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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의 특징인 네트워크 초고밀

화 (hyper-densification)와 네트워크 복잡도 증가를 살펴보

고, 확장 가능한 (scalable) 무선 네트워크 설계 기술의 필요성

이 증대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획일적인 프로토콜 및 기능 규격

으로는 확장 가능하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응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3GPP 등의 무선 표

준에서도 지능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한 구현적 최적화를 강화하

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지능적 적응 

최적화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통신 

노드들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통신 노드들과 필요에 

따라 서로 통신 및 협력하며 각자의 정책 (policy)들을 적응적으

로 최적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이

론적인 도구들이 평가 되어야 하고, 각 네트워크 성능 지표별로 

복수개의 이론적 도구들이 경쟁하며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3GPP 표준의 SON (Self-Optimizing Network) 기술들과 전

력 소모 최적화 등은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매우 적절한 적용 분

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 이론을 포함한 몇 가지 

가능한 이론적 도구들의 무선 네트워크 활용 예들을 살펴본다. 

Ⅰ. 서 론 

현재 무선 네트워크들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의 초고

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복수개의 네트워크가 공존하며 연동하

고, 하나의 단말이 여러 개의 무선 시스템 기술을 동시에 지원

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통신 노드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지국 쪽에서는 피코셀(picocell) 및 펨토셀(femtocell)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셀들이 등장하여 계획적 혹은 비계획적

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또한 웨어러블(wearable) 컴퓨터, 

사물(Machine-to-Machine) 통신등의 새로운 통신 기기들도 

무선 네트워크의 초고밀화 (hyper-densification) 를 촉진하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의 변화 및 진화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무선 네트워크의 초고밀도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번째로는 고밀도화 되어가는 이종 네트워크 (heterogeneous 

network, HetNet) 로의 발전이다. 무선 및 이동 환경에서의 네

트워크 접속이 점점 용이하여짐에 따라서 점점 다양한 형태의 

무선 통신 수요가 촉진되어 지난 수년간 무선 트래픽의 수요는 

지수적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

로 보여 2020년까지 1000배의 무선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

망된다[1]. <그림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획기적은 무

선 네트워크 용량 증대는 다양한 기술적 혁신의 동시 개발을 요

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초고밀화된 이종 네트워크로의 진

화가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직관적인 분석을 위해서, 피코셀, 펨토셀, WLAN 등을 통칭

하는 스몰셀 (small cell) 들이 기존의 매크로셀 (macrocell) 네

트워크와 혼존하는 이종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의 초고밀화를 고

려하여 보자. Propagation exponent가 γ 인 전파환경에서 단

위 면적내에 N개의 스몰셀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인접 스몰셀 간의 평균 거리는 에 비례하게 되며 스몰셀 신

호 세기 이득은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대부분의 무

선 네트워크 전파 환경에서 γ 는 2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스몰

셀 네트워크의 초고밀화는 초선형(super-linear) 적인 이득을 

그림 1. 1000배의 무선 용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의 개별적인 예상 이득 비교 도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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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반면에 massive MIMO의 어레이 이득 (array gain)

은 안테나 수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대조되는 이

득이다[5]. 초고밀도가 진행되어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무선 

네트워크를 <그림 2>에 예시로 나타내었다.

두 번째는 하나의 통신 단말이 복수개의 무선 네트워크들

을 지원하여, 서로 상이한 통신 시스템을 지원하는 복수개의 

radio들이 하나의 통신 단말내에 혼재하게 되는 것이다. 2G, 

3G, 4G, 5G 등의 여러 세대의 WWAN (Wireless Wide Area 

Network) 시스템들, Dual/Triple SIM Dual/Triple Access 

(DSDA/TSTA) 을 위한 복수 radio들, 2GHz, 5GHz, 900MHz 

대역에서의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및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시스템 등이 하나

의 단말에 집적되어 무선 네트워크의 초고밀도화를 촉진하고, 

네트워크의 복잡도도 증가시키고 있다. 

