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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효율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딥러닝 기반의 송신 전력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다수의 송수신기의 위치는 균일 분포를 따르고 송수신기 간 채널은 나카가미 

페이딩 채널을 가정하여 제안하는 송신 전력 제어 기법에 대한 주파수 효율과 에너지 효율의 성능을 분석한다. 제안

하는 송신 전력 제어 기법은 딥러닝 기반의 학습에서 주파수 효율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치 정규화 기

법을 이용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송수신기의 위치 범위를 제한하는 지형적 크기와 나카가미 페이딩 지수에 대하여 

제안하는 송신 전력 제어 기법과 기존의 송신 전력 제어 기법의 주파수 효율과 에너지 효율의 성능 결과를 비교한다. 
성능 결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을 입증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ep learning based transmit power control (TPC) scheme to improve the spectral and 
energy efficiency of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In the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the positions of multiple 
transceivers follow a uniform distribution, and the performances of spectral and energy efficiency for the proposed TPC 
scheme are analyzed assuming the Nakagami fading channels. The proposed TPC scheme uses batch normalization to 
improve spectral and energy efficiency in deep learning based training. Through simulation, we compare the results of the 
spectral and energy efficiency of the proposed TPC scheme and the conventional one for various area sizes that limit the 
position range of the transceivers and Nakagami fading factors. Comparing the performance results, we verify that the 
proposed scheme provide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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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딥러닝을 접목하려는 시

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4]. [1]의 연구에서는 

딥러닝의 분류 기법을 통해서 채널정보를 바탕으로 하

여 주변 단말을 파악했으며, [2]와 [3]의 연구에서는 딥

러닝의 auto-encoder 기술을 이용하여 최적의 encoder와 

decoder 구조를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4]
의 연구에서는 가중 최소 평균 제곱 오차 (Weighted 
Minimum Mean Square Error, WMMSE)[5] 기반의 송

신 전력 제어 기법을 고려하고, 사용자의 수에 따라 증

가되는 계산의 복잡도를 심층신경망 구조를 이용하여 

개선하였다. [6]의 연구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기반의 장점인 2차원 배열의 특

징을 추출 및 학습하는 것을 통하여 송신 전력을 도출하

며, 학습방식 결정을 위하여 손실함수로 주파수 효율 또

는 에너지 효율을 사용하여 각각의 학습방식에 대한 최

적의 송신 전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의 시스템 모델에서 배치 정규화[7]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시간의 단축과 주파수 효율 및 에

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6]의 딥러닝 기법은 방대한 채

널 정보를 이용하는 송신전력 제어의 복잡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6]의 연구는 지역 최소화(local optimum) 
문제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법은 CNN의 채널 특징을 

추출하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배치 정규화를 사용하여 

높은 채널값을 갖는 사용자에게 전력이 할당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페이딩 지수  을 갖는 나카가미 페이

딩 채널을 가정하여 주파수 및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시

키는 딥러닝 학습을 진행하고, 이와 같이 학습된 모델이 

다양한 페이딩 지수를 갖는 나카가미 채널 환경에서도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Ⅱ. 시스템 모델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D×D의 2차원 영역에

서 N개의 송수신기 쌍이 균일 분포로 분포하며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사용자 간에 간섭을 끼칠 수 있는 환

경을 고려했다. 송수신기 간 채널은 거리에 따른 경로 

손실 모델과 다중경로 페이딩으로 이루어지며 페이딩

은 나카가미 페이딩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송신기 i와 

수신기 j 사이의 경로 손실 모델 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 (1)

여기서, 는 경로손실계수이고, 는 경로손실지수

이고,  는 송신기 i와 수신기 j 사이의 거리이다. 식(1)

을 이용하여 송신기 i와 수신기 j에 대한 채널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여기서, 는 페이딩 지수 m을 갖는 나카가미 페이

딩 채널의 복소 계수이다. 식 (2)를 이용하여 본 시스템 

모델에서 딥러닝을 위한 손실함수로 이용될 송신기 i에 

대한 주파수 효율 와 에너지 효율 는 각각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log


ϵ



  , (3)

  

  . (4)

여기서, 는 송신기 i의 송신전력이고, 는 잡음전

력이고, W는 대역폭이고, 는 회로에서 손실되는 전

력이다. 
식 (3), (4)의 주파수 효율과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

기 위한 송신 전력 제어 기법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각

각 표현될 수 있다.

