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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매크로기지국과 펨토기지국의 간섭을 회피하는 방법인 자원대체 간섭회피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펨토셀 영역의 여유로운 자원을 할당받은 후에, 이기종망 간의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미리 검사하고 충돌이 예상되면 충돌가능자원을 회피하고 여유로운 자원으로 대체하여 통신

을 한다. 본 기법을 적용하면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에서 이기종망 간의 직교주파수를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최소화 할 수가 있으며, 이기종망 간에서 주파수를 분할하여 통신을 하는 
SFR 기법과 비교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1. 서론 

LTE-A 는 갈수록 폭증하는 데이터 요구량을 수용

하기 위해서, 3GPP 에서 제안된 무선통신기술이다. 고
용량의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에게 동시 서비스하는 
이 기술은, 인구가 밀집되어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

는 지역이나 음영지역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대한 좋은 대안은 적은 전력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피코셀이나 펨토셀과 같은 
마이크로셀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1], 평면적 셀단위 
서비스에서 계층적 이기종망 서비스로 영역을 넓혀가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이크로셀은 매크로셀에 중
첩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같은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므

로, 이기종망 간에 간섭을 일으킨다. 특히 광대역 연
결을 통해 서비스 범위가 반경 20 미터 이내로 데이

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펨토셀의 경우는 통신사의 
체계적인 기지국 관리로 서비스되는 매크로셀이나 피
코셀과는 달리, 사용자 개인에 의해서 임의로 설치 
되고 있으므로, 네트워크의 혼잡을 가져올 수 있고 
간섭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다[2]. 따라서 매
크로셀과 펨토셀 사이에서의 간섭에 대한 기존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존연구와 비교하여 높은 채널품

질 및 자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여
유로운 자원을 이용한 자원대체 간섭 회피기법을 제
안한다. 이 기법은 주파수 재사용율을 1 로 하는 셀단

위 통신시스템에서 펨토셀은 매크로셀에 비해 적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일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므로,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 그리

고 펨토셀영역의 여유로운 자원을 할당받은 후에, 이
기종망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검사하게 되며, 

충돌검사는 펨토기지국이 스케줄링한 정보와 이종망

의 기지국이 스케줄링한 정보를 비교하여 충돌이 예
상되면 충돌예상자원을 회피하고 여유롭게 할당한 대
체자원으로 매핑을 하여 통신을 한다. 이종망의 기지

국이 스케줄링한 정보는 무선인지기술을 이용하여 얻
는다[5].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매크로셀

과 펨토셀에서의 상하향링크의 간섭에 대한 기존의 
셀간 간섭 제어 방식을 기술한다. 3 장에서는 상하향

링크를 구분하여, 대체자원 간섭회피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결과 및 향후과제에 대해서 기술

을 하고 끝을 맺는다. 
 
2. 기존연구 

매크로셀과 펨토셀에서의 간섭제어로는 전력제어기

법, 랜덤시간 호핑, 방향성안테나, SFR(Soft Frequency 
Reuse)기법 등이 있다[3]. 전력제어기법은 펨토셀의 
위치가 매크로셀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매크로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매크로 단말기가 펨토셀의 간섭을 많이 받는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영역을 줄이고, 사용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펨토셀의 송신 전
력을 적응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3]. 그러나 전
력제어는 간섭이 누적되는 경우 통신불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1]. 그리고 랜덤시간호핑[3]은 시
간영역제어기술로써, ABSF(Almost Blank Sub-Frame)기
법과 기능을 같이한다. 매크로셀과 펨토셀이 혼재하

는 이기종망 환경에서는 제어 및 데이터 채널이 상호 
겹치게 되어 간섭이 발생하게 되는데, 매크로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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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F 기능을 수행하여 간섭을 완화하게 된다. ABSF
기능은 제어 및 데이터 신호는 전송하지 않고 참조신

호만 전송하는 것이다[1]. 이 기술은 간단하면서도 실
효성이 높지만 자원효율성이 떨어지며, ABSF 기능을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고정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

면, 매크로기지국의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다. 방향성

안테나 기법[3]은 펨토기지국에 대해서 분할된 안테나

를 사용하여 셀 영역을 나누고, 각각 직교하는 코드

를 할당한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을 제한

함으로써 간섭에 의한 성능 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SFR(Soft Frequency Reuse)기법은 다중셀 환경

에서 셀 파티션을 통해 매크로셀을 안쪽 셀과 바깥쪽 
셀로 나누고, 주파수 대역도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각
각을 안쪽 셀과 바깥쪽 셀에 할당함으로써 간섭을 회
피하는 기법이다. 이를 펨토셀환경에 적용할 경우 펨
토셀의 위치에 따라 인접 매크로 사용자들이 할당 받
은 주파수 대역을 피해 주파수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매크로-펨토 간섭을 회피할 수 있다[3]. 따라서 펨토

셀과 펨토셀이 포함된 매크로셀의 파티션은 서로 직
교하는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자원효율

