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Cloud RAN에서 네트워크 공평성 향상을 위한 

계층적 적응 스펙트럼 관리 방법

조오현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Hierarchical Dynamic Spectrum Management for

Providing Network-wise Fairness in 5G Cloud RAN 

Ohyun Jo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셀 간 정보의 공유를 통한 협력이 가능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5G Cloud RAN 

네트워크에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자원 관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협력의 이점을 활

용하여 공정성과 처리량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이러한 네트워크 성능 최적화는 허용이 가능한 양의 신호 처리 

오버헤드 및 계산 복잡도 내에서 달성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는 셀 외곽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용량이 

기존의 방법 대비 40% 가량 향상되었으며 사용자간 공정성 또한 Jain의 공평성 지수를 기준으로 약 23% 향상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5G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 구조, 적응 스펙트럼 관리, QoS, Cloud RAN

Abstract  A new resource management algorithm is proposed for 5G networks which have a 

coordinated network architecture. By sharing the contol information among multiple neighbor 

cells and managing in centralized structure, the propsed algorithm fully utilizes the benefits of 

network coordination to increase fairness and throughput at the same time. This optimization of 

network performance is achieved while operating within a tolerable amount of signaling overhead 

and computational complexity. Simulation results confirm that the proposed scheme improve the 

network capacity up to 40% for cell edge users and provide network-wise fairness as much as 23% 

in terms of the well-knwon Jain’s Fainess Index. 

Key Words : 5th Generation network, Coordinated architecture, Dynamic Spectrum Management, 

QoS, Cloud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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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적응 스펙트럼 관리 (DSM, Dynamic 

Spectrum Management) 알고리즘은 5G 네트워크의 매

우 높은 데이터율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적인 요소 기술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DSM이라

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적응 스펙트

럼 관리 기법은 전통적으로는 매우 정적인 채널 환경을 

갖는 유선 네트워크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다[1]. 

그 이유는 동적으로 채널 환경에 따라서 스펙트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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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계산을 위한 연산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각 사용자의 채널 환경에 

대해 실시간적으로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

크와 같이 채널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

한 적응 스펙트럼 관리 기법이 실제 무선 네트워크에 적

용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매우 최근이며 최근까

지 상용 네트워크에 적용이 된 사례는 아직 전무하다. 

최초로 네트워크에서 적용된 DSM 알고리즘은 IWF 

(Iterative Water Filling)[2] 알고리즘이며 이를 개선

한 MIWF (Modified Iterative Water Filling)[3] 알

고리즘이 제안된 바 있다. IWF 알고리즘은 완전히 분

산적 동작 방법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 간에 

각자의 채널 정보와 같은 컨트롤 정보를 전혀 교환하지 

않고 각 시스템이 측정 가능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네트

워크를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IWF 알고리즘은 

빠르고상대적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 

시스템 내에서의 자체적인 최적화만이 가능하고 전체 네

트워크 관점의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러한 기존의 IWF 알고리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MIWF 알고리즘은 중앙집중식 동작 방법을 나타낸다. 

MIWF 알고리즘은 사용자 간, 시스템 간의 컨트롤 정보

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는 동작을 포함한다. 이를 통하

여 인접 셀에서 발생하는 간섭의 크기를 고려하여 네트

워크 관점의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컨트롤 정보

의 교환에 의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또한 무선 네트

워크와 같이 채널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는 정보의 교환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에 구현 복잡도와 난이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한편, 5G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 연구가 매우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위와 같은 적응 스

펙트럼 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들이 제안되었다 [4,5]. 이러한 향상된 네트워크 구

조들은 적응 스펙트럼 관리 기법과 같이 성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알고리즘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이 된

다. 예를 들면 5G Clound RAN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각 기지국(Base Station)들이 서로 모두 연결되어 컨트

롤 정보까지를  모두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코디네이터

에 의해 무선 자원 관리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8-12]. 기존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는 각 기지국마

다 개별적인 스케줄러가 존재하여 하나의 셀 내에서의 

최적화만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최신의 향상된 네트워크 구조에 기반하여 셀 

간에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관점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층적 적응 스펙트럼 기법을 제안한다. 

2. 계층적 적응 스펙트럼 관리 기법 

2.1. 협력 네트워크 토폴로지 (Coordinated Network 

Topology)

협력 네트워크 토폴로지(Coordinated Network 

Topology)를 사용하여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협력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두 종류의 컨트롤러 관리 

장치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기지국 컨트롤러(BS 

controller)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코디네이터(Network 

Coordinator)이다. 기지국 컨트롤러는 각 기지국에 존재

하여 분산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관리하며 네트워크 코디네

이터는 기지국 외부에 개별 관리 장비로 존재하여 중앙집

중식 메커니즘에 의해 동작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코디네

이터와 기지국 컨트롤러의 기능을 하이브리드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계층(hierarchy)에 따라 단

계적이고 차별적인 알고리듬을 적용할 수 있다. 

