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이동통신 기기와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의 
증가로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는 트
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이동 통신사는 셀 플래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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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커버리지를 나누고 여러 대의 기지국을 배치
하여 부하를 분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몇몇 기
지국에 Outage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지국이 커
버리지 안에 있는 단말기의 서비스가 단절되어 통
신이 불가하게 된다[1]-[3]. 서비스 불능은 네트워
크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르고 정
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구된다[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웃 기지국을 이용한 Outage 검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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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에 Outage가 발생하면 해당 기지국에 접속된 단말의 연결 단절로 전체적
인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Outage를 감지하고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
지국의 KPI와 이웃 기지국의 네트워크 스캐닝을 이용하여 Outage 기지국을 검출하고, Outage 기지국의 
이웃 기지국의 송신전력과 주파수 대역을 변경하여 Outage를 복구하는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기지국의 KPI 뿐만 아니라 이웃 기지국의 네트워크 스캐닝을 이용하여 Outage 기지국을 검출하
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정확한 Outage 기지국을 검출하여 오작동을 줄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Outage
가 발생하면 이웃 기지국의 송신전력과 주파수 대역 변경을 통해 적은 신호 간섭으로 Outage를 복구할 
수 있다.

ABSTRACT

Network performance is degraded when the UE is disconnected because the outage occurs at the base station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tect and recover the outage. In this paper, detecting the 
outage base station by using the KPI and the network scanning in the neighbor base station, and increasing the 
transmit power and changing the frequency band to recovery the outage scheme is proposed. The proposed scheme uses 
not only the KPI of the base station but also the network scanning of the neighbor base stations to detect the outage 
base station, so that it is possible to detect the outage base station more accurately. In addition, when the outage 
occurred, the neighbor base station changes the transmit power and frequency band to recover the outage with less 
signal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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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지국의 Outage를 검출(COD, 
Cell Outage Detection)하고, 이웃 기지국을 이용하
여 Outage 기지국 커버리지 내 단말의 서비스를 
정상화해 Outage를 복구(COR, Cell Outage 
Recovery)하는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안된 기
법은 SON 서버를 이용하여 기지국의 KPI와 이웃 
기지국의 네트워크 스캐닝 결과를 바탕으로 Outage 
기지국을 판단한다. Outage 기지국이 판단되면, 
Outage 기지국의 이웃 기지국의 송신전력과 주파수 
대역 변경을 통해 Outage를 복구한다.

Ⅱ. 제안된 기법

그림 1. 제안된 기법의 Outage 검출 흐름도

그림 1은 제안된 기법의 Outage를 검출하는 방
법의 흐름도이다. SON 서버는 연결된 기지국의 
KPI를 주기적으로 수신받는다. 수신하는 KPI의 목
록은 표 1과 같다. 수신한 KPI가 SON 서버에서 
설정한 임계치를 벗어나는 경우, SON 서버는 해당 
기지국을 Outage 의심 기지국으로 설정한다. 임계
치는 각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

KPI 명 비고

call_drop_rate Call이 Drop된 확률

num_of_active_ue 기지국에 연결된 단말 수

dl/ul_throughput DL/UL 전송률

표 1. KPI 목록

SON 서버에서는 Outage 의심 기지국의 이웃 기
지국에 주변 기지국 스캔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지국은 네트워크 스캐닝
을 수행한 후 해당 결과를 SON 서버로 전송한다. 
수신한 네트워크 스캐닝 결과에 Outage 의심 기지
국 정보가 없으면, 해당 기지국이 Outage가 발생한 
것으로 Outage를 검출한다. 만약 네트워크 스캐닝 
결과에 Outage 의심 기지국 정보가 있으면, 해당 
기지국은 Outage가 아닌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으
로 판단하여 Outage 의심 기지국을 해제한다. 

그림 2는 제안된 기법의 Outage 복구 방법의 블
록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2. 제안된 기법의 Outage 복구 블록 

다이어그램

Outage가 발생하면 SON 서버는 Outage 발생 기
지국의 이웃 기지국들의 가용 주파수 대역과 송신
전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가용 주파수 대역이 존재
하며 가용할 송신전력이 있으면, SON 서버는 해당 
이웃 기지국의 주파수 대역을 변경하고 송신전력
을 증가시켜 이웃 기지국과의 간섭을 줄이며 기지
국 커버리지를 증가시킨다. 만약 이미 최대 송신전
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파수 대역만 변경하여 간
섭을 줄인다. 가용 주파수 대역이 존재하지 않으
면, 가용 송신전력을 증가시켜 Outage 복구를 수행
한다. 만약 가용 송신전력도 없다면, 이웃 기지국
을 활용하여 Outage를 복구할 수 없으므로 Outage 
복구 불가 알람을 발생시켜 사용자에 이를 알린다.

그림 3. 정상운용 중인 네트워크의 Outage 발생 

시나리오

그림 3에서 ① 정상운용 중인 네트워크와 ②
Outage 기지국이 발생한 상황의 네트워크를 도시하
였다. 기지국 A, B, C, D가 각각 중심 주파수 f1과 
송신전력 1W를 사용하여 운용 중이다. 단말은 기
지국 A에 연결되어 통신 중이었지만, 기지국 A에 
Outage가 발생하여 서비스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SON 서버가 Outage를 검출하고 복구하
는 예시를 그림 4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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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① 은 이웃 기지국 B, C, D에서 송신
전력과 중심 주파수를 변경하여 기지국 A의 
Outage를 복구한 예시이다. 기지국 B, C, D에서 송
신전력을 10W로 증가시키고, 기지국 B와 D에서 
가용 중심 주파수를 활용하여 각각 f2, f3로 중심 
주파수를 변경하여 기지국 A의 Outage를 복구하였
다. 기지국 송신전력을 증가시켰지만, 중심 주파수
를 함께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웃 기지국과의 간섭
을 회피하며 Outage를 복구할 수 있다. ② 는 기지
국 D의 가용 송신전력이 없어 주파수만 변경한 예
시이다. 이렇게 이웃 기지국의 송신전력과 주파수
를 변경하여 Outage 복구를 수행한다.

그림 5. Outage 복구 불가 알람 예시

그림 5는 Outage를 검출했지만, 이웃 기지국들의 
가용 중심 주파수 및 송신전력이 없어 Outage 복
구가 불가능할 때의 예시이다. Outage 복구가 불가
능할 경우, SON 서버에서 Outage 복구 불가 알람
을 발생시켜 운용자에 Outage를 알릴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지국에 Outage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검출하고 복구하는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KPI 뿐만 아니라 이웃 기지국의 네
트워크 스캐닝을 이용하여 Outage를 검출하고, 이
웃 기지국들의 중심 주파수와 송신전력을 변경하
여 Outage를 복구한다. 제안된 기법은 기존 기법보

다 정밀하게 Outage를 검출할 수 있고, 주파수 변
경을 통한 Outage 복구로 주변 기지국과의 간섭을 
줄인 Outage 복구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Outage
를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SON 서버에서 알
람을 발생시켜 운용자에게 빠르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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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utage 복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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