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소형셀의 용량증대 및 간섭제어 기술 개발

요 약

스마트 소형셀은 반경 100 미터 내외의 작은 서비스 영역

을 가지며, 소형셀 환경의 무선 채널 및 간섭 특성을 잘 활용

하는 다중 안테나 기술과 간섭 제어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이

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소형셀의 요소 기술을 소개하고, 도

심형 지형환경에서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으로 LTE 매크로셀 

대비 단위 면적당 용량증대를 평가한다. 또한 상용 Software 

Defined Radio를 활용한 실시간 테스트베드구현으로 요소 기

술들의 타당성(feasibility)을 보인다.

Ⅰ. 서 론

최근 스마트 기기의 증가로 인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

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셀 네트워크는 작은 

커버리지의 셀을 촘촘히 설치하고 공간 재사용 효율을 높여 용

량을 증대시키며, 트래픽 폭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소형셀 네트워크는 기지국간 거리 감소에 의한 전파 고도의 

영향이 커진다. 최근에는 많은 수의 안테나를 2차원으로 배열

해 3차원(3D) 빔포밍(beamforming, BF)으로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는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동시에 하드웨어 복잡도를 줄

이기 위해 디지털 BF과 아날로그 BF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BF(hybrid BF, HBF) 구조가 관심을 받고 있다[1].

소형셀 네트워크는 셀 수의 증가와 불규칙한 커버리지로 인해 

인접 셀 간 간섭이 큰 문제가 된다. 기존에는 여러 셀이 협력하

여 셀 간 간섭을 공간적으로 제어하는 기법들이 많이 적용되었

으나, 송신단에서 정확한 채널 정보가 필요하며 궤환 오버헤드

가 크다. 최근에는 블라인드 간섭 정렬(blind IA, BIA)와 같이 

채널 정보가 필요없는 기법이 시도되고 있다[2].

스마트 소형셀은 <그림 1>과 같이 전파 수신 고도의 영향

과 하드웨어 구현 복잡도를 고려한 3D HBF을 적용하고, 기저 

대역(baseband)에서는 저오버헤드 간섭 정렬 기술을 사용하

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소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3D ray 

tracing tool 기반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소형셀 네트워크의 

용량을 확인하고, 나아가 상용 software defined radio(SDR) 

플랫폼을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통해 요소 기술에 대한 구현 결

과를 소개한다.

Ⅱ. R&D 주요내용 및 요소 기술

1. 3차원 하이브리드 빔포밍 기술

본 장에서는 <그림 2>와 같이 각각 N개 배열 안테나로 구성

된 M개의 안테나 포트를 가지는 기지국에서의 BF을 고려한다. 

각각의 안테나 포트는 서로 다른 최대 M명의 사용자를 위한 아

날로그 BF을 수행하고 M개의 안테나 포트에서 수신된 신호는 

기저 대역 모뎀에서 디지털 BF을 통해 최종 BF을 수행한다.

각 안테나 포트에 연결된 배열 안테나는 사용자의 평균 수신 

전력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BF 계수를 결정한다.

      (1)

 김동구, 채찬병, 김광순, 이용식, 민병욱, 장진영, 정민근, 양민호, 황해광, 임연근, 오택근, 윤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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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 소형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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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는 사용자 의 평균 수신 전력을 최대화하는 BF 계

수이며 는 사용자 의 번째 수신 슬롯 중 번째 OFDM 심볼의 번

째 부반송파에서 보이는 아날로그 단에서의 채널이다. 기저 대

역 디지털단에서는 빔형성된 채널 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운딩 과정이 필요하다. 번째 슬

롯내의 수신 채널 의 공간 상관관계 특성 이 한 슬롯 내에서 같

다고 가정할 때 식 (1)은 Quadratic 형태를 가지게 되며 추가적

인 사운딩 과정 없이 번째 슬롯에서의 들의 평균 수신 전력()을 

측정하여 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제안 기법은 공간 상관 

관계의 사전 정보없이 (1)의 BF 계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해 

계산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2. 블라인드 간섭 정렬 기술

본 장에서는 송수신 안테나의 구조와 수가 다양한 소형셀 네

트워크에서 셀 간 간섭을 제어하는 BIA 기술 개발 내용을 설명

한다. BIA는 다수의 간섭 신호를 신호 공간의 특정 부 공간에 

정렬하여 다중 사용자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서 최적의 다중화 

이득을 얻는 간섭제어 알고리즘으로 순시적인 채널 정보를 요

구하지 않는다[3]. BIA를 위해서는 채널을 인위적으로 변화시

킬수 있어야 하며, 제안 기법은 스마트 소형셀 기지국의 빔방향 

스위칭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 BIA에서 송신기는 정해진 규칙

에 의해 각 사용자의 신호를 시간 축 상에서 포개어 전송하며, 

각 수신기는 신호 전송 규칙을 고려하여 수신 빔의 패턴을 변경

하를 수신한다. 이러한 송수신 구조는 수신기의 전체 수신 신호 

공간 중 낮은 차원의 부 공간에 간섭 신호를 정렬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 소형셀 네트워크에서는 HBF의 빔 방향성과 기

