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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통신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파

수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무선 통신망의 용량을 키우려면 셀

(cell)을 작게 하여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셀을 구축해야 한다. 이

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C-RAN 개념이 도입되

었다.

본고에서는 C-RAN 아키텍쳐에 대해 소개하고, C-RAN의 

특장점을 성능 관점, 설치 운용 관점 및 3GPP Release 10 이

후의 기술 적용 관점에서 살펴보고, Super Hot Spot에서의 

C-RAN 응용 사례와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Ⅰ. 서 론

현재 무선 통신망의 데이터 사용량은 스마트폰 보급과 Mobile 

IPTV 등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그림 1>.

이에 따라, 예전에 커버리지 기반으로 망을 구축하던 것과는 

달리, 용량 기반으로 망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주파수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무선 통신망의 용량을 키우려면 셀(cell)을 작

게 하여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셀을 구축해야 하고<그림 2>, 그

만큼 망 복잡도가 증가하여 설치 운용 최적화, 간섭 제어가 더

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각 기지국이 사용자의 데이터 요구에 의해 자원을 

할당하고 처리하는 분산형 시스템 형태의 무선망 운영방식보

다는, 모든 기지국들이 자원을 공유하여 이를 중앙 집중 처

리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개념의 C-RAN이 도입되었다. 본고에서는 

C-RAN 아키텍쳐에 대해 소개하고, C-RAN의 특장점을 몇가

지 관점에서 살펴보고(협력통신에 의한 성능 향상, 설치 운용상

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3GPP Release 11, Release 12에 정의

된 신규 기술 적용), Super Hot Spot에서의 C-RAN 응용 사

례와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C-RAN 아키텍쳐

김한석, 맹승주

삼성전자

C-RAN 특장점 및 발전 전망

그림 1. 국내 A사업자 이동통신 가입자당 데이터 사용량[MB/월]

그림 2. Coverage 기반 망 구축과 Capacity 기반 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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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이란 다음의 4가지 의미를 갖는다.

• Centralized Baseband Processing: C-RAN 은 기지국의 

디지털 신호처리와 자원제어를 담당하는 DU(Digital Unit)를 

집중국 형태로 하나의 국사에 집적시키고, 무선 전파 신호를 

증폭하여 안테나로 보내는 수동적 기능을 담당하는 RU(Ra-

dio Unit)를 원격으로 광 케이블을 통해 DU와 연결하는 구조

를 갖는다<그림 3>.

• Cloud Computing: <그림 3>의 아키텍쳐는 수동적 기능을 

담당하는 RU들이 중앙 집중국(DU)의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

는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에 해당한다.

• Coordinated Radio: C-RAN에서는 무선자원을 제어하는 

DU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인접 셀(cell)간의 무선 자원 상

태 정보를 공유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송지점간의 간

섭제어를 위한 협력통신 지원에 유리하다<그림 4>.

• Clean Radio Access Network: DU 집중국의 컴퓨팅 자원 

공유(pooling) 및 협력통신에 의한 주파수 효율 향상은 결국 

더 적은 수의 기지국, 더 적은 에너지 소모를 통해 깨끗한 환

경에 기여한다.

지난 2011년 MWC(Mobile World Congress) 행사에서 여러 업

체들이 C-RAN 구조의 솔루션을 선보인 이후로 C-RAN에 적합

한 기술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KT와 삼성전자는 CCC(Cloud 

Communication Center) 솔루션으로 LTE 서비스 상용화를 하

여 2012년 LTE World Summit 에서 두 분야(Most Significant 

Development for Commercial LTE Network by an Operator, 

Most Innovative LTE Commercial Launch)에서 최고 혁신상

을 수상하였고, NGMN(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s)에

서는 2013년 3월 China Mobile, KT, SKT, Orange, T-mobile

을 주축으로 P-CRAN (Project Centralized Processing, Col-

laborative Radio, Real-Time Cloud Computing, Clean RAN 

System)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13년 4월 Transmode사는 

C-RAN에 구조에 적합한 프론트홀(Fronthaul: DU와 RU 사이

의 전송로) 솔루션을 출시하였고, Huawei사는 2013년 6월 사이

트(site)간 반송파 집성 기술(CA: Carrier Aggregation)을 지원

하는 C-RAN 솔루션을 출시하였다.

