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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Non-convex 최적화 문제의 복잡도를 완화하도록 해주는 오목함수 결정규칙을 제안한다. 전송용량을 나

타내는 유틸리티 함수는 신호와 간섭의 함수이며, non-convex이다. 유틸리티 함수를 간섭관점에서 분석한다. 

‘상대간섭’과 ‘간섭주요화’를 정의한다. 상대간섭은 D2D 수신단에서의 간섭레벨을 나타낸다. 간섭주요화는 

간섭을 주요간섭으로 간략화한다. 간섭주요화를 기반으로 하는 오목함수 결정규칙을 제안한다. 실험결과를 

통하여 유틸리티 함수는 상대간섭 0.1 이하에서는 오목함수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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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적화 해법이 복잡한 Non-Convex Optimization 문제를 간섭분석

을 적용하여, 간섭구간에 따라 Convex Optimization 으로 해결하도록 

Concave Function Decision Rule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간섭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간섭분석에 의하면, Utility Function 자체는 

Non-Convex Optimization 문제이지만, 간섭구간에 따라 Convex 

Optimization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간섭분석을 위하여 

‘Relative Interference’와 ‘Interference Majorization을 정의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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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Model

일반적으로, 단말들의 Utility 의 합을 최적화하는 문제는 문제는 

Non-Convex Problem이다. 기존 연구결과[1,2]에서는 Non Convex 

Problem의 해법의 복잡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복잡도를 줄이고자 

Sub optimal solution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였다.

III. T Proposed Scheme

최적화 문제와 제한조건은 식 (1),(2),(3)과 같다.

          max 


 for all ∈      (1)

           
  

 ≤                        (2)

             ≤ max                        (3)

식 (1)의   log
≠

 


   에서 Relative 

Interference 는   


이며, Relative Interference로 정의한다. 

식 (4)에서 Relative Interference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한다.

           
  ma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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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에 
 를 적용하면 식 (5)와 같으며,

                  
                       (5)

이를 ‘Interference Majorization’이라고 정의한다.

식 (1)의 Utility Function에 식 (5)를 적용하면 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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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1. max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를 사용하여야 한다.

Proposition 2. 식 (7)을 만족하면,  ≤  ≤ max 구간에서 


 는 증가 오목함수(Increasing Concave Function) 이다. 

          








  max

                 (7)

Proposition 3. 어느 하나의 Relative Interference가 작아지면 


  

, 전송전력의 변곡점은 커진다 
  

 .

Proposition 4.  ≤  ≤ max 에서 
이 증가하는

오목함수이면,   또한 증가하는 오목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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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tility with different Relative Interference

Concave Function Decision Rule

flag=0;

for i=1:K

     if 








  max

 

      flag++;

end

end

while (flag==K)

{ utility functions are all concave}

IV. Conclusions

Interference Majorization을 적용해 복잡한 Non Convex 

Optimization 문제를 간섭구간별로 해법이 비교적 간단한 Convex 

Optimization 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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