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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릴레이가 존재하는 협력 통신 환경에서 릴레이 노드들의 신뢰도 정보를 이용한 릴레이 선

택 기법을 고려한다. 먼저, 신뢰도에 따라 릴레이 노드들이 송신단의 정보 전송을 도와주는 경우와 전송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 모두를 고려한 정보 전송률의 기댓값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주어진 신뢰도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단에서 

달성 가능한 정보 전송률의 기댓값을 최대화하는 릴레이 선택 기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

안하는 릴레이 선택 기법이 릴레이 노드의 신뢰도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기존의 릴레이 선택 기법과 비교하여 더 우

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for a cooperative communication system with multiple relays, we consider a relay selection method by 
exploiting the trust degree information of relay nodes. In the cooperative communication system, we interpret the trust 
degree of relays as the probability that relay help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We first 
provide an expected achievable rate at the receiver by taking into account the both cases that the relay helps the 
transmission of transmitter and the relay does not help the transmission of transmitter according to its trust degree. For 
given trust degree information, we propose an efficient relay selection method to maximize the expected achievable 
rate at the receiver. For the various configurations, the simulation results confirm that the proposed relay selection 
method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relay selection method, which does not consider the trust degree of relay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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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협력 통신은 무선 통신 환경에서 채널 페이딩(fading)

과 간섭의 영향을 줄이고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

한 주요 기술로 연구되어 왔다[1]. 기존의 협력 통신 시

스템에서는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선 

채널의 상태와 신호대잡음비(signal-to- noise ratio, 

SNR)와 같은 물리적 통신 요소를 고려해서 릴레이 노

드를 선택했다. 그러나 실제로 선택된 릴레이 노드가 

언제나 협력 전송에 참여하여 정보 전송에 도움을 준다

고 보장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시스템 내의 사용자들

이 협력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의 정보 전송을 도와주는 

사용자 릴레이 통신을 생각해보자. 사용자 릴레이 시스

템에서 선택된 릴레이 노드는 다른 사용자의 정보 전송

에 소모되는  자신의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 또는 

악의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의 통신을 두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 통신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달받은 정보

를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차세대 협력 통신 

시스템에서는 무선 채널 상태와 같은 물리적인 요소뿐

만 아니라, 협력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신뢰도(trust 

degree)와 같은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또한 고

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해야한다[2].

최근에는 다양한 통신 환경에 대해서 통신에 참여하

는 노드 간의 사회적 관계를 적용한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5]. [3]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물리적 채널 환경 모두를 고려하여, 다양한 시

스템에서 구성원들 각자의 유틸리티를 최대화하기 위

한 사회적 그룹 유틸리티 최대화(social group utility 

maximization, SGUM) 게임 구조를 제시하였다. [4, 5]

에서는 통신에 참여하는 노드의 신뢰도 정보를 이용한 

효과적인 통신 기술들이 연구되었다. 먼저 [4]에서는 무

선 보안 통신 시스템에서 노드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통

신의 보안성과 전송효율을 향상시키는 협력 전송 기술

을 제안하였다. [5]에서는 다중 안테나 협력 통신 환경

에서 릴레이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협력 정보 전송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빔형성(beamforming) 기법이 설계되

었다. 그러나 [5]에서는 하나의 릴레이만이 존재하는 단

순한 협력 통신 환경이 고려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릴레이 노드가 존재하는 협력 

통신 환경에서 무선 채널 상태와 노드의 신뢰도 정보를 

동시에 고려한 릴레이 선택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

에서 고려되는 노드의 신뢰도 정보는 각 노드가 협력 

통신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정도를 수치화 한 

것으로 수학적으로는 협력 통신에 참여하는 확률로 고

려된다. 먼저, 이와 같은 신뢰도 정보에 따라 릴레이 노

드가 협력 통신을 통해 송신단의 정보 전송을 도와주는 

경우와 전송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의 확률을 모두 고려

한 정보 전송률의 기댓값을 구한다. 다음으로 주어진 

신뢰도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정보 전송률의 기댓

값이 최대화되는 릴레이 선택 기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기법에서 노드들의 신뢰도 정보와 무선 채널 상태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다. 

