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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dentify key parameters affecting the throughput of the relay network based on IEEE 802.16j. we propose IEEE
802.16j modeling to evaluate performance for asymmetric traffic environment. Our modeling is very useful for predicting the
downlink throughput. To maximize IEEE 802.16j throughput, we also propose performance enhancement scheme to find the frame
ratio between DL access zone and DL relay zone, and the data ratio between MR-BS access link and relay link. We show that system
throughput with our scheme is more highly achieved than traditional fixed frame scheme.
Keywords : IEEE 802.16j, dynamic frame structure, performance

1. 서 론

시스템의 많은 파라미터들을 중에서 일부만을 다루고
있고 또한 매 프레임 마다 자원할당을 위한 계산을 하

IEEE 802.16j[1]는 기존 IEEE 802.16-2009[2]에 전송율
과 전송거리 확장을 위해 Relay Station(RS)을 도입하였
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DL subframe 과 UL

기 때문에 이는 시스템에 심각한 오버헤드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6j 비대칭 트래픽 환경에

subframe 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레임 구조에서 릴레이

서 전송하고자 하는 총 데이터 양, 데이터 비율, 단말들

통신을 위해 각 subframe 을 access zone 과 relay zone 으

의 수신신호 세기, RS 의 수 등 전송율에 영향을 미치는

로 나누어 멀티홉 통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핵심 파라미터들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3]에서는 IEEE 802.16j 기반에서 RS 의 수와 송신

전송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전송시간을 시스템 성능평

파워와의 관계에 대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IEEE

가 지표로 삼았다. 또한 시스템 레벨에서 시스템 상황

802.16j 의 전송율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파라미터들 중

에 따라 시스템 성능을 최대화 하기 위한 DL access

일부인 RS 의 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이 파라미터

zone 과 DL relay zone 의 비율을 동적으로 정하는 기법을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링의 일부분이다. 그 외

제안하고 기존의 고정된 프레임 비율보다 전체적인 시

많은 IEEE 802.16j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주파수 재

스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인다.

사용을 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IEEE 802.16j 의 access zone 과 relay zone 의 비율에 따

2. 파라미터 정의

라 성능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4][5][6]. 하지만
[4]에서는 access zone 과 relay zone 의 비율은 시스템 성

그림 1 은 1 개의 MR-BS 와 2 개의 RS 로 구성된

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변화한다고 언급만 하였을 뿐 그

IEEE 802.16j 네트워크 셀을 보여주고 있다. MR-BS 는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5]에서는 현재 트래픽 요청양

MR-BS 액세스링크를 통해 MS1/MS2 에게 직접 데이터

과 서브채널 전송율에 기반하여 액세스 존과 릴레이 존

를 전송하고 릴레이 링크를 통해 RS1 과 RS2 에게 데이

의 길이를 계산하는 휴리스틱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6]

터를 전송한다. RS1 과 RS2 는 RS 액세스링크를 통해

에서는 이전 프레임의 릴레이 존에 할당된 자원을 현재

MS3/MS4 와 MS5/MS6 에게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와 같

프레임의 액세스 존의 길이와 릴레이 존의 길이를 결정

이 MR-BS 는 MR-BS 액세스링크와 릴레이링크를 통해

하는 휴리스틱한 동적 프레임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하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송하고자 하는 전

였다. 하지만 [5]와 [6] 모두 IEEE 802.16j
“이 논문은 2010 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

체 데이터양 중에서 MR-BS 액세스링크를 통해 전송되
는 데이터의 비율을  로 두었다. 당연히 (1   ) 는 전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송하고자 하는 전체 데이터의 양 중에서 릴레이링크를

(2010-001588)”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비율이 된다.  는 0    1 의

범위를 가진다. 예를 들면, 전송하고자 하는 전체 데이

하는데 필요한 시간 TRELAY 는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터의 양을 N 으로 둔다면, MR-BS 액세스링크를 통해

다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은 N 이 되고 릴레이링크를 통
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은 (1   ) N 이 된다.
또한 우리는 MR-BS 에서 릴레이링크를 거쳐 각 RS i
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비율을  i 로 두었다. 예를 들면,

RS1 과 RS2 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비율을  1 과  2 로
둔다면 RS1 과 RS2 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은 각각
(1   ) N 1 과 (1   ) N 2 가 된다.  는 0    1 의 범위

