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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존 강화학습 기반 수중통신 예약방식에서 성능 저하 요인 중 하나인 긴 학습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에너

지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향상된 채널 접속 기법을 제안한다. 수중 무선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 거리를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

로 기존 강화 학습 기반 채널 접속 방법의 학습 범위의 최대, 최소치를 결정한다. 이는 기존 강화학습의 학습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수중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특성에 따른 거리 추정값의 오차를 고려하여 NAV 학습 범위를 고려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간섭의 크기를 변경시켜가며 학습 진행률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방법 대비  제안

된 AQ-NAV 방안의 경우, 20-40회 학습에서도 360개의 학습 배열 중 평균 340-350개 이상의 학습 배열이 학습이 진행되었

고 50회 이상 학습에서는 모든 학습 배열에 대하여 학습이 진행되었다. 반면, 기존 연구의 경우 학습이 120회 이상 진행되어도 

360개의 배열 중 300-320개의 배열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었다. 실험에서는 기존 대비 적은 횟수의 시도로 학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AQ-NAV가 수중 무선 네트워크에 적용될 경우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기존의 방안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네트워

크 성능 향상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수중 무선 네트워크, 센서, 강화학습, IoT 네트워크, RTS, CTS, NAV

Abstract This work tackles the problem of conventional reinforcement learning scheme which has a relatively 

long training time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underwater network. The enhanced scheme  adjusts the 

learning range of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on distance estimation. It can be reduce the scope of learning. 

To take account the fact that the distance estimation may not be accurate due to the underwater wireless 

network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added noise in consideration of the underwater environment. In 

simulation result, the proposed AQ-NAV scheme has completed learning much faster than existing method. 

AQ-NAV can finish the training process within less than 40 episodes. But the existing method requires more 

than 120 episodes. The result show that learning is possible with fewer attempts than the previous one. If 

AQ-NAV will be applied in Underwater Networks, It will affect energy efficiency. and It will be expected to 

relieved existing problem and increase network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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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자원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상 및 수중 자원

의 발굴은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융합이 요구된다[1,2]. 

수중 환경오염과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분석 및 예측,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3-5].

실제 국방 산업, 어업 등 다양한 수중 기술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IT 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에서 실제 수중 통신망 구축 사업

을 위한 연구 및 구현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수중 산업 

분야의 융합과 기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중 통

신 기술이 필수적이다. 수중 모니터링, 센서를 통한 감지, 

환경 조사 등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서는 수중 관련 데

이터를 생성하고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통신 수단이 필요하다.

수중 환경에서는 무선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다. 무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해양 생물과 선박, 잠수부, 

잠수함 등 수중에서 이동하는 매체가 있어 유선 환경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유선의 경우 바다 내

의 염도에 의해 케이블 경화 및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수중 내에 있다는 점에서 유지 보수가 힘들기 때문

에 사용의 한계가 있다. 

수중 통신은 특수한 환경에 의하여 지상에서의 통신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우선 수중 

통신에서는 주로 음파를 이용한다. 물론 수중 통신에서

도 RF(Radio Frequency) 통신, 가시광 통신 등 다양

한 무선 통신 방식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매체

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의 경우 수중 네트워크에서 여러 

취약점을 갖고 있다. 주로 짧은 전파 유효 사거리 문제

나 소음 및 잡음, 굴절, 산란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 환

경이 매우 제한적이다[5-7].

이러한 이유로 수중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환경에 

적합한 음파를 사용한다. 음파는 느린 전파 속도와 소

음, 잡음에 대한 통신 품질 저하, 높은 에너지 소비량, 

배터리 사용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배터리를 사용하는 환경은 수중 통신의 많은 제약을 주

게 된다. 배터리를 사용하고 초기 설치 이후 유지 보수

가 불가능한 수중 네트워크의 경우 노드 설치 이후 최

대한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수중 네트워크

에서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연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비교적 수중 내에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

을 갖는다.

1.2 연구 배경

본 논문에서는 경쟁 기반의 무선 채널 접속을 수행

하는 수중 통신의 문제점 중 하나인 NAV(Network 

Allocation Vector)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수중 통신에서 사용하는 음파의 긴 전파 시간은 효율적

이지 못한 통신 환경과 노드 간 통신 불공정성의 문제

를 발생 시킨다[8-11].