세번째로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노드를 출현이다. 점점 

다양해지는 스마트 가전, 스마트 시계 (smart watch) 및 안경 

등의 웨어러블 컴퓨터, 사물통신 단말 등이 무선 네트워크에 연

결되어 서로 다양한 목적 및 형태로 통신하게 된다. 이는 네트

워크의 초고밀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이한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 목표를 정의하게 된다.

따라서 점점 복잡하여지고 초고밀도화 되어가는 무선 네트워

크에서는 그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확장성 (scalability) 

과 강건성 (robustness) 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능적 적응 최적화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각 통신 노드들이 다

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통신 노드들과 필요에 따라 서로 통

신 및 협력하며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을 최적화 시키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무선 네트워크 기술 표준에서 

무선 네트워크 초고밀도화와 복잡도 증가를 다루는 접근 방법

을 소개하고, 지능적 적응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그 

프레임워크를 개념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몇가

지 이론적 도구들을 살펴본다. 게임이론(Game theory),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Stochastic Optimization 등의 적

용 및 활용 연구 사례들을 살펴본다. 

Ⅱ. 본 론 

초고밀화된 무선 네트워크는 그 동작환경이 더욱 동적으로 변

화할 수 있으므로 확장 가능하고 강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네

트워크 설계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 필요성을 살펴보

고,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기술 표준에

서 어떤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하는지 알아본다. 기술 표

준에서 기대하는 다양한 구현적 최적화 기능들을 설계하기 위

한 무선 네트워크의 지능적 적응 최적화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

념적 소개와 그 구체적인 활용 및 적용 예들을 살펴본다.

1.   무선 네트워크의 확장성 (scalability)과 강건성 

(robustness)

고도로 복잡하여지는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무선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강건성이 매우 중요하다. 국

지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서로 상이할 뿐더러 그 환경 자체

가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획일화된 통신 프로토콜과 기능 

규격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운영자가 개별적으로 네트워크 노드

들을 최적화하는 것이 확장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네트워크 초고밀화 환경에서는 스몰셀들이 수시로 추가, 

감소 및 오동작할 수 있고, 이러한 셀들을 코어 네트워크와 인

터넷으로 연결시키는 백홀 (backhaul) 네트워크의 성능이 통계

적 특성 보이며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국지 트래픽 양의 변화 폭

도 매우 클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연성 있게 

확장 가능한 형태로 네트워크의 강건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연

적으로 분산 제어 형태의 적응적 최적화를 요구한다. 

복잡한 초고밀도화된 무선 네트워크의 향상된 성능과 확장성

과 강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

그림 2. 세개의 계층으로 초고밀화 (hyper-densification) 가 진행된  

무선 네트워크의 예시. 매크로셀 (원), 피코셀 (삼각형), 펨토셀 (별)들이 

1:2:4의 밀도 비율로 MHP (Matern Hard core Process)을  

따라서 분포되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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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3GPP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예

들을 그 접근 방향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2. 무선 네트워크 표준의 접근 방법

3GPP등의 무선 네트워크 표준은 각각의 통신 노드들이 따라

야 하는 프로토콜과 기능 규격을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표준 규

격을 가능한 세밀하게 정의하여 네트워크 운영자가 무선 네트

워크의 성능을 일반적으로 최적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복잡해지고 초고밀화된 이종 네트

워크 환경에서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예측하면서 이를 포괄하는 세밀한 표준을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점차로 개별 통신 노드

들이 지능적으로 자체적으로 최적화(self-optimization)를 수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표준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표준의 다양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발

생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3GPP LTE 시스템 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예를 통하여 살펴본다. 

<표 1>은 3GPP 표준에서 네트워크 설계를 구현상의 지능

적 설계 및 최적화 문제로 정의하고 있는 예들을 나열하였다. 

SON, 단말의 네트워크 선택, 단말 전력 소모 감소, 단말내의 

복수 radio 공존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3GPP 표준에서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 방법은 해당 기능을 수행

하는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그널링 및 인

터페이스만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은 구현상의 최적

화 문제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표 1>에 기술된 몇 가지 문

제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본다.

