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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복수 개의 중계기와 도청자가 존재하는 중계기 통신 네트워크에서 보안 오류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새로

운 중계기 선택 기법을 제안한다. 도청자의 복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데이터와 함께 재밍 신호를 전송하는 기존의 

중계기 선택 방식에서는 수신자의 데이터 복호 확률도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중

계기 선택 기법은 수신자의 복호 확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도청자의 복호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중계기를 쌍으로 선택

하여 보안 오류 확률을 개선하였다.  Monte-Carlo 기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안 중

계기 선택 방식은 기존 중계기 선택 방식 대비 보안 오류 확률을 약 10~50배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relay selection scheme which can decrease the secrecy outage probability in a relay 
communication network with multiple relays and an eavesdropper. In the conventional relay selection scheme, a relay 
transmits jamming signal toward an eavesdropper to decrease the successful decoding probability of the eavesdropper. 
The coventional scheme has a critical problem that the successful decoding probability of a receiver also decreases. 
The new relay selection scheme proposed in this paper can significantly enhance the secrecy outage probability by 
selecting a pair of relays which can increase the successful decoding probability of the receiver while decreasing the 
successful decoding probability of the eavesdropper. We performed extensive computer simulation based  on 
Monte-Carlo. The simulation results reveal that the proposed relay selection scheme can improve the secrecy outage 
probability by 10 to 50 times compared to the existing relay selec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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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고품질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들

이 전파 사각 지역에 기지국을 증설하기에는 막대한 비

용이 필요하므로, 중계기 통신(Relay Communication)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계기 통신에

서는 전송된 신호를 누구든 수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의 개방성으로 인해 통신의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으며[1], 이러한 보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 물리 계층 보안(Physical Layer Security) 기술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5]. 복수의 

중계기와 도청자가 존재하는 중계기 네트워크에서 도

청자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계기들

과 도청자 사이의 채널 상황을 고려하여 도청이 불가능

한 중계기를 선택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제안되

었다[2,3]. 그리고, 송신자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성

공적으로 복호한 모든 중계기를 데이터 전송에 사용하

는 다중 중계기 선택 방식의 SRT(Security-Reliability 

Trade-off)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4]. 이와 달리, 도

청자가 존재하는 양방향(Two-Way) 중계기 네트워크

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두 송신자로부터 수

신되는 각각의 SINR(Signal-to-Interference-plus-Noise 

Ratio)의 곱이 가장 큰 중계기를 선택하고, 그 외 나머지 

중계기들은 임의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청자에게 간

섭을 일으키는 방식이 제안되었다[5].

최근에는 복수 개의 중계기가 존재하는 협력 통신 

(Cooperative Communication) 네트워크에서 중계기가 

의도적인 재밍(Jamming) 신호를 전송하여 도청자의 데

이터 복호를 방해하는 중계기 선택 방식들이 제안되었

다[6-8]. [6]에서는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계

기와 도청자에게 재밍 신호를 전송하는 중계기를 동시

에 선택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중계기 쌍 선택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와 달리, [7]에서는 첫 번째 단계(1st 

Phase)와 두 번째 단계(2nd Phase)에서 데이터를 송‧수

신하는 중계기는 동일하지만, 각 단계 별로 재밍 신호

를 전송하는 중계기를 다르게 선택하는 기법이 제안

되었다. [8]에서는 [7]에서 제안된 중계기 선택 방식을 

도청자가 존재하는 양방향 중계기 네트워크로 확장하

였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계기 외에 재밍 신호를 

전송하는 중계기를 동시에 선택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기존의 중계기 선택 방식들은 도청자의 데이터 복호 확

률을 감소시키지만, 재밍 신호로 인해 수신자의 데이터 

복호 확률 또한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

밍 신호를 전송하는 중계기 대신 동일한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는 중계기 쌍을 선택하여 수신자의 데이터 복호 

확률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도청자의 데이터 복호 확률

은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중계기 선택 기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시스템 

모델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중계기 선택 방

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장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

션 결과를 설명하고,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송신자 (Source: 

S)와 수신자 (Destination: D), 도청자 (Eavesdropper: 

E), 그리고 개의 Decode-and-Forward (DF) 기반 중

계기가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고려한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개의 중계기를 포함하는 집합은 

 로 표현된다. 송신자와 수신자, 

도청자 및 중계기들은 각각 한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며, 송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송신자와 도청자 사이

에는 직접적인 통신경로는 없다고 가정한다.

데이터 전송은 송신자에서 중계기로, 중계기에서 수

신자로, 총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

서는 송신자가 네트워크 내 존재하는 모든 중계기들을 

향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중계기들은 전송받은 데이터

의 복호 여부를 판단한다. 데이터 복호에 성공한 중계

기들은 복호 집합에 포함되고, 이들은 다음 단계에서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후보가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계기 선택 방식에 의해 선택된 중계

기가 수신자에게 데이터 또는 재밍 신호를 전송한다. 

이 단계에서 도청자가 중계기에서 수신자로 전달되는 

신호를 도청할 수 있다. 

