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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다중 엑세스 포인트 환경에서 전송전력, 수신필터, 엑세스 포인트 선정 최적화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최종목적은 신호대간섭비를 유지하면서, 전송전력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증명을 통해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최소전력에 수렴함을 보인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에 제안되었던 두 개의 알고리

즘인 1)전송전력과 최소제곱평균오차(MMSE) 수신필터 최적화 알고리즘, 2) 전송전력 최적화 알고리즘보다 

전송전력 소모량에서 성능이 우수함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키워드: 엑세스 포인트 선정(Access Point Selection), 

최소제곱평균오차(Minimum Mean Squared Error), 전송전력(Transmi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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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효과적인 전송전력관리는 통신시스템의 용량증대와 직접적인 관련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소모하는 전송전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간섭관리 기술인 1) 통신 링크의 송신단 전송전력, 2) 통신 

링크의 수신 필터, 3) 엑세스 포인트 선정을 동시에 최적화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기존 연구에서는 전송전력을 최적화[1] 하거나, M수신 필터와 

전송전력을 동시에 최적화 [2]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송전력, 수신 필터, 엑세스 포인트 선정을 동시에 최적화한다. 제안하

는 알고리즘이 기존에 제안되었던 알고리즘보다 소모하는 전송전력 

측면에서 성능이 우수함을 실험을 통해 보인다.

Fig. 1.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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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NR Convergence of Proposed Algorithm ( )

Target SIR=5 Target SIR=7

Proposed Algorithm 1.02 4.18

Algorithm 1 1.10 4.41

Algorithm 2 1.65 6.27

Table 1. Comparisons of Algorithms

III. The Proposed Scheme

최적화 문제는 식 (1)와 같으며, 단말들의 전송전력 소모량을 최적화

하는 것이다. 제한조건은 식 (2)과 같으며, 이는 식 (3)에서와 같이 

모든 그룹에 적용된다. 단말들에게 요구되는 신호대 간섭비는 

이다.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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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2) 

                                         (3)

는 번째 단말과 동일그룹 단말로부터의 간섭이다. 

 는 번째 단말과 다른 그룹 단말로부터의 간섭이다. 

는 노이즈이다. 구체적으로, 식 (4),(5),(6) 과 같다.

  
∈




                         (4)

   
∉ 




                      (5)

  



                                (6)

Proposed Algorithm

Step 1. 초기 전송전력, 초기 수신필터 설정

               ,  

Step 2. 각 단말(  )은 최적의 엑세스 포인트 선택

 


min



Step 3. 최적의 수신 필터  
선택 

 
min





Step 4. 전송전력 업데이트

      

Step 5. 전송전력벡터 수렴 확인

     If   ≠  ,

      

         Go to Step 2

     else

         Go to Step 6

Step 6.  END

IV. Conclusions

전송전력, 수신필터, 엑세스 포인트 선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송전

력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

은 목표로하는 신호대 간섭비에 빠르게 수렴하고, 전송전력만을 최적

화하는 알고리즘, 전송전력과 수신필터만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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