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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서

서

문

1 기술보고서의 목적
이 기술보고서의 목적은 국내 소형셀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국내 소형셀 기술
및 제품 개발 로드맵”, “국내 소형셀 업체의 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등 소형셀 생태계
육성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이 기술보고서는 5G포럼 소형셀
Working Group에서 2018년 3월 발간한 5G포럼 소형셀 시장기술 로드맵 백서의 내용으
로 구성되었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기술보고서는 소형셀 기술 분류에 따른 주요기술 개발 현황과 표준화 동향, 특허 동
향을 차례로 설명하여 소형셀 생태계 밸류 체인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인용 기술보고서와의 비교

(

3.1 인용 기술보고서와의 관련성
- 해당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기술보고서의 비교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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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technical report is to develop strategies for fostering small
cell ecosystems which aim to support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small cell industry based in Korea, such as “domestic small cell technology
and product development roadmaps” and “market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domestic small cell manufacturers”. This report contains the content of the white
paper published in March 2018 by 5G Forum Small Cell Working Group.

2 Summary
This report presents the recent trends in product development, standardizations
and patents. Then,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value chain in the small cell
ecosystems, this report lays out a wide range of challenges we are currently
facing, and viable solutions to address them.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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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셀 시장기술 로드맵
(Small Cell Technical Roadmap)
1 적용 범위
국내외 소형셀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경쟁상황과 점유율, 국내 소형셀 장비와 관련 제
품을 조사하여 소형셀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소형셀 기술 분류에 따른 주요기
술 개발 현황과 표준화 동향을 통해 소형셀 산업 육성에 따른 매출액 전망, 파급효과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인용 표준
- 해당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 해당사항 없음
4 약어
3GPP
AH
ANR
API
APN
ASIC
ARPU
BLER
BWP
CBRS
CCO
CoMP
CMAS
CPRI
CQI
CR3
C-RAN
CRS
CSI-RS
DAS
DC
DM
DM-RS
DRB
DSC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Authentication Header
Automatic Neighbot Relatio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ccess Point Name
A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cerage Revenue per User
Block Error Rate
BandWidth Part
Citizon Broadband Radio Service
Capacity and Coverage Optimization
Coordinated Multi-Point transmission/reception
Commercial Mobile Alert System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Channel Quality Indicator
Concentration Ratio 3
Cloud Radio Access Network
Cell-specific Refernece Signal
Channel Status Information Reference Signal
Distributed Antenna System
Dual Connectivity
Diagnostic Monitor
Demodulation Reference Signal
Data Radio Bearer
Differenticated Service Cod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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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CONNECTED
eMBB
EMM
EMS
EPC
E-RAB
ES
ESC
ESP
ETWS
FAPI
FDD
FPGA
FTP
GTP
GPP
ICIC
IMS
IMSI
IoT
HeNB
HeNB GW
HII
HTTP
HTTPS
KPI
LBT
LOS
LPPa
LTE
LTE-U
MAC
MIB
MLB
MoCN
MRO
MME
mmWave
MR
MU
NAS
nFAPI
NSA
NMM
NR
NTP
OAM
OI
OTN
PA
PAL
PAPR
PDCP

E-UTRAN Connteion Management- Connect
enhanced Mobile BroadBand
E-UTRAN Mobility Management
eNB Management System
Evolved Packet Core
E-UTRAN Radio Access Bearer
Energy Saving
Environmental Sensing Capability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Earthquak and Tsunami Warning System
Femto Application Platform Interface
Frequency-Division Duplex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File Trandfer Protocol
GPRS Tunneling Protocol
General Purpose Processor
Inter Cell Interfecence Coordination
IP Multimedia Subsystem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Internet of Thing
Home eNB
Home eNB Gateway
High Interference Indicator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Key Performance Index
Listen Before Talk
Line Of Sight
LTE Positioning Protocol A
Long Term Evolution
LTE-Unlicensed
Medium Access Control
Master Information Block
Mobility Load Balance
Multi Operator Core Network
Mobility Robustness Optimization
Mobility Management Entity
milimeter Wave
Multi Datio
Master Unit
Non-Access Stratum
network FAPI
Non-Standalone
Network Monitoring Mode
New Radio
Network Time Protocol
Operation & Maintenance
Overload Indicator
Optical Transport Network
Packet Accelerator
Priority Access License
Peak-to-Average-Power-Radio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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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
PRB
PWS
QCI
QoS
RACH
RAN
RLC
RLC-AM
RLC-TM
RLC-UM
RLF
RMSI
RO
RoHC
RPC
RPH
RRC
RRH
RRM
RU
S1AP
SA
SA
SAS
SCE
SCTP
SDAP
SDR
SFTP
S-GW
SIPTO
SIR
SOAP
SoC
SOHO
SON
SR
SRB
SRTP
TA
TDD
TTI
UDN
UE
URLLC
V2X
WDN
XML