Ⅱ.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한 개의 송신단(Tx)과 

수신단(Rx) 그리고 N개의 릴레이 노드(r1, r2, ... , rN)들 

이 존재하는 협력 통신 환경을 고려한다. 송신단은 송

신단과 수신단사이의 무선 채널 를 통해 수신단에 정

보를 전송하는데,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직접 채널은 

상태가 열악하여 정보 전송이 불안정하고, 높은 전송률

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송신단은 정보 전송의 안

정성과 전송률을 높이기 위해 N개의 릴레이 노드 중 하

나의 릴레이 노드를 선택해서 협력 전송을 시도한다. 

이 때 N개의 릴레이 노드들은 직접 채널 보다 더 좋

은 채널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선택한 릴레

이 노드가 협력에 참여하는 경우, 릴레이 노드는 전

이중(full-duplex) DF(decode-and-forward) 방식을 통

해 송신단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수신단에게 전달한

다.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무선 채널  ∼
 은 

전송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채널 이득을   

로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릴레이 노드들이 일정한 지역 안에 위치하

고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송신단과 n-번째 릴레이 노

드 사이의 무선 채널은  ∼
 로써 각 릴레이 마

다 독립적이고 동일 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 

distributed, i.i.d.)를 따르며, 채널 이득은   

로 

나타낸다. 또한 n-번째 릴레이 노드와 수신단 사이의 채

널은  ∼
 로 표현하고 i.i.d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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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째 릴레이 노드와 수신단 사이의 채널 이득은 

  

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의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Fig. 1 Cooperative communication system with multiple 
relays and trust degree information

본 논문에서는 협력 통신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각

자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4,5]. 통신 시

스템에서 신뢰도는 ‘어떤 노드가 시스템에서 사전에 

약속된 대로 동작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된

다[7]. 따라서 협력 통신 시스템에서는 신뢰도가 ‘송신

단이 릴레이 노드에 협력 전송을 요청한 경우에 그 릴

레이 노드가 약속된 대로 협력 전송에 참여할 것으로 

믿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노드의 신

뢰도는 그 노드의 과거 행동들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관찰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량화될 수 있다[2]. 

각 노드의 신뢰도는 [8]에서 peer-to-peer(P2P) 환경에

서 제시한 기법 등과 같이 분산적인 방식을 통해 정량

화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n-번째 릴레이 노드의 

신뢰도를 ‘송신단에서 n-번째 릴레이 노드에 협력 전

송을 요청했을 때, n-번째 릴레이 노드가 협력 전송에 

참여할 확률’로 정의하고[5],   (≤ ≤)으로 나타

낸다. 본 논문에서는 송신단에서 각 릴레이 노드의 채

널 이득에 대한 정보와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송신단에서 채널 정보와 신뢰

도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릴레이를 선택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Ⅲ. 신뢰도 기반의 릴레이 선택 기법

협력 통신 시스템에서 n-번째 릴레이가 협력에 참여

해서 전이중 DF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달

성 가능한 정보 전송률은 수신단과 릴레이에서 각각 달

성 가능한 전송율의 최소값으로 주어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


  min                   (1)

수식 (1)에서   과   은 각각 n-번째 릴레

이 노드와 수신단에서 달성 가능한 전송율을 의미하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og                     (2)

    log                 (3)

위 수식에서 과 는 송신단과 n-번째 릴레이 노드

가 각각 전력 와 으로 전송할 때의  송신 신호대잡

음비로  과  와 같다. 기존의 릴레이 

선택 기법은 선택한 릴레이 노드가 항상 협력 전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전송률 (1)을 최대하도록 릴레이

