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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셀룰러 이동통신은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에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무선 통신의 링크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연구자들의 많은 노

력이 있었지만, 셀의 크기를 줄여서 단위 면적당 성능을 향상시

키는 것에 비해서 그 결과는 미미하였다. 그렇지만, 셀의 크기

를 줄이는 Small Cell에서 앞으로 얼마나 Cell의 크기가 줄어들

어야 할 것인가?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면

서, 실제 시스템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Relay에 대한 재 조망

을 하고자 한다. 즉, Small Cell과 Relay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서 미래 이동통신의 다양한 설계 목표 (주파수 효율, 에너지 효

율, 저 비용)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미래 셀룰러 시스템은 Macro Cell과 Small Cell이 혼재

함과 동시에 Relay가 적절히 조합되어 구성될 수 있다는 시각

을 제공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최근 Cisco의 Visual Networking Index Forecast Study [1]

에 따르면, 글로벌 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양은 2015년까지 현

재보다 25-30배 가량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

우 2020년에 이르면 지금보다 약 1000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

라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무선 트래

픽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현재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 언제 어디서나 (any-

time, anywhere)를 서비스하기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은 저렴

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

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초창기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이 등장한 이래로, 다양한 

종류의 무선통신 기기들과 서비스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동통

신 인구 및 각자가 요구하는 데이터 수준은 갈수록 높아져왔

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G, 2G, 3G, 그리고 4G라 불리는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기술 및 무선자원관리 (radio resource 

management)의 진보는 스펙트럼의 효율을 높여 제한된 주파

수 자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해

왔다. 데이터 전송속도 (bps/Hz)를 기준으로 하여 그간의 성능

향상 요인을 세분하여 볼 때, 먼저 초창기 800MHz 대역에서 

1.8GHz, 2GHz등으로 이동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을 확대해 온 결과로부터, 약 25배의 전송속도 증가가 있었다 

[2]. 이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대신 사용

하는 것이므로 혁신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혁신의 결과는 

주로 무선 채널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여러 공학적인 노력들, 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멀티 캐리어 (multi-carrier) 

기술의 개발, 다중 안테나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의 도입 등으로부터 왔으며, 이로부터의 초창기보다 약 

5배의 전송속도 향상이 있었다 [2]. 그리고 대부분의 성능향상

은 40여 년 전에 발명된 셀룰러 이동통신 (cellular radio sys-

tem)기술로부터 비롯되어, 셀의 크기를 줄여나감으로써 현재의 

셀룰러 기반 이동통신은 초창기에 비해 약 1600배의 전송속도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2, 3]. 

오늘날의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개별 링크의 성능은 이

미 Shannon limit에 거의 도달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

중 안테나 기술을 도입하고 셀룰러 주파수 대역을 보다 증가시키

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성능 향상

은 아직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미래의 셀룰러 네트워크는 역시 현

재보다 더욱 작은 반경을 갖는 기지국들이 서비스 지역에 촘촘

히 배치되어 동작하는 이른바 Small Cell의 형태를 띄게 될 것이

며, 이들 간의 효과적인 간섭 제어 및 무선자원관리를 통해 폭발

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

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2011년 사이 셀룰러 이동통신과 관

련하여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보면1, Small Cell에 관한 연구가 최

근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1	 	IEEE	(미국전기전자공학회)	Xplore	기준으로,	셀룰러	네트워크에	관해
서만	발표되었던	학술지	(journal	and	magazine)	및	학회	(conference	
publication)	논문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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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기지국 숫자의 확대를 통해 시스템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셀룰러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각하였

을 때, 비용 및 에너지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제

까지의 셀룰러 시스템 설계는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충분

하고 기지국 설치를 위한 부지 비용 및 위치가 비교적 유연하다

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3G와 4G 표준을 바

탕으로 하는 현재의 셀룰러 시스템은 주파수 효율은 매우 높지

만, 에너지 효율은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 [4]. 그러므

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를 지원하는 데에 있

어, 기지국 숫자를 늘리는 것 (densification)만으로는 실질적

인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Small Cell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작아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지속적인 성능 (area capacity, bps/Hz/km2 )의 

향상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시스템 관점에서

의 대답은 아직 불명확하다. 