PDN Gateway
Physical Radio Bearer
Public Warning System
QoS Class Identifier
Quality of Service
Radom Access Channel
Radio Access Network
Radio Link Control
RLC Ackowledge Mode
RLC Trancparent Mode
RLC Unackowledge Mode
Radio Link Failure
Remaining Minimum System Information
RACH Optimization
Robust Header Compression
Remote Procedure Call
Radio and Physical Layer
Radio Resource Control
Remote RF Head
Radio Resource Management
Remote Unit
S1 Application Protocol
Stand Alone
Security Accelerator
Spectrum Access System
Small Cell Enhancement
Stream Control Trandmission Protocol
Service Data Adaptation Protocol
Soft Defined Radio
SSH File Transfer Protocol
Security Gateway
Selected IP Traffic Offload
Signal Interference Ratio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System on Chip
Small Office Home Office
Self Organizing Network
Schedule Request
Signaling Radio Bearer
Secure Realtime Trandport Protocol
Tracking Area
Time Division Dulpex
Time To Interval
Ultra Dense Network
User Equipment
Ultra Rele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
Vehucle to Everything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xEtensible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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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형셀 개요 및 장비 현황
5.1 소형셀 개요
최근 스마트 폰의 등장 후 LTE (Long Term Evolution) 로 불리는 4G 이동통신으로의
진화는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움직이는 인터넷 세상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으로 인한 망의 과부하와 사용자 서비스의 품질 저하 이슈가
예측되지만 매크로 기지국을 활용하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어 단위 면적당 용량 증대와
음영지역이나 도심 핫스팟에서 사용자의 QoS (Quality of Service)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소형셀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소형셀 기지국은 통상 수 km의 광대역 커버리지를 지원하는 매크로 셀과는 달리
10~수백m 정도의 소출력 커버리지를 갖는 기지국을 말한다. 소형셀이라는 용어는 3G
이동통신에서는 “주거용 펨토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 4G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진화 된 후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글로벌 단체인 소형셀 포럼에서는 (그림 5-1)과 같이 소형셀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옥내용 펨토셀 (Residential Femtocell), 기업용 피코셀 (Enterprise Picocell), 도심이나
시골지역에서 사용하는 메트로셀 (Metrocell)과 마이크로셀 (Microcell) 등으로 정의되며,
실제 이러한 유형의 소형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림 5-1) 셀의 크기 및 용도에 따른 소형셀의 분류
소형셀은 작은 커버리지의 주거용부터 도심 음영지역, 도심 핫스팟, 도심 지역 이외의
넓은 영역까지 빠르고 쉽게 설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널리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제는 전 세계에 유일한 이동통신 국제표준화단체인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Rel.8/9에서 주거용을 겨냥하여 Home eNB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Rel.12에서는 SCE (Small Cell Enhancement)이라는 이름으로 매크로셀과 중첩된
HetNet (Heterogeneous Network) 환경에서 효율적인 무선 자원 사용방식을 정의하였다.
또한 소형셀의 작은 출력과 좁은 커버리지 특징을 고려하여 Rel.13에서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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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를 Primary Cell로 사용하고 Secondary Cell의 주파수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까지
확장한