Fig. 1. Max Propagation Delay Problem of Underwater Wireless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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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최대 전파 지연시간을 사용하는 NAV의 

비효율성 문제와 통신 불공정성 문제를 보여준다.

IEEE 802.11 프로토콜 기반의 수중 통신에서는 채

널 예약을 위해 사용되는 RTS(Request to Send)/CT

S(Clear to Send) 패킷 내부에 채널 점유를 위한 NAV 

값을 계산하여 전송하게 되는데 [12], 수중 네트워크에

서는 노드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

문에 최대 전파 지연시간을 NAV 값에 반영한다. 

이는 전파 지연시간에 의해 시간 동기화 작업이나 

노드 위치 계산 등이 어려워 최대 전파 지연시간을 사

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전파 지연시간을 이용한 

통신방식은 수중 무선 네트워크에 통신 불공정성을 일

으키고 비효율적인 통신 환경을 구성하게 된다[8].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들이 이어져왔고, 다양한 방법의 NAV 최적화 방식이 

제안되었다. 강화 학습을 활용한 NAV 값 계산에 대한 

연구 [13]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이 진행되면

서  최적 NAV 값을 계산하였고 이로 인해 노드 간 불

공정 문제와 불필요한 대기 시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

다. 하지만 학습을 위해 초기에 임의로 NAV 값을 선택

하게 되면서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패킷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충분히 큰 NAV 값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네트워크에 악영

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전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배터리를 최대한 아껴야 하는 수중 네트워크

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해당 환경에서의 모든 NAV 값에 

대해 무작위로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강화 학습 시 선택하는 NAV 값을 RTT(Round 

Trip Time) 또는 RSS(Received Signal Strength)를 

참조하여 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값 기반으로 학습 범

위를 줄인다. 수중 환경에서 RTT 또는 RSS를 활용하

여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NAV 값을 설정할 경우 

산란, 굴절, 간섭, 노이즈 등 수중 환경에 의해 정확한 

NAV 값을 찾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계산된 거리 값

을 활용하여 무작위 선택의 범위를 줄여줄 수 있다면 

NAV 값 학습에 필요한 시도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시도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존 연구 및 연구 배경

2.1 Q-NAV

Q-NAV[13]는 수중 무선 네트워크에서 강화 학습 

기반 NAV 설정 방법이다. 일반적인 통신 환경에서 

RTS/CTS 패킷에 NAV 값을 설정하여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RTS/CTS를 수신한 노드가 무작위 

NAV값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무작위 NAV 값의 범위

는 해당 환경에서 설정한 통신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수중 통신에서는 통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주로 미리 범

위를 설정해 두기 때문에 이를 참고한다. RTS/CTS를 

수신한 노드가 무작위 선택을 통해 NAV 값을 선택하

게 되고 NAV 값 만큼 대기 후 통신을 시도한다. 대기 

이후 통신 시도에서 통신이 성공하는 경우 해당 NAV 

값에 양의 보상 값을 부여한다. 통신에 실패하는 경우 

음의 보상 값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을 진행한

다. NAV에 대한 보상을 참조하기 위해 노드는 배열을 

생성하고 배열 안에 보상 값을 저장한다.

2.2 기존 연구에서의 문제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강화 학습 기반 NAV 결정 방

식에서는 불필요한 NAV 대기 시간과 노드 간 통신 불공

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13]. 기존에 제안된 방

법은 일반적인 통신에서 사용되는 RTS/CTS에 NAV 값

을 넣어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RTS/CTS 

프레임에 NAV 값을 설정하지 않고 각 노드들이 모든 

노드에 대한 NAV 값 학습 테이블을 가지고 이를 활용

한다. 해당 환경의 노드 수와 통신 범위에 따라 테이블

의 크기는 달라지며, 통신 초기에는 RTS/CTS를 수신

한 상황에서 노드가 데이터를 송신하게 되는 경우, 

NAV값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대기한 후 데이터를 송신

한다. 이 송신한 데이터의 전송 결과에 따라 사용한 

NAV 값에 해당하는 보상 테이블의 보상 값을 조정한

다. 이후 충분한 학습이 진행되는 경우 NAV 값을 무작

위 선택을 하지 않고 보상 테이블을 참조하여 NAV 값

을 결정한다. 

