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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송신단이 1 개이고 수신단이 1 개인 점대점 방식 채널과 무선 전력 전달 채널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전력 신호로부터 정보 수신단이 받는 간섭을 최소화 하는 기법을 고려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변
채널에서 무선 전력 전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신호의 공분산 행렬의 랭크를 낮춤에 따라 정보 수신단 에서 평균 전송
자유도의 감소를 줄일 수 있음을 보인다.

Ⅰ. 서 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전달 기술 중 하나로 무선 주파수
신호를 통한 무선에너지 전달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이전에 존재하던 무선 정보전달
시스템을 결합하여 많은 새로운 시스템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와 파워를 동시에 전송하는 시스템,
무선 전력을 원동력으로서 작동하는 통신 시스템 등이
있으며, 무선 기기들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이 무선 전력 전달과 무선 정보 전달을 완전히
결합하여 생각하는 것 대신에, 두 시스템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생각한다. 특히, 두 시스템이 같은 주파수대역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무선 전력 전달 신호가 무선 정보
전달 시스템에 간섭 신호로서 작용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정보송신신호가 전력 수신단 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력
전달의 입장에서 크게 방해를 받지 않고 신호의 세기가
작다고
가정한다.
논문
[1]에서
준정적
페이딩
채널에서의 간섭신호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시변 채널에 대하여 고려한다. 무선 전력
전달에는 변화를 적게 하면서 이러한 간섭을 최소로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채널정보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때 정보 수신단
에서의 간섭신호를 최소화하는 전력신호 송신방법을
제안한다.
Ⅱ. 본론
II.1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점대점 무선 통신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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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 전력 전달 및 무선 통신 시스템 채널
템과 𝑲𝑲𝑲𝑲-유저 다중 입력 다중 출력 시스템을 고려한다.
전력 송신단을 ET, 수신단을 ER, 정보 송신단을 IT, 정
보 수신단을 IR 이라 하고, 전력 송신단과 수신단 에서의
안테나 수를 𝑴𝑴𝑴𝑴𝑬𝑬𝑬𝑬 , 𝑵𝑵𝑵𝑵𝑬𝑬𝑬𝑬 정보 송신단과 수신단 에서의 안테나
수를 𝑴𝑴𝑴𝑴𝑰𝑰𝑰𝑰 , 𝑵𝑵𝑵𝑵𝑰𝑰𝑰𝑰 라 한다. ET 에서 𝒊𝒊𝒊𝒊 번째 ER 로 가는 채널을
𝑮𝑮𝑮𝑮𝒊𝒊𝒊𝒊 , IT 에서 IR 로 가는 채널을 𝑯𝑯𝑯𝑯, ET 에서 IR 로 가는 간
섭채널을 𝑭𝑭𝑭𝑭라고 한다. ET 에서 ER 로 전송하는 신호는
𝒙𝒙𝒙𝒙𝑬𝑬𝑬𝑬 ∈ ℂ𝑴𝑴𝑴𝑴𝑬𝑬𝑬𝑬 ×𝟏𝟏𝟏𝟏 , IT 에서 IR 로 전송하는 신호를 𝒙𝒙𝒙𝒙𝑰𝑰𝑰𝑰 ∈ ℂ𝑴𝑴𝑴𝑴𝑰𝑰𝑰𝑰 ×𝟏𝟏𝟏𝟏 이
고 각각에 해당하는 공분산 행렬은 𝑺𝑺𝑺𝑺𝑬𝑬𝑬𝑬 = 𝚬𝚬𝚬𝚬(𝒙𝒙𝒙𝒙𝑬𝑬𝑬𝑬 𝒙𝒙𝒙𝒙𝑬𝑬𝑬𝑬 𝑯𝑯𝑯𝑯 ), 𝑺𝑺𝑺𝑺𝑰𝑰𝑰𝑰 =
𝚬𝚬𝚬𝚬(𝒙𝒙𝒙𝒙𝑰𝑰𝑰𝑰 𝒙𝒙𝒙𝒙𝑰𝑰𝑰𝑰 𝑯𝑯𝑯𝑯 ) 이다. (𝚬𝚬𝚬𝚬()는 평균이며 𝐇𝐇𝐇𝐇는 복합공액전치이다.)
이때, 𝒅𝒅𝒅𝒅𝑬𝑬𝑬𝑬 = 𝐫𝐫𝐫𝐫𝐫𝐫𝐫𝐫𝐫𝐫𝐫𝐫𝐫𝐫𝐫𝐫(𝑺𝑺𝑺𝑺𝑬𝑬𝑬𝑬 )를 전력 송신단 에서 발사하는 빔의
개수로 볼 수 있다. 각 송신단 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 합을 𝑷𝑷𝑷𝑷𝑬𝑬𝑬𝑬 > 𝟎𝟎𝟎𝟎 , 𝑷𝑷𝑷𝑷𝑰𝑰𝑰𝑰 > 𝟎𝟎𝟎𝟎 으로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보 송신단으로 부터 전력 송신단 까지의 거리는 상대
적으로 더 멀고 신호의 세기도 약하므로 생략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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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𝒌𝒌𝒌𝒌번째 전력 수신단 에서 받는 전력은 다음과 같
다.
𝑄𝑄𝑄𝑄𝑘𝑘𝑘𝑘 (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 = 𝜂𝜂𝜂𝜂𝜂𝜂𝜂𝜂𝜂𝜂𝜂𝜂𝜂𝜂𝜂𝜂(𝐺𝐺𝐺𝐺𝑘𝑘𝑘𝑘𝐻𝐻𝐻𝐻 𝐺𝐺𝐺𝐺𝑘𝑘𝑘𝑘 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

