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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망(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등의 다양한 네
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미 스마트폰과 같이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무선 액세스 기술(radio access technology)들이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단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말간 직접 통신(D2D:Device to Device)등 더욱 다양한 무선 액

든 원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세스 기술이 전체 네트워크에 혼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기종 네트워크(heterogeneous network)

이에 B4G네트워크에서는 여러 가지 무선 액세스 기술들이 혼

간의 간섭을 해결하고 여러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기가 언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기종 네트워크에서의 주

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 원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주고

요 기술 이슈 및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제공하자는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논의한다.

있다 [1].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기종 네트워크간 간섭을 효
과적으로 제어하고 단말을 서비스, 이동성, 채널 상황 등에 따
라 가장 알맞은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Ⅰ. 서 론
최근 전기전자 업계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스마트화’의 바람

이에 본 논문에서는 B4G시스템을 위한 이기종 네트워크의 향
후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 주요 기술 이슈 및 연구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통신 기기의 패러다임을 바꾸
고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나 카메라 등의 기기에 통신 모
듈이 장착되어 ‘스마트’라는 테마로 여러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

Ⅱ. 이기종 네트워크 모형

며 기존의 휴대폰은 단순히 문자나 음성 통신만을 위한 기기가
아닌 은행업무나 비디오 시청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종

과거의 단일 주파수, 단일 시스템, 단일 기지국 형태의 통

합적인 전자 기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 기기

신 시스템은 폭증하는 트래픽 및 다양한 상황의 사용자 요구

의 다양화 및 스마트폰의 보급은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을 불러

조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

왔고 2020년까지 현재의 1000배 규모로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

나로 같은 시스템 내에서 소형 기지국처럼 다른 종류의 기지

로 예상되고 있다 [1]. 주파수 효율이 기술적인 한계점에 가까

국들을 보완적으로 운용하거나 다른 시스템들을 응용 계층

이 도달한 상황에서, 이러한 트래픽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셀

(application layer)에서 분리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이기종

룰러 기지국의 밀도를 높이려면 설치 및 유지 비용이 매우 커지

네트워크의 초기 모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한 예로

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 비용이 적게 드

3GPP LTE-A에서는 세가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이기종 셀

는 펨토(femto) 기지국 등의 소형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이용하

룰러 네트워크를 꼽고 범위 확장(range extension), 셀간 간섭

는 이기종 셀룰러 네트워크(heterogeneous cellular network)

협력(ICIC:Inter-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기법을 중

가 자연스럽게 보급되고 관련 기술들이 LTE, LTE-A등의 표

심으로 이기종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이용 방안에 대한 표준화

준화 기구 및 연구 단체에서 연구되고 있다 [2]. 한편, 통신 기

를 제시하고 있다 [4].

기 및 통신 기술의 다양화로 셀룰러 시스템 뿐만 아니라 무선랜

이러한 현재의 이기종 네트워크는 사업자의 계획에 의해 설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개인 영역 무선 통신

치된 매크로 기지국, 피코 기지국 및 중계기와 사용자의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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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불규칙적으로 설치된 펨토 기지국이 중첩된 계층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셀룰러 네트워크에 무선랜이 혼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이기종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서 소형 기지국의 사용자가 매크로 기지국으로부터 큰 간섭을
받는 문제나 셀 영역(cell coverage)의 비대칭으로 인한 트래픽
부하 불균형 문제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더욱 다양
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B4G 이기종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
인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기종 네
트워크 환경에서의 간섭과 시스템 통합 측면의 단말 접속(cell
association)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림 1. 이기종 네트워크의 간섭 및 통합 문제

Ⅲ. 이기종 네트워크에서의 기술 이슈

의한 매크로 기지국 간섭 문제가 발생한다 [8-10]. 이러한 간
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섭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전력을 제

B4G 이기종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특성 및 주파수 접속 기술

어하는 방식[6][9]과 주파수 대역을 공유 대역과 전용 대역으로

의 다양화로 인해 전통적인 간섭 제어 방식 및 시스템 관리 기

나누어 최대한 간섭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스케줄링 기법 등의

법만으로는 B4G 이기종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각 시스템이 다른 시

다. 본 장에서는 B4G 이기종 네트워크에서의 대표적인 기술 이

스템의 정보를 공유하여 최적의 방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

슈인 간섭 문제와 시스템 통합 환경에서의 단말 접속 문제에 대

보 공유 문제와 복잡도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해 알아본다.

