호 잡음비는 각각 

식 (4)  (5)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4)

 


 
 ∈                      (5)

III. 복조  신호결정 원칙

이번 장에서는 각 링크에서의 복조 방식과 신호를 

결정하는 원칙에 해 소개한다. 계기에서는 차등변

조된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를 복조하게 되는데 식 (1)

에서 첨자  에 지부분을 생략하여 간편하게 나타

내면 아래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여기서 
′  이다. 따라서, 은 평균이 

이고 분산이 인 복소 가우시안 분포를 가

진다. 따라서 식 (6)을 이용한 계기에서 신호를 복

조하는 원칙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있다. 


 

arg max






              (7)

여기서 ∙은 실수부신호를 나타내며 ∙는 

켤 복소수(complex conjugate)를 나타낸다. 

계기와 수신기사이에서의 신호 송은 차등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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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코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 시간 차등 

복조 방식을 이용하여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코드 
 

 에 해 식 (8)을 이용하여 

신호를 복조할 수 있다. 

 
arg max

∈∥ 


∥     (8)

여기서 ∥∙∥는 로베니우스 놈 (Frobenius 

norm)을 나타내며 ∙는 켤  트랜스포즈 

(Conjugate transpose)를 나타낸다. 송신기와 계기

사이에서의 신호 표 방식과 유사하게 에 지 부분 

 첨자부분을 생략해서 식 (3)을 표 하면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9)

여기서 
′   이고  은 단일 행

렬이므로 
′ 는  보다 두 배의 분산을 가지게 된

다. 따라서 차등변조방식을 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식 (8)을 이용하여 신호를 결정할 수 있다.  

IV. 성능분석

송신기- 계기 사이에서의 오류확률을  , 계

기-수신기 사이에서의 오류확률을 라고 하면 

체 오류확률 는 식 (10)과 같은 상 경계값 (upper 

bound)으로 표 될 수 있다.

 ≤                      (10)

식 (10)은 심벌오류율(SER: Symbol Error Rate),  

코드오류율(CER: Code Error Rate), 혹은 비트오류율

(BER: Bit Error Rate)등의 특정한 오류율이 아닌 일

반 인 오류율을 나타낸다. 식 (10)은 송신기와 계

기사이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계기와 수신기사

이에서  다른 오류가 발생하여 송신기와 수신기사

이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단되는 경

우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체성능이 경계값으로 표

된다. 

송신기와 계기사이에서의 오류율 을 M진 차

등변조방식의 심벌에러를 고려하여 나타내면 식 (1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1].

 

 




 
  

     (11)

여기서   sin

 ,   ∀  

이고 는 평균 신호 잡음비를 나타낸다. 계기와 

수신기사이의 오류율은 코드오류율을 이용하여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exp′  

         (12)

여기서 
′  ∥ ′ ∥

으로 나

타낼 수 있는데 수신된 단일행렬과 기  단일행렬간

의 거리를 나타낸다. 

 시스템 체의 성능은 식 (10)으로 주어지나, 송신기

- 계기  계기-수신기 사이에서의 성능은 각각 

심벌오류율(식 (11))과 코드오류율(식 (12))로 다른 형

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체성능을 비트오류확률로 변

환하여 시물 이션을 통한 성능을 분석하 다. 그림 2

는 다양한 계기 개수에 따른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신호 잡음비를 나타내며 세로축

은 비트오류율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계기 개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하됨을 알 수 있다. 

송신기와 계기에서 송하는 심벌은 M진 차등변조

신호를 이용하여 송하므로 계기의 개수가 증가하

면 M이 커지게 된다. 이는 송신기- 계기  계기

-수신기 각 링크의 오류율이 증가하여 결과 으로 M

이 커지게 되면 체 비트오류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호 송 방식은 송신기에서 

차등변조된 신호가 계기로 송된 후 계기에서는 

신호를 복조 후 차등 공간 시간 코드로 재변조하여 

신호를 송하므로 체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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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송신기- 계기 사이이의 오류율을 감소시켜

서 획득할 수 있다. 송신기- 계기 사이의 오류가 없

다면 계기-송신기사이에 공간 시간 코드를 용하

고 가상 다 입력 단일출력 (MISO: Multi-Input 

Single-Output) 시스템을 이용한 신호 송 형태를 구

성하여 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 다양한 계기 개수에 따른 비트오류율
Fig. 2 Bit error rate depending on the number of relay 

node

그림 3. 송신기- 계기 사이의 신호 잡음비 할당 
변화에 따른 비트오류확률 (L=1)

Fig. 3 Bit error rate depending on the variation of 
SNR allocation in s-r link when L=1

그림 4. 송신기- 계기 사이의 신호 잡음비 할당 
변화에 따른 비트오류확률 (L=2)

Fig. 4 Bit error rate depending on the variation of 
SNR allocation in s-r link when L=2

송신기- 계기 사이의 오류율을 이기 해 송신

기- 계기 링크에 계기-수신기보다 더 높은 신호  

잡음비를 할당했을 경우의 비트오류율을 L=1과 2일 

때를 고려하여 분석하 다. 그림 3, 4에 각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L=1인 경우는 다이버시티이득이 없으

므로 어느 정도의 신호 잡음비 할당 이후에는 더 이

상의 성능향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L=2인 경우

에는 송신기- 계기의 신호 잡음비가 증가할수록 성

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이버시티 이득 

그림 5. 계기-수신기 사이의 신호 잡음비 할당 
변화에 따른 비트오류확률 (L=2)

Fig. 5 Bit error rate depending on the variation of 
SNR allocation in r-d link when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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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송신기- 계기 사이의 신호 잡음비에 
25dB가 더 할당되었을 경우의 비트오류확률

Fig. 6 Bit error rate when more than 25dB is assigned 
at s-r link

한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 L=2일 때 계기-수신기 사이에 송신기- 계

기에 비해 더 높은 신호 잡음비를 할당할 경우의 성

능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상했듯이 송신기- 계

기 사이에 이미 오류가 발생했으므로 계기-송신기 

사이에 높은 신호 잡음비를 할당하더라도 시스템 

체의 성능은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송신기- 계기 사이에 계기-수신기 보

다 25dB높은 신호 잡음비를 할당했을 경우의 비트오

류율을 다양한 계기 개수를 고려하여 분석하 다.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신호 잡음비가 증가할수록 성

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L=3일 경우에

는 신호 잡음비가 커질 경우에도 성능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다이버시티 이득을 획득

하기 해서는 계기의 개수에 송신기- 계기 사이

에서 할당해주어야 하는 신호 잡음비의 기 값이 존

재함을 의미한다. 즉 계기 개수가 증가하면 변조계

수가 증가하고, 동일한 신호 잡음비에서 나타내는 오

류율 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송신기- 계기 

사이에서 오류를 보상하기 해서는 더 높은 신호

잡음비가 할당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변조방식과 공간 시간 코

드 신호방식을 혼합해서 송하는 력네트워크 시스

템의 성능을 차등변조방식을 용하여 분석하 다. 

계기의 개수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 으며 송신기-

계기 와 계기-수신기 사이에서 서로 다른 신호 잡

음비가 할당되었을 경우에 한 성능 한 분석하

다. 성능분석결과 계기를 사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다이버시티 이득을 보장하기 해서는 송신기- 계기 

사이에서 안정 인 성능확보가 필요하며 계기 개수

에 따라 일정 기 값 이상의 신호 잡음비를 공 하

면 다이버시티 이득을 토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내용으로는 송신기-

계기 사이의 성능확보를 한 자원할당 방안 제시   

변조방식의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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