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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이용함으로서 셀 외부 영역의 사용자들의 전송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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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계기에는 고정 중계기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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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중계기가 있다. 고정 중계기의 경우 이동 중계기에
비해서 낮은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고정 중계
기를 사용하는 경우 고정 중계기의 개수와 용량에 따

communication system, users at cell edge experience

라 시스템 성능이 제한된다. 외부 영역의 많은 사용자

high intercell interference and low received signal

가 있는 경우 중계기의 전송률이 충분하지 못하여 외

power. Thus, the data rates of users in the inner

부 영역의 데이터를 중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중

region and the outer region are asymmetric. We

계기 사용에 가장 활발한 단체 중 하나가 IEEE

adopted mobiles in the inner region as mobile relays

802.16j이다 [2].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6j 표준을

for the users in the outer region. We determined the

기반으로 하여 서로 다른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중

radius of the inner region to maximize the log sum

계기 역할을 하는 이동 중계기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

of user capacity in the entire cell.

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즉 이동 중계기의 위치
및 개수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을 살펴보고 셀 성능을

I. 서론

최대화할 수 있는 이동 중계기 결정 영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차세대 통신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높은 데이터 전송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II. 본론

기존의 셀룰러 시스템에서 셀의 외부 영역에 있는 사
용자들은 경로 감쇄로 인한 낮은 신호 대 잡음비와 인

본 논문에서 각 셀은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두개의

접 셀 간섭으로 인하여 셀 내부 영역의 사용자들에 비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부 영역의 단말기는 중계

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송률을 가지게 된다. 즉 셀

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지국과 직접 통신을 한다. 서

내부 영역의 사용자들과 외부 영역의 사용자들 전송률

외부 영역의 단말기들은 내부 영역의 단말기 중에서

사이에서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된다. 셀 외부 영역의

하나의 단말기를 중계기로 선택하여 중계기를 이용해

사용자들의 전송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계기를 이

서 기지국과 통신한다. 만약 이러한 단말기가 없는 경

용한 시스템들이 제안되었다 [1]. [1]에서 보면, 중계

우, 외부 영역의 단말기는 기지국과 직접 통신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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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본 시스템은 다중 접속 방식은 직교 주파수

Log sum of user capacity in the cell
280

분할 다중 액세스 (OFDMA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사용하며, 프레임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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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6j의 프레임 구조를 사용한다 [3]. 외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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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단말기들은 내부 영역의 단말기 중에서 기지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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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통신하는 경우보다 높은 전송률을 보여주는 단말
기중 하나를 선택한다. 중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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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률은 외부 영역의 단말기와 중계기 사이의 전송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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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와 기지국 사이의 전송률의 최소값의 1/2로 정
의 된다. 각 중계기는 외부 영역의 단말기 중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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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의 신호만 중계한다. 외부 영역의 단말기들은
인접 셀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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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부영역의 반경에 따른 각 사용자 전송률의 로그 합

사용하도록 한다.

전송률을 갖는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임의 선
택 스케줄링의 경우 내부 영역의 영역이 전체 반경의

Ⅲ. 모의실험

7/10 정도가 되었을 때 가장 높은 로그 합을 보여주고
있고 공정 비례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 영역
의 반경이 셀 반경의 8/10일 때 가장 높은 로그 합을

본 논문에서는 이동 중계기가 셀 전송률에 미치는 영

보여준다.

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모의 실험에서는 셀 반경 5km인 19개의 셀을 가지
는 셀룰러 시스템을 가정하였으며, 각 셀에는 100의

Ⅳ. 결론

사용자가 균등하게 분포되어있다. 각 셀에서 내부 영
역과 외부 영역의 주파수 재사용율은 1과 1/3로 정하

기존의 셀룰러 시스템의 경우 셀 경계에서 낮은 전

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부채널의 전송률은 각 부반

송률을 갖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

송파의 섀넌 용량의,      , 합으로 결정된다.

계기를 사용하였다. 이동 중계기는 셀의 단말기중 하

여기서  은 각 부반송파의 신호 대 잡음 및 간섭

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선택하기 위해서 각 셀은

비를 나타낸다.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으로 나누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은 내부 영역의 크기에 따라 각 사용자의 상

내부 영역의 크기에 따라 각 사용자의 전송률의 log

향 및 하향 링크 전송률의 로그 합의 대한 그래프이

합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은 스

다. [그림 1]은 임의 선택 (Random) 스케줄링 한 경우

케줄링 방법에 따라 내부 영역의 반경이 셀 반경의

와 공정 비례 (Proportional Fair : PF) 스케줄링 한 경

7/10 또는 8/10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

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부 영역의 크기가 줄어

었다.

들면 직접 통신을 하는 단말기의 숫자가 줄어드는 만
큼 내부 영역의 단말기는 좀 더 많은 채널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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