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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계층간 협력 통신을
고려하는 사용자 접속 기법
A User Association Technique Considering Cooperative
Transmissions in 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s
박진배·상영진·이형열·김광순
Jin-Bae Park · Young Jin Sang · Hyung Yeol Lee · Kwang Soon Kim

본 논문에서는 이종 셀룰러 네트워크의 하향링크에서 사용자들의 비례공평성을 최대화하는 계층간 협력 통신을 고
려한 사용자 접속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계층간 협력 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계층간 사용자”
를 소개하고
이를 고려한 사용자간의 공평성을 최대화하는 펨토셀 자기 구성 문제를 정의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푸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하므로 앞서 정의된 문제를 근사화한 사
용자 접속 기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최대 수신전력을 기반으로 사용자 접속을 하는 기존 기법보다 제안하는
사용자 접속 기법을 통해 사용자 간의 비례공평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계층간 간섭, 사용자 접속, 이종 셀룰러 네트워크, 공평성

In this paper, we propose a user association scheme considering a cooperative communication in downlink
for 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s. A ''cross-tier'' user associated with both a macro-cell and a femto-cell is
defined as a cross-tier coordination method between the macro- and femto-cells. Considering the cross-tier
coordination for mitigating cross-tier interference, a self-organization problem for femto-cells is formulated to
maximize fairness among users. However, it is intractable to directly solve the problem and the formulated
problem requires extensive search space for all possible scenarios. Instead, we approximate the original problem
and propose a user association algorithm. From Monte-carlo simulation,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improve fairness among users compared to conventional schemes.
Keywords : Cross-tier interference, User association, 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 Fairness