송신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복호하기 위

해 필요한 채널 전송률을 , 데이터를 도청당하지 않

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전송률 (Secrecy rate)

을 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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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Phase

(b) 2nd Phase

Fig. 1 System model

 모든 송신전력은 이며, 는 가 로 전송할 때

의 채널 지수 (Channel coefficient)이며, ∈∪
이고, ∈∪ 이다. 모든 채널 지수들은 평균

이 0이고 분산이 1인 복소 정규분포~를 따른

다. 채널 이득은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리고 은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을 나

타내며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다.

Ⅲ. 중계기 선택 방식

3.1. 기존 중계기 선택 방식

3.1.1. Optimal Selection (OS) [2]

OS 방식은 첫 번째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송신자로

부터 전송된 신호를 성공적으로 복호한 중계기를 복호 

집합에 포함시킨다.

∈  

 ≥   ≤ ≤   (1)

두 번째 단계에서, 에 속한 중계기 중 다음과 같이 

수신자와의 채널 이득 대 도청자와의 채널 이득 비율이 

최대가 되는 하나의 중계기만을 선택한다.

 
∈
argmax 







  







                    (2)

이때, 보안 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loggR D  
 loggR E



 (3)

주어진 보안 용량에 대한 보안 오류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r                     (4)

이때, (3)에서   max 을 나타낸다. 

3.1.2. Optimal Selection with Jamming (OSJ) [6]

OSJ 방식은 복수 개의 중계기가 존재하는 중계 시스

템에서 수신자를 향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계기

와, 도청자의 도청을 방해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전혀 

무관한 재밍 신호를 전송하는 중계기()를 쌍으로 선택

한다.  데이터 전송용 중계기과 재밍 신호 전송용 중

계기 가 선택되었을 때 보안 전송 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og












 



  (5)

OSJ 방식은 다음과 같이 보안 전송 용량을 최대화시

킬 수 있는 R과 J를 선택한다.

   
∈

∈
≠

argmax             (6) 

 는 에 속한 중계기들 중에서 선택되고,  는 

전체 중계기 집합 중에서  을 제외한 나머지 중계

기들 중에서 선택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안 오류 확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12 : 2213~2218 Dec. 2016

2216

률은 다음과 같다.

 Pr                    (7)

OSJ 방식은  가 전송하는 재밍 신호가 도청자의 도

청을 방해하는 반면, 이 재밍 신호가 수신자에게도 전

달되기 때문에 수신자 또한 데이터를 복호하는데 어려

움을 겪게 된다.

3.2. 제안하는 중계기 선택 방식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의 중계기 선택 기

법을 기술한다. 제안 방식에서는 OSJ 방식과 동일하게 

복호 중계기 집합 에서 수신자를 향해 데이터를 전

송할 중계기 R을 선택한다. 그러나, OSJ 방식에서는 도

청자의 도청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체 중계기 집합 

에서 재밍 신호를 전송하는 중계기 (J)를 선택하는 반

면, 제안 방식에서는 복호 중계기 집합 에서 도청자

의 복호 확률을 낮추면서 수신자의 복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중계기 (H)를 선택한다. 이때, 제안 방식의 두 

번째 단계에서 수신자와 도청자가 수신하는 신호는 각

각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8)

                    (9)

보안 용량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og












 
 







   (10)

제안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10)의 보안용량 값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합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
≠

argmax


∈
≠

argmax









 
 







   (11)

이에 따른 제안 방식의 보안 오류 확률은 아래와 같

이 정의된다.

 Pr              (12)

Ⅳ. 시뮬레이션 결과

Fig. 2 Secrecy outage probability when ,   , 
and   .

Fig. 3 Secrecy outage probability when ,    , 
and   .

본 절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안하는 

중계기 선택 방식의 성능을 보안 오류 확률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존의 OS와 OSJ 방식의 성능과 비교

한다. 그림 2는 중계기의 수가 12 이고 데이터 

전송률이 1  이고, 보안 전송률이 1  일 

때, 각 중계기 선택 기법에 대한 보안 오류 확률을 나타

낸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송신 전력이 낮을 때에

는 기존 방식들과 제안 방식의 성능이 비슷하지만, 송

신 전력이 증가할수록 기존 방식 대비 제안 방식의 성

능이 우수해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송신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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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dBm 일 경우, 제안 방식의 보안 오류 확률은 OS와 

OSJ 방식 대비 각각 약 10배와 50배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중계기의 수가 12 이고, 데

이터 전송률이 1이고, 보안 전송률이 2  일 때, 

각 중계기 선택 기법에 대한 성능을 보여준다. 보안 조

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전송률을 증가시키더라도 

제안하는 중계기 선택 방식이 기존의 중계기 선택방식

에 비해 더 우수한 보안 오류 확률을 나타낸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복수 개의 중계기와 도청자가 존재하

는 협력 통신 네트워크에서 보안 오류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중계기 선택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식은 송신자가 전송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복호한 

중계기 중에서 한 쌍의 중계기를 선택함으로써 수신자

의 복호 확률은 높이면서 도청자의 도청 확률은 낮출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 방식의 성

능을 보안 오류 확률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

존의 OS와 OSJ 기법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성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안하는 중계기 선택 방식이 기존의 

OS와 OSJ 방식 대비 보안 오류 확률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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