LTE-LAA 기술을

표준화하여

대용량

전송

지원을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Rel.15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로 고려중인 밀리미터파도 소형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소형셀 시장은 점점 다양해지고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소형셀 기지국 장비 및 관련 장비 현황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 구도 및 시장 생태계 현황을
기술한다.
5.2 소형셀 장비 현황
5.2.1 국내 소형셀 장비
4세대 이동통신 LTE 기반의 국내 소형셀 장비 제조업체는 콘텔라, 주니, 유캐스트
이노와이어리스, 삼지전자 등이 있고 통신사업자인 SKT, KT, LG U+를 중심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국내 소형셀 장비는 설치 장소 및 구축 목적에 따라 옥내용 (Residential), 기업용
(Enterprise), 옥외용 (Outdoor), 군용 및 재난용 기지국 장비 등의 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옥내용의 경우 가정이나 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환경에 구축되어
저출력으로 8명 정도의 사용자를 지원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기지국이다.
기업용 장비는 기업의 실내/외 환경에 구축되어 16명에서 최대 64명까지 가입자
지원이 가능하다. 옥외용 장비는 도심 핫스팟 지역이나 교외에 구축되며 32명에서 최대
128명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타 장비인 군용, 특수 재난망 장비는 국민안전처 혹은
국가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국내 소형셀 장비 제조업체의
현황은 <표5-2>와 같다.
<표 5-1> 국내 제조업체 소형셀 장비 현황
장비구분

장비사진

Spec(사양 및 주요기능)

제조업체

수요처

콘텔라

SKT,
V사(미국)

FDD/TDD, 8UEs, 5/10/15/20 MHz channel
bandwidth

주니

해외사업자

LTE Band 3, 8UEs, 20MHz channel
bandwidth

이노와이어리스

KT

FDD, 8UEs, 50mW, MIMO

Res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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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분

장비사진

Spec(사양 및 주요기능)

제조업체

수요처

콘텔라

SKT,
U사(일본)

FDD/TDD, CBRS, 32UEs, 5/10/15/20 MHz
channel bandwidth

주니

해외사업자

LTE Band 3, 16UEs, 10MHz channel
bandwidth

이노와이어리스

KT

FDD/TDD, 32UEs(TDD), 64UEs(FDD), MIMO

유캐스트

UQ(일본)

콘텔라

SKT

FDD/TDD, CBRS, 128UEs, 5/10/15/20 MHz
channel bandwidth

주니

해외사업자

LTE Band 3, 32UEs, 20MHz channel
bandwidth

이노와이어리스

KT

FDD/TDD, 64UEs(TDD), 128UEs(FDD), Time
Sync: GPS

유캐스트

시장 진출 중

FDD, 64UEs, DU-RU 구성, Ethernet/Optic
Interface

콘텔라

국내
Trial 실시

LTE Band 28, 8-32UEs, 10MHz channel
bandwidth

이노와이어리스

국민안전처

유캐스트

군, 지자체
(재난)

FDD/TDD, 16-64UEs, 100mW, MIMO

Enterprise

FDD, 64UEs, 20W, 5W, 1W, MIMO

Outdoor

기타
(재난, 군용,
특수용 등)

EPL-2000(백팩형), EPL-4000(차량형),
Local EPC, IMS 및 PTT 서버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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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국내 소형셀 관련 기타 장비
국내 소형셀 업체는 <표 5-2>와 같이 소형셀 장비뿐만 아니라 소형셀 시험을 위하여
HeMS (HeNB Management System)/EMS (eNB Management System), HGW (Home
Gateway), EPC (Evolved Packet Core), Multi-UE Emulator, Multi-UE Diagnostic
Monitor를 비롯한 각종 시험･계측 장비들을 개발하여 소형셀 장비와 함께 판매하고
있다.
<표 5-2> 국내 제조업체 소형셀 관련 기타 장비 현황
장비구분

Spec(사양 및 주요기능)

제조업체

비고

TR-69(CWMP)지원,
Small Cell, GW 통합관리

콘텔라

SON 기능 탑재

CWMP based, SON capability(Plug
and Play)