I. 서 론
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면적당 전송
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매크로셀 위에 펨토셀과 같은
소형셀들이 설치되고 있다[1]. 이러한 소형셀들은 매
크로셀보다 설치 비용이 훨씬 적고 저전력으로 동작이
가능하여 운용 비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어 매크로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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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오프로딩(offloading)을 위한 기존 매크로셀의
보완 네트워크로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2]. 이종 셀룰
러 네트워크에서의 매크로셀과 펨토셀 기지국들의 위치
는 확률 기하론(stochastic geometry)을 이용하여 포
아송 포인트 프로세스(Poisson Point Process, PPP)
로 모형화될 수 있다[3]. 하지만 이러한 펨토셀들이 많
이 설치되게 됨에 따라 매크로셀과 펨토셀간의 계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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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tier) 간섭 문제[4] 및 이러한 간섭 문제를 고려
하지 않는 사용자 접속 기법으로 인한 셀간 부하 불균형
문제[5]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간의 공평성
을 최대화하기 위해 계층간 간섭 및 셀간 부하를 고려한
효율적인 사용자 접속 기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셀간 또는 계층간 간섭 해결 방법으로써 주
파수를 재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6]~[8]. 기존의 매크로셀 모형에서는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신호대 간섭 잡음비(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 SINR)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종 셀룰러 네트워크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펨
토셀 기지국 설치로 인한 펨토셀 위치의 불규칙성에 의
해 주파수 재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모든 셀들이 전체 주파수 자원을 공
유하는 개방형 사용자 접속 이종 셀룰러 시스템을 고려
한다. 이러한 이종 셀룰러 네트워크에서의 셀간 또는 계
층간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는 이종 셀룰러 네트워크에
서 계층간 간섭으로 피해를 받는 사용자들을 위해 매크
로셀과 피코셀(picocell) 혹은 중계기 사이를 X2 인터페
이스(interface)로 연결하여 이를 통해 간섭 중재 메시
지(ICIC: Inter-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교환
을 통하여 셀간 협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9]. 이
러한 메시지 교환을 통해 특정 셀은 다른 셀에서 온 주
요 간섭신호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지만 X2
인터페이스는 현재 펨토셀에는 이용 가능하지 않은 기
술이며 펨토셀을 위해 백홀(backhaul)을 통한 간섭 중
재 메시지 교환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펨토셀의 백홀은
사업자의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
어서 백홀을 통환 메시지 교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간섭 신호로부터 피해를 입는 매크로
셀 사용자를 위해 매크로셀이 간섭신호를 발생시키는
해당 펨토셀에게 하향 링크 제어신호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10]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크로셀과
펨토셀의 협력을 이용하여 펨토셀로부터 발생되는 간섭
신호를 줄임으로써 해당 매크로셀 사용자의 서비스 품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다중 셀룰러 시스템
에서는 서로 다른 셀간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 부하 균형(load balancing)기법을 수행하여 네
트워크의 성능을 최대화한다[11]~[13]. 수신전력이
가장 큰 셀에게 사용자를 접속시키는 방법[11],[12]이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사용자 접속 기법인데 이 기
법은 셀내에 사용자수가 굉장히 많아 부하 균형으로 인
한 사용자수의 증감이 각 셀의 전체 사용자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크로셀 경우에 적합한 사용자 접
속 방법이다. 하지만 이종 셀룰러 시스템에서와 같이
높은 전력과 낮은 밀도로 설치되는 매크로셀 기지국과
낮은 전력과 높은 밀도로 설치되는 펨토셀 기지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각 사용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평균 전송률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전체 성능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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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접속을 수행하
여야 한다[13].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이종 셀
룰러 네트워크의 하향링크에서 사용자들의 비례공평
(proportional fairness)을 최대화하는 펨토셀 자기 구
성을 위해 계층간 협력 통신을 고려한 실용적인 사용자
접속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매크로셀과 펨
토셀 기지국의 계층간 협력 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계층간 사용자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간 사용
자를 고려하여 사용자들의 비례공평을 최대화하는 각
펨토셀 자기 구성 문제를 위한 계량(metric)을 세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로 푸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를 풀기
쉬운 형태로 근사화하여 사용자의 평균 전송률에 대한
식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비례공평을
최대화하는 근사화된 계량을 제안한다. 또한 근사화된
계량을 풀기 위한 실용적인 사용자 접속 기법을 제안한
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평균 전송률 기반의 계
층간 협력 통신을 고려한 사용자 접속 기법을 통하여 기
존의 최대 수신전력으로 사용자 접속을 수행하는 기법
보다 셀내의 사용자들의 비례공평성이 훨씬 향상되는
것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고려하는 시스템 모형을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계
층간 협력 통신을 통해 서비스받는 계층간 사용자를 살
펴본다. IV장에서는 계층간 협력 통신을 고려한 펨토
셀 자기 구성 문제를 정의하며 V장에서는 펨토셀 자기
구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VI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하
여 기존 기법 및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알아본다. 마
지막으로 Ⅶ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시스템 모형
매크로셀 기지국(mBS)의 집합 Xm={x0m, x1m, ...}
은 밀도 λm을 가지는 PPP Φm로 발생되며 xkm은 k번째
mBS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와 비슷하게 펨토셀 기지
국(fBS)의 집합 X f={x0f, x1f, ...}은 λf 을 가지는 PPP
Φf 로 발생되며 xi f는 i번째 fBS의 위치를 나타낸다. 사
={u 0 , u1, ...}은 λu을 가지는 PPP Φu로
용자의 집합 U=
발생되며 u j는 j번째 사용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발생
된 mBS, fBS, 그리고 사용자들의 집합을 묶은 집합을
다음과 같이 γ={Xm, X f, U}로 나타내고 i번째 fBS xi f
으로 접속하기를 원하는 근처 사용자 집합을 Uni라고 정
의하도록 하자. 여기서 Uni⊂U이다. 일반성을 잃지 않
고 매크로셀 기지국 x0m의 서비스 구역안에 i번째 펨토
셀이 있다고 가정하자. 사용자 u와 기지국 x 사이의 채
=‖u - x‖-η라고 나타내고 여기서 η
널 이득을 L(u, x)=
는 경로감쇄상수이고 ‖·‖은 절대값을 계산하는 연산
자이다. 이때 이 값에 대해 사용자가 긴 주기동안 측정
한 평균 채널 이득을 ￣
L (u, x)라고 나타내자. 수식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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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ence signal
Desired signal
mUE

fBS

mBS
fUE

계층간 사용자 추가

fBS

a
큰 전력 계층간 사용자
fBS
계층간 사용자

mBS

경우1:mBS에 의해 서비스 받을 때

b

작은 전력 계층간 사용자

mBS

경우2: fBS에 의해 서비스 받을 때(큰 전력a,작은 전력b)

