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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터  역 딥러닝 기반 다 빔 송링크 성능 측기법

Deep Learning-Based Prediction of the Quality of Multiple Concurrent 
Beams in mmWav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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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  와이 이 표 기술인 IEEE 802.11ay는 리미터  역에서 AP (Access Point)가 다수의 STA (Station)로 동시에 데이터를 

송하도록 MU-MIMO (Multiple User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통신을 지원한다. 이를 해, 주기 으로 MU-MIMO 빔포  훈련을 

수행해야 하고, 효율 인 빔포  훈련을 해서는 AP가 다수의 안테나로 다수의 빔을 동시에 송할 때, 각 STA에서 측정되는 신호 
세기를 정확히 측하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다  빔 송링크 성능 측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측기법은 

특정 실내 는 실외 환경에서 미리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다수의 빔이 동시에 송될 때 STA에서 측정되는 신호 세기 측

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때, 딥러닝의 입력으로 개별 빔이 송될 때 STA에서 측정되는 신호 세기 정보를 이용하고, 개별 빔의 신호 
세기 정보를 얻는 과정은 이미 기존의 빔포  훈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 수집을 해 추가 인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다. 성능

평가를 해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의해 개발된 Q-D 채 구  (Quasi-Deterministic Channel 

Realization)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 고 실측 데이터 기반으로 리미터  채 을 구 하 다. 실험결과에서는 제안한 측
기법이 다른 비교기법보다 향상된 측성능을 보 다.

☞ 주제어 : 리미터 , 802.11ay, 빔포 , MU-MIMO, 딥러닝

ABSTRACT

IEEE 802.11ay Wi-Fi is the next generation wireless technology and operates in mmWave band. It supports the MU-MIMO (Multiple 

User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transmission in which an AP (Access Point) can transmit multiple data streams simultaneously to 

multiple STAs (Stations). To this end, the AP should perform MU-MIMO beamforming training with the STAs. For efficient MU-MIMO 

beamforming training, it is important for the AP to estimate signal strength measured at each STA at which multiple beams are used 

simultaneously. Therefore, in the paper, we propose a deep learning-based link quality estimation scheme. Our proposed scheme 

estimates the signal strength with high accuracy by utilizing a deep learning model pre-trained for a certain indoor or outdoor 

propagation scenario. Specifically, to estimate the signal strength of the multiple concurrent beams, our scheme uses the signal 

strengths of the respective single beams, which can be obtained without additional signaling overhead, as the input of the deep 

learning model. For performance evaluation, we utilized a Q-D (Quasi-Deterministic) Channel Realization open source software and 

extensive channel measurement campaigns were conducted with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to implement 

the millimeter wave (mmWave) channel. Our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our proposed scheme outperforms comparison 

schemes in terms of the accuracy of the signal strength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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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EEE 802.11ay 기술은 리미터  역에서 동작하는 

차세  와이 이 표 기술로써, 이  버 인 IEEE 

802.11ad 기술의 송속도 성능에 열 배가 넘는 100Gbps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기 해 개발되었다[1]. IEEE 

802.11ad 기술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핵심기술  하

나가 MU-MIMO (Multiple User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통신기술이다. MU-MIMO 기술은 AP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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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가 많은 STA (Station)에게 리미터  역에서 동

시에 데이터를 송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술로, AP는 

송수신 안테나 설정을 한 빔포  훈련을 수행해야 한

다[2].

MU-MIMO 빔포  훈련은 SISO (Single Input Single 

Output)와 MIMO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SISO 과정

에서 AP는 송 가능한 모든 빔을 하나씩 차례로 송하

고, 각 STA는 신호 세기를 측정한다. MIMO 과정에서는 

SISO 과정에서 측정한 각 빔의 신호 세기를 고려해서, 

AP는 컨트롤 메시지 송을 해 다수의 빔을 동시에 사

용한다. 이때, 체 인 MU-MIMO 빔포  훈련의 지연

시간 성능 향상을 해서는, AP가 다수의 빔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각 STA에서 측정되는 신호 세기를 정확히 

측해야만 한다[3][4].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기반으로, 각 하나의 빔

에 해 측정된 신호 세기 정보를 통해, 다수의 빔이 동

시에 송될 때의 신호 세기를 정확히 측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제 통신환경과 가까운 환경에서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해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제공하는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

한다. 