3.2. 시스템 통합 환경에서의 단말 접속 문제
3.1. 간섭 문제

단일 주파수 대역에서 여러 종류의 기지국이 혼재된 이기종

여러 가지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 B4G이기종 네트워크에서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최대 수신 신호를 기반으로 단말 접속을

의 간섭 문제는 i) 동일한 종류의 시스템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

하는 경우 기지국 특성에 따른 커버리지 차이로 인해 트래픽 부

을 사용하는 경우와 ⅱ) 다른 종류의 시스템이 동일한 주파수

하 불균형(traffic load imbalance)이 발생한다. 이러한 트래픽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셀룰러 시스

부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셀 탐색(cell search)

템 내에서 매크로 기지국과 소형 기지국이 혼재되어 있는 이기

기법과 별도로 단말이 셀의 부하를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셀

종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각 계층별 기지국의 송신 전력의 차이

에 접속하는 효과적인 단말 접속 기법이 필요하다 [11]. 또한,

로 인해 하향 링크시 매크로셀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매크로 사

3GPP LTE-A에서는 100MHz 이상의 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용자에 주변 다른 계층의 기지국이 간섭을 미치거나, 상향 링

반송파 통합 기술(carrier aggregation)을 도입하였으며, 이 때

크시 매크로 사용자 주변의 다른 계층의 기지국에 매크로 사용

반송파의 부하 불균형을 고려한 스케줄링 및 단말 접속 기법이

자가 큰 간섭을 미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에 현재 계층간

필요하다 [12].

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자원 할당 문제나 사용자 스케줄링을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폭증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7]. 그러나 이 경우 간섭 회피를

용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여러 무선 액세스 기술이 하나로

위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앞으로 이에

통합된 이기종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3][14]. 이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 각 시스템의 트래픽 부하는 각 사용자의 분포와 서비스에

또한, 서로 다른 시스템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말이 어느 시스템에 접속하느냐가

생기는 간섭 문제는 무선랜과 블루투스(bluetooth), 셀룰러와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이에 서로 다른 시

단말간 직접 통신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처럼 매크로

스템으로의 효과적인 단말 접속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 되어야

기지국과 무선 디바이스가 중첩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매크

할 것이다.

로 단말기에 의한 무선 디바이스 간섭 문제와 무선 디바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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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B4G 를 위한 이기종 네트워크 연구
동향 및 미래 전망
B4G 이기종 네트워크에서의 간섭 문제와 시스템 통합 문제는

지국의 수가 소수일 때만 효과적이며 낮은 전력을 갖는 소형 기
지국이 많이 설치되는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
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간섭에 상황을 고려한 발전된 형태
의 간섭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 원하는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4.1.1.3. 다중 셀 협력 및 다중 안테나 기법

있는 통신 환경을 제공하자는 B4G 통신 기술의 시스템 요구 사

셀 간 협력을 통해 간섭 신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으

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로 최근에 협력 전송(CoMP: Coordinated Multipoint) 기법

해결하기 위한 이기종 네트워크에서의 연구 동향 및 연구 개발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 전송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예로 협력 스케줄링(coordinated scheduling)과 협력 빔 형성
(coordinated beamforming)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협력 스

4.1. 간섭 제어 기술

케줄링 방법이란 협력 셀간의 간섭을 고려하여 알맞은 사용자
를 선택하는 기법이고 [22][23] 협력 빔 형성은 협력하는 셀간

4.1.1. 동일 시스템 내에서의 간섭 제어 기술

에 간섭을 고려하여 알맞은 빔을 형성하는 기법을 말한다 [24].