Fig. 1 System model for transmit powe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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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ize 
≤ ≤

  , s.t. ≤ ≤ , (5)

maximize 
≤ ≤

  , s.t. ≤ ≤ . (6)

여기서, 각 송신기의 최대 송신 전력은 이고, 식 

(5), (6)의 함수들은 non-convex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

에 기존에는 WMMSE와 같은 반복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많을 경우 수렴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동작이 어려울 수 있다.

Ⅲ. 심층신경망 구조 및 학습과정

본 연구에서 고려된 심층신경망 구조는 [6]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배치 정규화 과정을 추가시켰다. 
배치 정규화는 심층신경망 구조 내부 노드들마다 정규

화를 시켜주는 과정으로써, 각 층의 활성화 함수의 입력

값 혹은 출력값이 적절한 범위에 있도록 조절해주는 것

이다. 배치 정규화를 사용함으로써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dropout과 같은 기법을 대체 가능하며 학습률을 높

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속도 또한 개선이 가능

하며 가중치 초기값 설정 및 가중치 손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7]. 배치 정규화를 포함한 전체 심층신

경망의 구조는 위의 그림 2와 같은 심층신경망 구조를 

갖게 된다.
본 연구의 학습과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며 

신경망의 입력은 정규화 된 채널로 다음과 같다.

 
 

  . (7)

배치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각 배치 데이터들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신경망 내부에서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8)

여기서, 은 배치 정규화 과정을 나타내며, 그림 

2의 Batch Normalization (BN) 과정이다. 여기서, 와 

는 각각 배치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편차, 은 분모가 0
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값이다. 특히, 와 은 학습이 가

능한 값이며 정규화 된 값의 크기와 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값이다. BN의 출력은 그림 2의 Rectified Linear 
Unit(ReLU)층의 입력이 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ax    . (9)

여기서, ReLU는 max·연산을 수행하여 음의 값

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층신경망에 비선형성을 

제공할 수 있다. ReLU의 출력은 Convolution Layer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Convolution Layer 연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0)

여기서,  는 Convolution Layer의 가중치이자 필

터이다. 8개의 3×3의 필터가 1의 보폭(stride)으로 연산

Fig. 2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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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되며 zero padding을 통해서 입력 채널의 N×N 
배열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도록 한다[8]. 그 이후 특징

을 추출하는 그림 2의 Max Pool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max  max      . (11)

식 (11)은 Max Pool과정의 2×2 배열의 필터가 1의 보

폭으로 4개의 값들 중 최댓값을 추출하는 과정을 표현

한 것이며 Convolution Layer하고 동일하게 zero padding 
과정을 거쳐서 N×N 배열이 작아지지 않도록 한다[8].

식(8)부터 (11) 과정을 8번 거친 후 그림 2의 fully 
connected (FC)층을 거치게 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ax   . (12)

여기서, 와 는 각각 FC의 가중치와 기준값이

며, 이 때 FC의 입력의 배열은 Max Pool 출력의 배열을 

재배열시킨 1×N*N*8이다. 이를 N개의 출력을 갖도록 

와 를 각각 N*N*8×N, 1×N의 배열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FC의 출력은 그림 2의 Sigmoid 층의 입력으

로 사용이 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3)

여기서, Sigmoid 층은 출력을 0과 1사이로 제한시킬 

수 있다. 즉, 값이 제한된 값에 을 곱하여 송신전

력 의 범위를 0부터 사이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어진 심층신경망에서 Adam 최적화 방

안을 통해서 (5)와 (6)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한다[9]. 딥
러닝의 최적화 함수들은 손실함수의 값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이 점을 착안하여 손실함수

를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한다.