그림 1. 계층간 사용자와 계층간 협력 통신 기법

단화를 위하여 i번째 펨토셀을 지칭하는 첨자 i는 생략
하도록 한다. 근처 사용자 집합 Un에 대해 이들 사용자
들을 나눈 파티션(partition)을 ξ={Um, U f, Uc, U c+}
라고 나타내고 여기서 Um, U f, Uc, U c +는 각각 매크로
셀 사용자들의 집합, 펨토셀 사용자들의 집합, 작은 전
력 계층간 사용자들의 집합, 그리고 큰 전력 계층간 사
용자들의 집합이다. 계층간 사용자의 동작방식은 그림
1을 참고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한
다. Un에 대해 l번째 가능한 파티션을 ρ l라 하고 그러
면 가능한 모든 파티션의 개수 np=4|Un|로 주어지고 해
당 모든 파티션을 원소로 갖는 전체 파티션 집합을
Ψ={ξ1, ξ2, ..., ξnp}라고 정의하도록 한다. 여기서 |·
·|
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연산자이다. 한편 매
크로셀은 일정한 송신전력 Pm으로 사용자를 서비스하
고 각 펨토셀은 평균 송신전력 Pf 을 만족시키는 범위내
에서 전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III. 계층간 사용자
그림 1을 참고하면 주파수를 공유하는 이종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계층간 경계에 위치해 있는 매크로셀 사
용자 및 펨토셀 사용자는 다른 계층으로부터 오는 간섭
에 의하여 성능 열화가 발생한다. 이것은 전체 네트워
크의 성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층간 협력 통신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매크로셀과 펨토셀 사이의 전력 조절을
이용하여 셀간 또는 경계간 간섭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14],[15]. 이와는 달리 본 논문에
서는 사용자 접속 관점에서 계층간 경계에 있는 사용자
들의 평균 SINR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매크로셀 사
용자, 펨토셀 사용자와 더불어 계층간 협력 통신을 사용
하는“계층간 사용자”접속방식을 제안한다. 계층간 사

용자는 기본적으로 매크로셀 기지국과 펨토셀 기지국에
게 자신의 채널 상황을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양
쪽과의 통신 상태를 유지하고 이때 사용자 스케쥴링
(scheduling)의 우선권은 매크로셀 기지국이 갖는다.
즉 매크로셀 기지국 입장에서 계층간 사용자는 매크로
셀 기지국으로 접속한 다른 사용자들과 동일한 스케쥴
링 기회를 부여받는다. 매크로셀 기지국에 의해 계층간
사용자가 선택되면 매크로셀 기지국은 스케쥴링된 정보
를 하향링크 제어신호를 통해 보내고 이때 펨토셀 기지
국은 해당 계층간 사용자가 선택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해당 데이터 전송이 끝날 때까지 전송을 중지함으로써
해당 계층간 사용자의 SINR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만약 계층간 사용자들이 매크로셀 기지국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전송 권한이 해당 펨토셀 기지국으
로 넘어가게 되어 다른 펨토셀 사용자와 동등한 스케쥴
링 기회를 갖게 된다. 계층간 사용자들이 펨토셀 기지
국으로부터 데이터 전송을 받을 때의 SINR을 좀 더 개
선하기 위해 펨토셀 기지국의 평균 전력 제한 조건을 위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가지 전력 모드로 데이터 전송
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매크로셀 사용자의 수보다 각
펨토셀 주변 사용자들의 수가 훨씬 적으므로 평균 전송
률을 기반으로 사용자 접속을 수행하게 되면 펨토셀 서
비스 구역이 기존의 수신전력 기반으로 하는 방식의 서
비스 구역보다 커지게 되어 펨토셀로부터 서비스를 받
는 사용자들은 매크로셀 간섭으로부터 더 심각한 피해
를 입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계층간 사용자가 펨토셀
로부터 전송 권한을 부여받아도 낮은 SINR로 인해 성
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SINR를 높이기 위
해서는 펨토셀이 더 높은 전송전력으로 신호를 전송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층간 사용자를 높은 전송 전력 a가 허용
된“큰 전력 계층간 사용자”
와 작은 전송전력 b를 사용하
는“작은 전력 계층간 사용자”
로 구분한다. 펨토셀 사용
자는 작은 전송 전력 b를 통해 데이터 전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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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if α=1,
{ log
x /(1- α) if α＞0, α≠1.