주니

-

Femto AP 운용 파라미터 관리 및
설정, AP 장애정보 관리, 성능 관리,
PKG 관리 및 설정

이노와이어리
스

-

EMS: Linux Web 기반, 구성, 장애,
성능 관리, 사용자 인증 등 지원

유캐스트

-

ATCA, 100,000 Small Cell
Connections

콘텔라

일반 Server 기반으로
Porting 가능

S1 and X2 Aggregation, Security
Gateway capability

주니

-

가상화(NFV) 구현, 200,000
Session 지원, 50 eNB 수용

콘텔라

가상화되어 있어
하드웨어 변경으로
Capacity 변경 가능

LTE Core-Network emulation,
Small Cell 기능 시험 및 양산 시험,
단말 인증, 호 처리, IMS 등 지원

이노와이어리
스

-

Multi-call
System

Auto Call 시험장비

이노와이어리
스

-

기타
시험장비

RF Calibration, WiFi Calibration

이노와이어리
스

-

HeMS/EM
S

장비사진

HeNB GW

EPC or
EPC
E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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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형셀 기술 개발 로드맵
6.1. 소형셀 기술 분류 및 특징
6.1.1. 소형셀 기술 분류 개요
LTE 기반의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중 하나인 소형셀은 (그림 6-1)과 같은 망구조로
설계할 수 있고, 매크로 기지국의 커버리지 관계에 따라 HetNet 망구조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독립망 구조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6-1) 소형셀 기지국 망구조
소형셀 기지국은 접속 제한 방식에 따라 특정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CSG,
Closed Subscriber Group)과 일반 사용자에게도 접속을 허용하는 개방형,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형으로 이루어진다. 소형셀 기지국은 가정용, 혹은
오피스 및 기업용 등 설치 방식에 따라 소형셀 형상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SON
(Self-Organizing Networks) 서버 및 HeMS (Home eNodeB Management System)
서버와 연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S-GW (Security Gateway)를 통해 HeNB GW
(Home eNB Gateway)와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
소형셀 기지국을 평면으로 살펴보면 (그림 6-2)와 같이 UE (User Equipment), MME
(Mobility Management Entity) 및 S-GW/P-GW (Serving GateWay/ PDN GateWay)와
연동하며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제어 평면과 사용자 트래픽을 전달하는 사용자 평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어 평면은 UE와 Uu 인터페이스 및 MME와 S1-MME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사용자 평면은 UE와 Uu 인터페이스 및 GW와 S1-U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소형셀 시장은

커버리지 및 사용처에 따라 한 회사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매크로셀과는 다르게 다양한 생태계 구성이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조업체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소형셀

포럼에서는

De-Facto

표준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백서 작업을 통해 계층 간 인터페이스 및 자동 구성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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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NAS
Relay
RRC

RRC

S1-AP

PDCP

PDCP

SCTP

RLC

RLC

IP

MAC

MAC

L2

L1

L1

L1

S1-AP

SCTP
IP
L2
L1

LTE-Uu

S1-MME

UE

eNodeB

MME

Application
IP

IP
Relay

Relay
PDCP

GTP-U

PDCP

GTP-U

GTP-U

GTP-U

RLC

RLC

UDP/IP

UDP/IP

UDP/IP

UDP/IP

MAC

MAC

L2

L2

L2

L2

PHY

PHY

L1

L1

L1

L1

LTE-Uu
UE

S1-U
eNodeB

S5/S8
S-GW

SG
P-GW

(그림 6-2) 기지국 외부 제어 평면 및 사용자 평면
[7] 3GPP Technical Specification 36.300: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E-UT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

소형셀 기술은 기지국 기능에 포함되는 소형셀 주요 기술과 소형셀 기지국의 기능
확인과 안정화를 위한 시험 및 운용에 관련된 소형셀 주변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소형셀 기지국 주요 기술은 기지국 하드웨어 기술, 분산형 구조의 RU 기술, L1 (Layer1)
모뎀 기술, L2/L3 (Layer2/Layer3)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기술, 기지국 운용 /관리를 위한
운용 보전 및 소형셀 자동 구성을 위한 SON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소형셀
기지국 주변 기술은 소형셀 기지국과 코어망을 연결하는 백홀 기술, 소형셀 기지국과
외부망을 연결하는 EPC 기술, 소형셀 기지국의 기능 시험을 위한 단말 모의 장치인
Multi-UE 에뮬레이터 및 단말의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진단장치 장비 기술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소형셀 기지국은 (그림 6-3)과 같이 크게 하드웨어, RF, L1 모뎀
칩, L2/L3 프로토콜 스택 소프트웨어 및 RRM (Radio Resource Management)/OAM
(Operation & Maintenance)/SON 그리고 SYNC 프로토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RF는
소형셀 기지국의 종류에 따라 소형셀 기지국 시스템 내부에 구축되거나 RRH를 활용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형셀 백홀 기술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더넷을 통한 코어망과의 연동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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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소형셀 기지국 및 관련 장비 구성요소
6.1.2 소형셀 주요 기술
6.1.2.1 소형셀 하드웨어 기술
소형셀 하드웨어 시장의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제품들이 소형셀 군에
속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소형셀은