2. 련 연구

2.1 IEEE 802.11ay MU-MIMO 빔포  훈련

차세  리미터  역 와이 이 기술인 IEEE 

802.11ay는 MU-MIMO 데이터 송을 지원한다[1]. 따라

서, 하나의 AP는 동시에 다수의 STA로의 다운 링크 데이

터 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MU-MIMO 데이터 송을 

수행하기 해 AP는 다수의 STA와 동시에 MU-MIMO 빔

포  훈련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5]. MU-MIMO 빔포  

훈련 과정 동안 AP는 데이터 송을 해 송신 안테나를 

히 설정하고, STA 그룹의 개별 STA는 데이터 수신

을 해 수신 안테나를 히 설정한다[2]. IEEE 

802.11ay 표 을 참고하여 MU-MIMO 빔포  훈련 과정 

동안 AP는 임 송을 해 하나 이상의 상배열 안

테나를 사용하고 STA는 임 수신을 해 유사 방향 

안테나 패턴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1]. AP의 개별 상

배열 안테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빔 송을 해 다

수의 송신 섹터 (즉, 미리 지정된 안테나 가 치 벡터)를 

정의하고 있다[2].

MU-MIMO 빔포  훈련 과정은 SISO 단계와 MIMO 

단계로 나  수 있다[5]. 먼 , SISO 단계에서는 AP가 자

신의 각 송신 섹터를 통해 짧은 섹터스윕 (SSW: Short 

Sector Sweep) 임을 송한다. 그림 1은 제 시나리

오를 보여 다. 그림 1에서 AP는 두 개의 상배열 안테

나를 가지고 있고, 각 상배열 안테나는 3개의 송신 섹

터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AP는 각 송신 섹터를 통해 

총 6개의 짧은 섹터스윕 임을 송하게 된다. 각 STA

는 AP로부터 각각 짧은 섹터스윕 임을 수신하고, 해

당 짧은 섹터스윕 임에 한 SNR (Signal-to-Noise 

Ratio)을 측정한다. 각 STA는 AP로부터 모든 짧은 섹터스

윕 임을 수신한 후에, 각 짧은 섹터스윕 임에 

해 측정한 SNR 값을 AP로 달한다. 따라서, SISO 단계

를 통해 AP는 각 송신 섹터로 임을 보냈을 때, 각 

STA에서 측정되는 SNR 값에 한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림 1) SISO 단계의 송신 섹터 스윕

(Figure 1) Transmit sector sweep in the SISO phase

MIMO 단계는 다시 4개의 하 단계로 나뉜다[2]. 구체

으로 MIMO 단계는 BF (Beamforming) Setup, BF 

Training, BF Feedback, BF Selection 하 단계를 포함한다. 

MIMO 단계 동안 AP는 많은 수의 액션 임을 STA 그

룹으로 송한다. AP는 SISO 단계에서 얻은 각 STA의 

SISO 피드백 정보를 이용해서 MIMO 단계에서 어떤 액

션 임을 자신의 송신 상배열 안테나를 어떻게 설

정해서 송할지 결정한다. AP는 각 액션 임을 한 

번에 많은 STA로 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상배열 안

테나를 동시에 사용하여 다수의 빔을 동시에 발생시킨

다. 즉, AP는 하나의 액션 임을 송하기 해 다수

의 상배열 안테나를 동시에 사용하고, 각 상배열 안

테나에 해 한 송신 섹터를 결정한다.