를 선택했다. 즉, 릴레이 노드의 무선 채널 과 의 상

태만을 고려해서 릴레이를 선택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

서는 각 릴레이 노드가 신뢰도에 따라 확률적으로 협력 

통신에 참가하기 때문에 무선 채널의 상태뿐만 아니라 

릴레이 노드의 신뢰도 정보를 고려해서 릴레이를 선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택된 릴레이가 협

력 통신에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달성 가능한 전송률의 기댓값을 바탕으로 릴

레이를 선택한다. n-번째 릴레이를 선택한 경우, 릴레이 

노드는 의 확률로 협력 통신에 참여하므로, 이 경우

에만 (1) 전송률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에 의 확

률로 협력 통신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릴레이 노드

의 도움 없이 송신단의 직접 전송을 통해 정보를 전송

한다. 따라서 n-번째 릴레이를 선택한 경우의 달성 가능

한 전송률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i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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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에서 는 송신단의 직접 전송을 통해 수

신단에서 달성 가능한 전송률로써 다음과 같이 얻어

진다.

  log                            (5)

따라서 무선 채널 상태와 노드의 신뢰도를 모두 고려

하여 협력 통신을 통해 달성 가능한 전송률의 기댓값을 

최대화하는 릴레이 선택 기법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argmax

∈                  (6)

릴레이 선택 기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먼저 (4)를 다

음과 같이 다시 표현해 줄 수 있다. 

   min        
min        
               (7)

위 수식에서 는 릴레이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가지

는 값이므로 (6)은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될 수 있다.

 
argmax

∈                   (8)

위 수식의   은 주어진 채널 상태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채널 상태가 

 ≥ 


를 만족하는 경우,   이 다음

과 같이 얻어진다.

    log
      (9)

반면에 채널 환경이  ≥ 


를 만족하는 경

우에는   이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log
   (10)

추가적으로 선택의 복잡도를 줄이고 릴레이 선택 기

법에서 채널 상태와 신뢰도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 높은 신호대잡음비(high SNR) 근사화를 

사용한다. 송신단과 릴레이 노드의 송신 신호대잡음비

가 1보다 매우 큰 환경, 즉  ≫과  ≫이 만족하는 

환경을 가정한다. 이와 같이 높은 신호대잡음비 영역에

서 신호대잡음비가 1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9)와 (10)

에서 1은 생략되고, (9)와 (10)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근사

화된다.

  ≈log
  log

 


           (11)

    ≈log
  log

 


   (12)

최대화 문제에서 log함수는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

으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따라서 (11)과 (12)를 이용하

여, 높은 신호대잡음비 근사화를 통해 얻어진 최종 릴

레이 선택 기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rgmax

∈    










 



 if  ≥ 




 



 

(13)

위의 수식 (13)을 통해 제안된 릴레이 선택 기법과 

기존의 채널의 영향만을 고려한 릴레이 선택 기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채널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선택

에 반영된 기존의 릴레이 선택 기법과는 다르게 제안

된 신뢰도 기반의 릴레이 기법에서는 채널 상태가 신

뢰도만큼 거듭제곱된 형태로 선택에 반영된다. 노드들

의 신뢰도는 항상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신

뢰도가 릴레이 선택에서 채널 상태의 영향을 신뢰도의 

양 만큼 줄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신뢰도가 매우 높

아 1에 가까운 노드의 경우 채널 상태가 그대로 선택에 

반영되는 반면 신뢰도가 낮은 노드의 경우 채널의 상

태가 좋아도 낮은 신뢰도의 양만큼 채널의 영향이 줄

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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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의 직접 채널의 

평균 채널 이득을 
 dB로 결정하였고, 송신단-릴

레이 그리고 릴레이-수신단 사이 채널의 평균 채널 이

득을 
  

  dB로 결정하였다. 그림3을 제외하고 

각 릴레이의 신뢰도는 0부터 1 사이에서 균일한 확률

(uniform distribution)로 생성하였다. 각 릴레이 노드는 

생성된 신뢰도에 따라 확률적으로 협력 통신에 참여

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몬테카를로(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릴레이 선택 

기법을 비교하였다.

