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셀구축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RF 단위모듈 기반 다중대역(Multi-Band)
다중모드(Multi-RAT) 기지국용 RU(Radio Unit)개발

요 약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의 진보에서 비롯된 

통신 환경의 변화는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제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방식의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RU(Radio Unit)

와 DU(Digital Unit)의 분리 및 관련 기술의 고도화는 이동통

신 시스템 환경 구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신기술 방

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고에서는 RF 처리부를 소형 모듈화 

한 RF 단위모듈을 이용하여 RU를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용량

과 서비스 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지국 솔루션 개발현황을 소

개하고자 한다.

Ⅰ. 기술배경

오늘날의 이동통신 기술은 아날로그 통신(1G)에서 디지털 통

신으로 전환된 이래, 2G, 3G를 지나 범세계적인 4G 서비스 도

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특히 “LTE”와 “WiMAX”로 대변되는 

3.9G 서비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입 및 실시되고 있는 추

세이다. 

이처럼 그 속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의 눈부

신 진보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이동성 향상

에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두고 변화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진보와 고성능 스마트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

로 가능해진 개인 단위의 고용량 콘텐츠 소비에서 비롯된 폭증

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필연적으로 가용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제어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의 출현을 예견할 수 있게 하

고 있다.     

통신 서비스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파수 자원의 확

대, 4G 및 B4G(Beyond 4G) 기술과 같은 고도화된 통신 서비

스로의 전개, 경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안테나와 사용자간 거

리 단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되었고, 능동 배열 안테나 

기술,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와 빔포밍

(Beamforming)등 다양한 유형의 고도화된 기술들이 도입되어 

진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트래픽의 용량증가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은 향후 전개

될 새로운 통신 시장의 변화에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발전되어 왔는데, 이동통신 기지국 발전의 첫 단계로 

RFU(Radio Frequency Unit)와 BBU(BaseBand Unit)을 분리

한 뒤, 안테나에 RFU를 근접시켜 안테나와 시스템간의 케이블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성의 변화를 통해 전력 손실을 최

소화하고, 커버리지를 확대하여 모바일 트래픽 증대에 따른 문

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은 RFU, BBU 및 Transport layer가 

하나의 Cabinet에 위치하여 송수신 안테나까지 동축선으로 연

결되던 전통적인 기지국 형태에서, 광선로를 이용하여 다수의 

DU(Digital Unit)를 한곳에 모은 집중국과 RU(Radio Unit)를 

연결하는 분산형 기지국 형태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은 RFU를 BBU와 분리하여 광선로로 

연결하고, 안테나에 근접시킨 형태에서 안테나 기구물에 RFU

를 소형화하여 집적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정진섭, 최성찬

㈜이노와이어리스 

그림 1. 이동통신 기술진화 방향

(출처: 2009년 IT 산업전망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현규)

114 | 정보와 통신

신규 프로젝트 소개



Ⅱ. 기술개념

BBU와 분리된 RFU는 자체적인 소형화가 가능해졌으며, 소

형 RFU의 조합을 통해 매크로 셀뿐만 아니라, 스몰셀을 위

한 소형 기지국 구성도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시스템 구성

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날로 증대되는 데이터 트래픽 수요

의 분산을 위해 능동 배열 안테나의 빔포밍(Beamforming), 

CoMP(Coordinated Multipoint Transmission), SON(Self 

Organizing Network)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WiFi 등 이종(異種)통신과도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능동 배열 안테나는 기존 RRH의 RFU를 안테나 안으로 추가

하는 것이 아닌, 안테나 소자 각각에 소형 RFU를 결합 배열하

여 구성하도록 발전하는 추세이며, 기지국 교체 시 안테나만 교

체함으로써 설치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능동 배열 안테나를 통한 빔포밍은 셀 가장자리의 신호 품질

을 향상시킴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

고, 빔 제어 기능(Beam-steering)의 활용을 통해 사용자들의 

위치에 따른 빔의 방향을 변화시킴으로써, 사용자 간의 상호 간

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하다. 

