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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millimeter wave 주파수 대역의 단일 radio frequency (RF) chain 을 갖는 무선 통신 시
스템에서 기존 RF 빔선택 기법에서 발생하는 숨은 노드 문제에 대해 빔선택 지연시간을 늘리
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RF 빔선택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기법과
기존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고,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한다.

안테나를 갖는 mmWave 통신 시스템을 가정한다.

I. 서 론

이 경우 mmWave 채널 행렬 H Î £ r t 는 다음과
같이 N p 개의 전송경로를 갖는 형태로 표현될 수
N ´N

최근 높은 전송률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millimeter wave (mmWave)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mmWave 시스템은 매우 짧은 파장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므로 많은 안테나 소자들을 작은 폼
팩터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많은 안테나 소
자들을 활용한 빔포밍 기법 [1], [2]을 잘 적용하게
되면 mmWave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큰 경로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들은 기지국에서 모든 채
널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에만 적용이 가능하
기 때문에, 채널 정보를 알기 어려운 mmWave 시스
템에서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IEEE 802.11ad WLAN standards 에서 채널 정
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연속적인 하향-상향링크 RF
섹터 스윕을 통해 최적의 RF 빔을 찾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3]. 하지만 상향링크에서의 RF 섹터 스윕
의 경우, 단말의 낮은 송신전력과 낮은 안테나 이득
에 의해 단말의 훈련신호가 기지국에 도달하지 못
하는 숨은 노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수신 RF 빔 쌍을 전부다 찾
아보는 full search 기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빔선택
지연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빔선택 지연시간을 증가시키지 않으
면서 숨은 노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RF
빔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있다 [4] .
Np

H = å ll a r ,l atH,l
l =1

여기서

은 l 번째 전송경로의 복소 이득이고,

a r ,l , at ,l 은 각각 l 번째 전송경로에 해당하는 수신/송
신 array response 벡터이다. 편의를 위해

{li } 는

내

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IEEE 802.11ad standards 에서 제안한 RF 빔선택 기
법은 위와 같은 채널 H 가 주어졌을 때, 연속적인
하향-상향링크 RF 섹터 스윕을 통해 최적의 송수신
RF 섹터를 찾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하향
링크에 대해서 기지국이 RF 섹터를 순차적으로 바
꿔가며 훈련신호 [5]를 전송하고 단말은 이를 quasiomni 모드로 수신한다. 이 때 단말에서 수신하는 i
번째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
yDL,i = w omni
Hfi sDL + nDL,i

여기서

w omni 는 단말이 사용한 quasi-omni 모드 수

신 벡터 [3]이고,

fi 는 기지국의 i 번째 섹터에 해당
하는 송신 벡터이다. 또한 sDL 은 하향링크 훈련신
호이고 nDL,i 는 i 번째 타임슬롯에 작용한 잡음이다.
단말은 다음 수식을 이용해 기지국의 최적 섹터를
찾는다.

II. 본 론

argmax g DSS,i

본 논문에서는 기지국과 단말이 모두 단일 RF
chain 에 연결되어 있고, 각각

ll

N t , N r 개의 송수신

{fi ÎF }

여기서

H
g DSS,i = PBS w omni
Hfi

이고, F 는 미리 정

의된 RF 섹터 코드북이다.

PBS 는 기지국에서 훈련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송신전력이다. 단말은 상
향링크 RF 섹터 스윕을 수행할 때 기지국의 최적
섹터를 피드백 해준다. 상향링크 섹터 스윕은 기지
국과 단말이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진행하게 된다.
이 때, 기지국은 위와 같이 수신신호들의 세기를 비
교해 단말의 최적 섹터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상
향링크 섹터 스윕 과정에서 단말의 낮은 송신전력
과 낮은 안테나 이득에 의해 훈련신호가 기지국까
지 도달하지 못해, 빔선택 알고리즘이 실패하는 경
우가 생긴다. 이러한 숨은 노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빔선택 기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숨은 노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 상향링크 섹터 스윕을 수행하는 대신, 하향링크
섹터 스윕을 한 번 더 수행해 기지국과 단말의 최
적 섹터를 찾는다. 첫 번째 하향링크 섹터 스윕은
기존의 알고리즘과 같으므로 이를 이용해 단말이
기지국의 최적 섹터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하향
링크 섹터 스윕에서는 단말이 quasi-omni 모드로 수
신하지 않고, 단말 또한 기지국의 송신 섹터 스윕에
맞춰 수신 섹터를 스윕한다. 이 경우 단말에서 i 번
째 타임슬롯에 수신한 신호의 세기

'
g DSS,i
는

다음과

같다.
'
H
g DSS,
i = PBS w i Hfi

첫 번째 하향링크 섹터 스윕에서 구한

(1)

g DSS,i 와

(1)

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선택 메트릭을 제안
한다.
g'
w H Hfi
Ti = DSS ,i = Hi
g DSS ,i w omni Hfi
이를 이용해서 단말은

Ti 를 최대로 하는 자신의 수

신 섹터를 최적 섹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존의
기법과 마찬가지로 두 번의 연속적인 섹터 스윕을
통해 기지국과 단말의 최적 송수신 섹터를 결정했
기 때문에 빔선택 지연시간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
만, 기지국의 높은 송신전력과 안테나 이득을 활용
하기 때문에 기존 기법에서 발생하는 숨은 노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III. 시뮬레이션 결과 및 결론
본 시뮬레이션 파트에서는 현실적인 mmWave
시스템을 가정한다. 우선 기지국과 단말이 각각
N t = 16 , N r = 8 개의 안테나 소자를 갖고, 그것들이
uniform linear array (ULA)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또한,
시스템 주파수 대역과 잡음 지수를 각자 500 MHz 와
7dB 로 설정하고 기지국의 송신전력 PBS = 40 dBm 으
로 설정한다. 그리고 기지국과 단말 이 모두 8 개의
섹터를 후보로 갖고, 그것들이 120°의 방위각을 채
운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채널의 경로손실은

그림 1. 기지국과 단말 사이의 거리에 따른 평균 전송률 비교

PL [dB] = 32.5 + 20 log10 f + 20 log10 D 와 같이 설정
한다. 여기서

f 는 반송주파수로써 60 GHz 로 고정

시켰고, D 는 기지국과 단말 사이의 거리이다.
그림 1 은 N p = 4 이고 l1 / l2 = 10 dB 인 mmWave
채널에서 기지국과 단말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며
평균 전송률을 비교해 그린 것이다. “Random
selection” 기법은 단말의 최적 섹터를 임의로 결정
하는 것으로 전송률 성능의 하한을 보인다. 기지국
과 단말이 아주 가까운 경우, 기존의 기법의 성능과
“Full search” 기법의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거
리가 멀어짐에 따라 심각한 성능 열화를 겪는다. 하
지만 본 논문이 제안하는 기법은 거리가 멀어져도
상대적으로 적은 성능 열화를 보인다. 이를 통해 제
안하는 기법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숨
은 노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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