첫번째로 SON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을 살펴보

자. SON은 기지국 Self-Configuration, Automatic Neighbor 

Relation (ANR), PCI selection, Load Balancing, Mobility 

Robustness Optimization (MRO) / Handover Optimization, 

RACH (Random Access Channel) Optimization, Inter-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ICIC) 등을 포괄하는데 각각에 대

한 설명은[7] 등의 문헌들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ANR 한가지 예를 통해서 그 기능과 3GPP 표준적 

접근 방법을 살펴본다.

•Automatic Neighbor Relation (ANR) 

ANR은 기본적으로 각 기지국들의 인접셀 리스트(neighbor 

list)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기법이다. 정확한 인접셀 리스

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특히 핸드오버가 발생할 시에 중요한

데, 목적 셀이 인접셀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으면 호 절단 (call 

drop)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매크로

셀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망 운영자가 여러가지 

셀 플래닝 및 필드 테스트 등을 거쳐서 인접 기지국 리스트를 

정의하였다. 하지만 hyper-densification 환경에서는 이러

한 접근 방법으로는 확장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각 셀이 자동

적으로 인접셀 리스트를 생성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표 1. 무선 네트워크의 복잡도 증가와 초고밀화 진행 환경에서 3GPP 표준적 접근 방법

기능 표준 범위

SON Self-configuration

Automatic	Neighbor	Relation	(ANR)

Physical-layer	Cell	ID	(PCI)	선정

Load	Balancing

Mobility	Robustness	Optimization	(MRO)	/	Handover	Optimization

RACH	Optimization

Inter	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ICIC)

Energy	Savings

Cell	Outage	Detection	and	Compensation	등

제반	시그널링	정의:

UE	측정	및	환경	보고	방법	정의.	(UE	ANR	report,	

inter-RAT	neighbor	 report,	RLF	 information,	UE	

mobility	information	등)	

X2	인터페이스	및	S1	인터페이스를	통한	셀간	통

신	내용	정의.	(X2	setup	signaling,	 load-based	HO	

signaling,	Handover	Report,	RLF	indication,	등)

구체적인	SON	알고리즘들은	구현	최적화	과제로	정

의

네트워크	선택	 통신	단말이	여러가지	네트워크들를	발견하고	사용자	선호와	네트워

크	운영자의	policy	등에	따라서	최적의	네트워크	선택

Access	Network	Discovery	and	Selection	Function	(ANDSF)

Always	Best	Connected	(ABC)

Discovery	 information,	시스템간	mobility	및	routing	

policy	등의	ANDSF	signaling	및	인터페이스	정의.

구체적인	네트워크	선택	알고리즘들은	단말	구현	및	

네트워크	운영자의	policy	결정	과제로	정의.

단말	전력	소모	감소 단말	전력	소모	감소를	위한	단말	제안의	connection	management	기

능	(Fast	Dormancy	등)	

단말	제안	시그널링	정의.

구체적인	단말의	시그널링	활용	기법	및	기지국의	응

답은	구현	최적화	과제로	정의.	

In-Device	Coexistence	

(IDC)

통신	단말내	복수	시스템의	동시	동작을	저해하는	상호간섭	해결. 이종	시스템간의	주파수	및	시간	분리을	위한	IDC	시

그널링	정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단말	구현	및	기지국	구현	최적

화	과제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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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각 셀이 자신이 측정하는 결과들만으

로 ANR을 구현할 수 있다면 ANR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 없

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각 셀이 자신의 위치에서 측정하는 결

과들만으로는 해당셀의 전체 커버리지를 포괄하는 ANR 구

현이 어렵다. 따라서 3GPP는 각 셀들이 자신의 커버리지 내

에 있는 무선 단말에게 ANR을 위한 측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정의한다. 만약 단말이 인접셀 리스트

에 추가되어야 할 새로운 셀을 보고하면 해당 셀과 통신하고 

X2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정의한다. 하지만 

3GPP 표준은 각 셀이 어떠한 무선 단말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ANR 관련 측정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또 여러가지 측정 결과

나 기타 정보를 활용하여 언제 새로운 셀을 인접셀 리스트에 

추가 혹은 삭제하여야 하는지는 정의하지 않는다. 즉, 가장 

중요한 ANR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정의는 기지국 설계자들의 

몫으로 남겨진 것이다. 