4.1.1.1. 주파수 재사용 기법

또한, 가상의 다중 안테나(MIMO:Multiple-Input Multiple-

가장 대표적인 주파수 재사용 방식으로 FFR (fractional
frequency reuse)방식과 SFR (soft frequency reuse)방식을
들 수 있다 [15].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기지국들의 분포가
균일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기종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간섭 해결을 위해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
응적 주파수 재사용 및 자원 할당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6]에서는 전체 피코 기지국의 사용자 수 대비 범위 확장된 영
역에 위치한 피코 기지국 사용자 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적응적
으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매크로 기지국
으로부터 피코 기지국 사용자들을 보호하였다. [17]에서는 먼저
펨토 기지국과 매크로 기지국이 사용할 수 있는 부채널을 분리
하고, 주파수-알로하(frequency-ALOHA) 기법을 이용하여,
이웃하는 펨토 기지국끼리의 간섭이 줄어들게 하였다.
이러한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통해 간섭은 줄어들지만, 자원
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
다. 따라서, 이기종 네트워크의 다양한 간섭 상황에 효율적인
주파수 재사용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Output)를 구성하여, 복수개의 기지국들이 동시에 여러 단말에
신호를 송신하는 결합전송(JT:Joint Transmission) 기법이 있
다 [25]. 결합 전송은 앞서 언급한 기법들 중 가장 크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데이터 및 채
널 정보가 협력 셀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백홀
용량을 고려한 기지국 그룹핑(grouping) 기법이 필요하다 [26]
[27].
기존의 기지국 그룹핑에는 크게 동적(dynamic) 기지국 그룹
핑 방식 [28]과 정적(static) 기지국 그룹핑 방식 [29]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동적 기지국 그룹핑 방식은 스케줄된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동적으로 기지국 그룹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성능은
우수하나 복잡도가 굉장히 크다. 반면, 정적 기지국 그룹핑은
사용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미리 기지국들끼리 그룹을 맺는 방
식으로 복잡도는 작지만 그룹간 경계에 위치한 사용자는 그룹
간 간섭으로 인해 성능 열화가 발생한다. [30]에서는 이러한 기
존 그룹핑 방식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주파수 대역을 여러 개
의 계층(layer)으로 나누고 각 계층마다 다른 정적 기지국 그룹
핑을 적용하여 각 사용자가 최소한 하나의 계층에서는 셀 안쪽

4.1.1.2. 간섭 제거 기법

사용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반동적(semi-dynamic) 기지국 그룹

수신 신호에서 간섭을 제거해 셀 경계 사용자의 성능을 높일

핑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지국과 사용자들이 균일

수 있는 기법 역시 연구되고 있다 [18-21]. [18]에서는 피코 기

한 분포를 가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기지국과 사용자의 분

지국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매크로 기지국 사용자를 위해서 중

포가 불균일한 경우인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계기를 사용한 간섭 제거 기법을 연구하였다. [19]에서는H-K

않다. 따라서,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결합 전송을 사용하여 효율

(Han-Kobayashi) 메시지 분할 기법 [20]에 기반한 송신 기법

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지국 및 사용자의 위치 특성

과 수신단에서의 연속 간섭제거 기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21]

을 고려한 기지국 그룹핑 방식이 필요하다.

에서는 메시지 분할 기법을 반복 검출 및 복호 수신기와 결합시
켜, 간섭제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 제거 기법들은 간섭을 제공하는 소형 기

<그림 2>는 61개의 기지국들이 균일하게 위치해 있고, 각 셀
마다 평균 사용자 수가 20명인 하향링크 상황에서 각 간섭 제
어방식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균 전송률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
AUGUST·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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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Based Multicarrier) 변조방식을 가정함으로써,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용자에게 간섭을 미치지 않게
하였고, 감지된 스펙트럼을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에게 분배하
기 위해 게임이론과 다중 접속 채널에 기반한 자원할당 알고리
즘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32]에서는 CR 사용자가 주위 간
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자원 할당 단위에 대해 간섭을 측정
하고 분류하는 간섭 지도 제작(cartography) 기법을 제안하여,
허가 받은 사용자에게 미치는 간섭이 어느 일정 기준 이하로 되
도록 송신 전력을 결정함으로써, 허가 받은 사용자와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가 공존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33]에서는 위 두
가지 방법들의 혼합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
로, 앞으로 다양한 채널 상황을 고려한 발전된 인지 라디오 기
법이 필요하며, 특히, 단순한 전력 조절이 아닌 다중 안테나 기
그림 2. 기지국 그룹핑 방식 모의 실험 결과