펨토셀이나

피코셀과

같은

단독형

소형

기지국에서부터

DAS

(Distributed Antenna System)와 C-RAN (Cloud Radio Access Network)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표 6-1>과 같이 각 모듈을 구성하는 계층에 따라 구현 방식을
구분하지만 GPP (General Purpose Processor)의 컴퓨팅 파워가 향상됨에 따라 기존에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ASIC 으로 구현하는 L1/PHY를 점차 DSP로
혹은 DSP로 구현하는 PDCP를 CPU로 구현하는 SDR (Software Defined Radio)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표 6-1> 모듈별 구현 방법
베이스밴드 모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

구현방법

L1 (Baseband)

PHY

FPGAs/ASICs

MAC/RLC/PDCP

L2/IP/SCTP

DSPs/CoProcessors

RRC

S1AP/S1U

CPUs

LTE 소형셀 하드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LTE 규격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코어 뿐
아니라

PA

(Packet

Accelerator)나

SA

(Security

Accelerator)와

같은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등을 내장한 상용 SoC (System on Chip)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PA는 패킷 헤더 분류, Checksum 생성, 멀티 큐 라우팅 기능들이 lookup table 을 통해
처리되도록 하드웨어 엔진을 제공하고, SA는 IPSec의 ESP (Encapsulating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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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load) 나 AH (Authentication Header), SRTP (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
등 일반적인 암호화 규격이나 LTE의 보안 규격을 위한 암호화, 복호화 및 인증 용
하드웨어

엔진을

제공한다.

Intel,

Qualcomm,

TI

등

상용

SoC

업체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L1/PHY 스택, MAC (Medium Access Control)/RLC
(Radio Link Control)/PDCP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 등의 L2 및 RRC
(Radio Resource Control)/RRM (Radio Resource Management) 등 L3의 구현을 돕기
위한 하드웨어 액설레이터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도 제공한다.
PHY와 MAC 간의 인터페이스는 소형셀 포럼의 FAPI (Functional Application Platform
Interface)가 de-facto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지원하는 Intel, Qualcomm, TI 등의
PHY와 In-house 또는 Aricent, Radisys 등의 L2/3 스택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
국내외 중소 LTE 소형셀 업체들은 신속한 시장 대응을 위해 상용 SoC 및 PHY 스택과
함께 L2/3 스택까지도 상용 제품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SoC나 PHY 스택뿐만
아니라 L2/3 스택도 Aricent, Radisys, Qualcomm 등과 같은 외산 제품이 사용되고 있어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다.
6.1.2.2 RF 및 RRH 기술
소형셀 기지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RF 송수신 기능과 베이스밴드 및 무선 액세스
제어기능으로 물리적 분할을 통해 두 장치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구조가 사용된다.
RRH (Remote RF Head) 또는 RU (Radio Unit)는 RF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고
셀 사이트 건물의 옥상에 설치한다. BBU (Base Band Unit) 또는 DU (Digital Unit)는
베이스밴드 및 무선액세스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다수의 DU를 모아 안정적인
전력과 냉각 시스템을 갖춘 장소에 설치한다. 이와 같이 각 셀 사이트에 분산된 RRH와
한곳으로 집중 설치한 DU 구조를 C-RAN (Centralized Radio Access Network)이라고 한다.
통신사업자는 증가하는 모바일 데이터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동통신망의 진화에
따라 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투자를 지속해 왔지만
User)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ARPU (Average Revenue per