성이 떨어지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채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방향성 안
테나 기법과 SFR 기법은 고정적인 지역적 주파수 분
할을 의미하며, 이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채
널품질을 제공하는 데에 제약을 가져다 주며, 자원효

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제어기

법 및 SFR 기법에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채널품질

을 적극 반영하고, 펨토셀영역의 여유로운 자원을 최
대한 이용한 자원대체 간섭회피기법을 제안한다. 제
안하는 기법은 이기종망을 동기화 시키고, 부프레임

별로 여유로운 자원을 활용하여 동적스케줄링을 한 
후에, 망간에 충돌이 예상되는 자원을 검사하여 충돌

자원을 여유롭게 할당한 자원으로 대체한다. 이 기법

은 매크로셀과 펨토셀의 자원효율성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또한 충돌검사를 하기 전에 스케쥴링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간섭회피에 있어서 발생되는 지연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 
 
3. 자원대체를 이용한 간섭회피기법 

3.1 하향링크에서의 자원대체를 이용한 간섭회피기법 

 
그림 1. 하향링크 간섭발생 
 
매크로셀과 펨토셀 사이에서 하향링크 간섭은 크게 

펨토셀주변에 있는 매크로단말기가 겪게 되는 간섭과 

펨토단말기가 매크로기지국으로부터 겪는 간섭으로 
나누어 진다. 그림 1 에서 펨토셀 지역에 있는 펨토단

말기 FU1 과 FU2 는 매크로기지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으로 인해 SIR(signal to interference ratio)가  -15dB
이하로 될 수가 있다[4]. 그리고 펨토셀 주변에 있는 
매크로단말기 MU2 는 펨토기지국 FB 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하향링크 간섭을 피하기 위
해서 펨토기지국은 단말기에 자원 스케줄링 시, 매크

로 기지국이 저전력으로 사용하는 자원을 스케줄링하

고, 또한 펨토셀 주변에 있는 매크로단말기의 하향링

크 할당 부반송파와 직교하는 부반송파를 사용한다. 
매크로기지국의 스케줄링 자원정보는 매크로기지국이 
송신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부프레임 별로 제어정보를 
직접 추출한다[5][6]. 

  

  
그림 2. 스케줄링정보 추출시 구조적 지연 
 
그러나 매크로기지국의 스케줄링 자원정보를 추출

할 때, 그림 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조적 지연이 발
생한다. 그림 2 는 FB 가 FU 에게 부프레임을 송신하

기 전에, 매크로기지국의 스케줄링 자원정보를 추출

하기 위하여, MB 송신 부프레임의 제어정보를 추출하

는 구간(A 구간과 B 구간 사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구간은 구조적 지연을 일으키며, 동기화가 되어야 하
는 매크로셀과 펨토셀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
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FB 가 단말기에게 스케줄링할 시점에 매크로기지국의 
스케줄링 할당과 동기를 맞추어서 같은 시간에 전송

을 한다. 그리고 스케줄링 할당은 펨토셀의 여유로운 
대역폭을 활용하여, 임의로 여유로운 할당을 한다. 이
것은 실제로 데이터영역에서 충돌을 회피하고 여유공

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VB 는 전송대역폭이고, RB 는 할당대역폭이고, EB

는 유효대역폭이다. 그리고 S 는 시간 Ti-1 에서 충돌률

을 나타낸다. 유효대역폭은 할당대역폭에서 충돌된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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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률 S(%) =  (충돌된 블록 / 할당된 블록) * 100 
유효대역폭 EB = 할당대역폭 RB * (1-S/100) 
 
할당대역폭은 이전 시간구간에서 전송대역폭과 유

효대역폭을 비교하여 구해진다. 유효대역폭이 클 경
우에는 할당대역폭을 줄이게 되며, 유효대역폭이 작
을 경우에는 할당대역폭을 늘이게 된다.  
 
시간 Ti-1에서 VR < EB 일 경우          

시간 Ti 에서의 누적충돌회수 Ccollsion(Ti)= 
  Ccollsion(Ti-1) - (S/100) 
시간 Ti에서의 할당대역폭(RB)= 

VB*(2+max(Ccollsion, Pmin) ) 
 

시간 Ti-1에서 VB > E B 일 경우 
시간 ti 에서의 누적충돌회수 Ccollsion(Ti)= 
  Ccollsion(Ti-1) +2*(S/100) 
시간 Ti 에서의 할당대역폭(RB) = 
  VB*(2+min(Ccollsion, Pmax) ) 
 

RB  : 할당대역폭 
VB  : 전송대역폭 
EB  : 유효대역폭 
Ccollsion  : 충돌누적회수 
Pmin  : 여유공간최소상수 
Pmax  : 여유공간최대상수 
S  : 충돌률(%) 

 
그림 3 의 오른쪽그림은 펨토기지국 FB 의 여유로운 

자원할당을, 왼쪽그림은 매크로기지국의 자원할당을 
보여주고 있다. 전송단위인 부프레임은 그림과 같이 
제어영역과 데이터영역으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서
로 겹치는 간섭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어영역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리소스 블록

의 인덱스 정보를 전송한다. 제어영역에서는 충돌을 
무시한 스케줄링 정보가 보내지게 되며, 데이터영역

에서는 인지된 충돌블럭 전송을 취소하게 된다. 충돌

블록을 인지하는 것은 MB 의 제어영역을 FB 가 전송 
받은 후에, 자신의 스케줄링정보와 비교하여 이루어 
진다. 

