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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위상 간섭 관리 기법은 송신단 측에서 필요로 하는 채널 정보를 0 또는 1 으로 간소화하여 간섭 관리 문제를 해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채널 정보가 지연되어 얻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가정하고 이 때의 간섭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Ⅰ. 서론
위상 간섭 관리(Topological Interference Management)는 2014 년 소개된 간섭 관리 기법으로[1], 송신단
측에서 필요로 하는 채널 정보를 0 또는 1 으로 간소화
시킨 시스템 모델을 사용한다. 특정 간섭 채널들의
세기의 합이 잡음 세기보다 낮은 채널들에 대해서는
끊어져 있다는 의미의 0 을, 그렇지 않은 채널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의 1 을 사용한다. 여기서 0 또는
1 으로 주어지는 채널 정보들을 위상(topology)이라
부르며 각각은 한 비트(bit)만을 사용하여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드백으로 채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상 간섭 관리에 관하여는 다양한 채널 모델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중 특징적인
것으로 송신단 측에서의 협동[2]과 수신단 측에서의
협동[3]이 연구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상 정보가
지연되어 사용 가능한 경우 송신단 측에서의 협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기존의 위상 간섭 관리 문제에서는 채널 정보로
주어지는 위상이 통신이 이루어지는 시간 내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가정하였다. 일정한 값을 가지는 위상이
주어져 있다면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송신해야 할
송신단을 정하여 수신단 측에서 간섭이 서로 일어나지
않거나 간섭을 제거할 수 있도록 송신 방법을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통신이 일어나는 시간
내에 위상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송신이 일어나는 현재 시간에 송신단
측에서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위상 정보가 없으며,
이전 시간의 통신에 적용되었을 위상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 즉, 송신단 측에서 사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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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지연된 위상 정보뿐일 때 이를 활용 가능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 때 수신단 측에서의 채널 정보는
지연 없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지연된 위상 정보를 송신단에서 얻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전 시간의 전송에서 각 수신단에 어떤
메시지들의 합이 수식의 형태로 수신되었는지 알게
된다는 것과 같다. 송신단에서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시간의 송신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우선, 가장
간단한 형태인 세 쌍의 송수신단의 경우 예시를 들어
지연된 위상 정보가 도움이 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그림 1
위 그림 1 은 첫 번째 시간에서의 송신을 나타낸
것으로, ℎ 는 송신단  에서 수신단  로의 채널을,  는
송신단  에서 송신하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송신단에서는 해당하는 수신단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한다. 이 때 송수신단 2 와 3 은 서로
간섭이 없는 링크이고 송신단 측에 함께 묶인 음영으로
표시되었다. 또한 수신단 측에는 수신된 수식이
표시되었다. 이 예시의 경우, 두 번째 시간에서의
송신으로 그림 2 에서와 같이 모든 송신단에서  만을
전송한다면 두 번째 시간에 주어질 위상 정보가 어떻게
주어지는 경우에라도 모든 수신단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송신단 측에서  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는 송신단 측에서의 협동을
의미한다. 메시지의 복원 과정은 그림 1 에서 수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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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에서 얻어진 수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수신단 1 은
첫 번째 시간에 모든 메시지들이 포함된 형태의 수식을
수신했지만  을 얻게 되면 그 자체로 원하는 메시지를
얻는 것이 되고, 수신단 2 와 3 은  를 얻게 되면 수신된
수식으로부터 각각  와  을 복원해 낼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메시지가 두 번의 송신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자유도(DoF)는 1/2 이 된다.
위 예시는 송수신단이 세 쌍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개의 송수신단에 대해 서로
간섭이 없는 링크들의 집합 중 가장 큰 크기의 원소의

개수를 이라 하면, 이 때 얻을 수 있는 자유도는

그림 5



이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위상 간섭 관리 연구의 확장으로
송신단 측에서의 협동이 가능할 때 지연된 위상
정보만을 이용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 때
지연된 위상 정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위상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첫 번째 시간의 위상만을 이용하는
방식을 그룹화를 통해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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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다.
지금까지의 예시들은  개의 송수신단에 대해




보다

같거나 큰 자유도를 얻는 경우이지만, 모두 첫 번째
시간의 위상만을 이용한 것으로 그 이후에 주어질
위상을 활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후에 주어질 위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룹화를 이용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5 는 첫 번째 시간에서의 10 개의
송수신단의 전송을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수신단 1, 2,
3 은  을 얻으면, 수신단 4, 5, 6, 7 은  와  를 얻으면,
수신단 8, 9, 10 은  을 얻으면 모든 메시지들의 복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 송신단들을  = {1,2,3} , , =
{4,5,6,7} ,  = {8,9,10} 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의
송신단들은  를 전송하도록 하면 이는 앞서 예시로
들었던 그림 1 의 경우와 같은 모양이 된다. 이 때 만약
 의 송신단들의  전송 결과 서로 간섭 링크가
존재하지 않는 그룹이 있다면 지연된 위상 정보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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