2.2.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기하학적 그룹 형성 

(Geometrical Grouping)

계층적 자원관리를 위하여, 제안 방법에서는 인접 셀

에서 미치는 간섭과 영향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계층을 구분한다. 이는 사용자들의 SINR (Signal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에 따라 구분될 수 있

으며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스펙트럼 관리 기법의 적용 

및 성능 평가를 위하여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기하학적 

그룹을 형성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특정 셀 내의 사

용자는 해당 셀의 기지국과 인접 셀의 기지국의 위치에 

따라 계층적 기법을 달리 적용한다. 해당 사용자가 소

속된 셀의 기지국의 좌표를 라 하고, 인접 셀의 

기지국들의 좌표를 각각  ,  라고 하였

을 때, 각 기지국간의 거리를 라고 정의하는 경

우, 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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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이 때 사용자는 인접 셀의 기지국과의 연결선을 기준으

로 각도 의 내에 영역을 MIWF 영역으로 정의하고 그 외

의 영역을 nonMIWF영역으로 정의한다. 특정 사용자가 

MIWF 영역에 있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인접 셀들의 간섭

의 영향은 많이 받는 MIWF 영역 사용자로 분류하며,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nonMIWF 영역의 사용자로 분류한다.

  cos
  

    

 (4)

이렇게 두 영역으로 사용자의 계층을 구분하는 이유

는 서두에 설명한 바 있는 MIWF 알고리즘의 특성과 관

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MIWF 알고리즘은 셀 간 간섭이 

그 이외의 자연 발생 노이즈 신호보다 훨씬 극심한 환경

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한다. 반대로 SINR이 매우 높은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셀 간 간섭의 영향을 덜 받으며 

이런 사용자들의 환경은 Fig. 1에 잘 나타나있다. Fig.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SINR을 갖는 사용자들의 경

우에는 셀 간 간섭을 고려하였을 때 채널 간에 자원 할

당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 착안

하여 다음 절에서 계층적 자원 할당 방법을 제안한다. 

Fig. 1. User Resource Allocation in 5G Cloud RAN 

Network with low/high SINR

2.3. 계층적 자원 할당 과정 (Resource allocation)

MIWF 영역에서는 중앙집중식 MIWF 알고리즘을 

네트워크 코디네이터가 수행한다. 반면, nonMIWF 

영역에서는 분산방식 IWF 알고리즘을 기지국 컨트

롤러가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자원을 할당 한 

후, 제안 기법의 다음 절차에서는 채널 의 기지국 

에서의 전송 용량 

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log 

 ≠  
 

  


 



 (5)

여기서 


는 기지국 에서 채널 에 할당된 파워

이며, 
 는 기지국 에서 채널 에 대한 사용자의 채

널 이득값을 나타낸다. 또한,  은 각 채널에서의 자

연 발생 노이즈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때, MIWF 영역 사용자들의 전송용량의 합 

 과 nonMIWF 영역 사용자들의 전송용량의 합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6)

  ∈ 



(7)

2.4. 네트워크 관점의 공평성 제공 (Providing 

Network-wise Fairness)

제안 기법에서는 앞서 구한 MIWF 영역 사용자들

의 전송용량   과 nonMIWF 영역 사용자들의 

전송용량 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공평성을 향상

을 위하여 Fig.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수행 절차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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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ensation procedure for hierarchical 

resource allocation

사용자 공평성 문제는 네트워크 성능의 우수성을 증

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하지만 기존의 자

원 할당 방식에서는 네트워크 관점의 사용자 공평성을 

고려할 수 없었고 단일 셀 내에서의 사용자 성능 최적

화만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평성의 문제를 네

트워크 전체로 확장을 하기 위하여 Fig.2에 정의된 보

상 과정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한 보상 과정은 MIWF 

영역의 사용자와 nonMIWF 영역의 사용자들의 사용자 

당 전송용량 (per-user capacity)인 ′ 와 ′

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 


(8)

′ 


(9)

여기서  와 은 각각 MIWF 영역의 사용

자 수와 nonMIWF 영역의 사용자 수이다.

