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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한된 사용자의 접속을 허락하는 펨토셀 기지국이 매크로셀 커버리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에 있어서 매크로셀 사용자로부터의 상향 링크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펨토셀 기지국에 대한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매크로셀과 겹치는 부채널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할당을 함과
동시에 일부 부채널로 들어오는 큰 간섭 신호를 LDPC 이레이저 복호기를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써
펨토셀 기지국에 인접한 곳에서 매크로셀이 통신을 하더라도 펨토셀 기지국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펨토셀의 상향 링크 간섭은 LDPC 이레이저 복호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서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크로셀 기반의 통신 시스템은
기지국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거나 밀폐된 건물 안에
있는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질의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실내에서의 음영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펨토셀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펨토셀 이라함은
DSL 라우터나 케이블 모뎀 등과 같은 정도의 크기로
옥외 매크로셀 이동통신 기지국에 비해 극히 소형인
기지국을 의미한다. 유무선 통합 서비스는 기존에도
제안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는 사용자는
통합 서비스를 위한 이중 모드 단말을 별도로 구입해야
했으며, 자연스러운 핸드오버가 아닌 수동적인 모드 전환
방식을 사용해야 했다. 펨토셀 시스템은 각 사용자가
별도의 이중 모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매크로셀에서 사용하는 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도 펨토셀 기지국 설치 이외의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기존의
사용자는 펨토셀을 설치함으로써 옥내의 유선망을
이용한 통신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펨토셀
기지국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여러 존재하고 있다.
펨토셀은 매크로셀 영역 안에 계층적으로 설치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주파수 할당 문제가 발생한다. 펨토셀이
매크로셀과 같은 주파수 대역 또는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할당 받음에 따라 간섭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간섭
문제는 펨토셀의 사용자의 인증 문제에 따라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펨토셀이 모든 사용자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면 간섭 문제는 일종의 핸드오버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펨토셀이 등록된 사용자만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펨토셀 사용자와 매크로셀 사용자간의

간섭 문제가 심각한 성능 열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제한된 사용자만 허락하는 펨토셀 기지국과 매크로셀
기지국이 서로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경우에,
펨토셀 기지국은 주변의 매크로셀 사용자로부터의 높은
간섭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매트로셀 사용자는
펨토셀 기지국으로부터 큰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6e 기반의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환경에서
상향 링크에서 자원 할당 기법 및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코드 이레이저 복호기 (Erasure Decoder)를
이용한 상향 링크 간섭 제거한 경우에 상향 링크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II.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펨토셀 기지국과 매크로셀 기지국
모두 IEEE 802.16e OFDMA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펨토셀과 매크로셀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2]. 본 펨토셀 영역 내에서 매크로셀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펨토셀의 동작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펨토셀 상향 링크 사용자는 높은
간섭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매크로셀
단말이 펨토셀 영역 내에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간섭을 주는 매크로셀
단말의 부채널과 겹치는 부채널이 적도록 펨토셀
부채널을 할당하도록 한다. 즉 매크로셀 사용자가 특정
부채널을 시간에 따라 할당 받는 경우, 펨토셀 사용자는
주파수축으로 퍼진 채널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겹치는
부채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펨토셀 사용자는
사용하는 부채널을 시간과 주파수축으로 펼침으로써
매크로셀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용 주파수
채널을 할당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펨토셀 단말은 오픈-루프 전력 조절을