IV. 계층간 협력 통신을 고려한 펨토셀

φα(x)=

자기 구성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개체가 전체 네트워크의 최적
화를 수행하는 방식 대신에 각 펨토셀 기지국들에게 그
책임을 분산시켜 각각의 펨토셀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
익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준
최적 방식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 펨토
셀은 독립적으로 자기 근처의 사용자들만을 고려하고 i번
째 펨토셀 근처 사용자 집합을 Un이라 하자. 이때 각 펨토
셀 근처의 사용자 접속을 위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식 (1)
과 같이 각 사용자의 입장에서 수신전력이 가장 큰 기지국
에게 사용자를 접속시키는 방식으로 Un에 대한 파티션을
정한다.

U f={u|Pm￣
L (u, x0m)＜Pf ￣
L (u, xi f), u∈Un},
(1)

위의 수신전력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접속시키는 기법은
비슷한 송신전력을 갖는 매크로셀 경우에 적합한 방식
으로 높은 전력과 낮은 밀도로 설치되는 매크로셀 기지
국과 낮은 전력과 높은 밀도로 설치되는 펨토셀 기지국
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종 셀룰러 네트워크에서는 각 사
용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평균 전송률을 이용하여 시
스템의 성능이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접속을 수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3]에서 같
이 각 사용자의 예상 평균 전송률을 이용한 기지국의 효
용(utility)을 시스템 성능을 위한 계량으로 정한다. 그
러면 계층간 협력 통신을 고려한 펨토셀 자기 구성을 위
해 주어진 스케쥴링 방식 x과 기지국과 사용자의 위치
의 집합 γ 에 대해 i번째 펨토셀 기지국의 효용를 최적화
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ξ*, a*, b*]=argmaxξ l ∈Ψ,a,b

Σ

(3)

일반적인 스케쥴링 방식 X 또는 비례공평 정도를 결정
하는 α에 대해 위 평균 전송률을 위한 닫힌 수식을 구하
기는 어려우므로 위 계량을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근사
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간단한 스케쥴링 방식인 라
운드로빈 방식을 사용하고 각 사용자의 SINR값을 ￣라
γ
할 때 평균 전송률은 log2(1+￣)로
γ
주어진다고 가정하
자. 집합 Un에 속한 사용자 u은 해당 매크로셀 기지국
이 서비스하는 총 매크로 사용자의 수의 추정값 ＾
N um과
m
매크로셀 기지국으로부터 받는 평균 SINR￣
γ u , 그리고
f
￣
펨토셀 기지국과의 평균 SINR γ u를 펨토셀 기지국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펨토셀 기지국은 매크로셀의 사용자
수＾
N m= Σ ＾
N um/|Un|을 추정한다. 순환 순서 방식을 사
용하여 각 기지국마다 1명의 사용자가 선택된다고 가정
하면 펨토셀에 의해 추정된 총 매크로셀 사용자의 수는
＾
N m+|Um|+|Uc|+|Uc+|이므로 매크로셀 사용자가 선
＾m+|Um|+|Uc|+|Uc+|)이고 선택
택될 확률 p1=1/(N
됐을 때 평균 전송률은 log2(1+￣
γ um)로 주어지므로 이
두 값을 곱하여 매크로셀 사용자로 접속시 평균 전송률
을 구할 수 있다. 펨토셀 사용자가 선택될 확률 p2=(1(|Uc|+|Uc+|)p1)/(|Uf|+|Uc|+|Uc+|)이고 선택됐을
때 평균 전송률은 log2(1+b￣
γ uf /Pf)로 주어지므로 앞서
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값들을 곱하여 펨토셀 사용자일 경
우의 평균 전송률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계층간 사용
자가 매크로셀에 의해 스케쥴링 되었을 때의 SINR ￣
γ uc
는 다음과 같이 펨토셀 기지국으로부터 오는 간섭이 없
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
Pm￣(u,x
L
0)
￣
γ uc=---------------------------------------------------------------------------------------------------------------------------------------------------N0+Pm Σ
￣(u,x)+P
L
L
Σ ￣(u,x)
f
x∈Xm,x≠x0m

