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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데이터 요구량을 만족하기 위해 도입한 고밀도 네트워크 환경에

서의 에너지 효율적 전송 전력 할당 기법에 대해 논의한다. 높은 계산량과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딥러닝 기법 중 학습 데이터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다중에이전트 심층강화학습을 활용하는 한편, 

네트워크 환경 정보를 선별적으로 추려낼 수 있는 어텐션 네트워크를 동시에 활용해 고밀도 네트

워크의 높은 에너지 소모를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어텐션 기반 심층강화학

습을 활용해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하면서도 각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을 궁극

적 목표로 한다. 

 

Ⅰ. 서 론  

본 논문의 최우선 목적은 대규모 이종 네트워크를 

위한 심층강화학습 기반의 에너지 효율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는 것이다. 제안된 기법의 핵심 아이

디어는 어텐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기지국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선별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배

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텐션 네트워크는 강

화학습 에이전트(기지국)마다 근방의 사용자 및 기

지국 간의 채널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바람

직한 능동 / 슬립 모드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

으므로 최적의 에너지 효율적 정책에 빠르고 정확

하게 수렴 할 수 있다[1]. 어텐션 네트워크를 통해 

결정한 활성 / 슬립 모드는 심층강화학습 에이전트

는 작동 기간 동안 네트워크의 전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기지국 모드 결정을 찾는다. 마

지막으로 convex optimization 기술을 사용하여[2] 심

층강화학습 에이전트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활성 모드 기지국 중 최적의 송신 전력 할당을 결

정한다. 
Ⅱ. 본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 요구량 및 

기지국의 전력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네트워크 

전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를 심층강화학습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P1 ∶ min

{𝛼𝛼𝑚𝑚},�𝛾𝛾𝑚𝑚,𝑘𝑘�
𝑃𝑃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𝑠𝑠. 𝑡𝑡.  𝑅𝑅𝑘𝑘 ≥ 𝑅𝑅𝑘𝑘,𝑚𝑚𝑚𝑚𝑚𝑚 ,  𝑃𝑃𝑚𝑚𝑡𝑡𝑡𝑡

≤ 𝑃𝑃𝑚𝑚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k.∀m 
여기서 𝛼𝛼𝑚𝑚은 기지국 m의 활성/수면 모드를 

나타내고, 𝛾𝛾𝑚𝑚,𝑘𝑘는 기지국 m과 사용자 k 간의 전력 

계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층강화학습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어텐션 네트워크 기반 

심층강화학습을 이용한 초밀집네트워크의 기지국 

활성/수면 모드를 결정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계획은 네트워크의 

QoS 요구사항을 보장하면서 초밀집네트워크의 

전력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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