2. C-RAN 장점: 협력통신에 의한 성능 향상 관점

3GPP는 Release 8에서 ICIC(Inter-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기술을 도입하였다[1]. 인접셀들이 시간축과 주

파수축상에서 동일한 위치의 무선자원을 사용하면 서로 간섭으

로 작용하게 되는데, ICIC는 기지국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서로 

다른 위치의 무선자원을 사용하도록 하거나<그림 4>, 단말의 

셀내 위치에 따라 무선자원 위치와 전송 출력을 조절하여<그림 

5> 셀간 간섭을 줄이는 기술이다. C-RAN 협력통신도 개념적

으로는 ICIC와 비슷하지만, 기지국간에 X2 인터페이스를 통해 

3GPP 표준에 정의된 제한된 정보만을 교환하는 ICIC와는 달

리, C-RAN에서는 더 빠른 주기로 스케쥴링 정보와 무선채널 

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중앙집중식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ICIC 대비 더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 C-RAN 아키텍쳐

그림 4. 셀간 협력통신

그림 5. 전송출력 조절에 의한 간섭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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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수백ms 주기로 자원 사용 위치와 전송 출력을 조

율하는 ICIC와는 달리 C-RAN에서는 1ms 주기로 조율이 가능

하여<그림 6>, 간헐적이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집중되는 트래픽

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조율이 가능하다. 또한, 단말의 신규접

속, 접속해제, 이동에 따른 무선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실시간

으로 조율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그림 7>, 어느 짧은 순간에 

Cell-A에는 단말이 셀 중앙 강전계에 존재하고 Cell-B에는 단

말이 경계지역 약전계에 존재하도록 변화가 생겼을 때 C-RAN

에서는 즉각적으로 Cell-A의 모든 무선자원 영역에 대해 강전

계쪽 전송 출력을 낮추고, Cell-B의 약전계쪽 전송출력을 높여

서 경계지역 단말의 전송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3GPP는 Release 11에서 전송 지점간 협력통신(CoMP: 

Coordinated Multi-Point transmission and reception)에 대

한 표준화를 추진중인데[2][3], DU와 RU 사이에 광선로 연결

을 가정하고 있으며, 고출력 RU와 저출력 RU가 섞여 있는 경

우를 포함하고 있다. C-RAN 구조에 CoMP 적용시, 많은 수의 

DU간 조율을 위한 중앙집중식 스케쥴링이 필요하다<그림 8>. 

이러한 중앙집중식 스케쥴링에 기반한 Inter-eNB CoMP와 

Release 11에서의 CoMP를 개선하는 Enhanced CoMP를 삼성

전자 주도로 Release 12 Work Item으로 선정하여 표준화를 진

행중이다.

3. C-RAN 장점: 설치 및 망 진화 관점

C-RAN 구조에서는 옥내 DU 집중 설치를 통해 백홀 인터

페이스 모듈과 같은 중복 모듈을 제거하여 BBU(Base Band 

Unit) 수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그림 9>. 이는 CAPEX(투

자비용)와 OPEX(운용비용), 그리고 탄소배출량 감소를 의미한

다. 또한, 사이트에 RRU(Remote Radio Unit)만 설치되므로 

설치 장소, 무게 등의 제약이 감소하고, 사이트 임차 비용 등의 

운용 비용도 절감된다.

그림 6. 조율주기에 따른 차이

그림 7. 경계지역 단말 성능 향상 예제

그림 8. C-RAN CoMP를 위한 중앙집중 스케쥴링

그림 9. DU 집중화에 의한 BBU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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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진화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 3G로 사용하던 주파

수를 LTE로 변경하여 BBU의 3G 모뎀부를 LTE 모뎀부로 교

체한다던가, 성능 개선을 위해 더 많은 프로세싱 용량이 필요

하여 신규 하드웨어 모듈을 추가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데, C-RAN 구조에서는 집중국사만 방문하여 작업하면 된다

는 장점이 있다(수동적 기능을 담당하는 RU는 소프트웨어적으

로 기술 변경 지원하는 추세임). 신규로 추가되는 모듈의 한 예

로 Cache 기능을 담당하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서

버를 들 수 있는데, Cache 서버가 DU와의 직접 연동을 통해 

Content Delivery를 담당하여 사용자 체감 품질 개선을 극대화

하고, 백홀 사용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

4. C-RAN 장점: 3GPP 신규 기술 적용 관점

이 절에서는 3GPP Release 11의 One-cell operation, 

Release 12의 사이트간 CA(Carrier Aggregation)와 

SCE(Small Cell Enhancement) 기술 적용 관점에서 살펴본다.

One-cell operation이란, 여러 셀에 동일 PCID(Physical 

Cell ID)를 할당하여 운용함으로써 셀 경계 지역 성능을 개선하

고 셀간 이동시에도 매끄러운(seamless)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

려는 것으로서<그림 10>, 2절에서 언급된 전송지점간 협력통

신에 대해 시나리오 4가지가 정의되어 있는데[2], 이중 4번째 

시나리오에 One-cell operation 개념이 도입되었다. Release 

9에서는 인접 셀간에 서로 다른 PCID를 할당해야 했지만, 

Release 10에서는 인접한 2개 셀이 동일 PCID를 가질 수 있

게 되었고, Release 11에서 N개 셀로 확장된 것이다<그림 11>. 

C-RAN에서는 많은 수의 셀들이 DU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므

로, N값을 크게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N값을 조절하는데

도 유리하다. 특히 많은 수의 Small cell이 존재하는 HetNet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서, Release 10의 eICIC(enhanced 

ICIC) 대비 우수한 간섭 완화가 가능하다.