⦁ Optimal relay selection : 신뢰도와 채널 환경 모두를 

고려하여 릴레이를 선택하는 기법.

⦁ Proposed relay selection : 신뢰도와 채널 환경 모두를 

고려하고, 근사화를 통해 릴레이를 선택하는 기법

⦁ Conventional relay selection : 기존의 기법으로 채널

의 영향만을 고려하여 릴레이를 선택하는 기법

그림 2는 송신 신호대잡음비에 따른 릴레이 선택 기

법의 달성 가능한 전송률을 보여준다. 릴레이의 개수는 

10개로 가정하였다. 전송율은 의 채널을 생성하여 

그 평균값으로 얻어진다.

Fig. 2 Achievable rate vs. SNR with 
 dB, 


  

  dB, .

그림 2를 통해 모든 신호대잡음비 영역에서 신뢰도 

기반의 릴레이 선택 기법들로 기존 채널 영향만을 고

려한 릴레이 선택 기법보다 높은 전송률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협력 통신 시스

템에서는 채널의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신뢰도가 낮

은 경우에는 낮은 확률로 협력 통신에 참여하기 때문

에, 달성 가능한 전송률이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협력 통신 시스템에서는 무선 채널의 영향뿐만 

아니라 릴레이 노드의 신뢰도 정보를 모두 이용해서 

릴레이를 선택해야 높은 전송률을 달성할 수 있다. 또

한 근사화를 통한 릴레이 선택 기법의 성능이 최적의 

릴레이 선택 기법의 성능에 매우 근접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Achievable rate vs. Number of relays with 

 dB, 

  
  d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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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chievable rate vs. minimum of trust degre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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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협력 통신 시스템 내의 릴레이 노드의 수와 

달성 가능한 전송률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3에서 신

호대잡음비는  dB로 가정한다. 그림 3에서 모

든 릴레이 선택 기법에서 릴레이 노드의 수가 증가할수

록 협력 다이버시티(diversity)의 증가에 의해 달성 가능

한 전송률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뢰도

를 고려한 릴레이 선택 기법에서의 전송률의 증가량이 

채널 영향만을 고려한 기존 릴레이 선택 기법에서보다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기법에서는 릴

레이 노드의 채널에 대한 다이버시티 이득만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에, 제안된 신뢰도 기반의 릴레이 선택 기법

에서는 기존의 채널에 대한 다이버시티 이득뿐만 아니

라, 릴레이 노드들의 신뢰도에 대한 다이버시티 이득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는 신뢰도가 전송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다. 그림 4에서는 모든 릴레이 노드들이 신뢰도의 최소

값 

을 가진다. 즉, 릴레이 노드의 신뢰도가 


≤ ≤

에서 동일한 확률로 생성되었다. 그림 4를 통해 신뢰도

의 최소값이 커질수록 제안된 기법과 기존 기법의 성능

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뢰도의 최소값

이 커질수록 모든 릴레이 노드들이 높은 확률로 협력 

통신에 참여하게 되고, 따라서 릴레이 선택에서 채널의 

영향이 점점 중요하게 된다. 즉, 노드들의 신뢰도의 차

이가 큰 경우에 신뢰도 기반의 릴레이 선택 기법이 효

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과 4를 통해 본 

논문에서 신호대잡음비 근사화를 통한 릴레이 선택 기

법의 성능이 최적의 릴레이 선택 기법의 성능에 매우 

근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근사화를 통해 

릴레이 선택 기법의 복잡도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릴레

이를 선택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릴레이 노드가 존재하는 협력 

통신 환경에서 신뢰도를 고려한 릴레이 선택 기법을 제

안하고,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신뢰도 기

반의 릴레이 선택을 위해 신뢰도에 따른 협력 통신 전

송률의 기댓값을 제시하였고, 제안된 릴레이 선택 기법

을 통해 무선 채널과 노드의 신뢰도가 릴레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뢰도 

기반의 릴레이 선택 기법으로 기존의 릴레이 선택 기법

보다 높은 전송률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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