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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반송파 묶음을 사용하는 이기종 셀룰러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사용자 접속 기법을 제안한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요구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 셀들이 매크로(Macro) 기지국들과 함께 설치되고
있으며, LTE-Advanced (LTE-A)의 핵심기술인 반송파 묶음을 통해 복수의 주파수와 기지국을 동시에 접속함으로써 높은
데이터 요구량 지원을 기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매크로와 소형 셀 기지국 사이의 트래픽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반송파 묶음을 통하여 각 사용자들의 높은 데이터 전송속도를 만족하면서 기지국들
간의 트래픽이 균형을 이루도록 두 가지 문제를 동시적으로 다룬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단일 반송파를 사용하는 기법보다
제안하는 기법이 향상된 사용자 평균 전송률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본다.

Ⅰ. 서 론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기들의 출현으로
모바일 트래픽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요구량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핫스팟 내부의
사용자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일 계층의 셀룰러
네트워크에 적은 파워와 유지 보수 비용의 장점을 갖고
있는 소형 셀을 설치하는 이기종 셀룰러 네트워크
(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s)가 형성되었다 [1].
이러한 기술적 트렌드에 맞추어 기지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트래픽의 균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왔다 [2][3].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 반송파를 통하여 LTE-A 에서
목표로 하는 1Gbps 를 만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
따라서, LTE-A 에서 유망한 핵심기술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반송파 묶음(Carrier Aggregation)으로 반송파
묶음은 두 개 이상의 반송파로 확장된 대역폭을 통하여
데이터 전송률을 높이는 기법이다 [4][5]. 다중
반송파에 대한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자 접속 시
각각의 반송파들의 밴드 특성에 따른 대역폭 및 신호
감쇄의 특성을 고려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존의 단일
반송파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서의 트래픽 균형 방식이
다중 반송파를 고려한 새로운 트래픽 균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송파 묶음과 같은 다중
연결이 가능한 시스템 모형을 설명하고 효용 극대화식을
통해 기지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접속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 시스템의 방식과 성능을 비교
검증 하였다.

Ⅱ. 시스템 모형
본 논문에서는 높은 데이터 전송율을 요구하는
핫스팟이 공존하는 시스템 모형을 가정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방향 11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매크로, 펨토 (Femto) 그리고 피코 (Pico)
총 3 가지 종류의 기지국을 정의한다. 매크로 기지국과
핫스팟 지역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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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전력를 갖고 각 기지국이 사용할 수 있는 3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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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매크로가 하위 두 개의 밴드 펨토가 중간
밴드 그리고 피코가 최상위 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위 시스템 모형을 아래의 그림 1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IV. 모의 실험 결과
1

0.9

General Utility Maximization
Max RSRP

0.8

CDF(Average Data Rate)

0.7

0.6

0.5

0.4

0.3

0.2

0.1

0
0.1

그림 1 시스템 모형
Ⅲ. 문제정의 및 제안하는 사용자 접속 기법
본 논문은 반송파 묶음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서
기지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트래픽이 소형 셀 기지국과 매크로 기지국에 균형을
이루며 접속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단일
캐리어를 사용하는 경우 흔히 최대 RSRP (Reference
Signal Received Power)를 기준으로 사용자 접속방법을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전송
전력를 갖는 매크로 기지국에 트래픽이 몰리게 되어
소형 셀의 자원은 낭비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서비스
질 또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 대역,
단일 반송파를 사용하는 이기종 셀룰러 네트워크
환경에서 부하균형을 위해 제안되었던 효용 극대화 식을
다중 대역, 다중 반송파가 적용된 환경에 맞게 새로
정의하였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 처리율을 극대화 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접속 방법과 자원 관리를 동시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용자간의 부하균형
및 공평성을 기대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효용
극대화식은 m 밴드에서 작동하는 기지국 j 와 사용자 i 의
연결 지표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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