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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펨토셀 기지국들이 사용자를 위해 하향링크 전송을 할 경우 기지국은 자신의 전송전력을 높여 많은 데
이터를 보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송전력을 높이게 되면 다른 펨토셀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에게 간섭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의 전송속도를 감소시키거나 연결이 실패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게임이
론을 적용하여 펨토셀 기지국의 전송전력을 조절하여 펨토셀간 간섭을 완화하고, FUE(Femtocell User
Equipment)의 최적의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를 결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더불어 FAP(Femtocell
Access Point)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

론

펨토셀은 백홀(backhaul)을 통해 스펙트럼 운영자에게
연결된 Home NodeB(HeNB)이다. HeNB는 짧은 통신 반
경을 가지고, 저전력으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로 모바일 펨토셀 사용자는 배터
리 수명을 연장 할 수 있는 낮은 전력 소비를 가진 더
나은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1].
펨토셀 네트워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
데, 그 중의 하나가 펨토셀과 매크로셀, 펨토셀간 간섭
관리이다[2]. 전체 네트워크 처리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 계층의 간섭을 완화하고 계층 간 간섭을 감소시키
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간섭 관리 체계를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임이론은 전력제어, 접근제어 등 무선 자원 배분문
제에 적용가능하다[3]. 셀룰러 기지국들이 사용자를 위해
하향링크 전송을 할 경우 기지국은 자신의 전송전력을
높여 많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송전
력을 높이게 되면 다른 셀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에게 간
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의 전송속도를 감소
시킨다. 이러한 trade-off가 발생하기 때문에 게임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펨토셀 기지국의 전송
전력을 조절하여 펨토셀간 간섭을 완화하고, FUE(Femtocell User Equipment)의 최적의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
를 결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더불어 FAP(Femtocell Access Point)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성능 평가를 통해 이 문제의 유효성을 검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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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분산 스펙트럼 센싱에 기반의 무선 인지 접근법은
펨토셀 네트워크에서의 간섭 완화에 사용될 수 있다.
[4]에서 OFDM 기반의 LTE 시스템을 위해 경로 손실
정보를 HeNB 이웃 간에 공유하는 효율적인 펨토셀간 다
운링크 간섭 관리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하는 기법에서
는 HeNB가 켜지면 인접한 이웃노드를 식별하고, 이웃노
드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CC(Component Carriers)의 정
보를 얻는다. 이 기법의 주요 아이디어는 각각의 HeNB
가 경로 손실정보에 기초한 동일 계층의 간섭을 측정하
고, 이웃 노드의 CC 사용 정보를 얻고, 간섭을 최소화하
기 위해 지능적으로 스펙트럼에 접근한다. HeNB는 이웃
노드가 사용하지 않는 CC, 가장 먼 이웃 노드들에 의해
사용된 CC 또는 이웃 노드들에 최소로 사용되는 CC를
선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펨토셀
기지국의 전송전력을 조절하며 펨토셀간 간섭을 완화하
고, FUE의 최적의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를 결정하는 프
레임워크를 제안한다.
3. 제안 기법
3.1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두 개의 펨토셀로 구성
되어 있고, 매크로셀로부터의 간섭은 무시되는 시스템
모델을 가정한다. 두 FAP는 Femto GW(Gateway)와 연결
되어 있고, 같은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고 있다. Femto
GW는 인접한 FAP의 간섭을 분석하며, 전력과 접근을
제어한다. FAP1과 FAP2의 거리는 D이다. 펨토셀의 커버
리지에는 N(N≤20)의 FUE가 존재한다. FUE는 각각 고유
한 채널 이득을 갖기 때문에 다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소규모의 펨토셀에 있는 FUE들은 같은 용량을
공유한다고 가정한다.   (k=1,⋯ ,n)는 FAP1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노드이며,   (k=1,⋯ ,n)는 FAP2에 의
해 서비스를 받는 노드이다.   이 수신하는 하향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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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데이터 속도[6]는 식 1과 같이 표현한다.   이 수
신하는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6]는 식 2와 같이 표현한
다.
   
   log     ,
(1)
   

는 0을 갖는다.   이   보다 높고,   이   이 낮을 때
는 FAP1의 FUE의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는 최고속도인
ax
m
를 갖는다. 반대로   이   보다 높고,   이   이

낮을 때는 FAP2의 FUE의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는 최고
ax
속도인 m
를 갖는다.   ,   가   보다 작으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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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식 5)으로 적절한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  ,  를
보상으로 얻는다.