노드의 위치를 알기 어렵고 노드 간 시간 동기화가 

어려운 수중 네트워크에서 정확한 NAV 값을 계산하기 

어렵지만 제안된 연구에서는 정확한 NAV 값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불필요한 NAV 대기시간과 

노드 간 통신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지만 통신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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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선택하는 NAV 값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학

습이 충분히 완료되기 전까지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를 

일으키게 된다. Fig. 2는 위에서 설명한 무작위 NAV 

값 선택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너무 작은 NAV 값을 선

택하여 통신의 충돌을 일으키거나 너무 큰 NAV 값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네트워크에 전반적인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Fig. 2. Random NAV Selection Problem

3. 제안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강화 학습 기반 NAV

값 결정 방식인 Q-NAV 기반의 문제점을 개선한 방식

을 제안한다. Q-NAV의 경우 최대 NAV 값의 모든 범

위를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AQ-NAV(Advanced Q-NAV)는 Q-NAV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학습이 될 때까지 소모되는 시간

을 줄이기 위해 RTT 또는 RSS를 활용한다. 기본적인 

원리는 RTT/RSS를 통해 거리를 유추하고 이를 이용하

여 가능한 NAV의 선택 범위를 줄이는 방식이다.

3.1 수중 환경에서 거리 측정

수중환경에서의 거리 측정은 RTT(Round Trip Ti

me), RSS(Received Signal Strength), TDoA(Includ

e Time Difference of Arrival), AoA(Angle of Arri

val) 등 다양한 기법이 제안되어 왔다[14, 15]. 하지만 

수중 음파의 이동속도에 따른 시간 동기화의 어려움, 

다중 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 문제, RF 사용

의 어려움 등 측정이 어렵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RSS 기반의 거리 측정 방법[15]은 수중 네트워

크에서의 거리 측정이 높은 정확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수학적으로 RSS 기반 거리 계

산을 증명하였다. 수중음향 전송 시 염도, 산도, 압력, 

수온, 기포, 표면 반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손

실(Spreading loss, attenuation loss)을 활용하여 전

송 손실(Transmission Loss; )에 대한 계수를 유도

하고 lambert W function을 활용하여 거리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수

식 (1)와 같이 거리()를 측정하였다.

      
 

 












 


 


 

(1)

이러한 수중 네트워크에서의 거리 측정 연구가 정확

하다면 NAV 값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중 네트워크에서는 수많은 변

수가 존재하며 통신 방해요소가 많다. 특히 음파를 사

용하는 수중 네트워크에서 잡음, 간섭, 굴절, 산란 등 

신호의 강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거리 측정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호 강도를 

통해 측정된 대략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AQ-NAV 무작

위 선택 범위를 조절한다.

RSS 기반 거리 계산 [15] 외에도 RTT 방식을 활용

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RTT의 경우 통신 송, 수

신 사이의 패킷 왕복 시간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수중에

서 사용하는 음파의 경우 약 1500m/s 속도를 갖는다. 

노드 간 패킷 왕복 시간을 “  ”이라 하

고 이는 측정용 패킷을 상대측 노드에 전송하고 응답을 

수신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

산한다. 노드 간 거리()는 식(2)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3.2 AQ-NAV (Advanced Q-NAV)

AQ-NAV는 강화 학습의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 RSS

를 통해 계산된 거리나 RTT를 통해 구해진 거리를 사

용한다. RSS나 RTT와 같은 거리 측정 방식을 사용한 

후 계산된 거리를 통해 NAV 값을 결정한다. 수중 네트

워크 환경 특성상 정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AQ-NAV의 학습 테이블 범위의 최소, 최대한도

를 설정한다. 수중에서 NAV 값은 식(3),(4)와 같이 구



AQ-NAV: 수중통신에서 거리 추정을 이용한 강화 학습 기반 채널 접속 기법 37

할 수 있다.


