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메시지 전달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User Association 방법
이홍주, 이상현, 이인규
고려대학교
e-mail: {honglee2335, sanghyunlee, inkyu}@korea.ac.kr

User Association based on Message Passing for
Wireless Powered Communication Networks
Hongju Lee, Sang Hyun Lee, Inkyu Lee
School of Electrical Eng., Korea Univ., Korea

요 약
본 논문은 멀티 셀 무선 전력 전송 통신 네트워크에서 전송률 합을 최대화 하도록 유저와 H-AP 간의 연결 방법과 상향
링크와 하향링크의 비율을 제안하였다. Non-linear combinatorial 문제를 메시지 전달 기법을 통해 낮은 복잡도로 최적
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Ⅰ. 서 론
최근 무선 전력 전송 기법을 이용하여 무선
디바이스의 수명을 늘리거나 전송률을 높이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멀티 셀
환경에서
Hybrid–APs(H-APs)가
하향링크로
다중
유저들에게 전력을 송신하고 각 유저들은 받은 전력을
이용하여 상향링크로 정보를 H-AP 로 송신한다. HAP 는 연결된 유저들에게 동등한 전력을 송신하며 각
유저들이 받는 수신 전력은 H-AP 에 연결된 유저 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각 유저들은 다른 유저들이 선택하는
H-AP 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의
전송률 합을 높이기 위해는 모든 유저가 모든 HAP 들의 무선 채널 정보를 파악하여 가장 좋은 H-AP 를
선택해야 한다. 유저와 H-AP 가 많은 멀티 셀
환경에서는 위의 계산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각 유저가 가까운 H-AP 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나 H-AP 에 연결된 유저 수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전체 정보 량을 높이기 어렵다. 또한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의 비율에 따라 각 유저들이
수신하는 전력이 변하기떄문에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의
비율에 따라서 유저와 H-AP 의 연결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지 전달
기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전송률 합을 최대화 하도록
유저와 H-AP 를 연결하는 분산적인 방법을 제안하였고
golden section search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의
상향링크와 하향링크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Ⅱ. 본론

본 논문에서는 K 개의 유저와 B 개의 H-AP, 각 HAP 에 연결 가능한 최대 유저 수는 U 개로 제한을
두었다. 각 유저는 하나의 H-AP 만 선택할 수 있으며
H-AP 와의 채널 정보는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유저는
내장 에너지원이 없으며 H-AP 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한다. 전체 네트워크의 전송률 합을
최대화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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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변수 𝑥𝑥𝑖𝑖𝑖𝑖 = 1 는 a 번째 유저가 i 번째 H-AP 와
𝜏𝜏𝑑𝑑 는
상향링크와
연결됨을
나타내며
𝜏𝜏𝑢𝑢 와
하향링크, 𝑤𝑤𝑖𝑖𝑖𝑖 는 a 번째 유저와 i 번째 H-AP 간의 상향,
하향
링크를
통한
수신
전력을
나타낸다.
본
시스템에서는 전체 시간 자원 블록을 1 로 가정하였고
유저가 H-AP 로 정보 전송 시,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상향 링크를 K 만큼 나누어서 전송한다. 상향링크와 하향
링크의 무선 채널은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 문제 (P1)은
연속 변수인 시간 변수와 이산 변수인 𝑥𝑥𝑖𝑖𝑖𝑖 가 결합되어
있으며 nonlinear integer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단계로 이루어진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의 변수를 임의의
값으로 고정시키면 문제 (P1)은 이산 변수를 찾는
최적화 문제가 된다. 유저와 H-AP 를 연결 하는
문제이므로 메시지 전달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 들을 정의할 수 있다[2]. 먼저 i 번째 HAP 에서는 유저에서 계산된 메시지 α𝑖𝑖𝑖𝑖 들 중 i 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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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값의 마이너스 값을 취한다. 여기서 t 는 메시지
기반 알고리즘의 업데이트 횟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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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𝛼𝛼𝑖𝑖𝑖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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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하여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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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4)

H-AP 가 유저를 결정하면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를
찾는 문제는 다음의 방법으로 풀 수 있다. 문제(P1)은
고정된 이산 변수 𝑥𝑥𝑖𝑖𝑖𝑖 에서 하향 링크에 대한 concave
임을 알 수 있다. 수식 (4)에서 정해진 변수 𝑥𝑥𝑖𝑖𝑖𝑖 의
값에서 (P1)의 시간 링크를 찾는 방법은 golden-section
search 방법을 이용하여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구한
시간 변수를 처음에 임의의 값으로 고정한 시간 변수에
업데이트하면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문제 (P1)은 시간 링크에 따라서 수식 (4)의 결정하는
유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위의 방법을 이용하면
네트워크 전송률 합을 최대화하는 상향, 하향링크와
유저와 H-AP 간의 연결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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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 대비 전송률
합을 최대화하는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MP 는 제안한
알고리즘, KD 는 클러스터 기법 중 대표적인 기법인 Kmedian 기법, MD 는 유저와 H-AP 가 가장 가까운
거리로 붙은 기법이다. H-AP 에 붙을 수 있는 유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안한 기법이 기존 기법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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