 
그림 3. 하향링크 간섭발생 
 
그림 4 의 왼쪽 그림은 인지된 충돌블록인 취소대상 

자원을 보여주고 있다. FB 는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 자신이 스케줄링한 자원에서 충돌된 자원을 제
외한 나머지 자원인 여유롭게 할당된 자원을 이용하

여 전송을 하게 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충돌자원을 

회피한 실제로 할당된 자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하향링크 간섭회피 

 
3.2 상향링크에서의 자원대체를 이용한 간섭회피기법 
 

 
그림 5. 상향링크 간섭발생 
 
매크로셀과 펨토셀 사이에서 상향링크 간섭은 그림

5 와 같이 매크로단말기에 의해 펨토기지국이 겪게 
되는 간섭과 펨토단말기에 의해 매크로기지국이 겪게 
되는 간섭으로 나뉘어 진다. 특히 셀 가장자리 지역

에서 펨토기지국이 겪는 간섭은 시스템 성능열화에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3]. 상향링크 간섭을 피하기 위
해서 펨토기지국은 단말기에 상향링크 승인정보를 스
케줄링시, 간섭을 일으키는 매크로단말기의 상향링크 
승인정보와 직교하는 부반송파를 사용한다. 매크로기

지국의 상향링크 승인 스케줄링 자원정보는 매크로기

지국이 송신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부프레임 별로 제
어정보를 직접 추출한다[5][6]. 

  
그림 6. 상향링크 간섭회피 방안 시간별 동작 
 
그림 6 은 상향링크 간섭회피를 위한 시간별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위의 프레임은 매크로기지국이 매크

로단말기에게 상향링크 스케줄링 승인정보를 보내고, 
매크로단말기가 승인정보를 토대로 UL-SCH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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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는 것을 시간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아래 
프레임은 펨토기지국이 펨토단말기에게 상향링크 스
케줄링 승인정보를 보내고, 펨토단말기가 UL-SCH 를 
전송하는 것을 시간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두 프
레임을 시간상으로 일치시켜서 충돌되는 부반송파를 
확인하는 시점과 충돌취소정보를 펨토단말기가 수신

하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A 시점에서는 펨토기지국

이 매크로단말기의 상향링크 스케줄링 승인정보를 추
출하여 충돌되는 지의 여부를 파악한다. 그리고 충돌

되는 리소스블록은 펨토단말기에게 전송을 하고 B 시

점에서 펨토단말기는 충돌취소정보를 수신한다. 펨토

단말기가 충돌취소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충돌된 리
소스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여유분의 리소스블럭

에 데이터를 매핑하고 UL-SCH 채널을 전송한다. 
대역폭할당량은 다음 식으로 구해진다. 
 
충돌률 S(%) =  (충돌된 블록 / 할당된 블록) * 100 
유효대역폭 EB = 할당대역폭 RB * (1-S/100) 
 
시간 Ti-1에서 VB < EB 일 경우  

시간 Ti 에서의 누적충돌회수 Ccollsion(Ti)= 
  Ccollsion(Ti-1) - (S/100) 
시간 Ti에서의 할당대역폭(RB) = 

VB*(1.2+max(Ccollsion, Pmin) ) 
 

시간 Ti-1에서 VB > EB 일 경우 
시간 ti 에서의 누적충돌회수 Ccollsion(Ti)= 
  Ccollsion(Ti-1) +2*(S/100) 
시간 Ti 에서의 할당대역폭(RB) = 

VB*(1.2+min(Ccollsion, Pmax) ) 
 

RB  : 할당대역폭 
VB  : 전송대역폭 
EB  : 유효대역폭 
Ccollsion  : 충돌누적회수 
Pmin  : 여유공간최소상수 
Pmax  : 여유공간최대상수 
S  : 충돌률(%) 
 
4. 결과 및 향후과제 

 
본 논문은 매크로셀과 펨토셀에서의 간섭을 회피하

기 위한 제안기법으로써, 자원대체를 이용한 간섭회

피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이기종망을 동
기화 시키고, 부프레임 별로 여유로운 자원을 활용하

여 동적스케줄링을 한 후에, 망간에 충돌이 예상되는 
자원을 검사하여 충돌자원을 여유롭게 할당한 자원으

로 대체한다. 본 제안기법으로, 자원효율성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충돌검사를 하기 전에 스케줄링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간섭회피에 있어서 발생되는 지연은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 향후에는 자원대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하드웨어적인 기반에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알고리즘 재구성 
및 성능평가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 
펨토셀의 임의 하향링크 스케줄링 할당시 또는 임의 

상향링크 스케줄링 승인시에 통계기반 충돌예측기법

을 도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최소화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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