MIMO 단계에서 AP는 한 송신 섹터를 결정하기 

해 다수의 송신 섹터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STA에서 

측정되는 SNR 값을 정확히 측해야 한다[3][4].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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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의 SNR 측값이 부정확하다면, AP는 MIMO 단계 동

안 불필요한 액션 임을 송하게 되고 그로 인해 

체 인 MIMO 단계 지연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3][4].

2.2 기존 다 빔 송링크 성능 측기법

MU-MIMO 빔포  훈련 과정의 MIMO 단계에서 AP의 

다 빔 송링크 성능 측을 해, SISO 단계에서 STA

로부터 달받은 피드백 정보를 이용한다. 

[3]의 연구에서는 AP가 다수의 섹터를 동시에 사용했

을 때 STA에서 측정되는 SNR 값을 측하기 해 다음

의 과정을 수행한다. 해당 STA로부터 달받은 SISO 피

드백에서 동시에 사용할 각 섹터의 SNR 값을 찾는다. 그

에 가장 큰 값을 가지는 SNR 값을 모든 섹터를 동시에 

사용할 때 측정되는 SNR 값으로 측한다. [4]의 연구에

서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통해 일차 으로 동시에 사용

되는 다수의 섹터의 SNR 값을 SISO 피드백에 포함된 각 

섹터의 SNR 값의 총합으로 측한다. 

하지만, 다수의 송신 섹터가 동시에 이용이 될 때, 즉, 

다수의 빔이 동시에 송될 때는 SNR의 정확한 측을 

해 빔 사이의 간섭을 고려해야 한다. 한, 다수의 빔

을 동시에 송하기 해 용되는 순환 시 트 다이버

시티(Cyclic Shift Diversity)의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한 다 빔 

송링크 성능 측을 수행한다. 

3. 딥러닝 기반 송링크 성능 측기법

3.1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 MU-MIMO 빔포  훈련 과정을 수행하는 

AP는 하나 이상의 상배열 안테나를 사용한다고 가정한

다[6]. 개별 상배열 안테나는 하나의 RF (Radio 

Frequency) 체인과 연결되어 있고 단 하나의 빔을 송할 

수 있다. IEEE 802.11ay 표 문서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AP는 MU-MIMO 빔포  훈련 과정의 MIMO 단계에서 액

션 임 송을 해 컨트롤 모드 (Control Mode)를 사

용한다[1][2]. 따라서, AP가 MIMO 단계에서 액션 임

을 송하기 해서는 IEEE 802.11ay 표 문서에 정의된 

컨트롤 모드의 변조  코딩 방법을 사용한다[1]. 

AP가 다수의 상배열 안테나를 동시에 사용하여 액

션 임을 송하기 해, 앞서 언 한 컨트롤 모드에 

따라 변조  코딩을 수행한다. 그런 후에, 해당 액션 

임을 상배열 안테나 수만큼 복사하여 서로 다른 순

환 시 트 다이버시티 기법을 용하고 개별 상배열 

안테나로 달한다. 모든 상배열 안테나는 미리 정해진 

서로 다른 송신 섹터로 동시에 액션 임을 송한다. 

3.2 딥러닝 기반 SNR 측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측기법은 다층 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다. 다층 퍼

셉트론 모델은 입력층과 출력층을 가지고 있고, 입력층

과 출력층 사이에는 다수의 은닉층으로 구성이 된다[3]. 

한, 각 층은 다수의 노드로 구성이 되었고, 층과 층 사

이의 노드들은 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같은 층에 있는 

노드들 사이에는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층 퍼셉트

론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AP가 다수의 송신 섹터를 동

시에 사용하여 액션 임을 송할 때, STA 그룹의 어

느 한 STA에서 측정되는 SNR을 측한다. 

