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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massive multiple-input-multiple-output (MIMO) HetNets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전송률 합을 최대화
하는 사용자와 base station (BS) 와의 연결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는 하나의 BS 만을 선택하고 BS 는 연결된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BS 의 Resource Block (RB) 를 연결된 사용자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서 정보를
전송한다. 지원하는 사용자들의 수에 따라서 개별 사용자들의 성능이 달라진다. 사용자에서 어떤 BS 를 연결하는
문제는 BS 에서 연결된 사용자의 수를 미리 알 지 못하므로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사용자와 BS 를 연결하는
문제는 non-linear binary combinatorial 문제가 된다. 분산적인 알고리즘인 메시지 전달 기법을 통해 낮은
복잡도로 전체 시스템의 전송률 합을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기법이 기존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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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적으로 적은 수의 다중 안테나를 지원하는 상황을 가

HetNets에서는 small cells들을 macro cell 영역에

정한다 [1]. 모든 BS들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

배치하여 스펙트럼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며 사용자들은 단일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𝑀𝑀𝑖𝑖 는 BS 𝑖𝑖 의 안테나 개수,

다중 안테나 기술은 여러 사용자들을 동시에 지원할 때

BS만을 선택할 수 있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스펙트럼 효율을 높이

𝑆𝑆𝑖𝑖 는 BS 𝑖𝑖 의 하향 링크의 데이터 스트림 개수를 나타

낸다. 𝜎𝜎 2 는 노이즈 파워이며 𝑃𝑃𝑖𝑖 는 BS의 송신 파워 ℎ𝑖𝑖𝑖𝑖

기 위해서 massive MIMO 기술을 HetNets 환경에서

는 BS 𝑖𝑖 와 사용자 𝑎𝑎 의 large scale fading을 의미한다.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1] BS는 연결된

사용자 a 가 BS 𝑖𝑖 에 연결되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RB 을 나누어서 정보를 송
신한다.

전송률 수식을 나타낼 수 있다 [3].
𝑆𝑆𝑖𝑖
𝑀𝑀𝑖𝑖 − 𝑆𝑆𝑖𝑖 + 1
𝑃𝑃𝑖𝑖 ℎ𝑖𝑖𝑖𝑖
𝑟𝑟𝑖𝑖𝑖𝑖 =
log 2 �1 +
� (1)
∑𝑎𝑎 𝑥𝑥𝑖𝑖𝑖𝑖
𝜎𝜎 2 + ∑𝑗𝑗∈𝐵𝐵\𝑖𝑖 𝑃𝑃𝑗𝑗 ℎ𝑗𝑗𝑗𝑗
𝑆𝑆𝑖𝑖

각 사용자들의 전송률은 BS에 연결된 사용자

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모든 사용자들이 동시
에 BS를 선택하기 때문에 각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

현실적으로 BS의 데이터 스트림 수보다 사용자의 수

들이 선택하는 BS를 미리 알 수 없으며 전체 네트워크
의 전송률 합을 높이는 사용자와 BS의 연결 방법은

가 많기 때문에 같은 BS를 공유하는 사용자들은 BS의

mixed-integer nonlinear programming (MINLP) 문제

데이터 스트림 수를 지원받는 사용자 수로 동등하게 나

이다 [2].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지

누어서 지원받는다고 가정하였다 (Round Robin

전달 기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전송률 합을 최대화

scheduler). 전체 시스템의 전송률 합을 구하는 문제는

하도록 사용자와 H-AP를 연결하는 분산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𝑖𝑖 ∑𝑎𝑎 𝑥𝑥𝑖𝑖𝑖𝑖 𝑟𝑟𝑖𝑖𝑖𝑖

제안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한 기법의 성

X

s. t � 𝑥𝑥𝑖𝑖𝑖𝑖 = 1, ∀𝑎𝑎

능을 확인하였다.

𝑖𝑖

� 𝑥𝑥𝑖𝑖𝑖𝑖 ≤ 𝑀𝑀𝑖𝑖 , ∀𝑖𝑖

2. Massive MIMO HetNets 시스템 구조

𝑎𝑎

2.1 시스템 모델

(P1)

(C1)

(C2)

(C3)
𝑥𝑥𝑖𝑖𝑖𝑖 = {0,1}, ∀𝑎𝑎, ∀𝑖𝑖
(C1)과 (C2)는 각각 사용자가 하나의 BS만을 선택해야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macro BS (MBS) 와 여러
pico BS (PBS) 로 구성된 two-tier HetNets을 고려한

하는 조건과 BS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

다. MBS는 large-scale의 안테나를 지원하며 PBS 상

는 BS의 안테나 수보다 작은 조건이다. 문제 (P1)은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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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변수인 𝑥𝑥𝑖𝑖𝑖𝑖 가 결합되어 있으며 nonlinear integer 문

용자들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시한 기법이 cell

제임을 알 수 있다.

edge 사용자들의 성능을 높임으로써 전체 전송률 성능
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2 Message-Passing 알고리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단계로 이루어진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사용자와 BS를 연결 하는 문제이므로 메시지
전달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 들을
정의할 수 있다 [2]. 먼저 i번째 BS에서는 사용자에서
계산된 메시지 α𝑖𝑖𝑖𝑖 들 중 i를 제외한 가장 큰 값의 마이

너스 값을 취한다. 여기서 t는 메시지 기반 알고리즘의

업데이트 횟수를 나타낸다.
(𝑡𝑡+1)
(𝑡𝑡)
𝜌𝜌𝑖𝑖𝑖𝑖
= −max 𝛼𝛼𝑖𝑖𝑖𝑖
𝑗𝑗∈𝐵𝐵\𝑖𝑖

(2)

a 번째 사용자에서는 최대 M 개까지 BS 에 연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𝑡𝑡)
(3)
𝛼𝛼𝑖𝑖𝑖𝑖 = 𝐴𝐴𝑖𝑖𝑖𝑖 (1) − 𝐴𝐴𝑖𝑖𝑖𝑖 (0)

Fig. 1. Sum rate performance

수식 (3)의 𝐴𝐴𝑖𝑖𝑖𝑖 는 다음과 같다.