먼저, 네트워크 공평성을 제공하기 위한 Fig2의 과

정에서는 계층적 자원 할당을 위한 기하학적 그룹을 형

성하여 각 그룹에 속한 사용자들의 사용자 당 전송용량 

(per-user capacity)를 계산한다. 즉, MIWF 영역과 

non-MIWF 영역의 사용자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MIWF 영역의 전체 용량과 non-MIWF 영역의 전체 

용량을 MIWF 영역의 사용자 수와 non-MiIWF 영역

의 사용자 수로 나누어서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사용자 당 전송용량 (per-user capacity)을 갖는 

영역의 서브채널을 더 작은 사용자 당 전송용량 

(per-user capacity)을 갖는 영역으로 반복적으로 이동시

켜가면서 두 영역의 사용자 당 전송용량 (per-user 

capacity)의 차이가 특정 임계치보다 작아지도록 조절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각 단계마다 ′ 와 

′을 비교하여 셀 외곽의 사용자와 셀 중심부의 사용자

들의 공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Iterative) 적응 

보상과정을 거친다. 

3. 성능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 기법의 효율성을 보이기 위한 시

스템 레벨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5G Cloud-RAN 

네트워크 구조를 반영한 실제적인 협력 네트워크 토폴

로지를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을 MATLAB을 이용

하여 구현하고 시뮬레이션 하였다. 첫째로 사용자들의 

실제 전송용량의 향상 정도를 보이기 위해 네트워크 용

량을 측정하였으며, 또한 네트워크 관점의 공평성 향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ain의 공평성 인덱스(Jain’s 

Fairness Index)를 도입하여 네트워크의 사용자 공평

성을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중심주파수는 3.5Ghz를 사용하였으며, 사용 가능한 대

역폭(Bandwidth)은 상용 시스템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치를 따라 10MHz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송

신파워는 일반적으로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값인 

100mW이며 사용자들의 채널 이득값을 모델링하기 위

한 채널 모델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채널모델인 

Okumura-Hara 모델을 사용하였다 [6][7]. 협력 네트

워크 구조에서는 3개의 기지국과 각 셀 기지국 당 10

명의 사용자를 고려하였다. 각 계층적 영역에 속하는 

사용자들의 분포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상대적인 거리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3개 이상의 다수의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각 기지

국은 인접한 셀 간에 기하학적인 그룹을 형성하여 동일

한 알고리즘을 각자 수행할 수 있다. 5G Cloud RAN 

네트워크는 실내 환경에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

안하여 실내 환경의 일반적인 셀 반경인 20m를 기준으

로 하였다. 

4. 결과 분석 및 고찰

본 제안 방법을 적용한 협력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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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전송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지국으로부터 

사용자의 상대적인 거리를 0.5부터 0.9까지 변경하여 

측정을 하였다. 

Fig. 3. Network Throughput in the coordinated network 

topology according to the user distance

Fig. 3에서 사용자 거리(User Distance)는 셀 반경

(20m)을 기준으로 셀 내에서의 기지국으로부터 상대적

인 거리를 나타낸다. 즉, 해당 값이 1이면 사용자가 셀의 

가장자리 경계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Fig.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제안 기법은 기존의 셀 단위의 자원 할당 

방법에 기반하여 기존의 싱글 셀 기반의 자원할당 방법

[1]에 대비하여 전구간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셀 간섭이 심각한 위치에서 중앙집중식 MIWF 알

고리즘이 성능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셀의 외곽지역에 위치할수록, 즉 사

용자 거리의 값이 커질수록 상대적인 네트워크의 향상도

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능 평가 결과 이러

한 환경에서 최대 40%의 성능이득을 나타내었다.

또한, Table. 1은 네트워크 공평성에 대한 결과를 보

여준다. 공평성 향상을 위한 보상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전체네트워크의 공평성을 Jain의 공평성 인덱스를 기준

으로 하여 23%가 향상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보상 과

정 전과 후의 전체 capacity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Table. 1. Improvement of network-wise fairness

Before compensation After Compensation

Total capacity 9.56E+07 9.15E+07

′(bps) 1.15E+07 0.94E+07

′ (bps) 0.87E+07 0.95E+07

Jain’s Fairness index 0.748095345 0.919975899

Jain의 공평성 인덱스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0)

 명의 사용자가 있을 때 번째 사용자의 용량을 

라고 정의하면 위의 정의식에 의하여 공평성 인덱스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값을 갖게 된다. 공평성 인

덱스가 1인 경우는 모든 사용자의 용량이 동일한 경우

이며, 가장 공평한 경우를 나타낸다. 만약  명의 사용

자 중 의 사용자에게만 균일하게 전송량이 할당되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할당받지 못하였다면 Jain의 공평

성 인덱스는 


의 값을 갖게 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5G 네트워크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계층적 자원 관리 기법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협력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스펙트럼 

자원은 계층구조를 갖는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

리하며, 이 때의 관리 주체는 각각 기지국 컨트롤러와 

네트워크 코디네이터가 되며, 이들은 중앙집중식 혹은 

분산식 알고리즘을 환경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제안 기법은 기존 셀 단위의 자원 관리 기법 대비 네트

워크 전체의 성능을 향상 시켰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관의 공평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제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성능의 평가를 위해 시스템 레

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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