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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내 음영지역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와이맥스의 펨토셀 기지국(WFAP; WiMAX 
Femtocell AP)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와이맥스 펨토셀 기지국의 패킷에러율

(PER), Outage, throughput 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이동통신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고속의 대역폭을 제공하므로 개인 휴대 단말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활용 할 기회

가 증가하였다. 전파환경이 양호한 실외에서는 핸드

오버 기술을 통해 통해 끊김없는(seamless)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이동 단말 사용자가 실내에 위
치할 경우에는 수신하는 전파가 상당히 감쇄되어 고
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제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내 전파 음영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소형 기지국 즉 Femtocell AP 이다. 
WiMAX Femtocell AP(WFAP)는 실내 음영지역에서 간
편하게 설치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대역폭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펨토셀은 매크로 셀보다 다수의 기지국이 
설치되므로 기지국 상호간 간섭을 야기시킬 수 있고, 
매크로 기지국 영역 내 설치된 다수의 WFAP 가 매크

로 셀과 동일 대역의 주파수를 갖고 운용되는 경우에 
매크로셀에 간섭을 야기 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WFAP 는 매크로 WiMAX 기지국의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전파 음영지역에 설치된다는 
가정하에 WFAP 와 매크로 기지국간의 간섭은 고려하

지 않고, 실내에 다수의 WFAP 가 설치되어 운용될 
경우에 WFAP 간 간섭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펨토셀이 30m 정도의 커버리지를 갖는 
소출력 기지국을 뜻하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는 시뮬

레이션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통상적인 펨토셀보다 넓
은 영역을 서비스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성능을 분석

하였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시뮬레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와 결과를 

분석하며, 마지막 4 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시뮬레이터 구조 

Mobile WiMAX Femtocell AP(WFAP)의 성능 분석을 
위해서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SLS; System Level 
Simulation)를 사용하였다[3]. Mobile WiMAX 시스템레

벨 시뮬레이터는 WFAP 동작 알고리즘과 시스템 특성

을 가정하여 WFAP 가 설치된 환경에서 throughput 등
과 같은 성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성능 분석을 위
하여 별도의 링크레벨시뮬레이션(LLS; Link Level 
Simulation)를 수행하여 결과를 SLS 에 반영하였으며 
LLS 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그림 1 은 WFAP 에 대한 SLS 시뮬레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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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LS 시뮬레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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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대상 기지국의 위치는 설정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정해진 후 시뮬레이션 수행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시뮬레이션 결과의 수렴성을 
위해서 다음 두 가지에 대한 반복을 수행한다. 
 

 1) 단말 생성의 반복 (Iteration) 

 시뮬레이션 대상 셀들에 단말들을 임의로 
위치시키는 것을 “drop”이라 한다. SLS 에서는 
이러한 단말 drop 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단말의 
위치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2) 프레임 동작의 반복 

 단말 Drop 이 이루어진 후 많은 프레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함으로써 주어진 drop 에 대한 
결과의 수렴성을 확보한다. 
 시뮬레이터는 단말 drop 이후 모든 단말과 
기지국들간의 무선 링크를 설정한다. 또한, 생성된 
링크에 대해서 전파 경로 모델과 shadowing 모델에 
따라 경로 손실 값을 확정한다. 링크 생성이 
완료되면 매 프레임마다 fast fading 모델에 따라 순간 
채널을 생성하고 그에 따른 단말과 기지국의 동작을 
시뮬레이션 한다. 매크로 셀의 음영 지역인 실내 
환경에서 사용되는 WFAP 운용 환경을 위해 ITU-R 
Office 모델을 반영하였다[5]. MAC 스케줄러로는 Best 
Effort 클래스에 대해 PF (Proportional Fair)를 Best Effort 
클래스를 제외한 기타 클래스에는 WFQ(Weighted Fair 
Queue)를 적용하였다[6]. 
  

본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Fast Fading model 은 다음

과 같다. 
 

<표 1> Fast fading model 
Multi-
path 

Model 
Number 
of Paths 

Velocity 
(km/h) 

Penetrat-
ion Loss 

(dB) 
Fading 

ITU-
PED_A 4 3 12 Jakes 

 
3. 시뮬레이터 분석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WFAP 환경과 다수 
WFAP 가 운용되는 환경을 가정하여 수행하였다. 
  

  1) 시나리오 1: 단일 WFAP 환경 
 단일 WFAP 환경에서의 성능 분석을 위해 사용한다. 

주변에 무선 간섭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므

로 WFAP 의 최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2) 시나리오 2: 다수 WFAP 환경  
WFAP 3 대에 동일 주파수(FA)를 할당하고 각 

WFAP 의 셀반경이 중첩시키도록 배치하여 3 대의 
WFAP 간 상호 간섭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서의 성능

을 평가 할 수 있다. 3 대의 WFAP 는 매크로 WiMAX 
기지국의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실내 음영지역에 음
영 해소를 위해 배치되어, 매크로 WiMAX 기지국의 
신호와 WFAP 신호간 간섭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가정하였다. 
 

3) 시스템 파라미터 
  WFAP 시스템의 특징은 표 2 과 같은 시스템 파라

미터로 반영하였다. 
 