(2)

그림 2 FAP의 수익 구조
3.3 게임이론 기반 펨토셀간 전력제어 기법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FAP는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원
한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   는 네트워
크 접근을 위해 각각 FAP1과 FAP2에 이용-금액   ,  
를 부과한다. 그리고 ISP는 백홀 네트워크로써 FAP에 접
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각 FAP1과 FAP2는 이용
-금액   ,   를 부과한다. FAP에게 금액   ,   를 부

그림 1 시스템 모델
B는 채널 대역폭을 의미하고,   ,   는 각각 FAP1,
FAP2의 전송 전력이다.    와    는 각각 FAP1과 FEU,
FAP2와 FEU의 채널 이득을 나타낸다.    는 FAP1과
FAP2의 채널 이득을 나타낸다. I는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가정된 백그라운드 잡음이다.
펨토셀 접근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FAP
에 가까이 있는 모든 FUE가 FAP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Open Access이고, 다른 하나는 FUE가 FAP에
등록되어 있어야 FAP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Closed Access이다[1]. 본 논문은 Closed Access 네트워크
를 고려한다.
표 1 펨토셀간 전력제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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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은 게임에 참가하는 경기자(player), 각 경기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strategy), 각각의 전략에 따른
최종 결과와 그에 따른 보수(pay-off)로 구성된다[3]. 본
논문은 사전 협약이 존재하는 협조 게임을 가지고 게임
을 진행한다. 게임의 참가자는 FAP1와 FAP2이고, 각각의
전력   ,   의 조절에 따라 표 1과 같이 보상이 주어진
다.   ,   이 모두 전력의 한계점   보다 높을 때는
FAP1, FAP2에 존재하는 FUE의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

과하는 FUE의 망 이익은 식 (2)와 같이 표현한다.
          ,

(3)
r은 FEU의 하향링크 속도이고, 유틸리티 함수   는

  
,
  
  

0<  <1 이다[5]. 기에서   는 수신되는 데이

터의 콘텐츠의 인기도와 같은 FEU의 유틸리티 수준을
나타낸다. FEU들은 망의 이익   가 음수가 아니면
FAP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FAP1, FAP2의 수
익은 각각 식 (3),(4)와 같다. FAP의 수익 극대화 문제
(RMP: Revenue Maximization Problem)는 (5)와 같이 표현
한다. 수익 극대화 문제를 통해 최적의 다운링크 데이터
속도  ,  를 알아낼 수 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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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t  ← getNumOfUserFAP1(),


(6)

  ← getNumOfUserFAP2()
Step 3
if  == 0 then


Set   ← max,  ← max,   ← min
else if  == 0 then

Set   ← max,  ← max,   ← min
else if  != 0 and  != 0 then




Compute Formular (5)








Set   ←  ,   ←  ,  ←  ,  ←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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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 평가
Set   ← min,   ← min
end if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알고리즘 1과 같다. 첫
단계에서는   과   를 초기화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FAP1과 FAP2에서 각각 서비스 중인 사용자가 몇 명인지
를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FAP1에서 서비스 중인
사용자가 없으면   를 최소로 설정하고,   를 최대로
설정한다. FAP2에서 서비스 중인 사용자가 없으면   를
최소로 설정하고,   를 최대로 설정한다. FAP1과 FAP2
가 모두 서비스 중인 사용자가 있으면 식 (5)를 계산하여
최적의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를 구한다. FAP1과 FAP2가
모두 서비스 중인 사용자가 없으면   ,   를 최소로 설
정한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표 1과 같다. 수신되는 전력은 오
직 송신된 전력이고, 경로손실(반사, 산란)은 생략한다.
따라서 채널 이득은 간단한 경로 손실 모델인,    =
 

 

 

,    =  

,    = 

 

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그

림 3은   의 전송 전력을 20dBm으로 설정한 후,   을
10dBm부터 60dBm까지 변화시켰을 때, FAP1과 FAP2의
수익의 곱을 나타낸다.   이 22.7dBm일 때, FAP1의
FAP2의 수익은 19.40, 19.42로써 최대의 수익을 얻는다.
그림 4는   의 전송 전력을 20dBm으로 설정한 후,  
의 전송 전력을 10dBm부터 60dBm까지 변화시켰을 때,
  과   의 하향링크 속도를 나타낸다.   는
  의 전송 전력이 커질수록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하
향링크 데이터 속도가 줄어들었다.   이 22.7dBm일 때,

  와   의 최적의 하향링크 속도  ,  은 각각
1.940mbps, 1.943mbps를 갖는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펨토셀 기지국의 전송
전력을 조절하여 펨토셀간 간섭을 완화하고, FUE의 최
적의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를 결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
안하였다. 그리고 FAP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본 논문의 문제에 관한 분석을 증명하기 위해 성
능평가를 이용하였다. 향후에는 매크로셀과 펨토셀, 펨토
셀간 간섭을 모두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
이다.

그림 3 FAP1과 FAP2의 수익의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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