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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형셀 네트워크는 음영지역을 해소하며 대용량 데이터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으며, 또한 하이브리드 빔형성 기술은 기존 표준 규격에 제약없이 사용자에게 지향성
빔을 전송함으로 시스템 용량을 증대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셀 네트워
크 환경의 MIMO-OFDM(Multi Input Multi Output-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시스템
에서 하이브리드 빔형성 기술을 적용한 소형셀 스마트 기지국의 동작을 제안하였으며, 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기존 시스템과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 검증하였다.

1. 서론
최근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으로 데이터 위주의
모바일 트래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1].
소형셀 네트워크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용자
의 대용량 데이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설치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2]. 이에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에서 적은 사용자 수, 낮은 이동성, 채널 다양성 등
의 소형셀 특징을 반영한 소형셀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한 새로운 해결책을 release 12 에서 제시하고자
현재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다중 안테
나 하이브리드 빔형성 기술은 신호처리기술을 통하
여 사용자별 신호를 구분하는 디지털 빔형성 부분
과 사용자별 알맞은 지향성 빔을 형성하는 아날로
그 빔형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이와 같은
구조는 안테나 배열 요소의 수를 조정하여 성능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 표준 규격의 변경없이 시스
템 성능을 높일 수 있으며, 셀당 사용자 밀도가 크
지 않을 경우 사용자 기반의 효율적 빔형성을 통하
여 시스템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셀 네트워크의 시스템 모형을
설명하고 기존의 하이브리드 빔형성 구조를 기반으
로 사용자 그룹별 빔형성 벡터를 계산하여 저장한
후 스케줄링에 따라 해당 빔형성 벡터를 적용하여

빔형성을 통하여 송수신을 하는 기지국 기법을 제
안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
시스템의 방식과 성능을 비교 검증하였다.

2. 시스템 모형
소형셀 셀룰러 네트워크는 M  N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기지국이 B 의 밀도를 가지는 PPP
(Point Poisson Process)의 분포로 존재하고 있으며, 단
일 안테나를 가진 사용자가 U 의 밀도를 가지는
PPP 로 존재하고 있다.
각 사용자와 기지국 안테나 사이의 채널 특성은
[5]에서와 같이 기지국과 단말이 존재하는 위치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채널 특성은 다중경
로에 의한 PDP(Power Delay Profile)와 PAS(Power
Angular Spread) 사이에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
고 채널 이득에 반영이 된다. 이와 같은 다중 경로
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채널의 u 번째 사용자와 i 번
째 안테나간의 채널 주파수 응답은 아래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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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i,u[n,k]=hi,u(nTf, kTs/K)이며, K 는 부반송파의
개수, Tf 는 OFDM 블록 길이, Ts 는 심볼 주기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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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이브리드 빔형성기 송수신 구조

3. 하이브리드 빔형성 송수신기
아래 그림 1 은 소형셀 스마트 기지국 송수신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지국 p 는 미리 지정해 놓
은 사용자 그룹 u 에 해당하는 가중치 벡터
A up  n, k    MN  M 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든
사용자 그룹의 가중치 백터 A p  n, k  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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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혼재된 상황에서 안테나 숫자에 따른 LTE
시스템과 제안한 시스템간의 성능 비교

생성된 가중치 벡터를 저장한 후 스케줄러에 의
하여 선택된 사용자 그룹에 따라서 빔형성 벡터 저
장기에서 해당 사용자 그룹의 빔형성 가중치를 각
아날로그 가중치에 적용하여 사용자별 빔형성을 하
여 송수신을 하게 된다.
이때의 사용자별 디지털 채널 용량 C  n  은 아래

저장해두고 스케줄링된 사용자 그룹에 따라 알맞은
빔형성을 통하여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
으며, 이를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성능
이득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와 같이 나타낸다.

6. 감사의 글



H
T
T

 (3)
A up  n, k  H up  n, k  A up  n, k  H up  n, k 
K


C  n    log 2 det I 
H
T
T
q
q
q
q

k 1
A v  n, k  H u  n, k  A v  n, k  H u  n, k   N  n  K 


q p















여기서 H up  n, k    MN  M 는 H i ,u  n, k  으로 구성된 p
기지국과 사용자 그룹 u 사이의 채널 백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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