0 < 𝜂𝜂𝜂𝜂 < 1는 수신단 에서의 RF 신호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할 때의 효율이며 1 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정보 수신단 에서의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y = 𝐻𝐻𝐻𝐻𝑥𝑥𝑥𝑥𝐼𝐼𝐼𝐼 + 𝐹𝐹𝐹𝐹y𝐸𝐸𝐸𝐸 + 𝑛𝑛𝑛𝑛

여기서 𝐻𝐻𝐻𝐻𝑥𝑥𝑥𝑥𝐼𝐼𝐼𝐼 은 받기를 원하는 신호이고 𝐹𝐹𝐹𝐹y𝐸𝐸𝐸𝐸 + 𝑛𝑛𝑛𝑛는 간섭신
호로서 작용한다. 부가적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라고 가
정하고 세기를 𝜎𝜎𝜎𝜎 2 라고 했을 때 간섭-잡음 합 신호의 공
분산 행렬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Ε((𝐹𝐹𝐹𝐹𝑥𝑥𝑥𝑥𝐸𝐸𝐸𝐸 + 𝑛𝑛𝑛𝑛)(𝐹𝐹𝐹𝐹𝑥𝑥𝑥𝑥𝐸𝐸𝐸𝐸 + 𝑛𝑛𝑛𝑛)𝐻𝐻𝐻𝐻 ) = 𝐹𝐹𝐹𝐹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𝐹𝐹𝐹𝐹 𝐻𝐻𝐻𝐻 + 𝜎𝜎𝜎𝜎 2 𝐼𝐼𝐼𝐼

이때, 정보 수신단 에서 받는 신호의 수신률은 다음과 같
다.
𝑅𝑅𝑅𝑅(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 𝑆𝑆𝑆𝑆𝐼𝐼𝐼𝐼 ) = log 2 det(𝐼𝐼𝐼𝐼 + (𝐹𝐹𝐹𝐹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𝐹𝐹𝐹𝐹 𝐻𝐻𝐻𝐻 + 𝜎𝜎𝜎𝜎 2 )−1 𝐻𝐻𝐻𝐻𝑆𝑆𝑆𝑆𝐼𝐼𝐼𝐼 𝐻𝐻𝐻𝐻 𝐻𝐻𝐻𝐻 )

II.2 다중 전력 전달 신호 최적화
우선 점대점 방식 채널을 제외하고 전력 전달 채널만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convex 문제를 통해 전력 전송
신호를 최적화 할 수 있다.
𝜃𝜃𝜃𝜃
(P1) : max
𝑆𝑆𝑆𝑆 ,𝜃𝜃𝜃𝜃
𝐸𝐸𝐸𝐸

s. t. 𝜂𝜂𝜂𝜂tr(𝐺𝐺𝐺𝐺𝐾𝐾𝐾𝐾𝐻𝐻𝐻𝐻 𝐺𝐺𝐺𝐺𝑘𝑘𝑘𝑘 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 ≥ 𝛼𝛼𝛼𝛼𝑘𝑘𝑘𝑘 θ,
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 0, tr(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 ≤ 𝑃𝑃𝑃𝑃𝐸𝐸𝐸𝐸

∀k ∈ {1, … , K}

위 문제를 통해 구한 최적화 값을 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 𝜃𝜃𝜃𝜃 ∗ 라고 했을 때,
공분산 행렬 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의 랭크를 𝑑𝑑𝑑𝑑𝐸𝐸𝐸𝐸∗ 로 놓는다. 이때, 이 신호가
정보 수신단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 수신단 에서의 전
송률은 다음과 같다
R(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 𝑆𝑆𝑆𝑆𝐼𝐼𝐼𝐼 ) = log 2 det(𝐼𝐼𝐼𝐼 + (𝐹𝐹𝐹𝐹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𝐹𝐹𝐹𝐹 𝐻𝐻𝐻𝐻 + 𝜎𝜎𝜎𝜎 2 𝐼𝐼𝐼𝐼)−1 𝑆𝑆𝑆𝑆𝐼𝐼𝐼𝐼 𝐻𝐻𝐻𝐻 𝐻𝐻𝐻𝐻 )

이 때, 위 식을 최대로 하는 𝑆𝑆𝑆𝑆𝐼𝐼𝐼𝐼 의 값을 𝑆𝑆𝑆𝑆𝐼𝐼𝐼𝐼∗ 로 정한다.

