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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요구량을 만족
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존의 매크로셀에 저
전력 소형셀들이 더불어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이
기종 셀룰러 네트워크에서의 셀간 부하 균형을 위
해 LTE-A 에서는 영역확장기법과 ABS (almost blank
subframe)기법을 채택하여, 더 많은 사용자들이 소
형셀로 오프로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셀
영역확장과 ABS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존의 공동
사용자 접속 방식 [1], 셀별 편향값과 ABS 비율을
위한 전역최적화 방식 [2]은 기존 LTE-A 의 네트워
크 구성요소들을 많이 바꾸어야 하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주어진 균일한 편향값에 대해
각 매크로별로 ABS 비율을 최적화하는 방법 [3]은
기존의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을 바꿀 필요가 없어,
실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나, 균일한 편향값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네트
워크 구성요소들을 바꾸지 않고, 네트워크 부하균
형 향상을 위해, 테셀레이션 (tessellation) 기반의 셀
편향 최적화 방식을 제안한다.

2. 본론
제안하는 방식은 크게 (i) 네트워크 중앙처리기
(e.g. EPC-MME)가 사용자로부터 긴주기로 축적된
평균 신호대잡음비(SNR)를 사용하여 셀별 편향값을
계산하는 전역적 최적화 단계, (ii) 각 매크로셀이
ABS 비율과 해당 사용자들의 셀접속을 최적화하는
지역적 최적화 단계로 구성된다. 주어진 기지국 집
합 B 에 대해, 각 셀 영역들은 전체 커버리지 R 를
위한 테셀레이션으로 볼 수 있으며, 제안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B 에 대해서, 각 시간별 사
용자 위치에 대한 평균적으로 사용자간의 비례공평
을 최대화시키는 테셀레이션을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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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 ( R ) 은 R 의 모든 가능한 파티션을, U(n)
은 n 번째 시간에 대한 사용자집합을, 그리고 Ru (T)
는 주어진 T 에 대해 사용자 u 의 기대 전송률을
나타낸다. (1)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 각 시간별
사용자집합에 대해 공동 사용자 접속 방식 [1]을 적
용하여, 최적의 사용자 접속을 얻은 후 이에 상응
하는 테셀레이션을 얻는다. 여러 시간에 대해 이들
을 평균화하여 준최적 테셀레이션을 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셀별 편향값을 얻는다. 그 후에, 매크로
셀별로 ABS 비율 및 사용자 접속을 최적화한다.

그림 1. 이기종 셀룰러 시스템에서 균일한 편향값을
사용하는 방식 대비 제안하는 방식의 평균성능이득
그림 1 의 모의실험결과로부터, 이기종 셀룰러 네
트워크의 기지국들이 점점 더 복잡하게 설치될수록,
제안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셀들간의 부하 균형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더 커다란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간의 비례공평 최대화를 위한,
실용적인 테셀레이션 기반 셀 편향 최적화 방식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식의 우수성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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