TRELAY ( , r , k , N , D BM , D RM , D BR , L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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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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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X 함수의 첫번째 항목은 BS-access 링크, 두번째
항목은 RS-access 링크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항목은

αN

relay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프레임
MS1

수를 나타낸다.
MS2

(1-α)N
(1-α)Nθ1

MR-BS

3.2 성능 향상 기법

(1-α)Nθ2

IEEE 802.16j 는 프레임 구조에 따른 전송과 고정된
프레임의 비율로 인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

RS1

성능저하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그림 3 과 같이 BS

RS2
MS4

MS3

MS6

MS5

액세스링크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수가 가장 많아 전송시
간이 가장 길어지므로 이 BS 액세스링크에서의 데이터
전송시간이 IEEE 802.16j 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IEEE

그림 1. IEEE 802.16j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 정의

802.16j 의 성능을 최대화(데이터 전송시간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BS 액세스링크의 프레임 수를 줄임과 동

그림 2 는 IEEE 802.16j 의 프레임 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DBM , DRM 그리고 DBR 은 DL subframe 을 모두 사

시에 릴레이 링크 또는 RS 액세스링크의 프레임 수를

용할 경우 BS 액세스링크, RS 액세스링크 그리고 릴레

반대로 RS 액세스링크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수가 가장

이 링크에서 수신 신호세기에 따른 한 프레임 데이터

많을 경우 BS 액세스링크와 릴레이 링크의 프레임 수

전송양을 나타낸다.DL 액세스 존의 프레임 비율을 r 로
두고 DL 릴레이 존의 비율은 (1  r ) 로 두었다. r 은

와 맞추어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적절히 늘려 모든 링크의 프레임 수를 같게 해야 한다.

Frame k

0  r  1 의 범위를 가진다. 한 프레임의 길이는 LoF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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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EEE 802.16j 프레임 구조

3. 시스템 모델링과 성능 향상 기법
3.1 제안 성능 평가 모델링

IEEE 802.16j 의 전송은 기존의 TDMA 방식과 달리 각
링크의 전송이 시간 순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한 프레임에서 모든 링크의 전송이 이루어진다. 전송시
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TDMA 방식은 각 링크의 전송시
간의 합이 전송시간이 되지만, IEEE 802.16j 에서는 가장
많은 프레임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링크가 전체 전송시
간을 결정한다.
따라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총량 N 을 전송

t

그림 3. IEEE 802.16j 프레임 구조

이를 위해 (3)에서 주어진 조절 가능한 파라미터는
과

이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은

과

의 변화에 따른 각 링크에서 전송에 사용되

는 프레임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와

의 변화에 BS-access 링크와 릴레이 링크가 상반

되게 변화한다. 이에 이 두 링크의 길이를 같게 하고
이를

에 대해서 정리하면 (2)와 같다.

  f (r ) 

최적의

1
DBR 1 DBR
1

DBM r DBM

을 구하기 위해 이번에는

(2)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만약 r 이 증가한다면, 릴
의 변화에 상반

되게 움직이는 릴레이 링크와 RS-access 링크 사이의 프
레임 수를 같게 하고 이를

Toptimal 과 Tmin-calc 는 case 1 보다 case 2 에서 r 과  가
레이 링크의 전송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가 감소한
다면 릴레이 링크의 전송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에 대해서 나타내면 (3)와

같다.

5. 결론 및 추후과제

1

r

1

(3)

1 D RMk
 k DBR

(3)를 (2)에 대입 대입하여

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것은(4)과 같다.

1

성능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성능 향상기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고정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보다 항상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1



본 논문에서는 비대칭 트래픽 환경에서 IEEE 802.16j
의 전송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4)

1 DRMk
 k DBM

보였다. 이를 사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추후에는 IEEE

(3)과 (4)에서 구한 r 과  가 IEEE 802.16j 의 전송시

802.16j 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파라미터에 대해
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성능 평가 기법을 개선을

간을 최소화 하기 위한 최적의 값이다.

할 예정이다.
4. 성능 평가
본 절에서는 제안한 IEEE 802.16j 의 성능향상 기법과
기존의 고정 프레임 구조에서의 성능을 MATLAB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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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 성능 향상기법과 기존 고정 프레임 구조에서
의 IEEE 802.16j 성능 평가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