     

    
(3)


     

  
(4)

결정된 NAV 값에서 AQ-NAV 최솟값과 최댓값을 

결정한다. 결정 방식은 식(5),(6)와 같다.


    (5)


    (6)

거리 계산 및 실제 통신 오차를 감안하여 

 값과  값 사이의 범위 내에서 

학습을 진행한다.

Fig. 3. Differences of NAV Searching Window between 

Existing Research and AQ-NAV

Fig. 3은 기존 강화 학습에 사용되던 학습 범위와 A

Q-NAV의 학습 범위의 차이를 보여준다. 학습 범위는 

환경 설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나 기존 방식에 비해 

더 작은 학습 선택폭을 갖는다. Fig.3. 에서와 같이 기

존 방식은 해당 환경의 최대 전파 지연시간을 사용한 

NAV 값을 학습 범위로 결정하나 제안하는 AQ-NAV

는 측정된 거리를 기준으로 NAV 값을 계산하고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학습 범위를 결정한다. Fig 4.는 AQ-

NAV의 진행 방식을 pseudocode로 표현한 것이다. E

-Greedy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NAV 값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탐험적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최대 NAV 값 내에서 무작위로 선

택하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AQ-NAV에서는 계산된 

특정 범위 내에서 NAV 값을 무작위로 선택하게 된다.

Fig. 4. AQ-NAV Algorithm

RSS 또는 RTT로 계산된 NAV 값에서 오차 범위인 

min_nav와 max_nav를 설정한다. min_nav와 max_

nav 사이의 값 중 임의의 값을 선택하여 실제 사용할 

NAV 값으로 결정한다. 결정된 NAV 값을 사용하여 통

신한 후 성공하는 경우 보상을 주는 방식을 채택한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무작위 선택 비중을 줄이고 

보상 테이블의 최고 점수 NAV 값을 사용한다. 이와 같

은 단순한 방식의 학습 방법은 낮은 컴퓨팅 파워와 에

너지 제한적인 환경을 갖는 수중 무선 네트워크에서 강

한 이점이 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학습을 해야 하는 범위가 AQ-NA

V의 학습범위보다 넓어 학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습 진행하는 동안 통신 성공률을 저

하시키게 되고 실패한 통신을 재시도하면서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소비하게 된다. 반면 AQ-NAV는 RSS/RT

T를 통해 계산된 거리를 기반으로 학습 범위를 줄인다. 

이는 학습 시 선택하는 NAV 값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에

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4. 검증 및 실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존 연구

인 Q-NAV[13]와 동등한 환경에서 비교하였다. Pytho

n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고, 총 10개의 노드가 각 

노드끼리 통신을 하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실험 변수는 

Fig 5.와 같으며 AQ-NAV 실험에서는 패킷 이동 시 실

제 수중에서 발생 가능한 특성(간섭, 굴절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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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이즈를 추가하였다.

Fig. 5. AQ-NAV Simulation Parameter

실험에 사용된 변수는 실제 수중 통신망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우리 연구진이 진행 중인 수중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노이

즈는 각 패킷 이동마다 10% 범위 내의 무작위 오차율

을 갖도록 실험하였다. 실험에서는 NAV 선택 시 학습 

범위 산출을 위해 거리 측정을 통해 구해진 NAV 값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 20%, 양의 방향 20% 범위를 학습 

범위로 선정하였다. NAV 선택 및 보상은 Fig. 4.와 같

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Fig. 6은 채널 접속 및 보상 방

식을 보여준다. NAV 시간 이후 데이터 전송을 시도할 

때, 충돌하지 않는 경우 양의 보상 값을, 충돌하는 경우 

음의 보상 값을 주는 방식을 보여준다.

Fig. 6. Two Kind of Case in Communication about 

Reward

Fig. 7는 학습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무작

위 선택 학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NAV Table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배열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의 평균값을 측정한 것이다.

NAV Table에는 보상 값을 저장하기 위한 360개(3

6.0 Sec)의 배열이 존재한다.  축은 360개의 보상 테

이블 중 학습이 한 번이라도 진행된 배열의 개수를 의

미하며 모든 노드의 평균 개수 수치를 측정하였다. AQ

-NAV의 경우 학습을 하지 않은 범위를 개수에 포함시

킨다.