반의 간섭 회피 또는 제거 기법과 결합된 효율적인 자원 할당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 이 때, 간섭 제거 기법은 간단히 가장 큰 간섭을 완전히 제
거한다고 하였고, 그룹핑시 그룹 크기는 7로 제한하고, 각 그룹
내에서는 제로포싱-빔형성(zeroforcing-beamforming)을 사
용하며, 사용자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그룹핑을 위해 사용자
들은 그룹 안쪽에 위치하였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2>를 참고
하여, 주파수 재사용 방식은 셀 경계에서의 성능을 높이지만,
자원을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자원 사용이 비효율적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섭 제거 방식과 반동적 방식
이 기존 정 적 방식 및 협력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single cell
processing)보다 셀 경계에서의 성능을 높이며, 특히,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한 그룹핑 방식이 셀 안쪽 및 셀 경계 모두에서 가
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이기종 망
에서의 효율적인 결합 전송기법 사용을 위해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그룹핑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4.1.2.2. 매크로 기지국 제어기반 단말간 직접 통신
인지 라디오 기법과 달리 매크로 기지국의 도움을 받아 간섭
을 회피하여 단말간 직접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술도 연구
되고 있다 [9][10]. [9]에서는 셀룰러 시스템의 사용자가 매크로
기지국의 하향링크 신호를 이용하여, 매크로 사용자로부터의
간섭을 회피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매크로 사용
자에게 미치는 간섭이 제한되도록, 일부 단말간 직접 통신 사용
자들만 통신을 허용하여, 매크로 사용자의 간섭을 제한하는 기
법도 제안하였다. [10]에서는 간섭 회피를 위한 매크로 기지국
의 하향링크 신호 전송을 위해 매크로 기지국 사용자의 위치 정
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3>은 <그림 2>의 실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매크로 기지
국의 상향 링크 시, 추가로 단말간 직접 통신을 원하는 N개의

4.1.2. 이종 시스템 간의 간섭 제어 기술
4.1.2.1.인지 라디오 기법
제한된 스펙트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지 라
디오 기법(CR: Cognitive Radio)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31-33]. 인지 라디오 기법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는 허
가된 사용자가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만 해당
주파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허가 받
은 사용자에게 미치는 간섭이 그리 해롭지 않은 경우에는 허
가 받지 않은 사용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있는 경우이
다. [31]에서는 인지 라디오 시스템에서의 상향 링크 통신의 성
능 향상을 위해서 필터-뱅크 기반 다중 반송파(FBMC: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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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짝들이 각각 일정 반경 이내에 존재할 때, 매크로 기지

에 따른 최적의 단말 접속 기법 및 기지국 간 부하를 고려한 자

국 사용자를 고려치 않고 단말간 직접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 구성 기법을 이용하여 각 기지국 별 상황에 맞는 단말 접속

와 매크로 기지국 사용자에게 일정 이하의 간섭을 미치는 단말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간 직접 통신 사용자에게만 통신을 허용한 경우에 대한 사용자
들의 평균 전송률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간섭을 회피하는 단

4.2.2 반송파 통합을 고려한 단말 접속

말간 직접 통신 방식의 경우의 매크로 기지국 사용자의 평균 전

한편, 사용자의 전송 요구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3GPP

송률은 단말간 직접 통신이 없는 경우의 매크로 기지국 사용자

LTE-A에서는 사용자에 할당되는 대역폭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 전송률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얻는다. 또한, 간섭 회피를 통

둘 이상의 요소 반송파(component carrier)를 통합하여 사용

한 단말간 직접 통신은 주 시스템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않고

자에 할당하는 반송파 통합 기술을 주요 기술 중 하나로 택하

주파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말간

고 있다. 이를 위해 반송파 통합을 고려한 단말 접속에서는 기

직접 통신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로 간의 간섭 때문에 모든

지국의 수신 신호 세기 뿐만 아니라 여러 반송파의 부하를 고

사용자들의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려한 단말 접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38]에서는 주어

