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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래 통신 시스템은 매크로(macro) 기지국 뿐만 아니라 전송 전력, 기지국 커버리지(coverage), 설치 목적 등이 서로 다른 피코(pico), 펨토
(femto), 릴레이(relay), 기지국들이 산재되어 있는 이기종망(heterogeneous network)가 될 것이다[1]. 이러한 중첩된(overlaid)기지국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기지국의 커버리지, 전송 용량, 공간적인 재활용(spatial reuse)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망에서의 기지국에 따른 백홀망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고려하여 백홀망을 고려한 셀 연계 기법 적용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Ⅰ. 서 론
미래 통신 시스템은 더욱 진보된 전송 기법 및 망 관리 기법 등으로 절대
적인 전송률을 높이거나 다양한 종류의 기지국들을 설치하여 셀 커버리지
(coverage)을 줄임으로써 단위 면적당 주파수 효율성을 높여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1]. 이렇게 여러 가
지 기지국들이 산재되어 있는 망을 이기종망(heterogeneous network)이
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기종망에는 매크로(macro) 기지국 뿐만 아니라 전
송 전력, 기지국 커버리지, 설치 목적 등이 서로 다른 피코(pico), 펨토
(femto), 릴레이(relay) 기지국들이 무계획적으로 흩어져 있다. 비록 이러
한 기지국들의 특성이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중첩된(overlaid)기지국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기지국의 커버리지, 전송 용량, 공간적인 재활용
(spatial reuse)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기지국 들은 기지국마다 특성 및 목적이 다르
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피코나 펨토 기지국들은
백홀(backhaul)망의 전송 용량이 매크로 기지국에 비해 작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전송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 기지국들은 매크로 기지국
과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지국간 간섭의 문제 등을 야기
하여 시스템 전체적인 성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사용자가 보통은 수신 SINR이 가장 높 기지국에
연결되어 서비스를 받지만 이기종망 같이 주변에 여러 기지국들이 많을
때는 셀 간 간섭 및 기지국의 트래픽(traffic load)를 줄이기 위해서 주변
다른 기지국에 연결되어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 시키고 사용자
자신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안된 기법 중 하나로 셀 연계(cell
association) 기법이 있다[1-2].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기종망에서의 기지국에 따른 백홀망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고려하여 백홀망을
고려한 셀 연계 기법 적용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
을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론
A.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매크로 기지국과 펨토 기지국이 확률적인 기하구조
(stochastic geometry)를 가지는 2계층 이기종망 상향링크(Uplink)
OFDMA 시스템을 고려하였다. 이 때 매크로와 기지국은 면적 밀도
(inensity)가 λ인 균일 포아송 점 과정(Poisson point process)를 따른다
[3]. 사용자들의 자원 할당의 최소 단위는 부반송파들의 묶음인 부채널
(subchannel)으로 하고 사용자들에게는 Round Robin 자원 할당 방식으
로 N개의 부채널이 할당된다. 이 때 각 사용자들의 SINR(Signal to Noise
Interference Ratio)과 전송률(data rate)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
(2)
(3)

그림 1 백홀망 전송률 제한에 따른 성능 저하

여기서 기지국과 사용자간의 채널은 평균이 1인 Rayleigh fading이라고
가정하고 기지국의 파워는 1/μ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때 채널과 전성 파
워를 합한 성분인 h는 평균이 1/μ인 exponential 랜덤 변수로 모델링 된
다. 또한, 기지국과 사용자와의 거리는 d, 잡음 전력은 σ2, 간섭신호의 전력
은 I, parh loss exponent는 α 라고 정의한다. 또한, 셀의 색인(index)는
k, 사용자의 색인은 i 이다. W는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대역복을 나타
낸다.
B. 셀 연계 기법 및 실험 결과
앞서 언급한 대로 매크로와 펨토의 기지국은 백홀망의 제한이 있다. 즉,
각각의 기지국은 사용자들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백홀망을 통해서 중앙망
(core network)로 보낼 수 있는 전송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 셀 내의 사용자들의 채널 상태가 좋아서 총합 전송률이
백홀망의 전송률보다 높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총 전송률은 감소하게 된
다. 그림 1은 백홀망 전송률 제한에 따른 성능 저하를 매크로 기지국, 펨토
기지국, 전체 기지국의 관점에서 본 실험 결과이다. 실험 계수들은 표 1에
정의 되어 있다.
실험 계수
값
1/(
π*5002), 1/(π*1502),
매크로, 펨토, 사용자 PPP 계수
100/(π*5002)
매크로, 펨토 전력(송신 SNR)
100dB, 90dB
펨토 백홀망 제한
15Mbps
부채널 수(N)
50
실험 영역
10km * 10km
시스템 대역폭(W)
10MHz
pathloss exponent
4
여기서 매트로, 펨토 기지국의 전력은 송신 SNR기준이며 d=1일 때의 값
을 나타 낸다. 또한, 여기서 effective SINR이라 함은 특정 기지국에서 서
비스를 받는 특정 사용자의 관점에서 현재 가능한 전송률 기준으로 계산
한 SINR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백홀망의
제한이 있는 펨토 기지국의 성능 저하가 현저한 것을 effective SINR분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백홀망의 제한 조건이 있을 때의 성능 저하에 관한 실험은 셀 연
계 기법 필요성은 암시한다. 즉, 특정 사용자가 해당 기지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가 많을 경우 무조건 가장 SINR이 높은 기지국으로 연결되어
서비스를 받는 기존 시스템의 경우에 기지국 백홀망의 제한으로 인해 두
번째로 높은 SINR을 갖는 기지국에 연결되는 것보다 오히려 낮은 데이터

그림 2 백홀망을 고려한 셀 연계 기법에 따른 성능 향상

전송률을 할당 받게 될 수도 있고 이는 전체 시스템이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해당 기지국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다른 사용
자들 역시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사용해야 하므로 전송률 측면에서 성능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백홀망의 전송률을 고려한 셀 연계를 통해
특정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지국에 연결된다면 자신의 전송률도 높이고 해당 기지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다른 사용자들도 자원적으로 여유가 생기므로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가 그림 2에 나타나 있
다. 그래프에서 Non-CA(Non-cell association)는 특정 사용자가 단순히
가장 높은 SINR을 보장해주는 기지국에 연결했을 때의 effective SINR의
분포를 본 것이고 CA(Cell association)는백홀망을 고려해서 셀 연계 기법
을 사용한 경우에 effective SINR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 홀망을 고려한 셀 연계 기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성능 향
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망에서의 기지국에 따른 백홀망 제한을 고려하는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고려하여 백홀망을 고려한 셀 연계 기법 적
용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았다. 실험
을 통하여 백홀망의 제한이 있는 펨토 기지국의 성능 저하가 현저한 것을
effective SINR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정 사용자가 백홀망을
고려해서 셀 연계 기법을 사용한 경우에 effective SINR의 분포 관찰을
통해 백 홀망을 고려한 셀 연계 기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성능 향상이 현저
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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