지국과 사용자의 거리에 따라 일부 기지국 혹은 빔의 간섭이 약

하게 보이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 경우 송수신기의 간섭 정

도에 따라 일부 간섭은 무시하고, 유효한 간섭만을 고려해 전송

률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한다[4].

3. 이중 편파 안테나 및 배열 안테나 설계 기술

본 장에서는 스마트 소형셀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이중 편파 

안테나와 이 안테나로 구성된 배열 안테나를 설명한다. 소형셀

은 설치가 매크로 셀에 비해 자유로우며, 트래픽 환경에 따라 

실내외를 모두 서비스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내 채널 환경은 특

히 반사체가 많아 효과적인 간섭 제어를 위해서는 안테나 설계 

기술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림 3(좌)>은 이중 편파 안테나의 구조를 나타낸다[5]. 안테

나의 유전율은 3.5이고, 두께가 3.04 mm, 크기가 57.5 x 57.5 

mm 이다. 설계된 안테나는 큰 사각형 형태의 슬롯과 4개의 삼

각형 형태의 급전 패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테나는 각 편파에 

대하여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두 편파의 특성이 

비슷하며, 높은 편파 분리도를 가지고 있어서, 배열안테나를 구

현하는데 용이한 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실내용 소형셀에서 높은 시스템 전송률을 얻을 수 있

다[5].

<그림 3(우)>는 위상 배열 안테나의 배열 구조를 나타내며, 2 

x 12 의 배열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안테나 사이의 간격은 0.6

λ (69mm @2.6GHz) 이며, 안테나를 상하로 배열하여 3D BF

이 가능하다.

<그림 4(좌)>는 1x3 배열 안테나의 빔 패턴 측정 결과로 29°

의 반전력 빔폭을 가진다. <그림 4(우)>는 1x12 배열 안테

그림 2. HBF 배열 안테나 구조

그림 3. 이중 편파 안테나 구조(좌) 및 위상 배열 안테나 구조(우)

그림 4. 다채널 (좌) 및 단일 채널 (우) 전송 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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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빔 패턴으로, 1x3 배열 안테나의 빔 패턴 측정 결과에 

Arrayfactor(N=4,d=1.8λ)를 곱하여 구하였으며, 7.2°의 반전

력 빔폭을 가진다.  

Ⅲ. 시뮬레이션 성능 평가 및 테스트베드 구현

1. 3D ray tracing tool 기반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벨연구소에서 개발한  3D-ray tracing tool

인  Wireless System Engineering을 사용하여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3D ray tracing tool을 이용한 성

능 분석은 기존의 2차원 기반 셀 모델에 비해 소형셀 환경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성능평가는 균일

분포(uniform distribution)사용자를 가정하여 outdoor-to-

indoor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유저는 가장 수신감도

가 좋은 기지국으로부터 서비스 받는다. 그림 5-(좌)는 성능 평

가를 실시한 지형과 셀 배치 환경을 나타낸 그림이다. 지형은 

도넛형태의 5~7층 높이의 불규칙적인 모형의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 지형을 모델링하였다. 매크로 기지국의 높이는 28m

에 위치하였으며 안테나 패턴은 미국의 Kathrein사에서 제공

하는 패턴을 사용하여 3섹터 빔을 가정하였고 5도의 tilt를 주

었다. 소형셀은 인접 셀 간 거리가 100m ~130m에 위치하도

록 규칙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녹색 동그라미에는 건물의 중간 

높이인 12m(4층)에  기지국이 설치되었고, 붉은색 엑스에는 

3m(1층)와 17m(7층)에 2개의 기지국이 다른 높이에 설치되었

다. 셀 배치는 LTE 표준에 근거해 매크로셀과 소형셀 모두 전

방향 안테나 를 사용할 때 셀 커버리지의 outage가 –6dB에서 

12.5~13%가 나오도록 배치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그림 6의 

지형에서는 한 개의 매크로셀 커버리지에 총 16.5개의 소형셀

이 필요하다. 시스템 파라미터는 중심주파수 = 2.6GHz, FFT 

size = 1024(대역폭: 8.4MHz), 최대 변조 차수 = 64QAM(5/6 

code rates), bounce (전파의 최대 반사 횟수) = 4, noise floor 

= -174dBm/Hz, TX RF chain 수 = 4, RX RF chain 수 = 

2, CDI 궤환 비트수 = 6, MIMO transmission mode = LTE 

TM4를 사용하였다. 