본 논문에서는 Small Cell에 대한 위와 같은 의문점에 대답해

보고,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셀룰러 시

스템에서의 Relay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셀룰러 시스템에서의 Relay에 관한 연구는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다중 안테나 또는 인지 무선

통신 (cognitive radio, CR)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많이 이루어

져오고 있다. 그러나 셀룰러 시스템에서의 Relay는 Small Cell

과 함께 Macro Cell에 배치되어 동작할 때, 셀룰러 이동통신 설

계를 위한 여러 목표 (비용, 에너지 효율, 주파수 효율)을 달성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미래의 이동통신 시스템을 

위한 유망한 기술적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 에너지, 그리고 주파수 효율을 모두 고

려하였을 때 Small Cell과 Relay가 어떻게 함께 결합되어야 할

지, 앞으로의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 설계에 관한 새로운 관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셀룰러 네트워크에서의 Small Cell 성능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의 전송속도 향상에 가장 크

게 기여한 셀룰러 이동통신은, 기지국의 숫자를 늘릴수록 단말

과 기지국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무선 채널의 성능이 향상되고 

또한 같은 주파수 자원의 재사용 빈도 역시 올라간다는 점을 근

거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지국 숫자의 확장이 대체로 어느 

정도의 성능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장에서는 먼저 기지

국 숫자 증가에 따른 셀룰러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을 알아봄으

로써, Small Cell의 이득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지국 수의 증가와 시스템의 단위 면적당 용량 (area 

capacity, bps/Hz/km2)간의 관계에 대해 그간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관계의 분석을 재조명하기 위해, 먼저 육각

형 모양 (regular hexagonal) 셀들의 격자 형태로 주어지는 종

래의 셀룰러 시스템 모델을 생각해보자. 

<그림 2>와 같은 셀룰러 시스템에서 순방향 링크 (downlink)

의 단위 면적당 전송속도 R과 기지국의 밀도와의 관계는 다음

과 같은 수식으로 정리된다 [5].

                      (1)

위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셀룰러 시스템의 단위 면적당 전송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지국 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야 한다. 

그림 1. 2008-2011년 발표된 논문 편 수 (IEEE Xplore 기준)

그림 2. 육각형 셀 격자모델에서 동일 채널 셀 계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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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수식의 결과와 다른 결론의 연

구들이 있었다 [6, 7]. 이들 연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많

이 사용해온 정육각형 셀 모델이 아니라, 물리학 이론에서 사

용되는 shot-noise theory를 활용한 확률 기하론 (stochastic 

geometry)에 근거하여 셀룰러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이러

한 확률 기하론을 바탕으로 모델링되는 셀룰러 시스템에서는, 

기지국과 사용자 단말의 위치가 와 의 밀도를 갖는 

Poisson point process (PPP)에 따라 각각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 각 사용자 단말은 가장 가까운 기지국 

또는 가장 채널 상태가 좋은 기지국에 접속하게 되고, 그 결과 

셀의 모양은 <그림 3>과 같이 Voronoi tessellation [8] 형태를 

보이게 된다. 

최근의 연구 [6, 7]에 따르면, 간섭 제한적인 (interference-

limited) 시스템의 순방향 링크에서 사용자 당 용량은 기지국의 

밀도와 독립적이며 따라서 기지국의 숫자가 증가하더라도 간섭

에 의한 단말의 통신성능 저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지국의 밀도가 증가할 때, 전송 신호의 세기와 주

변 기지국들로부터의 간섭의 세기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

어 사용자의 불능 확률 (outage probability)에 영향을 주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지국의 숫자를 늘릴수록 셀룰러 시스템

의 단위 면적당 용량은 기지국 밀도에 선형으로 정비례하여 증

가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기지국의 밀도가 사용자 단말의 

밀도에 비해 매우 작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pico-, 

femto- 등 여러 작은 서비스 지역을 가지면서 빼곡하게 배치

되는 Small Cell의 개념을 생각하였을 때 기지국 밀도와 서비스 

용량에 관한 일반적인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

지국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때로는 모든 기지국이 아

닌 일부의 기지국만 전송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순방향 링크의 단위 면적당 셀룰러 시스템

의 용량 R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자. 