(4)

x∈Xf,x≠xif

￣
γ uc는 사용자로부터 보고 받은 ￣
γ um과 ￣
γ uf값을 가지고 계
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매크로셀 기지국의 전송전력
을 Pm, 잡음의 평균 전력을 N0라고 하고 ￣
γ um과 ￣
γ uf를 다
음의 식 같이 자세히 나타내보자.

φα(ρ (u,a,b,ξl)).

u∈Un

s.t.a＞0, b＞0.

1-α

u∈Un

U m={u|Pm￣
L (u, x0m)≥Pf ￣
L (u, xi f), u∈Un},

U c=φ, U c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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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ρ (u,a,b,ξl)는 사용자 u의 평균 전송률을 계산해
주는 함수이고 a*과 b*은 각 펨토셀 기지국의 평균 전력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위 계량을 최대화시키는
펨토셀의 큰 송신전력과 작은 송신전력값이다. 위의 문
제는 잘 알려진 α-비례공평성을 최대화하는 일반적인
효용함수 문제이며 φα(x)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6].

m
Pm￣(u,x
L
0)
￣
γ um=-----------------------------------------------------------------------------------------------------------------------------------N0+Pm Σ
￣(u,x)+P
L
L
f Σ ￣(u,x)

(5)

f
Pf￣(u,x
L
i )
￣
γ uf=--------------------------------------------------------------------------------------------------------------------------------------------N0+Pm Σ ￣(u,x)+P
L
L
Σ ￣(u,x)
f

(6)

≠x0m
x∈Xm,x≠

x∈Xm

x∈Xf

≠xi f
x∈X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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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여 간단한 변수치환을 통해￣
γ uc는 다음과 같
m
f
이￣
γ u 과￣
γ u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γm(γuf+1)
￣
γ uc=------------------m-----------f---1- γ u γu

(7)

•단계 0: (초기화) 모든 사용자들을 매크로셀 사용자

이를 이용하여 큰 또는 작은 전력 계층간 사용자가 매크
로셀 기지국에 의해 선택되었을 때 평균 전송률은
log2(1+￣
γ uc)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큰 또는 작은 전력 계
층간 사용자가 매크로셀 기지국으로부터 선택될 확률은
앞서 매크로셀 사용자로 접속했을 때의 확률과 동일한 p1
이다. 한편 큰 또는 작은 전력 계층간 사용자가 펨토셀 기
지국으로부터 선택될 확률은 p2이고 이 때 작은 전력 계
층간 사용자가 선택되었을 때 평균 전송률은 log2(1+b
￣
γ uf /Pf), 큰 전력 계층간 사용자가 선택되었을 때 평균 전
송률은 log2(1+a￣
γ uf /Pf)이므로 이 값들을 이용하여 각각
의 계층간 사용자일 경우의 평균 전송률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계층간 협력 전송 방법을 고려한 펨토셀 자
기 구성시 펨토셀이 속해 있는 매크로셀의 추정된 다른
매크로셀 사용자의 수가 ＾
N m일 때 각 경우의 사용자 u
의 평균 전송률 ρ (u,a,b,ξl)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ρ (u,a,b,ξl)

=

항 문제(NP: Nondeterministic Polynomial)이므로
본 장에서는 앞의 근사화된 문제의 해를 찾기 위해서 다
음의 탐욕 알고리즘(greedy algorithm) 방법을 사용하
여 근사적인 최적해를 구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유사코
드(pseudo code)이다.