II.3 간섭 신호 최소화 조건
수신단 에서 받게 되는 간섭신호의 공분산 행렬이 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이고, 정보 송신신호의 공분산 행렬이 𝑆𝑆𝑆𝑆𝐼𝐼𝐼𝐼∗ 일 때, 평균 전
송 자유도는 논문[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R(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 𝑆𝑆𝑆𝑆𝐼𝐼𝐼𝐼 )
log 2 (𝑃𝑃𝑃𝑃𝐼𝐼𝐼𝐼 )

= min(𝑀𝑀𝑀𝑀𝐼𝐼𝐼𝐼 , max(𝑁𝑁𝑁𝑁𝐼𝐼𝐼𝐼 − 𝑑𝑑𝑑𝑑𝐸𝐸𝐸𝐸∗ , 0))

따라서, 전력 신호의 공분산 행렬의 랭크가 작을수록 정
보 수신단 에서의 평균 전송 자유도의 감쇠가 줄어든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II.3 단일 랭크 신호 기법
논문[1]에서 제시한 것처럼 준 정적 채널의 경우, 하나
의 전송 구간 동안 채널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 축을
분할 함으로서 전력신호의 랭크를 1로 낮추고 𝑑𝑑𝑑𝑑𝐸𝐸𝐸𝐸∗ 만큼의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을 통해 간섭신호로서 영향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채널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변 환경의 경우, 하나의 전송구간을 나누는 것이 불가
능해진다. 이 경우에 위의 방법처럼 한 구간에서 랭크 1
을 가지는 𝑑𝑑𝑑𝑑𝐸𝐸𝐸𝐸∗ 개의 신호를 보낼 수는 없지만. 𝑑𝑑𝑑𝑑𝐸𝐸𝐸𝐸∗ 개의 신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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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 경우 전력 수신단이 요구한 비율만큼 전
력이 전달되지는 않지만 전력 송신 신호의 랭크가 1이므
로 간섭신호로서의 영향은 최소화 된다. 또한 다음 전송
구간에서, 이전 구간에서 전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수
신단 에게 전력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랭크가 1인 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를
선택함으로써 전력 수신단 에서의 수신 받는 전력의 균
형을 조절할 수 있다.
II.4 모의실험 결과
본 절에서 제안한 기법을 사용한 시스템의 성능을
자유도 관점에서 모의실험을 통하여 비교한다. 전력
송신단 에서의 전달하는 신호의 빔의 랭크를 1 로 낮출
때, 즉 단일 빔일 때와 랭크를 낮추지 않고 (P1)에서
구한 공분산 행렬을 적용하여 다중 빔으로 전송할 때
각각의 경우에서 정보 수신단의 안테나 개수에 따라
평균 전송 자유도를 비교해본다.

𝑵𝑵𝑵𝑵𝑰𝑰𝑰𝑰
2
4

평균 전송 자유도
(다중 빔 전송기법)

0.12
0.56

평균 전송 자유도
(단일 빔 전송기법)

0.3
0.8

II.5 추가 연구 내용
모의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기존 기법들에 비해 제시
된 기법이 실제로 자유도 측면에서 향상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전력 전달에서 조금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보 수신단이 전력 전달 시스템 상에 단
시간 머무르는 상황에서 정보전달이 중요한 상황일 경우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로써 랭크가 1 인 𝑑𝑑𝑑𝑑𝐸𝐸𝐸𝐸∗ 개의 𝑆𝑆𝑆𝑆𝐸𝐸𝐸𝐸 중 하나를 선
택할 때, 정보 수신단으로 부터 점대점 채널정보를 받아
어떤 빔을 선택했을 때 정보 전달 신호에 영향을 덜 주
는지 계산하여 선택하는 기법에 대해 생각 해볼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점대점 정보 전달 시스템과 무선 전력
전달 시스템이 공존하는 경우, 시변 환경일 때, 정보
수신단 에서 무선 전력 전달신호로부터 받는 간섭을
최소화 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법을 통해 자유도 감쇠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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