통해서 매크로셀 사용자에 비해서 매우 낮은 전력으로
펨토셀 기지국과 통신한다. 매크로셀 단말도 매크로셀
기지국과 가까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낮은 전력으로
송신하며, 매크로셀 기지국과 먼 곳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높은 전력으로 송신한다. 펨토셀 단말이 전력 조절을
함과 동시에 펨토셀 기지국은 LDPC 이레이저 복호기를
이용하여 높은 간섭이 들어오는 신호를 지워서 해당
심볼의 LLR (Log-likelihood ratio)을 0 으로 만들어버린다
[3]. 이러한 이레이저 복호기를 사용함으로써 펨토셀 영역
안에 매크로셀 단말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펨토셀
기지국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III. 모의 실험
본 논문에서의 매크로셀 단말이 펨토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 (Case 1)와 펨토셀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 (Case 2)에 펨토셀 기지국의 상향 링크 성능에
대해서 모의 실험하였다. 매크로셀 기지국와 펨토셀
기지국은 1024 FFT 포인트 OFDMA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10Mhz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Position 1 에서 Position 5 는 셀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지점이며, Position 1 에서 Position 5 로 갈수록 펨토셀
외곽으로 가는 지점이다. 현재 펨토셀이 사용하는
부채널중 큰 매크로셀 간섭이 미치는 부채널수는 5 개다.
Femtocell uplink rate, Case 1, num. of interfering subchannel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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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트로셀 사용자가 펨토셀 내부에 있는 경우 펨토셀 위
치에 따른 상향 링크 성능
Femtocell uplink rate, Case 2, num. of interfering subchannels=5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사용자의 접속만을 허락하는
펨토셀 기지국이 매크로셀 영역 내에 설치 되는 경우에
있어서 펨토셀 기지국의 상향 링크 성능을 알아 보았다.
매크로셀 사용자 중에서 펨토셀에 큰 간섭을 주는 단말
의 부채널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펨토셀은 매크로
셀의 간섭을 최대한 피하도록 부채널을 시간축으로 할당
또는 시간축과 주파수축에 걸쳐서 부채널을 할당함으로
써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채널을 할당한다. 그리
고 펨토셀 기지국에서는 LPDC 이레이저 복호기를 사용
하여 매크로셀 사용자로부터 들어오는 간섭을 제거하는
경우 펨토셀이 매크로셀 사용자가 펨토셀 근처에 존재하
고 있더라도 충분한 커버리지를 확보 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레이저 복호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매크로셀
사용자가 펨토셀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통신이 불가능하
였다. 하지만 이레이저 복호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크
로셀 사용자가 펨토셀 내부에 존재하고 있거나 또는 펨
토셀에 인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펨토셀 기지국은 충분한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1] Femtocell forum, http://www.femto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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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향 링크 성능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1]은 간섭
을 일으키는 부채널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이레이저 복호
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펨토셀이 작동 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펨토셀의 위치가 매크로셀에 가까워 질수록
매크로셀 사용자는 낮은 전력으로 송신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만약에 이레이저 복호기를
않는 경우에는 매크로셀 단말이 펨토셀 영역안에 있는
경우 펨토셀 사용자는 높은 간섭으로 인하여 통신하기
어렵게 된다. [그림 2]는 매크로셀 단말이 펨토셀 외부 영
역에 인접해 있는 경우 (Case 2)의 펨토셀의 위치에 따른
펨토셀의 상향 링크 성능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매크로셀
단말이 펨토셀 영역 근처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펨토셀
사용자에게는 큰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크로셀 단말이 펨토셀 영역 외부에 인접해 있더
라도 펨토셀 단말은 통신가능하나 이레이저 복호기를 사
용하는 것에 비해서 낮은 전송률을 보여주고 있다. 매트
로셀 상향 링크 단말이 펨토셀 주위에 존재하는 경우는
이레이저 복호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통신이 가능하지
만 이레이저 복호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레이저
복호기를 사용한 경우 비해 약 70% 정도의 성능 열화를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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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매트로셀 사용자가 펨토셀 내부에 있는 경우 펨토셀 위
치에 따른 상향 링크 성능

[그림 1]은 매크로셀 단말이 실내에 있는 경우
(Case 1)의 경우에 있어서 펨토셀의 위치에 따른 펨토셀

[3] Y. H. Kim, K. S. Kim and J. Y. Ahn, “Erasure
decoding for LDPC-coded FH-OFDMA system in downlink
cellular environments,” Electronics Letters, vol.
40, no. 22, pp 1433- 1434, Octob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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