로 가정하고 이 경우에 대한 식 (9)의 계량값을 mcur
에 저장한다.
•단계 1: 각 사용자에 대하여 펨토셀 사용자, 작은 전
력 계층간 사용자, 큰 전력 계층간 사용자로 사용자
접속을 전환했을 때의 식 (9)의 계량값을 계산한다.
각 경우에 대해 큰 송신전력 a와 작은 송신전력 b는
식 (9)의 전력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중 계량을
가장 최대화하는 값으로 정한다.
•단계 2: 이전 단계에서 구한 계량값들 중 가장 큰 값
을 갖는 사용자를 선택한다.
•단계 3: 선택된 사용자의 계량값이 mcur보다 크면 선
택된 사용자를 해당 사용자의 접속 모드에 따라 사용
자 파티션을 수정하고 mcur도 해당 계량값으로 수정
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접속 모드가 아직 결정되
지 않은 나머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1과 단계2
를 반복한다. 만약 선택된 사용자의 계량값이 mcur
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VI. 모의 실험

p1log2(1+￣
γ um),
if u∈Um,
p2log2(1+b￣
γ uf /Pf),
if u∈Uf,
c
f
γ u )+p2log2(1+b￣
γ u /Pf), if u∈Uc,
p1log2(1+￣
c
p1log2(1+￣
γ u )+p2log2(1+a￣
γ uf /Pf), if u∈Uc+.

(8)

식 (8)를 이용하여 펨토셀 기지국의 효용성을 최적
화를 위한 계량 (2)는 다음과 같이 근사화된 계량으로
다시 쓰여질 수 있다.

[ξ+,a+,b+]=argmaxξ l∈Ψ,a,b

ρ (u,a,b,ξl)),
Σ φα(￣

(9)

u∈Un

s.t.(1-(|Uc|+|Uc+|)p1)(p3a+(1-p3)b)≤Pf , a＞0,b＞0.

여기서 p3=|Uc+|/(|Uf|+|Uc|+|Uc+|)이다.

V. 제안하는 펨토셀 자기 구성 알고리즘
모든 가능한 파티션들 중에서 이전 장의 근사화된
계량 (9)를 최대화하는 파티션을 찾는 것은 비결정 다

그림 2는 모의 실험을 위해 사용된 매크로셀, 펨토
셀, 그리고 사용자들의 위치 분포의 예이다. 여기서 원
점에 위치한 매크로셀 기지국의 서비스 지역에 있는 사
용자들의 집합을 Uo라 할 때, 해당 매크로셀 기지국의
서비스 지역 안에 있는 펨토셀 및 Uo안에 속하는 사용
자들을 관찰하였으며 나머지 매크로셀 기지국과 펨토셀
기지국들은 간섭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매크로셀 기지
국의 전력 P m =43dBm, 펨토셀 기지국의 전력
Pf=23dBm, 간섭의 전력 밀도 N0= -174dBm//Hz, 경
로감쇄지수 η=4, 대역폭은 10MHz, 그리고 미터 제곱
당 매크로셀 기지국의 밀도 λm=0.0013으로 하였다.
사용된 전체 네트워크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 모두
20km로 동일한 정사각형 모형을 가정하였다. 즉 네트
워크의 전체 면적은 (20*103)2이고 이때 평균적으로 25
개의 매크로셀 기지국이 균일하게 발생되도록 하였다.
α값을 1로 정하고 사용자간의 비례공평을 최대화하는
스케쥴링[17]을 실시하였으며 Uo안의 사용자 u가 실제
얻은 평균 전송률을 ￣
R u라 할 때, 사용자간의 비례공평
￣u)으로 정의하였다.
성은 Σ φα(R
u∈Uo