<표 1>의 두번째 항목인 단말의 네트워크 선택 문제는 

HetNet 환경에서 3G, 4G, WiFi 등의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가 

접근 가능할때 현재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서비스 요구사항, 단

말 위치에서 각 네트워크별 성능 및 로딩 상황, 단말의 전력 소

모, 사용자 및 네트워크 운영자의 선호도, 단말의 이동 상태, 과

금 정책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단말이 최적의 네트워크를 선정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정보들을 언제 어떻게 취

득하는지, 또한 어떠한 정보들을 통신 단말과 네트워크가 주고 

받아야 하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등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표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더러 바

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3GPP 표준에서는 ANDSF (Access 

Network Discovery and Selection Function)을 정의하여 네

트워크에서 단말이 사용가능한 네트워크들을 발견하는데 도

움이 되는 정보와 단말의 이동성(mobility)과 트래픽 라우팅

(routing) 결정에 대한 운영자의 정책(policy)을 단말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시그널링과 인터페이스만을 정의하고 있다. 결과적

으로 단말의 네트워크 선택 문제를 대부분 구현상의 지능적 최

적화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항목인 단말의 전력 소모 감소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통신 단말의 제안에 따라서 기지국이 현재 사용중인 무선 채널

을 해제하거나 전력 소비에 유리한 설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3GPP 에서는 무선 패킷 채널의 해제 및 설정이 항

상 기지국에 의해서 최종 결정된다. 반면에 기지국은 단말이 가

지고 있는 단말의 현재 전력 상태나 트래픽 상태들에 대한 (시

변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3GPP에서는 단말

이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지국에게 무선 채널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fast dormancy 기능으로도 알

려져 있는데, 단말이 어떤 정보들을 활용하여 어떤 알고리즘으

로 기지국에게 fast dormancy를 요청하게 되는지는 단말 구현

상의 최적화 문제로 정의한다. (본 단원의 후반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예를 포함하였다.) 또한 통신 단말이 기지국에게 

자신의 현재 전력 선호도를 Power Preference Indication을 

활용하여 알릴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단말이 언제 송출하고 

기지국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3GPP 표준은 구현

상의 최적화 문제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In-Device Co-existence (IDC) 는 무선 단말이 

여러 개의 radio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상호 간

섭 문제를 다룬다. IDC 문제는 단말 내에서 발생하므로 단말 자

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기지국과 통신하여 이종 radio간에 주파

수나 시간적 분리를 강화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순수 단말 구현상의 문제이고 후자의 경우는 단말과 기지국의 

통신을 통하여 기지국이 통신채널의 변경하거나 설정을 변화시

킬 수 있어야 한다. 3GPP 표준은 이에 필요한 시그널링 만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단말 및 기지국 구현상의 문제

로 다루고 있다.

3. 지능적 적응 최적화 프레임워크

통신 노드들은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며 네

트워크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액션(action)들

을 취할 수 있다.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거나, 핸드오버나 오프

로딩 등의 요청을 하거나, 저전력 모드 등으로 작동 모드를 변

경시키거나, 주변 통신 노드 들에게 특정한 정보를 전송한다거

나, 파라메타 값들을 변경시키는 것 등의 다양한 action 들이 

가능하다. 이러한 action들은 현재 통신 노드가 관찰하는 자신 

및 네트워크 state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러한 state 는 현재의 

트래픽 및 로딩, 송수신 전력, 여러가지 파라메타 및 타이머들

의 값, 인접 통신 노드들 (단말, 셀 등)로 부터의 여러가지 보고

치 및 요청 등등을 포함한다. 하나의 통신 노드의 정책(policy)