                       (2)

는 기지국의 밀도, 는 한 기지국의 셀 내에 사용

자 단말이 존재할 확률, 그리고 는 해당 기지국이 순방

향 링크 전송에 성공할 확률 (즉, 1-불능확률)을 가리키며, 위

와 같이 정의된 단위 면적당 시스템의 용량은 일종의 단위 면

적당 전송 용량 (transmission capacity)과 같다. 한 기지국의 

셀 내에 여러 사용자 단말이 존재하는 경우, 기지국은 스케듈링 

(scheduling)을 통해 주어진 시점에 하나의 단말을 서비스하게 

된다. 우리는 최근에 확률 기하론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었다 [9].

        (3)

 

여 기 서  이 고 ,  

은 순방향 링크에서의 목적 신호 대 간섭 비 (signal-to-

interference ratio, SIR)를 가리킨다. 

<그림 4>는 수식 (3)에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 면적당 시스템 용량의 증가 폭은 기지국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게 되고, 이는 앞서 설명한 [6, 

7]에서의 결론과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수식 (2)에서 정의

된 로부터 온다. 먼저 기지국의 수가 사용자 단말의 수에 

비해 매우 적은 경우에는, 각 기지국의 셀에 매우 높은 확률로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이 존재하게 되어 모든 기지국들이 순

방향 링크 전송을 하게 된다 ( ). 그러면 기지국의 밀

그림 3. 확률 기하론에 의해 모델링된 셀룰러 네트워크

그림 4. 기지국 밀도에 따른 Small Cell 네트워크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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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가할 때, 기지국과 사용자 단말 간의 전송 거리뿐만 아

니라 간섭을 주는 주변 기지국들과의 거리 또한 줄어들게 되어 

사용자 단말의 신호 대 간섭비의 통계적 특성은 동일하게 유지

되므로, 전송 성공 확률 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지

국의 수가 사용자 단말에 비해 매우 적은 경우에는 [6, 7]에서

의 결론과 같이 단위 면적당 셀룰러 시스템의 용량이 기지국 밀

도에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지국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하나의 기지국

이 서비스하는 셀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어, 어떤 시점에 한 기

지국의 셀 내에는 전송을 원하는 사용자 단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전체 기지국 중 일부만이 실제 전송

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한 기지국이 사용자 단말을 서비스하기 

위해 순방향 전송을 할 확률 는 기지국 밀도에 따라 감소

하게 된다. 동시에 간섭 또한 줄어들어 전송 성공 확률 

는 증가하지만, 의 감소가 보다 지배적인 요소가 되어 기

지국의 밀도를 k배 증가시켜도 단위 면적당 시스템의 용량을 k

배 증가시킬 수 없다. 이는 셀룰러 시스템의 서비스 용량을 k배 

늘리기 위해서 기지국의 숫자가 k배 이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지국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

은 비용 및 에너지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다음 장에서는 간섭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무선 채널의 전송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셀룰러 시스템에서의 Relay

에 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Ⅲ. 셀룰러 네트워크에서의 Relay 이득 

Relay를 활용한 다중홉 전송은 주로 ad-hoc 및 peer-to-

peer 네트워크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이러한 다중홉 전송

이 셀룰러 네트워크에 적용될 때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

다. 먼저, 커버리지 확장을 통해 보다 큰 셀에서 높은 데이터 율

을 보장할 수 있으며, Relay와 최종 사용자 단말 간의 전송 거

리가 매크로 기지국에 대비하여 감소되므로 간섭에 취약한 고

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셀룰러 시스템에서 유리하다. 또한 기지

국과 Relay, Relay와 사용자 단말 간의 동시 전송이 가능하여, 

주파수 재사용을 통한 공간 다이버시티 (spatial diversity)로부

터 시스템의 용량 증대 역시 꾀할 수 있다 [10 및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 참조].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장점을 갖는 셀룰러 네

트워크에서의 Relay가 Small Cell과 함께 Macro Cell에 배치

되어 동작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성능 이득을 보일 수 있는지 알

아보도록 한다. 