<표 2> Mobile WiMAX Femtocell AP 시스템 파라미터 
파라미터 기본 설정 값 

Bandwidth 10MHz 
FFT size 1024 

Permutation Scheme PUSC 
DL:UL symbol ratio 29:18 

BS Noise Figure 3dB 
MS Noise Figure 7dB 

Number of TX antenna 
2 for WFAP  

/ 1 for MS 
Number of RX antenna 2 
Shadowing correlation 0.5 

 

4)  시뮬레이션 입력 파라미터 
 3 대의 WFAP 에 동일 주파수(FA)를 할당하고, 

100m 반경으로 단말을 분포시킨 조건에서 각 WFAP
간 거리를 170m, 180m, 60m 로 배치시킴으로써 WFAP
간 중첩이 발생하여 상호 간섭을 줄 수 있는 조건으

로 구성하였다. 각 WFAP 의 높이는 실내 환경을 고
려하여 2.5m 로 가정하고, WFAP 상호 간에 간섭을 주
는 인자인 Loading 값은 최대치인 1.0 으로 가정하였

다. 
 

<표 3> 시뮬레이션 입력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정 값 

Link Mode UL / DL 
Ant. Height (m) 1.5 
MS distribution Area-based 

Number of WFAP 1 or 3 

Locations 
(meter, angle-degree) 

ü 1 WFAP: (0,0) 
ü 3 WFAP:(0,0), 

(173,0), (173,60) 
MS per sector 10 
Cell Radius (m) 100 
Ant. Height (m) 2.5 
Cable loss (dB) 1 

Cell Load 1.0 
Sector N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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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F 1 
Antenna Omni 

Propagation Model ITU-R Office 
Shadowing STD 6.0 
Channel Mix (%) PED-A 3km/h: 100% 

 
 5) 단일 WFAP 분석 결과 

 첫번째 분석은 단일 WFAP 에 대한 성능분석으로

써 셀간 간섭이 없는 조건에서 WFAP 의 최대 성능을 
도출하기 위한 조건이다.  

 
<표 4>단일 WFAP 성능 분석 결과 

다운링크 업링크 
TH 

(Mbps) 
PER 
(%) 

Outage 
(%) 

TH 
(Mbps) 

PER 
(%) 

Outage 
(%) 

15.47 0.017 0.32 7.18 0.009 0.0 
 
다운링크는 약 15Mbps, 업링크 약 7Mbps 의 

throughput 이 도출된다. 10 대의 단말을 반경 100m 기
준 내에 면적 기반으로 균등 분포시킨 조건에서 
outage 가 0.3%로 나타났다. WFAP 가 배치된 환경이 
타 기지국의 간섭이 없는 조건임을 감안하면 outage 
발생 원인은 배치된 단말의 수신 감도가 낮기 때문이

다. 실내 환경임을 고려하였을 때 기지국간 간섭을 
제외하면 outage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물내에서 수신 강도를 약화시키는 구조물 등이다. 
 

6) 다수 WFAP 분석 결과 
 두번째 분석은 3 대의 WFAP 에 대한 성능분석으

로써 3 대의 WFAP 에 동일한 주파수(FA)가 할당된 상
호 간섭 조건에서 WFAP 의 성능을 도출하였다. 
Throughput 이 다운링크 7.7 Mbps, 업링크 3.7 Mbps 로
써 단일 WFAP 조건에서의 throughput 대비 대략 1/2 
수준으로 낮아지고, PER 과 Outage 는 단일 WFAP 조
건 대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를 통해 동일 주파수(FA)가 할당된 3 대의 WFAP 간 
상호 간섭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5> 다수 WFAP 성능 분석 결과 

다운링크 업링크 
TH 

(Mbps) 
PER 
(%) 

Outage 
(%) 

TH 
(Mbps) 

PER 
(%) 

Outage 
(%) 

7.74 0.36 10.4 3.72 0.10 2.1 
 

Throughput 관점에서 다운링크는 단일기지국 케이스

와 비교하였을 때 대략 1/2 로 낮아지나 업링크의 
throughput 을 고려하였을 때 10 대의 단말이 VoIP 서
비스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다운

링크에서 Outage 가 10.4%로 단일 WFAP 적용 조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이를 감소 시키기 위해서

는 다수 기지국에 서로 다른 주파수(FA)의 할당이 필
요하다.   

상호 간섭을 미칠 수 있는 실내 환경에서 WFAP 간 
상호 간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

로 기지국 수량 만큼의 주파수(FA) 적용이 필요하며, 
주파수(FA) 개수 이상의 WFAP 적용을 위해서는 셀플

랜 수행 및 SON(Self-Organization Network) 기법 등을 
통해 상호 간섭을 최소화 시키는 주파수(FA) 할당이 
필요할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WFAP 에 대한 시스템 레벨 성능을 
분석하였다. 실내 환경에서 기지국간 간섭이 없는 단
일 WFAP 성능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의 기본 성능을 
예측하였고, 3 대의 WFAP 에 동일한 주파수(FA)를 할
당하여 실험한 결과 throughput 이 대략 1/2 로 낮아지

고, 다운링크에서 Outage 가 대폭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 동일 실내 공간에 다수 WFAP 배치 시 발생하는 
간섭에 의한 성능 열화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복수

개의 주파수를 활용하여 WFAP 간 간섭을 줄이는 등
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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