이란 현재의 상태(state)에 따라 액션을 취하는 일종의 사상

(mapping)을 의미한다. 각 통신 노드들이 어떠한 policy를 취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통신 노드들의 성능과 전제적인 네트워

크의 성능이 좌우된다. 정책을 π로 표시하고 노드 혹은 네트워

크의 효용을 라 하자. 각 통신 노드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

는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1)

많은 경우 통신 노드의 액션은 제한된 무선 자원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거나 한가지 효용 증대가 다른 성능 지표의 감소로 이

어질 수도 있으므로, (1) 에는 제반 조건들 (constraints) 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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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는정책이 최적화하고자 하는 

성능 지표에 따라서 (네트워크 용량, 핸드오버 성능, 전력소모 

등) 정의되므로 각 통신 노드 들은 복수개의 policy 들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성능 지표들은 서로 상관성을 가질 수 있다.

만약에  가 미리 알려져 있다면 오프라인 (off-line) 방

식으로 미리 최적화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변성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각 

통신 노드들은 자신이 과거에 적용하였던 정책에 대한 결과들

을 관찰 및 기억하여 계속하여 지식을 축적하며 점차적으로 최

적의 정책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최적의 

정책을 찾아내는 지능적 적응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그림 3>에 

도시하였다. 

간단한 예를 통하여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실제적인 문

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구체적인 예로서 SON에서

의 MRO 문제를 간략화하여 고려한다. 핸드오버의 동작을 정의

하는 각 셀들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핸드오버 파라메타들만을 

최적화하여 핸드오버 성능을 높이고자하는 문제를 고려한다.

-   Hysteresis (h): 핸드오버 시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

구되는 핸드오버 대상셀 신호세기의 서빙 셀 대비 최소 우

위값. 

-   Time-to-trigger (t): 핸드오버 시작 조건들이 연속적으

로 충족 되어야 하는 최소 기간.

이 문제에서 네트워크 효용은 핸드오버 성공률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최적의 policy를 찾는 것은 최적의 h와 t값들을 찾

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주어진 파라메타 값들에 해당하는 핸드

오버 성공률을 라고 할 때에 (1)에 해당하는 최적화 문제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이를 풀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를 만족시키는 

와 값을 찾아내는 것이다. 과거 action에대한 결과를 관찰하는 

것은 작은 파라메타 값들의 변화에 따른 핸드오버 성공률이 어

떻게 바뀌는 지를 기억하여 현재 파라메타 값들에서 의 

gradient 값을 추정하여 파라메타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각 셀들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최적화를 수행할때 각 

셀의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적으로 MRO 최적화가 수행될 수 있

을 것이다.

4.   지능적 적응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위한 이론적 도

구들과 실제 활용 예

지능적 적응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적

인 도구들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복수개의 통신 노드들이 자

신 혹은 네트워크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 혹은 협력

하는 것을 게임이론으로 모델링하여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근래의 한 연구 결과로서, [8]에서는 이종 네

트워크들로 구성된 HetNet 환경에서 무선 단말의 네트워크 선

정 기법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게임이론을 도입하였다. 특정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갖는 각 무선 단말이 현재 네트워크에서의 

성능을 자신과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의 단말들의 평균적인 성

능과 비교 관찰하면서 점차적으로 네트워크 선정을 바꾸어가며 

최적의 네트워크를 찾아가는 형태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하여 

각 단말이 각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서 네트워

크 선정 전략(strategy)을 변화시켜 가는 문제를 evolutionary 

게임 이론으로 모델링하여 중앙집중적 및 분산형 알고리즘으로 

각각 도출하였다.