통신사업자의

CAPEX/OPEX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DU (BBU)와 RU (RRH)를 구분한 C-RAN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다.
• Coaxial 케이블 불필요 및 Coaxial 전력 손실 (3dB) 절감
• 기지국을 DU, RU로 분리 및 RU는 loop top 안테나 바로 밑에 설치하고 슬림화된
DU는 집중국사에 집중 배치함으로서 상면적 임차비용 절감
• RU의 자연냉각으로 에어컨 비용 절감
• DU 집중화로 효율적 전력사용 및 전기세 절감
C-RAN은 CoMP (Coordinated Multi-Point transmission/reception)와 같은 기술을
제공하기 유리한 구조이지만, 디지털 RF를 전송하는 현재 프론트홀 용량은 5G로 진화함에
따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BBU MAC 기능을 RRH로 이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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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그림 6-4)와 같이 BBU 기능을 특정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적
프로세서로 구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RAN 가상화 (vRAN, Virtualized
RAN)를 위한 주요 기술 요소 중 하나이다. vRAN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새로 출현하는
RAN 표준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액세스망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vRAN에서는 분산되었던 기능이 집중화, 가상화되고 집중화되었던 일부 기능은 엣지로
이동하게 되며, BBU 단의 L2, L3 기능들은 소프트웨어 가상머신으로 구현되고 트래픽
부하에 따라 가상머신이 추가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그림 6-4) D-RAN과 C-RAN 구조
[8] OFC2015 Workshop “Access Networks for High Speed Applications and Mobile Xhaul”

실내는 매크로셀 전파가 약한 지역이지만 전체 LTE 데이터 트래픽의 80%가 실내에서
발생한다.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실내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DAS 또는
펨토셀 기술이 있다. DAS는 MU (Master Unit), RU (Remote Unit), 분산용 coaxial
cable, 다수의 안테나로 구성되어 RRH RF 출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공항, 대형
쇼핑몰,

고층건물에

적합하다.

MU는

순방향으로

전광변환

(electric

to

optic),

역방향으로 광전변환 (optic to electric)을 수행하고, RU는 건물 각층 천장에 설치된
안테나에 RF 신호를 분산한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각 안테나의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MU로 전송한다. BBU와 RRH는 CPRI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라고
하는 광 인터페이스로 연결된다. 사용자 데이터는 디지털 I/Q 형태로 전달되며 CPRI
옵션에 따라 614Mbps~12Gbps 전송속도를 지원한다. CPRI 연결은 형태에 따라 (그림
6-5)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대일 (Point to Point) CPRI 는 RRH와 BBU를 연결함에 있어 하나의
광케이블, 하나의 파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셀 사이트가 증가할수록 광케이블 비용이
가중된다. 둘째, 파장분할 방식 (CPRI over WDM)은 하나의 광케이블을 파장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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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M)하여 케이블 전송용량을 증가시킨다. 하나의 파장은 하나의 CPRI 데이터를
전송하며, 보통 링형 (ring)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송신측 WMUX는 파장다중화, 수신측
WMUX는 역다중화 과정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CPRI over OTN (Optical Transport
Network)은 OTN 을 단일파장이 사용되는 SONET/SDH 망에 WDM을 적용하여 진화한
망으로 SONET 보다 전송용량이 증가하여 망 구축 비용이 절감된다.

(그림 6-5) C-RAN의 광 인터페이스 구조
6.1.2.3 L1 (모뎀) 기술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접속규격이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L1 즉 물리계층이다.
소형셀 L1은 단말에게 보낼 하향링크 신호를 생성하고, 단말이 보낸 상향링크 신호를
복조하는 역할을 한다. 소형셀과 매크로셀은 동일한 단말을 사용하는 만큼, 사용되는
규격과 기술은 서로 동일하다. 다만 메크로셀에 대비해서 소형셀은 서비스 반경,
동시연결

사용자

현시점에서는

수,

이동성(Mobility)

지원

레벨

등에

차이가

있다.

소형셀이

LTE(혹은 LTE-Advanced)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형셀이므로

아래는 LTE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L1 기술 규격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으로 LTE 시스템에서의 다중접속 기술은 하향링크에서는 OFDMA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상향링크에서는

이동국의

PAPR(Peak

to

Average

Power

Ratio)를 줄이기 위해 SC-FDMA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 가능한 대역폭은 1.4MHz,
3MHz, 5MHz, 10MHz, 15MHz, 20MHz으로 이는 L1에서 FFT Size를 변경함으로써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 LTE 프레임 구조는 FDD와 TDD를 모두 지원하며, 변조 방식으로는
QPSK, 16QAM, 64QAM, 256QAM을 사용한다. 또한, ISI(Inter Symbol Interference)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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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하향링크에서

Normal

정의된

Cyclic

물리

Prefix와

채널로는

Extended

PDSCH,

Cyclic

PDCCH,

Prefix를

PCFICH,

사용한다.