 축은 무작위 선택을 몇 번 진행했는지에 대한 수

치를 나타낸다. Q-NAV의 경우 무작위 NAV 값 선택

을 20회 진행하였을 때, 실험에 사용한 Q-NAV의 모든 

노드의 시도 횟수 평균값이 20회 이하로 나타났다. 중

복된 선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20회보다 높게 측정될 

수 없다. Q-NAV는 무작위 시도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학습 시도된 배열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의 Q-NAV는 무작위 선택을 1000회까

지 하더라도 360개의 배열 중 평균적으로 20개 이상의 

배열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정확하지 못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학습 시도

를 많이 해야 학습에 대한 안정도가 보장된다. 이러한 

경우는 수중 무선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

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Fig. 7. Learning Rate Difference between Q-NAV and 

AQ-NAV

AQ-NAV의 경우 모든 배열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

하지 않는다. RSS/RTT로 측정된 거리를 통해 오차율

을 감안하여 Table의 특정 범위 내에서 학습을 진행하

여 많은 양의 구간을 제외하고 학습을 진행한다. AQ-

NAV의 경우 무작위 선택이 20회 된 경우 평균적으로 

약 20개 정도의 NAV 값이 학습에 선택되지 못하였다. 

Q-NAV의 경우 약 340개 이상의 NAV 값이 학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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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 대비 적은 선택 횟수로도 충분한 학습 시도

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2번 노드와 10번 노드 쌍에 의한 통신의 R

TS/CTS를 수신한 4번 노드가 10번 노드에게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한 NAV 값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Fig. 8. an Example of Highest Reward NAV Selection

Fig. 8은 무작위 선택 횟수에 따른 최대 보상 NAV 값

을 보여준다. 해당 통신 환경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0.

1초 단위)까지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초록 선의 Minimu

m NAV Value는 32.133초로 RTS를 수신한 4번 노드

가 실제 기다려야 하는 최소한의 NAV 값이다. 통신이 

끝나는 시간이 RTS 수신 이후 32.133초인 것을 감안할 

때, 32.2초가 선택될 수 있는 가장 짧은 NAV 값이 된다.

Q-NAV의 경우 무작위 선택을 120회 이상 하지 않

는 경우,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NAV

값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다. 120회를 넘어가면서 안

정화되어 최적에 가까운 NAV를 선택하게 되지만 120

회 이후에도 높은 수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반면 AQ-NAV의 경우 20회에서 40회 사이에서도 

충분히 최적에 가까운 NAV 값을 선택하며 이후에는 

계속 최적의 NAV값을 선택하게 된다. 모든 노드에 대

하여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노드 위치에 따라 약

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결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A

Q-NAV의 경우 많은 학습 범위를 학습 이전에 제외하

기 때문에 더 적은 횟수로 최적의 NAV 값을 찾는 모습

을 Fig. 7.에서 보여주었다. 또한 Fig. 8.은 학습 횟수에 

따른 NAV 값 최적화가 기존 Q-NAV 대비하여 전 구간

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기존에 제안된 강화 학습 연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하여 학습 

범위를 줄이는 AQ-NAV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에 다양하게 제안된 수중 네트워

크에서의 거리 측정 방식을 활용하여 노드 사이의 거리

를 측정하고 측정된 거리를 통해 NAV 시간을 계산한

다. 수중 통신 특성에 따른 오차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NAV 값을 기준으로 학습 범위를 결정한다. 모든 NAV 

범위에 대하여 무작위 선택을 하던 기존 연구 대비 범

위를 획기적으로 줄여 더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NAV 

값을 학습하는 AQ-NAV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식이 더 적은 시

간에, 더 적은 횟수로 학습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강

화 학습을 채택하면서도 적은 양의 연산으로 확실한 성

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낮은 컴

퓨팅 파워와 에너지 제한적인 환경을 갖는 수중 무선 네

트워크에서 통신 기회 불공정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비효율적인 네트워크 대기시간 문제를 포함해 학습에 걸

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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