또 다른 게임 이론의 활용 예로서 [9] 에서는 SON 환경

에서 각 스몰셀들이 매크로셀에서의 특정 SINR (signal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 값을 유지되도록 간섭을 제어하

면서 자신의 무선 용량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문제를 고려하

였다. 게임이론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활용하여 분산적 수행이 가능한 확률적 무선 자원 할당 기법을 

도출하였다. 

동적인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여러가지 환경이 통계적 특성

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stochastic optimization 이 이론적인 

도구로 고려될 수도 있다. 한 예로써, [10] 에서는 3G UMTS 

그림 3.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의 지능적 적응 최적화 프레임워크

(a)	시간	t에서의	policy	πt	는	현재	state	St	(S1,	S2,…,	혹은	Sn)에	따라서	

취할	action	At	(A1,	A2,…,	혹은	Am)를	결정한다.

(b)	현재의	policy	πt가	적응적	최적화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πt+1으로		

변경된다.

그림 4. Adaptive Fast Dormanc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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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무선 단말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적응

적 Fast Dormancy (Adaptive Fast Dormancy, AFD) 방법

을 고려하였다. 각각의 무선 단말이 네트워크 접속 수 증가율 

(Connection Increase Rate)을 주어진 임계값 이내로 유지하

면서 자신의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트래픽 비활동 

타이머 (traffic inactivity timer) 값을 점차적으로 찾아내어 가

는 알고리즘을 stochastic approximation을 활용하여 도출하

였다. <그림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현재의 CIR이 임계치보다 

크면 타이머 값을 증가시키고, 작으면 타이머 값을 증가시키는 

기법인데 그 증가 및 감소량이 임계치와의 차이에 비례하면 최

적의 타이머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보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론적인 도구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학습 및 제어 이론(control theory) 등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적응 최적화 프레임워크의 좋은 이론적 도구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하나의 이론이 모든 무선 

네트워크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최상의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는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의 무선 네트워크 문제에 대해

서 다양한 이론적 도구들이 서로 경쟁하며 지능적 적응 프레임

워크가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기술적 과제들

5.1 안정성 (stability)

각각의 통신 노드들이 적응적으로 네트워크 최적화를 시도하

는 경우 다향한 형태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한 통신노드의 적응적 정책 변화는 인접한 다른 통신 노

드의 정책 변화를 야기시키고, 이것이 다시 첫번째 노드의 정

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최적화 정

책들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 노드에서 정책간 진

동 (oscillation) 이 일어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변 통신 노드의 policy도 변화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

작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멀티 벤

더 (multi-vendor) 환경에서는 인접 기지국이나 통신 단말의 

action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우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의 존

재 시에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도 중요하다. 

5.2 상충적인 성능 지표의 절충 

앞서 언급되었듯이 하나의 통신 노드들이 서로 상이한 성능 

문제를 다루는 복수개의 정책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종종 하

나의 성능 문제를 최적화하는 것이 다른 성능 문제의 열화를 야

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셀의 용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

과 셀의 커버리지나 핸드오버 성능을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노

력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성능 지

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절충적 기술이 필요하다. 

5.3 간결성 (simplicity)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온라인 환경에서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서 최적의 policy를 찾아내고자 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간결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구현상의 복잡도를 최소화하거나 계산

량을 감소시키는 것만을 위하여 간결성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

다. 제안된 알고리즘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려면 매우 다

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성능 시험이 수행되어 지속적으로 우

수한 성능을 보이며 안정적이고 동작하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

는데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하나의 알고리즘에 사용되

는 상태 (state) 혹은 파라메터의 수가 증가하거나 기타 알고리

즘과의 연관성이 증가하면 성능 검증을 위한 경우의 수가 배수

적으로 증가 (multiplicative increase) 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

의 상태 및 파라메타만을 정의하고 비연관성이 높은 알고리즘

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의 초고밀도화와 복잡도 증가에 대

한 3GPP 표준에서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고 지능적 적응 최적

화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개념적 

설명, 게임 이론 등의 이론적 도구들과 그 활용 예들을 살펴보

았다.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실제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실용도가 높은 연구들이 다각도로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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