 제안한 딥러닝 모델의 입력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

다. 첫 번째 그룹은 SISO 과정에서 STA로부터 달받은 

SISO 피드백에 포함된 모든 SNR 값들이다. 본 논문의 

2.1 에서 설명했듯이, SISO 피드백에 개별 SNR은 AP

의 어느 한 송신 섹터에 응되는 값이다. 두 번째 그룹

은 SISO 피드백에 포함된 AP가 동시에 사용할 송신 섹

터들에 해당하는 SNR 값이다. 제안한 딥러닝 모델의 출

력 값은 앞서 설명한 딥러닝 모델의 두 번째 입력그룹에 

포함되는 SNR에 응되는 송신 섹터들을 AP가 액션 

임 송을 해 동시에 사용했을 때 STA에서 측정되

는 신호 세기 측값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기반 다 빔 

송링크 측기법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MU-MIMO 빔포  훈련의 SISO 단계에서 AP의 모든 개

별 송신 섹터에 한 SNR 값을 MU-MIMO 빔포  훈련

에 참여하는 모든 STA로부터 수집한다. 이때, 개별 STA

로부터 수집한 SNR 값의 리스트 정보를 해당 STA의 

SISO 피드백이라 할 수 있다. MU-MIMO 빔포  훈련의 

MIMO 단계에서는 AP가 다수의 송신 섹터를 동시에 사

용하여 액션 임을 송해야 한다. 다수의 송신 섹터

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STA 그룹의 개별 STA에서 측정

되는 SNR 값을 측하기 해 해당 STA의 SISO 피드백

을 이용한다. 앞서 설명한 로 제안한 딥러닝 모델의 입

력으로 SISO 피드백에 포함된 SNR를 사용하면 출력으로 

다수의 송신 섹터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STA에서 측정

될 SNR 측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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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1 섹터2 섹터3 섹터4 섹터5 섹터6 섹터7 섹터8 섹터9

안테나1 0.33 0.76 0.31 2.39 9.51 0.39 0.39 0.06 0.06

안테나2 3.61 22.9 3.18 3.18 48.1 0.65 3.14 0.62 0.84

안테나3 4.97 3.74 3.22 3.22 0.73 0.43 8.75 0.08 7.50

(표 1) STA1의 SISO 피드백에 포함된 송신섹터 별 SNR

(Table 1) SNRs in the SISO feedback of STA1

(그림 2) 호텔 로비 시뮬 이션 시나리오

(Figure 2) Simulation scenario of Hotel Lobby

4. 성능 평가

4.1 실험 환경

리미터  역에서의 통신을 시뮬 이션하기 해 

NIST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오 소스 소 트웨어인 Q-D 

채 구  (Quasi-Deterministic Channel Realization) 소 트

웨어를 사용하 다[7][8]. Q-D 채 구  소 트웨어는 다

양한 실내·실외 시나리오를 지원하고 본 논문에서는 그

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호텔 로비 시나리오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했다[9]. 

호텔 로비 시나리오에서 실내공간의 크기는 20m X 

15m X 6m 이 고, 내부 구성으로 안내데스크 1개, 책상 

2개, 소  3개를 포함했다[9][10]. 벽, 바닥, 소 , 의자와 

테이블은 각각 석고 보드, 콘크리트, 콘크리트, 목재, 목

재로 구성되어 있고, 재질에 상응하는 반사율이 설정되

었다[7]. 실내공간 내에서 AP의 치 좌표는 (1m, 7.5m, 

5.5m)로 고정되었고, STA의 치는 랜덤하게 설정하

다. AP는 3개의 상배열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각 상

배열 안테나에는 9개의 서로 다른 송신섹터가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AP의 총 송신섹터 수는 27개이고, 개별 

상배열 안테나마다 하나의 송신섹터를 설정하여 빔을 

송할 수 있으므로 AP는 총 3개의 빔을 동시에 송 가능

하다. 

Q-D 채 구  소 트웨어에서는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AP가 STA로 임을 송하면 하나 이상의 

경로로 달이 된다. 본 시뮬 이션에서는 1개의 가시선 

(Line-of-Sight)과 6개의 비가시선 다 경로 컴포 트

(Multipath Component)를 고려했다[11]-[13]. 이때, 6개의 

비가시선 다 경로 컴포 트는 실내공간의 바닥 ( 는 

내부구성물), 천장, 앞/뒤/양  벽면에서 반사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Q-D 채 구  소 트웨어는 각 다 경로 컴포

트에 경로손실, 지연시간, 상변이, 경로의 출발  도

착 각도 등의 채 특성 정보를 제공한다. STA에서 측정

되는 SNR은 [4]의 논문에 제공하는 수식에 따라 다 경

로 컴포 트의 채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하 다. 