   
≤ ≤

  , (14)

   
≤  ≤

  . (15)

Ⅳ. 수치적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한 딥러닝 기반의 송신 전력 제어

(Deep Power Control, DPC)를 [6]의 연구에 비한 성능 

비교와 페이딩 지수 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여

준다. 성능 검증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학

습 시 D = 40 m, N = 10, = 3.8,   ,  = 43 
dBm,  = 40 dBm, W = 10 MHz, = -174 dBm/Hz 

로 설정했으며 [10], 학습 파라미터는 학습 데이터 

20000개의 채널 샘플, 테스트 데이터 4000개의 채널 샘

플, 배치 크기는 200, 학습률은 0.0001으로 설정한다.
그림 3과 4는 기존의 딥러닝 기반의 송신 전력 제어 

Fig. 4 Energy efficiency with area size of conventional 
scheme.

Fig. 3 Spectral efficiency with area size of conventional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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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6]의 성능을 보여준다. 또한 성능 비교를 위하여[6]
의 주파수 효율 최대화 기법 (Conventional DPC for SE) 
과 에너지 효율 최대화 기법 (Conventional DPC for EE), 
모든 송신기의 송신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설정한 법 

(Max Power), WMMSE 기법에 대한 성능도 함께 보여

준다. 주파수 또는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 시키는 기법 

[6]과 WMMSE 기법을 비교할 때, 최대화 기법이 우수

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x Power 기법

의 경우, 간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능이 가장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와 6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파수 효율 최

대화 기법(Proposed DPC for SE)과 에너지 효율 최대화 

기법(Proposed DPC for EE)의 성능 결과와 기존의 딥러

닝 기반의 송신 전력 제어 기법[6]의 성능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5와 6으로부터 제안된 기법이 배치 정규화를 

사용하여 채널값이 높은 사용자에게 전력을 할당하는 것

이 기존의 기법보다 향상되어 주파수 및 에너지 효율이 

기존의 기법에 비하여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과 8에서 페이딩 지수 의 변화에 따른 기존

의 기법[6]과 제안한 기법 및 WMMSE의 주파수 효율과 

에너지 효율의 성능을 비교한다. 의 증가에 따라 

WMMSE는 주파수 및 에너지 효율의 변화가 거의 없

지만, 딥러닝 기반 기존의 기법[6] 및 제안된 기법은 주

파 수 및 에너지 효율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Spectral efficiency with area size of proposed 
and conventional schemes.

Fig. 6 Energy efficiency with area size of proposed and 
conventional schemes.

Fig. 8 Energy efficiency with fading factor m of proposed 
and conventional schemes.

Fig. 7 Spectral efficiency with fading factor m of proposed 
and conventional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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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안된 기법의 결과는 을 1로 고정하여 학습

을 진행하여 얻어진 것이다. 즉, 제안된 송신 전력 제어 

기법이 학습되지 않은 채널에서도 WMMSE 및 기존의 

딥러닝 기반 송신 전력 제어 기법에 비해서 높은 주파수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 송신 전력 제어 기법을 제

안하였고, 나카가미 페이딩 채널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을 통해서 제안된 기법과 기존의 기법들의 성능을 분석

하였다. 제안 기법은 무선 채널상태를 입력으로 받으며 

각 송수신기쌍의 송신전력을 출력으로 하는 심층신경

망을 기반으로 한다. 각 손실함수는 주파수 효율과 에너

지 효율을 사용했으며 통신시스템에서 주파수 효율과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하였다. 시
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각각의 제안하는 학습방식들이 

기존의 기법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페이딩 지수의 변화에 대한 성능 분석을 통해

서 채널 환경의 변화에도 제안된 기법이 성능 향상에 도

움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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