<그림 5(우)>는 소형셀 환경에서 HBF과 IA의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LTE 소형셀은 셀 간 간섭 제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

방향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HBF을 사용할 경우 

BF 이득으로 인해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으며, IA

를 사용하면 낮은 SINR을 가지는 사용자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1>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LTE 매크로셀과 스마트 소형셀

의 평균 용량을 비교하였다. 성능 평가는 매크로셀 기준에서 잡

음 제약 환경인 3m 위치(1층 높이)와 간섭 제약 환경인 12m 위

치(4층 높이)에서 실시하였다. 스마트 소형셀의 경우 3차원 셀 

배치로 인해 건물 내 층 별 평균 용량이 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매크로 커버리지 면적당 스마트 소형셀의 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매크로 커버리지 내 16.5개 스마트 소형셀), 매크

로셀 대비 평균 70.26배 용량이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총 

송신전력은 매크로셀이 40W임에 반해 스마트 소형셀은 2.15W

로 총 송신전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2. 상용 SDR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테스트베드 구현

본 장에서는 실제 채널에서 BIA와 HBF를 각각 검증하기 위

해 상용 SDR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real-time) 테스트베드 

구현에 관해 설명한다.

테스트베드에 사용된 SDR 플랫폼은 실시간 알고리즘 제어를 

위한 임베디드 콘트롤러와 FPGA 모듈, 그리고 송수신기로 구

그림 5. 시뮬레이션 셀 배치 환경(좌) 및 실험 결과(우)

표 1. LTE 매크로 셀과 스마트 소형셀의 셀 당 평균 용량 

1층 평균 용량 4층 평균 용량

매크로	셀 8.26	Mbps 57.03	Mbps

스마트	소형셀 60.09	Mbps 64.6	Mbps

그림 6. 간섭 제어 테스트베드(좌)와 실험 결과(우)

(a) 간섭 제어 전

(b) 간섭 제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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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테스트베드는 LTE release 8의 하향 링크 규격에 기반

한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송수신을 사

용하였다[7]. 

BIA 테스트베드에서는 두 개의 셀이 BIA로 셀 간 간섭을 제

어한다. 수신기는 <그림 6(좌)>와 같이 이중 편파 안테나의 편

파를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방식으로 실험한다. 송신 신호 및 수

신 편파의 패턴은 제안 기법을 따른다[2][3]. <그림 6(우)>는 간

섭제어 전과 후의 신호 성상도로써, 위쪽은 원래 신호에 간섭 

신호가 잡음으로 작용된 성상도를, 아래쪽은 실시간 BIA에 의

한 성상도를 나타낸다.

다음은 (1)의 하이브리드 빔방향 조절을 적용한 HBF 테스트

베드의 구성과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7(좌)>는 HBF 테

스트베드의 구성이며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8]. 송신기는 하

나의 무지향성 안테나로 실제 무선 주파수 채널을 통해 신호

를 전송하고, 수신기는 HBF이 가능한 2x6 크기의 적응형 위

상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여 BF된 신호를 수신한다. 수신기는 

BF된 채널을 기저 대역에서 추정하며, 이를 이용해 현재 채널 

상태에 보다 적합한 BF 계수를 계산한다. 새로운 BF 계수는 

RU 제어 보드에 의해 배열 안테나의 위상과 크기에 반영된다.             

<그림 7(우)>는 실험 결과이며, 실시간 빔 추적에 의한 신호의 

성상도 변화 및 수신 SNR 증가를 통해 원하는 빔방향으로 수렴

됨을 확인한다.

Ⅳ. 결 론
  

스마트 소형셀의 요소 기술과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본 논문

에서는 도심형 실험 지형에서 3D ray tracing tool 기반 시뮬레

이션으로 매크로셀 대비 단위 면적당 용량을 비교하고, 실시간 

테스트베드를 통해 요소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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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BF 테스트베드(좌)와 실험 결과(우)

(a) 빔방향 추정 전

(b) 빔방향 추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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