다층 퍼셉트론 딥러닝 모델은 이썬 (Python)을 이용

해 구 하 다. 은닉층은 3개로 구성이 되었고, 첫 번째 

은닉층의 노드 수는 128,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은닉

층의 노드 수는 각각 64와 32로 설정하 다. 평균 제곱 

오차 (MSE: Mean Squared Error)를 손실함수로 사용하

다. 최 화 (Optimizer)를 해 아담 (Adam)을 사용하

고, 학습률은 0.001로 설정하 다[14]. 시뮬 이션을 해 

5만 개 이상의 샘 을 사용하 고, 샘 의 90%는 딥러닝

을 학습을 해 사용하고, 10%는 테스트를 해 사용하

다. 개별 샘 은 SISO 피드백, 동시에 사용되는 송신섹

터, STA에서 측정되는 SNR 값을 포함한다. 

 

4.2 송링크 성능 측의 정확성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딥러닝 기반 SNR 측기법의 성

능을 비교하기 해, 제안한 기법의 성능평가 외에도 본 

논문의 2.2 에서 소개한 두 개의 알고리즘에 한 성능

평가도 수행하 다. 본 에서는 [3]의 연구에서 소개된, 

SISO 피드백에서 동시에 사용할 각 섹터의 SNR 값 에

서 가장 큰 값으로 측하는 방법을 최 빔선택 방법으

로 지칭한다. 한, [4]의 연구에서 소개된, 동시에 사용

되는 다수의 섹터의 SNR 값을 SISO 피드백에 포함된 각 

섹터의 SNR 값의 총합으로 측하는 방법을 빔합산 방

법으로 지칭한다. 최 빔선택 방법과 빔합산 방법 모두 

SISO 피드백 기반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다수의 섹터에 

한 SNR 값을 측하기 때문에 순환 시 트 다이버시

트의 향을 고려할 수 없는 공통 이 있다. 

두 비교 알고리즘인 최 빔선택과 빔합산 방법에 

한 이해를 돕기 해 표 1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를 

들어 설명한다. 표 1에서 행은 상배열 안테나 ID 

(Identifier), 열은 송신섹터 ID, 그리고 표 안의 데이터는 

SISO 단계에서 STA1가 측정한 송신섹터 별 SNR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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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확률  모드의 학습셋/테스트셋 오차

(Figure 3) MSEs of training and test sets in Stochastic 

Mode

(그림 4) 확정  모드의 학습셋/테스트셋 오차

(Figure 4) MSEs of training and test sets in 

Deterministic Mode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AP의 각 송신 상배열 안테나 

ID를 1~3으로 정의 하 고, 각 안테나에 정의된 송신섹

터의 ID를 1~9로 정의 하 다. 따라서, 표 1에서 각 SNR 

값은 하나의 상배열 안테나만을 이용해서 해당 상배

열 안테나에 속해있는 하나의 섹터를 통해 달된 

임의 신호 세기를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다른 상배열 

안테나의 간섭이 고려된 것이 아니다. 이때, 최 빔선택 

알고리즘은 AP가 안테나 1-섹터 1, 안테나 2-섹터 4, 안

테나 3-섹터 5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STA1에서 측정하는 

SNR 값을 0.33, 48.1, 0.43  최댓값인 48.1로 측한다. 

반면에, 빔합산 알고리즘은 세 송신섹터 SNR 값의 총합

인 0.33+48.1+0.43인 48.86으로 측한다[15][16]. 