PHICH,

PBCH,

P-SCH, S-SCH가 있고, 상향링크 물리 채널로는 PUSCH, PUCCH, PRACH가 있다.
소형셀은 높은 전송 파워와 넓은 서비스 반경을 가지는 매크로 셀과는 달리 낮은 전송
파워와 좁은

서비스 반경을 가지는 셀인 만큼 이와 같은 축소된 운용 범위와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성능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저가의 낮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는
SoC상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모뎀 칩셋의 컴퓨팅 파워와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를 극대화 하여 저가의 시스템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한 대표적인 성능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동국
속도는 소형셀의 경우 매크로 셀에 비해 운용 범위가 좁고, 주로 실내(indoor)에 많이
설치가 되어 저속 이동국 속도에 최적화 되도록 하고(물론 Outdoor 소형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Active user 수는 Residential 용인 경우 보통 8명을 지원하여야 하고,
Enterprise의 경우 운용 범위에 따라 32 혹은 64명까지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소형셀
L1은 TTI 당 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2명 또는 4명까지는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L1은 SR(Schedule Request) 주기와 CQI(Channel Quality Indicator) 주기와 같은
제어 정보들을 유연하게 변경되도록 해야 한다. 또 소형셀은 메크로 셀 대비 훨씬 많은
수의 셀이 설치되어 운용되어야 하므로 SON 기능의 도움을 받아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각 셀이 자동적인 구성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L1은은 주변셀
정보(PCI, Power 크기 등)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NMM(Network Monitoring Mode)
기능을 제공한다.
소형셀에서 지원하는 LTE 대역폭은 사업자가 보유한 주파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매크로 장비에서 제공하는 10MHz와 20MHz를 제공하여야 하고, 일부 사업자에서는
15MHz 대역폭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Residential나 Enterprise와 같은 실내용의
소형셀에서 Carrier Aggregation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므로 최대 전송속도는 하향링크의
경우는 최대 150Mbps, 상향링크는 최대 50Mbsp가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 L1은 64QAM,의
변조, 2x2 MIMO를 지원한다. 이상을 일반화 시키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가 된다.
<표 6-2> LTE L1 주요 성능 지표
항목

설명

값

Peak Data Rate

사용자 / 장치별로 이상적인 조건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 데이터 전송률

150 Mbps
(Non-CA 20MHz기준)

Mobility
User/TTI
Rx Performance

서로 다른 계층 및 / 또는 무선 액세스 기술 (다중 계층 / -RAT)에 속할
수 있는 무선 노드 간의 정의 된 QoS 및 seamless 전송이 달성 될 수
있는 최대 속도
TTI 당 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 수
3GPP TS 36.104 Chapter 8의 수신 성능 항목

4 Km/h
2 UE/TTI, 4 UE/TTI
모든 항목은 Home BS
기준을 반드시 만족

특히, 소형셀의 L1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SoC
공급업체에 의해서 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소형셀용 SoC 공급업체는 Intel, Qualcomm,
TI, 및 Freescale이 있으며, LTE 시장에서는 Intel과 Qualcomm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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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프로토콜 스택 기술
소형셀의 프로토콜 스택은 통상 L2, L3 및 RRM, SON, OAM의 기능이 구현된 계층을
가리킨다. 프로토콜 스택의 역할은 첫째, 제어 신호를 통해서 단말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둘째, 코어망과 단말간의 제어 신호 및 데이터 전달의 매개 역할을 하며,
셋째, 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토콜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은 서로
계층구조를 가지며 (그림 6-6)과 같이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
데이터링크 계층인 L2 프로토콜은 MAC, RLC, PDCP와 스케줄러로 구성되며 MAC은
L1과 FAPI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L2 프로토콜 계층은 L3에 의하여 제어되며 제어평면과
사용자 평면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또한 소형셀 기지국이 필요로 하는 운용 보전
기능을 위한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계층인 L3 프로토콜은 RRC, GTP, S1AP, X2AP 등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단말, 주변기지국, 코어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페이스로 구성되고 기지국 내부의
무선자원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RRM은 OAM과 연계되어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SON은 OAM과 연계하여 자동구성, 최적화 기능을 수행한다.
OAM은 외부의 OAM 서버인 EMS 서버 혹은 HeMS 서버와 연동하여 소형셀 기지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프로토콜 스택에 대한 기능은 (그림 6-6)과 같다.