능동 배열 안테나의 적용은 매크로 셀 내의 스몰셀들(micro, 

pico, femto 등)간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여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매크로 셀이 제공하는 서비스 커버

리지 내에 존재하는 실내·외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단일 매크로 셀과 다수의 스몰셀들을 이용하

여 해당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유닛으로 구성 및 처리하

도록 함으로써, 폭증하는 트래픽의 분산 및 처리 능력을 효율적

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수의 소형 셀 구성으로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셀들 간의 간섭 완화 및 협력 통신 능력을 증대하는 방안이 절

실하며, 이를 만족하기 위해 능동 배열 안테나의 빔 제어 기능

과 필요한 유형의 셀 구성 및 최적화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SON 

기능이 매우 유용하다. 

Ⅲ. 기술개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 시스템은 수십~

수백Watt의 전력을 소모하며, 10~20% 정도의 효율을 가지는 

수동소자 어레이 안테나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 소모 전력의 절

감과 효율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과제를 통해 이동통신 기지국의 DU와 RF 기능을 처리하

는 RU를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DU는 클라우드 기반 및 

multi-RAT 지원구조로의 활용을 가능케 하여 사용효율성이 

증대되고, RU는 멀티모드 환경을 지원하여 기지국 에너지 소비

를 절감할 수 있는, 이른바 “Green 이동통신 기지국 개발”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수 있다.

아울러,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능 분산형 기지국 시스

템 및 CoMP 기능 등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RU가 요구

되며, 특히 이동통신 환경의 진화에 따라 주파수 대역 내 서비스 

변경/이동과 같은 동적인 변화 요구에 적응이 가능한 기지국의 

필요성 증대 또한 향후 기술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변화하는 이동통신 환경 및 시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멀티모드/멀티밴드의 지원과 이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Green 

이동통신 기지국용 RRH 개발이 필요하며, 본 사업은 전술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듈형 RF를 기본단위로, 

다양한 형태의 셀 환경(indoor cell, small cell, macro cell등)

과 요구조건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기능 분산형 기

지국/중계기용 RU를 단위 모듈 RF의 조합으로 구성 가능하도

록 하는 기지국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최근의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대부분 도심에서 발생하는 트래

픽 병목현상에 대한 다양한 유형별 데이터 트래픽 분산 관리 및 

효율성 제고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건물 내(In-Building) 음영지역에 대한 커버리지 강화 및 향

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의 하

나가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이다. DAS는 RF신

호를 분배하여 분산된 안테나로 송수신하거나, 다른 전송매체

(예: 광, UTP cable)를 이용하여 신호를 분배하고 소형의 소출

력 RU를 통해 RF 신호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이다. 본 과제에서

는 DAS에 대한 필요기술도 확보하여 단위모듈 RF 기반 기지국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 개발목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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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와이어리스는 본 과제의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시험환

경을 용이하게 구성함으로써, 관련 요소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

하고 개발제품의 품질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독창적이자 신속한 

기술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본 과제 결과물의 개발 검

증을 위해 최대 57개 기지국과 570개 단말을 동시에 연동할 수 

있는 대용량 채널시뮬레이터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통신장비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자

체보유기술인 단말 DM 구현 기술, EPC 구현 기술, IMS 서버 

구현기술 등, 다양한 통신 Network 관련 기술들을 이용하여 본 

과제 결과물에 대한 개발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IV. 활용분야

본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축적된 초소형 RF 단위모듈기반 

다중대역 다중모드 기지국용 RU 기술은 향후 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에도 적기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macro cell, small 

cell, indoor cell, DAS 등 다양한 이동통신 시스템에 손쉽게 적

용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 차세대 기지국 기술의 진화를 선

도함으로써, 통신시스템 구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솔루션으

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본 과제에서 개발된 성능평가 및 인증기술, 시스템 연

동기술, 시스템 시험기술 등도 국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생태

계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선 액세스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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