와 같이 주 시스템을 고려하는 간섭 회피 기법을 이기종 셀룰러

진 스케줄링 기법의 성능 분석을 바탕으로 각 반송파에서의 트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 시스템 및 부 시스템 모두에

래픽 부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반송파 간의 트래픽 부하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효율적으로

불균형을 고려한 단말 접속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39]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간섭 상황에 적응적인 단말

는 단일 요소 반송파만을 지원하는 단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간 직접 통신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각 요소 반송파마다 부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각 반송파의 부하를 고려하여 라운드 로빈/모바일 해싱

4.2. 이기종 네트워크에서의 부하 균형을 위한 단말
접속 기법
4.2.1. 이기종 셀룰러 네트워크의 단말 접속
매크로 기지국과 소형 기지국이 혼재하는 이기종 셀룰러 네
트워크는 기지국 간 송신 전력 차이로 인한 셀 영역 비대칭으
로 인해 트래픽 부하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11]. 이에 [34]에서
는 셀간 트래픽 부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편향 값을 이용한
단말 접속 기법을 연구하고 이로 인한 커버리지 확장으로 야기
되는 셀간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하
였다. 또한, [35]에서는 신호 대 간섭 및 잡음 비(SINR: Signal
to Interference Noise Ratio)와 주파수 효율의 분포를 이용한
셀간 간섭 협력 기법 및 범위 확장 방식을 기반으로 전송률 및
공정성을 고려한 편향 기법을 제안하였다. 반면, [36]에서는 중
계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상향/하향 링크를 독립적으로 접속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사용자 입장에서의 전송률을 향상시키
는 상향/하향링크 단말 접속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37]에
서는 기지국과 중계기 사이의 거리에 따라 사용자 성능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상향/하향링크의 단말 접속의 분리 여부를 결정
하는 단말 접속 기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용자들의 서비스 품질 정도를 고려
하지 않았거나 모든 기지국에 일괄적인 단말 접속 기법을 적용
하여 네트워크 내의 동적인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서비스 품질

(round robin/mobile hashing) 밸런싱 기법을 기반으로한 단
말 접속 기법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반송파 통합을 고려한 단말 접속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수신 신호 세기를 기반으로 단말 접속한 사용자
들의 반송파 간 트래픽 부하 균형만을 연구하거나 단일 네트워
크에서의 반송파 간 트래픽 부하 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였
다. 또한, 이기종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비대칭적인 데이터 요구
량에 대한 고려 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로 다른 이
기종 네트워크들이 공유하는 반송파 간의 부하 균형과 수신 신
호 세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기종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비대
칭적인 데이터 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말 접속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4.2.3. 데이터 분산을 고려한 단말 접속
반송파 통합 기술과 더불어 폭증하는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
로 분산해 주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특히,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가 혼재 되어 있는 이기종 네트워크의 경우, 혼잡한 네트워크의
사용자를 상대적으로 원활한 네트워크 쪽으로 분산시키는 단
말 접속 기술은 이기종 네트워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는 기법이다. 이에 [40]에서는 게임 이론에 기반하여 셀룰러 기
지국과 무선랜 기지국의 채널 정보 및 트래픽 부하 정보를 이용
한 단말 접속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41]에서는 시스템 전
송률의 로그합을 최대화하는 셀룰러 네트워크와 무선랜 사이의
단말 접속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42]에서는 예측되는 네
AUGUST·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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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의 트래픽 부하를 모형화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핸

았다. 실험에서 (a)는 소형 기지국에 편향 값을 적용한 단말 접

드오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최대화하

속, (b)는 무선랜으로의 데이터 분산을 위해 무선랜 기지국에

는 단말 접속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편향 값을 적용한 단말 접속, (c)는 반송파 통합을 적용한 단말

