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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는 네트워크의 전송 용량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구성가능표면이 적용된 상황에서Non orthogonal multiple access (NOMA) . , NOMA

의 복조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재구성가능표면은 밀리미터파 이상의 대역의 통신을 활용함에 있어 복잡한 실내환경에서 다수의 반사로 인한 . , 
신호의 감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복조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구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이다 재구성가능표면 통신 환경에 적용 가능한 . NOMA . 
복조 순서 결정 방법을 통해 밀리미터파가 적용된 다중접속 네트워크가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서 론. Ⅰ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 non 
는 높은 전송 용량을 제공할 수 있orthogonal multiple access (NOMA)

는 기술이다 재구성가능표면은 실내 무선 통신 환경에서 다수의 반사로 [1]. 
인한 전파 감쇠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재구성가능표면 기술 역[2]. 
시 를 통해서 다수의 사용자를 높은 에너지 효율로 지원할 수 있다NOMA . 
이때 의 경우는 다중 접속자가 요하는 정보를 중첩해서 송신하고 NOMA , 
수신단에서는 각 사용자의 복조 순서를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 
재구성가능표면 통신 환경에서 복조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NOMA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

본론. Ⅱ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기지국이 총  명의 의 사용자를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재구성가능표면은 총 [3]. 개의 소자를 지니고 있고 기지국에서 , 
송신한 신호를 만큼 튜닝하여 채널 이득을 높인다 이때 정해진 요구 전송 . 
용량에 대해 송신 전력에 대한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해지고 변형 , , 
할 수 있다:


 min⋯min⋯  (1)

이때 는 총 송신 전력, ∙는 어떤 값에 대한 최적값을 의미한다 총 . 
명의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복조 순서의 조합은 , 개를 가진다 각 . 
복조 순서에 대한 최적화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앞쪽의 최적화 문제는 , 에 
대해 하지 않다 대신convex . , 에 대한 최적값 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중 최소값을 단순히 취함으로써 최적의 복조 순서 조합을 찾을 수 있다. 
그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이때 는 임의의 복조 순서 조합 요구 전송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 

이다. 는 채널 이득, 는 노이즈 전력 그리고 , 는 에서 특정 사용NOMA
자의 복조 순서이다 제안한 복조 순서 결정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 
재구성가능표면 상황에서 ,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 (RIS) time 

등과 송신 전력을 비교하였다divison multiple access (TDMA) .

!"#1. $%&'(#)* 
시뮬레이션 결과는 위와 같다 명의 사용자의 총 요구 용량을  . 4 

로 고정하고 앞의 두 사용자의 요구 용량을 변화시켜가며 송신 전(bps/Hz) , 
력을 확인하였다 제시한 기술이 전체탐색을 통해 찾은 최적의 복조 순서의 . 
성능을 낸다 뿐만 아니라 와 기존의 보다도 송신전력을 더 . , TDMA NOMA
절약해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결론. Ⅲ

본 논문에서는  재구성가능표면 통신 환경에서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 NOMA
는 복조순서 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두 기술의 결합이 특정 환경에. 
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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