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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ffice 무선 네트워크 기술

I. 서 론

미래에는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

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마

트 워크 시대가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움직

이는 사무실'인 모바일 오피스의 구축이 필수

적이다. 이러한 모바일 오피스의 구축을 위해

서는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 연구 개발 및 이

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u-Office 서비스 연

구 개발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미래창조과학

부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사업에서 지원하는 ‘u-Office 무

선 네트워크 연구센터’의 개발 내용을 기술한

다. 본 연구센터는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 기반 

u-Office 서비스 연구 개발을 위하여 초고속 

무선통신 시스템 기술과 차세대 u-Office 서

비스 기술을 개발한다. 크게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세부과제에서는 초고속 무

선 통신 시스템 기술, 2 세부과제에서는 무선 

릴레이 기술, 3 세부과제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Seamless Information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협업 시스템 기술, 4 세부과제에서는 다수 사용

자들의 패턴 분석 및 u-Office   Zone 서비스 

기술을 개발한다. 

II. 기술 개발

1.   무선 메쉬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

리눅스 기반의 오픈 소스 운영체제인 Open-

WRT기반의 무선 메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적응적으로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

는 HTTP 기반의 적응형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여 무선 메쉬 네트워크 테스트베

드에서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SDN 기술의   

Openflow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

과 관리 프레임워크 제공이 가능하다. 

2. 이동 릴레이 기술 개발

이동 오피스 구축을 위하여 안테나 어레이를 

갖는 이동 릴레이 기술을 개발하였다. 차량용  

Low-profile 안테나 어레이 프로토타입, 차량

용 Low-profile  MIMO/Beamforming 통합 

안테나 어레이 프로토타입, 안테나 어레이를 갖

는 이동 릴레이를 위한 송·수신기 시뮬레이터, 

안테나 어레이를 갖는 이동 릴레이의 DoA 및 

셀 탐색 시뮬레이터, 안테나 어레이를 갖는 이

동 릴레이의 real-time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

으며 이는 승용차, 버스, 기차 등의 차량 및 가

상 오피스에 적용 가능하다. 

3.   가상 오피스용 Foldable/ Flexible 안

테나 프로토타입 및 간섭제거기 개발

이동시에는 접을 수 있고, 업무시에는 펼칠 

수 있는 Foldable 안테나 어레이와 유연한 특성

을 갖는 Flexible 안테나 어레이를 개발하였다. 

다이버시티 모드와 지향성 모드를 스위치 할 수 

있는 평면형 안테나 개발하였으며, Foldable/

Flexible 안테나 어레이를 갖는 수신기를 위한 

간섭제거기를 개발하였다. 특히 셀 경계 지역에

서  Foldable/Flexible 무선 릴레이를 사용하여 

인접 셀의 간섭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셀간 

간섭 제거기를 개발하였다. LTE 신호를 사용하

여 WiFi 존을 형성하는 모바일 WiFi 핫스폿 구

축에 적용 가능하며, LTE 기반 가상 오피스 구

축에 사용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ITRC 사업에서 지원하는 ‘u-Office 무선 네트

워크 연구센터’의 개발 내용으로서 무선 메쉬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이동 릴

레이 기술, 가상 오피스용 Foldable/Flexible 안테나 프로토타입 및 간섭제

거기 개발, mmWave 이동 통신을 위한 빔 트레이닝/트랙킹 기술, 사용자 맞

춤형 서비스를 위한 무선 미디어-캐스트 기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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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무선 메쉬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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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mWave 이동 통신을 위한 빔 

트레이닝 및 트랙킹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 또는 이동 릴레이/백

홀에서 사용이 고려되고 있는 밀리미터 웨이브 

통신시스템의 빔 트레이닝 및 트랙킹 기술을 개

발하였다. 빔포밍 기반의 밀리미터 웨이브 통신

시스템에 적합한 빔 ID 프리앰블을 설계하였으

며, 3D 채널 모델하에서 성능을 검증하였다. 아

날로그 빔형성 기법 또는 디지털 빔형성기법을 

사용하는 기지국 또는 단말기에서 성능을 검증

하였으며 빔탐색 소요시간을 기존방식에 비하

여 크게 감축하였다. 또한 움직임이 잦은 스마

트폰에서 MEMS 기반의 모션 센서를 사용하여 

빔 트랙킹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

발하였다. 

5.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무선 미디어-캐스트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무실 내

의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

나리오 기반의 무선 미디어-캐스트를 구축하

였다.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개인 프로

파일 생성/분석 기술, 사용자의 행동 패턴 분

석 및 추론 기술, 정보 전달 효율 극대화를 위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 및 배포 기술, 다양한 사용

자/서비스/환경 특성에 따른 노드 클러스터링 

기술, 시나리오 기반의 사용자 중심의 Seam-

less Information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였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

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지원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 I-

PA-2014-H0301-14-1015)

그림 2. 이동 릴레이 기술

약   력

1984년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87년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991년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전기 및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1992년~ 현재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u-Office 무선네트워크 센터’ 센터장 

관심분야: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조�용�수

그림 3. mmWave 이동 통신을 위한 빔 트레이닝 및 트랙킹

그림 4.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무선 미디어-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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