Inter-site CA(Carrier Aggregation)는 Release 10에서 정

의된 CA와는 달리, Carrier간 coverage가 불일치하는 영역에

서의 셀간 이동시에도 매끄러운(seamless) CA 기능을 제공하

는 것으로서<그림 12> 3GPP Release 12의 SCE(Small Cell 

Enhancement)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4]. Carrier가 다르면 

보통 별도 RU와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coverage가 달라지

게 된다. C-RAN 구조에서는 DU가 집중화되어 있으므로, 중

앙집중 스케줄러가 담당하는 전체 셀 내에서 Serving Cell을 자

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서, Release 10 기반으로도 셀간 CA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GPP Release 12에서 표준화 진행중인 SCE(Small Cell 

그림 10. 동일 PCID 사용하는 셀간 경계 영역 신호 품질 향상

그림 11. 표준에 따른 One-cell operation 진화

그림 12. Coverage 불일치 지역과 셀간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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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는 Macro수준의 mobility 품질을 유지하면

서 고속 전송하기 위한 small cell 운용에 관한 것이다[5][6]. 

즉, Macro cell을 통해 품질 높은 connectivity를 보장하고(즉, 

small cell로 이동시 handover 발생하지 않음) 광대역 small 

cell을 통해 고속 전송하는 개념이다<그림 13>. C-RAN 구조에

서는 Macro와 Small cell간 CA를 Release 10 기반으로 구현하

여 Macro를 Pcell(Primary cell)로 할당하면 Release 12 SCE 

개념의 handover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그림 14>.

5. C-RAN 응용 사례: Super Hot Spot

Super Bowl 경기장에서는 비교적 작은 면적에 수많은 가입

자와 트래픽이 존재한다<그림 15>[7]. 

2013년에 약 4시간 동안의 트래픽양이 388GB 인데 이중 약 

60%는 상향(uplink) 트래픽이다. 상향 트래픽의 4시간 평균은 

129Mbps인데, 순간적인 최대값은 이것의 3배라고 가정하고, 관

객의 40%가 LTE 가입자이고 그중 50%가 평균적으로 접속하여 

LTE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LTE 주파수 대역폭 10MHz 

적용시, 필요한 셀수는 약 56개로 산출된다. 경기장 연면적을 

56으로 나누면 셀당 면적은 446 제곱미터로서, 반경으로 환산하

면 12m에 불과하다. 이렇게 촘촘하게 셀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셀간 간섭 제어가 매우 중요한데, 소용량 Compact RRU를 이용

하여 중앙집중식 무선 자원 제어가 가능한 C-RAN 구조로 구축

하는 것이 적합한 솔루션이다<그림 16>.

6. C-RAN 발전 전망

C-RAN에서 극복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신뢰성(reliability) 

있는 서비스 제공이다. 예를 들어, <그림 9>에서 한대의 BBU

에서 지역적으로 동일한 셀의 모든 주파수 대역을 처리하는 경

우, BBU 고장이 모든 주파수 대역의 서비스 중지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BBU별로 처리하는 주파수 대역을 다

르게 한다면 임의의 주파수 조합에 대한 CA 지원이 복잡해지게 

된다.

Ⅱ-3절에서 3G에서 LTE로 진화시 모뎀부를 교체하는 예를 

들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화 가능하도록 GPP(General 

Purpose Processor)를 이용하여 가상화된 DU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GPP의 물리계층 신호처리 성능이 

SoC(System on Chip) 성능보다 작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개선이 하드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개선보다 작다는 딜레

마가 있다.

Ⅱ-3절에서 언급된, cache 기능을 담당하는 IT 서버와 DU

그림 13. Small Cell Enhancement 개념도

그림 14. C-RAN에서의 SCE (Release 10 기반)

그림 15. Super Bowl 경기장 트래픽 추이와 2013년 경기장 현황

그림 16. 경기장용 C-RAN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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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동하는 예에서 기지국이 특정 트래픽을 cache 서버로 

breakout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개방형 API(Open API)를 통

해 기지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서비스 App 같은 외부 장치에 제

공하고, 특정 트래픽에 대해 기지국에서 local breakout 기능

을 제공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중이다<그림 17>.

C-RAN 확산에 있어서 광선로망 확보가 걸림돌 중 하나이

다. 광선로와 일반 전송로가 혼재한 환경을 지원하는 Hybrid-

RAN 구조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그림 18>.

Ⅲ. 결 론

본고에서는 C-RAN 아키텍쳐에 대해 소개하고, C-RAN의 특

장점을 성능 향상 관점, 설치 및 망 진화 관점, 3GPP Release 

11, Release 12의 몇가지 신규 기술 적용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C-RAN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장점을 살

리기 위한 제약 조건들이 존재한다. DU와 RU 사이의 광선로 환

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C-RAN 발전 방향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DU 클라우드에 새로운 부가기능을 도입

하여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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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Open API 아키텍쳐

그림 18. Hybrid RAN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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