𝑆𝑆𝑖𝑖
𝑃𝑃𝑖𝑖 ℎ𝑖𝑖𝑖𝑖
𝑀𝑀𝑖𝑖 − 𝑆𝑆𝑖𝑖 + 1
�,
𝐴𝐴𝑖𝑖𝑖𝑖 (𝑥𝑥) = 𝑚𝑚𝑚𝑚𝑚𝑚 � log2 �1 +
𝑥𝑥
𝜎𝜎 2 + ∑𝑗𝑗∈𝐵𝐵\𝑖𝑖 𝑃𝑃𝑗𝑗 ℎ𝑗𝑗𝑗𝑗
𝑆𝑆𝑖𝑖
𝑆𝑆𝑖𝑖

log2 �1 +

𝑀𝑀𝑖𝑖 −𝑆𝑆𝑖𝑖 +1

𝑆𝑆𝑖𝑖

log2 �1 +

𝑀𝑀𝑖𝑖 −𝑆𝑆𝑖𝑖 +1

𝑥𝑥

𝑆𝑆𝑖𝑖

𝑃𝑃𝑖𝑖 ℎ𝑖𝑖𝑖𝑖

�+

𝑃𝑃𝑖𝑖 ℎ𝑖𝑖𝑖𝑖

�+

𝜎𝜎2 +∑𝑗𝑗∈𝐵𝐵\𝑖𝑖 𝑃𝑃𝑗𝑗 ℎ𝑗𝑗𝑗𝑗

𝑃𝑃𝑖𝑖 ℎ𝑖𝑖𝑖𝑖
𝑆𝑆𝑖𝑖
𝑀𝑀𝑖𝑖 − 𝑆𝑆𝑖𝑖 + 1
� +𝜌𝜌𝑖𝑖𝑖𝑖 � ,
log2 �1 +
max �
𝜎𝜎 2 + ∑𝑗𝑗∈𝐵𝐵\𝑖𝑖 𝑃𝑃𝑗𝑗 ℎ𝑗𝑗𝑗𝑗
𝑆𝑆𝑖𝑖
𝑏𝑏∈𝐾𝐾\𝑎𝑎 𝑥𝑥 + 1

𝑥𝑥+2
2

𝑆𝑆𝑖𝑖

𝜎𝜎2 +∑𝑗𝑗∈𝐵𝐵\𝑖𝑖 𝑃𝑃𝑗𝑗 ℎ𝑗𝑗𝑗𝑗

𝑃𝑃𝑖𝑖 ℎ𝑖𝑖𝑖𝑖
𝑀𝑀𝑖𝑖 − 𝑆𝑆𝑖𝑖 + 1
𝑆𝑆𝑖𝑖
� rank (𝑙𝑙) �
� + 𝜌𝜌𝑖𝑖𝑖𝑖 �,
log �1 +
𝑏𝑏∈𝐾𝐾\𝑎𝑎
𝑥𝑥 + 2 2
𝜎𝜎 2 + ∑𝑗𝑗∈𝐵𝐵\𝑖𝑖 𝑃𝑃𝑗𝑗 ℎ𝑗𝑗𝑗𝑗
𝑆𝑆𝑖𝑖

Fig. 2. CDF of user rates

𝑙𝑙=1

𝑆𝑆𝑖𝑖
𝑃𝑃𝑖𝑖 ℎ𝑖𝑖𝑖𝑖
𝑀𝑀𝑖𝑖 − 𝑆𝑆𝑖𝑖 + 1
�+
log �1 +
𝑥𝑥 + 𝑀𝑀 − 1 2
𝜎𝜎 2 + ∑𝑗𝑗∈𝐵𝐵\𝑖𝑖 𝑃𝑃𝑗𝑗 ℎ𝑗𝑗𝑗𝑗
𝑆𝑆𝑖𝑖

3. 결론

𝑀𝑀−𝑥𝑥

본 논문에서는 massive MIMO HetNets에서 전송률

𝑆𝑆𝑖𝑖
𝑃𝑃𝑖𝑖 ℎ𝑖𝑖𝑖𝑖
𝑀𝑀𝑖𝑖 − 𝑆𝑆𝑖𝑖 + 1
� + 𝜌𝜌𝑖𝑖𝑖𝑖 ��
� rank (𝑙𝑙) �
log �1 +
𝑏𝑏∈𝐾𝐾\𝑎𝑎
𝑥𝑥 + 𝑀𝑀 − 1 2
𝜎𝜎 2 + ∑𝑗𝑗∈𝐵𝐵\𝑖𝑖 𝑃𝑃𝑗𝑗 ℎ𝑗𝑗𝑗𝑗
𝑆𝑆𝑖𝑖

합을 최대화하는 사용자와 BS의 연결방법을 제안하였

째를 제외하고 l번째 큰 원소를 고르는 것을 나타낸다.

하였다.

𝑙𝑙=1

위의 수식에서 rank(l)은 K 개의 사용자 중에서 a번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

위의 메시지들을 사용자와 BS에서 각각 계산하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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