II장의 시스템 모델에서와 같이 기지국과 사용자 단말은 각각 

와 의 밀도를 갖는 PPP의 형태로 네트워크에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순방향 링크 전송이 이루어지는 기지국과 사

용자 단말들 사이에 Relay가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분

석의 편의를 위해 Relay는 기지국과 같은 전송 전력을 사용한

다고 가정할 때, 각각의 Relay들은 기지국과 사용자 단말 간 거

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최적이다. 

기지국은 서비스하고자 하는 셀 내의 사용자 단말을 먼저 스

케듈링 (scheduling)한 뒤, 이후 전송 단계에서 Relay를 통해 

해당 사용자 단말에게 전송을 하게 되므로, 수식 (2)에서 임의

의 기지국이 순방향 전송을 할 확률 는 Relay없이 Small 

Cell만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 받

는 사용자 단말에 대한 순방향 링크의 전송 거리는 1/2이 되

어 신호 대 간섭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Relay로 인한 전송 지연

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전송 성공 확률 

는 Small Cell만 존재하는 경우보다 결과적으로 상승하

게 된다. 

<그림 5>는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Relay를 사용하는 경우 셀

룰러 시스템의 용량 증대 이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전

송 지연으로부터 오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송 거리 감소로 인

한 신호 대 간섭비의 증가가 단위 면적당 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지국의 숫자를 줄이고 각 셀에서 Relay

를 함께 배치하여 이용하면, 기지국 설치로 인한 비용을 줄이면

서도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중홉 전

송에 따른 에러 전파 (error propagation)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

한다. 따라서 셀룰러 시스템의 설계 목적에 따라 Macro Cell과 

Small Cell, 그리고 Relay 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셀룰러 시스템의 새로운 설계가 요구된다.

그림 5. 기지국 밀도에 따른 Small Cell + Relay 네트워크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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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 셀룰러 네트워크의 설계:  

Small Cell + Relay

이제까지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 증대를 

목표로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 및 네트워크 설치 비용들은 불

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동통

신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저 에너지, 저 비용이 주파

수 효율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림 6>

은 이러한 주요 설계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상의 어

느 한 지점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각 제약 조건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한다 [4].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

당 요소가 더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됨을 의미한다. 

논문 [4]에 의하면, 위의 그림에서 현재의 셀룰러 네트워크는 

<그림 6>의 A 지점을 목표로 하여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급증

하는 데이터 트래픽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많은 기지국

을 설치할 경우, 셀의 크기는 지금보다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

러면 주파수의 재사용 빈도가 늘어나 주파수 효율은 증가하지

만 기지국의 설치와 운용을 위한 비용 (infrastructure cost)이 

네트워크 설계에 있어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된다 <그림 6의 B>. 

한편, 보다 높은 전송 용량을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전송 전력

을 소모하게 될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이 크게 증가하므로 [11], 

소비되는 에너지를 가급적 줄이는 것 또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6의 C>. 

II장에서 설명한, 많은 수의 기지국이 존재하는 Small Cell 개

념의 셀룰러 네트워크는 <그림 6>에서 B 지점을 목표로 한 것

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지국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셀

의 크기는 줄어들어 개별 기지국의 전송 전력 소모량은 감소하

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은 향상될 수 있지만, 급격히 증가

하는 인프라의 설치/운용 비용이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되는 것

이다. 반면에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Small Cell과 함께 Relay

를 활용하는 경우, Relay는 기지국과는 달리 유선 백홀 (wired 

backhaul)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III장의 <그림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Small Cell에 Relay를 함께 배치하게 되면 

