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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우리는 해양 애드혹 네트워크 상에서 각 송신단 노드가 수신단 노드로 정보 전달 시 전송률 최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송신단 노드들로부터 들어오는 간섭을 고려한 채널 양자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이에 대한 성능을 보였다.

Ⅰ. 서 론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척도 중
하나는 전송률이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전송률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기존의 페이딩 채널에서 점간 통신에서의
달성 가능한 전송률에 대한 연구는 [1]과 [2]에서
진행되었다. [1]에서는 송신단 노드에서 완벽한 채널
상태 정보를 (CSI)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 파워 조건에
따른 달성 전송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채널 상태 정보를 송신단 노드가 알고 있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2]에서는 송신단 노드에서
부분 채널 상태 정보가 이용 가능한 상황, 즉 양자화한
채널 상태 정보의 귀환을 통해서 주어진 파워에 따른
달성 가능한 전송률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부분 채널
상태 정보 귀환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러한 연구들은 애드혹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송신단
노드들이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러 송신단 노드들의 동시 전송에 따른 간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간섭을 고려하여 해양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합한
부분 채널 상태 정보 귀환 방법을 제안하고 이때의 달성
가능한 전송률을 최대화하였다. 모의 실험을 통해서
주어진 네트워크 환경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 전송률을
보였고 네트워크 환경이 좋을수록 완벽한 채널 상태
정보를 사용하는 것 대비 부분 채널 상태 정보의 귀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능 갭이 감소함을 보였다.

Ⅱ. 본론
A.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수신단 노드들이 큰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 내에 λ 의 밀도로 2 차원의 포아송 포인트

프로세스 (PPP)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다.
또한 송신단 노드들은 각 수신단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R 이란 커버리지 안에 다수가 존재하고 시간 분할
방식과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병합한 맥 프로토콜을
통해서 자신의 수신단 노드에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한다. 그림 1 은 앞서 설명한 네트워크
모형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R

수신단 노드
송신단 노드

그림 1. 해양 애드혹 네트워크의 간략한 모형

B. 해양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간섭을 고려한 양자화
방법 및 달성 전송률
본 논문에서 양자화 대상은 거리와 경로 손실을
고려한 자기 채널 파워 대비 간섭으로 들어오는 채널
파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신호 대비 간섭 비율
(SIR)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독립 동일 분포 레일리
페이딩 (i.i.d rayleigh fading)을 갖는 채널 파워 확률
변수 χ 가 exp(1)을 따르고 경로손실을 α 로 정의하였을
때 거리 d 에 따른 SIR 인 γ 은 식 (1)과 같이 정의되고
[3]을 이용하면 식 (2)와 식 (3)같은 누적 분포 함수과
확률 분포 함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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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α = 2π 2 / (α sin(2π / α )) 이다. [2]를 이용하여
달성 가능 전송률 목적 함수를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여기서

max ∑ i =0 [ F (γ ib+1 ) − F (γ i )]log(1 + γ i P)
K −1

{γ i ,γ ib }

s.t. γ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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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γ i ≥ 0,s.t. γ i − γ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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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γ i , γ ib 는 스칼라 레벨로 채널 양자화한 구간 내의
대표 값과 구간의 끝 값들을 의미한다. 즉, γ ib ≤ γ < γ i 일
경우 아웃티지가 발생하게 되고 달성 전송률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아웃티지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γ i = γ ib 이 성립된다. Karush-Kuhn-Tucker
(KKT) 조건에 의해서 식 (4)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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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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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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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γ −1 = 0, γ K = ∞ 를 가진다. 식 (5)를 이용하여 {γi}는
γ0 의 함수 형태로 표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고 달성 전송률 함수 식 (4)가 최대화가 되도록
γ0 의 값을 수치 조사를 통해서 찾게 된다.

C. 모의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해양 애드혹 네트워크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경로손실 α 를 2.5 로 고정하였다. 또한 수신단
노드 밀도 λ 와 커버리지 R 에 의해서 정의되는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하였다. 그림 2 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달성 전송률 값을 완벽한 채널 상태 정보를 알
때와 귀환을 통한 부분 채널 상태 정보를 알 경우의
성능을 비교해놓았다. 귀환 정보 비트수가 증가할수록
완벽한 채널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달성
전송률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갭이
네트워크 환경이 좋을수록 (수신단 노드 밀도↓,
커버리지 ↓)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수신단 노드와 송신단 노드가 존재할 때 서로간의
간섭을 고려한 채널 양자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최대 달성 가능한 전송률을 보였다.

그림 2. 주어진 수신단 노드 밀도 λ 와 커버리지 을 갖는
해양 애드혹 네트워크 내에서 SNR 에 따른 달성 전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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