사용자의 서비스 특성이나 이동에 따른 상황 변화를 효율적으

접속, (a)+(b)+(c)는 앞의 세가지 기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시스

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복잡

템이 이기종 통합적으로 운용되어 핸드 오버 지연시간이 없는

한 이기종 네트워크 간의 트래픽 부하 균형 문제를 사용자 수가

경우이다. 실험에서 전체 사용자 대비 높은 전송률 요구량을 가

지나치게 작거나 네트워크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한 모형을 가

지는 사용자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앞에서 제시한 기법들

정하여 연구해 왔다. 따라서, 3GPP LTE-A에서 제안하는 IP

이 사용되었을 때 시스템 아웃티지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flow mobility (IFOM)과 같은 통합 프로토콜을 이용한 단말 접

보았다. 실험 결과, 적절한 편향 값의 적용은 데이터 트래픽이

속 기법에 대한 연구 [44] 및 실제 이기종 네트워크 모형을 가

많은 매크로 기지국의 트래픽을 소형 기지국으로 분산시키거나

정하여 실현 가능한 단말 접속 문제나 단말 중심의 자기 구성

셀룰러 네트워크의 사용자를 무선랜으로 분산시켜 링크 전송률

기법을 이용한 단말 접속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상대적으로 낮은 셀 가장자리 사용자들의 채널 할당 기회를

사용자가 이동함에 따라 단말 접속 제어 정보는 셀룰러 기지국

높여 주는 효과를 통해 아웃티지 확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

과 송수신하고 데이터만 따로 가까운 무선랜 등 다른 네트워크

할 수 있었다. 또한, 반송파 통합의 경우, 높은 전송률을 요구하

를 통하여 받는 방식 등을 통해 데이터를 여유 있는 다른 네트

는 사용자들이 다른 대역의 주파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

워크로 분산 시키는 단말 접속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게 됨으로써 아웃티지 확률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통합이 원활히 이루

특히,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적용한 경우 아웃티지가 크게 감

어졌다고 가정하였을 때 앞서 알아본 세가지 관점에서의 단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B4G 이기종 네트

접속 기법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실험이다. 여기서, 부하 균형

워크를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분산 효과를 고려한 단말 접속을 위한 소형 기지국과

기법 및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단말 접속 기법에 대

무선랜 AP에 적절한 편향 값을 사용하였으며, 반송파 통합을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한 단말 접속의 경우 높은 전송률을 요구하는 사용자는 추
가적인 반송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이
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핸드 오버 지연 시간은 이기종 네트워크

Ⅴ. 향후 연구 전망 및 결론

간에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고 평균 3km/h, 70km/h 로 이동
하는 사용자들의 전송률 요구량을 두 가지 레벨로 나누고 평균

지금까지 이기종 네트워크에서의 다양한 간섭 상황을 고려한

전송률 관점에서 사용자 요구량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웃티지

간섭 제거 및 회피 기법, 그룹핑을 통한 협력 기법 등의 간섭 문

(outage)라고 정의하여 시스템의 아웃티지 확률에 대해 살펴보

제 관점에서 연구 및 향후 전망과 이기종 시스템 및 기지국간
부하를 고려한 단말 접속의 연구 동향 및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비대칭적인 데이터 요구량 및 이동성 등의 동적 상황을 고려한
단말 접속 관점에서의 향후 연구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4. 이기종 네트워크 단말 접속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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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B4G 이기종 네트워크는 <그림 5>에서

Netw., vol.2010, no. 4 pp. 1–8, Jan. 2010.

보인 것과 같이 전체 이기종 네트워크를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

[7]	P. Lin, J. Zhang, Y. Chen, et al., "Macro-

처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서비스 특성, 위

Femto Heterogeneous Network Deployment and

치 특성,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접속 환경을 제

Management: From Business Models to Technical

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기종 네트워크 간 효율적

Solutions," IEEE Wireless Commun. Mag., vol. 18,

인 주파수 재사용 및 자원 할당 기술, 소형 기지국이 많은 이기

no. 3, pp. 64-70, June 2011.

종 네트워크를 고려한 간섭 제거 및 회피 기술, 협력 전송을 위

[8]	 Seung-Hwan Lee; Hyung-Sin Kim; Yong-Hwan

한 효율적인 기지국 그룹핑 기술, 다양한 채널 상황을 고려한

Lee "Mitigation of Co-Channel Interfer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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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Piconets,"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접속 기술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바탕을 둔B4G

Comm., Vol. 11, no. 4, pp. 1249-125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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