Small Cell만 있는 경우보다 기지국 수를 더 줄이면서도 동일한 

네트워크 성능에 도달할 수 있어, 인프라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

이 높아진다. 하지만 다중홉 통신으로 인해 전송 횟수가 증가함

에 따라, 네트워크 내에서 전송에 소모되는 전력량이 늘어나므

로 에너지 측면에서의 효율이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되어, <그림 

6>의 C 지점을 네트워크 설계 목표로 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래의 셀룰러 네트워크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

어야 할 것인가? 가까운 미래에 TV white space를 이용한 이

차적인 주파수 접속 (secondary spectrum access)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2], 주파수 효율이 네트워크 설계에 미

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다 [4]. 따라서 앞으로

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에너지 효율과 인프라 설치/운용 비용

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 즉 <그림 6>의 D 지점을 목표로 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로 나타

낼 수 있다.

                 (4)

여기서 와 는 인프라 설치/운용 및 네트워크 내

의 에너지 소모로부터 각각 비롯되는 비용 (expense)을 가리키

며, 는 수식 (2)에서 정의한 네트워크의 단위 면적당 용량을, 

그리고 는 증가하는 트래픽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 시스

템의 단위 면적당 최소요구 용량을 의미한다. 즉, 서비스를 위

한 최소한의 네트워크 성능을 보장하면서 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동통신 시스템 설계를 위

한 목적 함수가 된다 <그림 6의 D>. 

<그림 7>은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여 설계되는 미래

의 셀룰러 네트워크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셀룰러 시

스템에 의 밀도로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

그림 7의 A>. 이 지점으로부터 수식 (4)의 제약 조건에서 주

어진 최소요구 용량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

은 기지국을 설치하거나 (기지국 밀도 , <그림 7>의 B 방향) 

또는 현재 시스템의 모든 셀에 Relay를 설치하는 (<그림 7>의 

C 방향)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가 매우 높

아지고 는 낮아지게 되는 반면, 후자에서는 는 낮

지만 가 비교적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전체 비용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래 네트워크의 기지국 밀도는 <그림 7>

그림 6. 이동통신 네트워크 설계의 제약 조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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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녹색 선 상에 존재하게 되며, 그 결과 얻어진 최적의 시스

템을 D 지점이라 하자. 기지국 수의 확대만을 이용할 경우 현

재보다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기지국 수에 대비한 D 지점의 

기지국 수 는, Relay 설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비

용 감소 측면에서의 이득을 의미하며 이 때 기지국의 밀도는 

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서 Relay가 존재하는 Small Cell의 비율을 로 나타내면, 최

적의 시스템에서 Relay가 결합된 Small Cell의 기지국 밀도

는 로, Relay가 없는 Small Cell의 기지국 밀도는 

가 된다. 

<그림 8>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1)   Small Cell ( ): 고주파 대역에서 동작하는 오늘날의 셀룰

러 시스템은 전파 특성 상 빌딩, 벽 등 장애물에 의해 음영 

손실 (shadowing loss)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건물 내에 

작은 반경의 기지국을 설치, Small Cell을 구성하여 적은 

에너지로 이러한 음영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2)   Small Cell + Relay ( ): 이동통신 인구 및 데이터 트

래픽의 수요가 매우 높은 도심 지역 (high-density urban 

area)에서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기지국의 수를 줄이는 

대신 각 Small Cell 내에서 Relay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비용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미래의 셀룰러 네트워크는 Small Cell과 Relay가 

설계 목적에 따라 알맞게 배치되어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성능 향상은 주로 기지국의 수

를 늘려 셀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무

선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이동통신 시스템 역시, 더 많

은 기지국들이 설치되어 보다 작은 셀 반경을 나타내는 소위 

Small Cell의 형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셀룰

러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사용자의 용량을 증가

시키는 데에 있어 기지국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

나로 셀룰러 네트워크에서의 Relay 활용을 재조명하였다. 이

동통신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고려하여 

Small Cell과 셀룰러에서의 Relay가 목적에 맞게 적절히 결합

될 경우, 저 비용, 저 에너지로도 원하는 네트워크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mall Cell과 Relay가 공존하는 미래 

셀룰러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학적, 경제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시사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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