그림 3은 최대 수신전력 기준으로 사용자 접속을 한
경우와 계층간 사용자 없이 평균 전송률 기반의 비례 공
평 계량을 최대화 시키도록 각 사용자를 매크로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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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의 실험 환경(매크로셀 기지국, 펨토셀 기지국,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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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매크로셀 사용자와 펨토셀 사용자의 평균 전송률 누적분포 함수

자 혹은 펨토셀 사용자로 나누어 사용자 접속을 시켰을
때 매크로셀 사용자의 평균 전송률과 펨토셀 사용자의
평균 전송률의 누적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λu/λm=200,, λf /λm=10이다. 위 결과로부터 이종 셀
룰러 네트워크에서 최대 수신전력 기준으로 사용자 접
속을 시켰을 때 매크로셀과 펨토셀 간의 부하간 커다란
불균형이 발생하며 제안한 평균 전송률 기반의 펨토셀
자기 구성 기법을 통한 데이터 오프로딩으로 매크로셀
과 펨토셀 사이의 부하 불균형이 상당히 극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앞의 실험과 같은 환경에서 계층간 사용자를

고려한 사용자 접속 기법을 추가하여 각 기법에 대하여 전
체 사용자의 평균 전송률의 누적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계층간 협력 통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제안하는 계층간 협력 통신을 사용하면 대략 평균 전송률
이 높은 상위 30% 사용자들의 평균 전송률은 상대적으로
작게 줄어드는 반면 나머지 약 70% 사용자들의 평균 전송
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펨토셀 기지국의 밀도 변화에 따른 사용자
의 비례공평성의 평균값을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
자들의 평균 전송률의 단위는 bits//s이고 λu /λm=200
으로 하였다. 위 그림을 통해 펨토셀 기지국 수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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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averag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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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사용자의 평균 전송률 누적분포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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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펨토셀 기지국 수에 따른 비례공평도

질수록 데이터 오프로딩이 더 많이 이루어져 사용자들
의 비례공평성이 세 기법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제안하는 계층간 협력 통신을 고려한
사용자 접속 기법을 통해 사용자간의 비례공평성이 가
장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종

셀룰러 네트워크의 하향링크에서 사용자들의 비례공평
을 최대화하는 펨토셀 자기 구성을 위해 계층간 협력 통
신을 고려한 실용적인 사용자 접속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계층간 사용자를 소개하였고 이러한 계층간
사용자를 고려하여 각 펨토셀 근처 사용자들간의 비례
공평성을 최대화하는 각 펨토셀 자기 구성 문제를 세웠
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로 푸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를
풀기 쉬운 형태로 근사화하여 사용자의 평균 전송률에
대한 식과 이를 사용한 근사화된 계량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근사화된 계량을 최대화하려면 광범위한 경우에

HetNet & Mobile Data Management: 이종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계층간 협력 통신을 고려하는 사용자 접속 기법

대해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탐
욕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한 사용자 접속 기법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LTE 혹은 LTE-A와 같은 실
제 시스템에 적용했을 경우 매크로셀은 펨토셀의 동작
에 대해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는 반면 펨토셀은 매크로
셀의 스케쥴링된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는데 이
정보는 현재 규격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매크로셀의 하
향 링크 제어신호를 통해 획득될 수 있으므로 펨토셀 입
장에서 위 제어신호를 복호해야 하는 약간의 오버헤드
(overhead)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현재
의 규격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 시스템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의
실험을 통해 기존의 최대 수신전력으로 사용자 접속을 수
행하는 기법보다 제안하는 평균 전송률 기반의 계층간 협
력 통신을 고려한 사용자 접속 기법이 가장 크게 사용자
간의 비례공평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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