본 시뮬 이션에서는 Q-D Channel Realization Software

를 통해 다 경로 컴포 트를 추 할 때 확정  모드

(Deterministic Mode)와 확률  모드 (Stochastic Mode)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확정  모드에서는 4.1 에서 설명한 

7개의 가시 과 비가시  다 경로 컴포 트만 고려한

다. 반면에 확률  모드에서는 신호가 벽이나 내부구성

물에 의해 반사될 때 표면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되

는 상을 추가로 고려한다. 따라서, 확정  모드에서는 

다 경로 컴포 트의 채 특성이 고정 이지만 확률  

모드에서는 미리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으로 

결정된다는 차이 을 가진다[7][10][13]. 

그림 3과 4는 각각 확정  모드와 확률  모드에서 제

안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면서 측정한 학습셋과 테스트

셋의 측 오차를 나타낸 결과이다. 제안한 딥러닝의 입

력과 출력에 사용되는 SNR 값은 아래 식을 통해 데시벨

(dB)의 단 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수식에서 S는 신호 세기, V는 잡음 세기로써 비율 

형태의 SNR 값이다. STA가 신호를 받지 못해 SISO 피드

백에 포함된 SNR 값이 0인 경우에는 비율로는 0에 가까

운 SNR 값인 –50dB로 설정하 다[17][18]. 

평균 제곱 오차를 통해 측 오차 성능을 나타내기 

해 총 개의 SNR 샘 이 있다고 가정할 때, 는 번째

의 실제 측정 SNR 샘  값으로 정의하고 는 4.1 에 

설명했듯이 [4]의 논문에 제공하는 수식 때문에 계산된

다. 한, 는 최 빔선택, 빔합산, 는 제안한 딥러닝 

기반 기법으로 측한 값으로 정의한다. 이때, 평균 제곱 

오차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평균제곱오차 



  



 


그림 3과 4에서 볼 수 있듯이 총 500 에포크(epoch)를 

수행하 다. 결과에 나타낸 것과 같이 확정  모드와 확

률  모드, 모두에서 학습셋과 테스트셋 각각의 오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와 6은 확정  모드와 확률  모드에서 제안한 

딥러닝 기반 측기법의 성능을 최 빔선택과 빔합산 알

고리즘의 성능과 비교한 결과이다. 확정  모드와 확률

 모드는 같은 패턴의 결과를 보 다. 성능 매트릭으로

는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 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

듯이 제안한 딥러닝 기반의 측기법에서 평균 제곱 오

차가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 빔선택과 빔합

산 알고리즘이 제안한 딥러닝 기반의 측기법보다 정확

하지 못한 이유는 다수의 빔이 동시에 송이 될 때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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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확률  모드의 평균 제곱 오차 그래

(Figure 5) MSEs for the proposed and comparision 

schemes in Stochastic Mode

(그림 6) 확정  모드의 평균 제곱 오차 그래

(Figure 6) MSEs for the proposed and comparision 

schemes in Deterministic Mode

사이의 간섭과 순환 시 트 다이버시티의 향을 고려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안한 딥러닝 기반의 측기법은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되는 샘 이 빔 사이의 간

섭과 순환 시 트 다이버시티의 향이 용된 데이터이

기 때문에 정확한 측을 한 학습을 수행하 다. 

5. 결   론

IEEE 802.11ay의 핵심 기술인 MU-MIMO 통신을 해 

AP와 다수의 STA는 주기 으로 빔포  훈련을 수행한

다. 이 MU-MIMO 빔포  훈련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SISO 과정에서 측정한 각 하나의 빔의 신호 세

기 정보를 기반으로, MIMO 과정에서 사용할 다수의 빔

이 동시에 송될 때의 신호 세기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다층 퍼셉트

론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 고,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제안한 기법이 다른 기법들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증명했다. 본 논문에서는 호텔 로비의 실내공간

에서만 실험을 진행하 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

한 크기와 구조로 되어 있는 실내 시나리오와 실외 시나

리오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할 계획이고, 딥러

닝 모델도 다층 퍼셉트론 외에도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성능을 비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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