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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복호 후 전달 협력통신 시스템의 소스 안테나 선택 기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전송 안테나 선택 기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점대점 (point-to-point) 통신의 경우 채널 이득이 높은 안테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협력통신 시스템에서는 소스 (source)
노드로부터 목적 (destination) 노드로 신호가 전송되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 경로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복호 후
전달 (decode-and-forward) 프로토콜의 쌍 오류 확률 (pairwise error probability)의 상한 값을 이용하여 소스-목적 노드 채널뿐 아니라
소스-릴레이(relay)-목적 노드 채널과도 관계되는 새로운 소스 안테나 선택기법을 제안한다. 평균 비트 오류 확률 (bit error
probability)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는 제안한 소스 안테나 선택기법이 좋은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Ⅰ.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소스 (source), 릴레이 (relay)와 목적(destination) 노드가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협력통신 시스템을 고려한다. 이런 협력통신 시스
템의 소스 노드에서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면 시스템 성능을 높이는 다이
버시티 (diversity)를 얻을 수 있다. 다이버시티를 얻는 다중 안테나 전송
기법에는 시 공간 부호(space-time code) [1]-[3] 와 안테나 선택 기법
[4]-[6] 이 있다. 시 공간 부호는 좋은 다이버시티 성능을 얻지만 소스 노
드에서 안테나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싼 RF 체인도 안테나 개수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RF 체인을 하나만 사용하고 간단한 안
테나 선택 기법을 사용한다.
안테나 선택에 있어서 일반적인 점대점 (point-to-point) 통신의 경우 채
널 이득이 높은 안테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협력통신 시스템에서는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 노드로 신호가 전송되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 경
로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시스템의 경
우 소스-릴레이-목적 노드 채널과 소스-목적 노드 채널 두 경로가 존재하
게 되고 오류 성능 또한 두 경로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안테나 선택
기법도 점대점 통신처럼 단순하게 하나의 경로만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
식은 아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소스-릴레이-목적 노드 채널과 소스-목적
노드 채널에 대하여 어떻게 연합해서 고려해야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가? 본 논문은 논문 [7]에서 유도한 복호 후 전달 (decode-and-forward)
방식의 협력통신 시스템의 쌍 오류 확률 (pairwise error probability)의
상한 값으로부터 새로운 소스 안테나 선택 기법을 제안하고 모의실험으로
그 성능을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스, 릴레이와 목적 노드가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복호
후 전달 프로토콜을 고려한다. 첫 번째 시간슬롯에서 소스 노드는 심볼 
를 릴레이와 목적 노드로 전송하고 두 번째 시간슬롯에서 릴레이 노드는
복호한 신호를 목적 노드로 보낸다. 즉 첫 번째 시간슬롯에서 릴레이와 목
적 노드가 받은 신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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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와  ∼    는 각각 소스-릴레
이 노드 채널 계수와 소스-목적 노드 채널 계수를 의미하고
 ∼    와  ∼    는 각각 릴레이와 목적
노드에서의 잡음이다. 두 번째 시간 슬롯에서 목적 노드가
릴레이 노드로부터 받은 신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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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Ⅱ. 1

시스템 모델



 ∼  



(2)


소스 안테나 선택 기법

그림 1: 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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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논문 [7]의 쌍 오류 확률 결과를 이용하면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시스템
의 쌍 오류 확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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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은 심볼 성좌의 포인트 개수이고  은 심볼  와 거리가
제일 가까운 성좌의 포인트이다. (3)식의 쌍 오류 확률의 상한 값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min     를 최대화 하는 소스 노드의 안테나
를 선택한다.  와 는 각각 소스-목적 노드 채널과 소스-릴레이 노드 채
널 계수로서 소스 노드에서의 안테나에 따라 쌍으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소스 안테나 선택의 메트릭 (metric)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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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을 최대화하는 번째 안테나를 선택하면 수식 (3)의 시스템의
쌍 오류 확률의 상한을 최소화할 수 있고 따라서 평균 비트 오류 확률을
그림 2 : 소스 안테나 선택 기법의 비교
감소한다. 수식 (4)는 오류 확률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식은 소스목적 노드 채널이 제일 좋은 안테나를 선택하는 것도, 소스-릴레이 노드
채널이 제일 좋은 안테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닌  가 최대화 된 안테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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