(그림 6-6) LTE 기반 소형셀 프로토콜 스택구조
MAC은 Logical Channel과 Transport Channel을 맵핑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MAC의 SDU (Service Data Unit)를 Transport Block의 형태로 다중화하고
반대로 Transport Block을 역다중화하여 MAC SDU 형태로 만든다. 주로 무선 자원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지국 MAC 프로토콜 계층에서 무선 채널 품질 및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에 따라 스케줄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무선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제어 평면 데이터 및 사용자 평면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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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채널 데이터의 다중화를 제어하고 무선 구간으로 데이터 및 제어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무선 신호의 변조 및 복조와 코딩 방식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MAC 스케줄러는 기지국 MAC 계층에서 물리계층 무선자원과 무선 전송방식을 매
전송 서브프레임마다 동적으로 결정하고, FA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물리계층의
데이터 송수신 동작을 제어한다. MAC 스케줄러는 각 UE의 QoS 파라미터, 무선채널
품질과 BLER (Block Error Rate）상태를 고려하여 스케줄링 대상 UE를 선택하고,
물리계층 전송 포맷과 자원의 크기 및 위치를 동적으로 결정하여 기지국 시스템 성능을
최대화하고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LC 프로토콜은 상위 계층의 데이터를 무선 링크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자르거나 연결하여 RLC PDU (Packet Data Unit)를 구성하고 MAC 계층의 크기에
맞추어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무선 베어러의 특성에 따라 TM
(Transparent Mode), UM (Unacknowledged Mode), AM (Acknowledged Mode) 등의
세 가지 모드 중 하나가 맵핑된다. 이 중 AM 모드의 경우 데이터 전송 오류를 관리하고
재전송을 수행한다. RLC는 RLC PDU reordering, Data Duplication Detection 및 ARQ
Error Correction 기능을 지원한다.
PDCP에서는 sequence number를 통한 데이터 관리와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DRB
(Data Radio Bearer) 데이터에 적용하는 헤더 압축, SRB (Signaling Radio Bearer)
데이터에 적용하는 데이터의 무결성 방지를 위한 integrity protection 및 암호화를 위한
ciphering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 평면 데이터 전송을 위해 GTP (GPRS Tunneling
Protocol)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제어 평면 데이터 전송을 위해
RRC

프로토콜과

연동하며

하위

계층인

RLC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PDCP는 PDCP Sequence Number 관리, PDCP in-sequence delivery,
DRB 및 SRB에 대한 Ciphering 및 deciphering, SRB에 대한 무결성 보호 및 RoHC
(Robust Header Compression) 압축 프로토콜 기반의 헤더 압축 및 해제 기능을 지원한다.
RRC는 단말과 기지국간의 무선자원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는 계층으로, 셀 시스템
정보의

방송,

단말에

대한

연결

설정

관리,

페이징,

기지국과

단말간의

인증/보안/암호화정보 관리, 무선 베어러 제어, 이동성관리, UE 측정 보고 및 제어 등을
수행한다. 프로토콜 스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L3 계층의 호 제어 부분에서는 셀의
정보를

관리하고

단말들의

상태를

관리하며

이에

따라

모든

프로토콜

스택들과

인터페이스 가지며 호와 관련된 제어를 수행한다.
S1AP (S1 Application Protocol)는 기지국과 MME 간 정의된 프로토콜로 3GPP TS
36.311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E-RAB (E-UTRAN Radio Access
Bearer) 관리, ECM- CONNECTED (E-UTRAN Connection Management)에 있는 UE의
이동성 관리, S1 Paging 기능, NAS (Non-Access Stratum) 메시지 전송기능, LPPa
(LTE Positioning Protocol A) 신호 전송 기능, S1 인터페이스 관리기능, MME 부하분산,
PWS (Public Warning System)의 일환으로 ETWS (Earthquake and Tsunami Warning
System)와 CMAS (Commercial Mobile Alert System) 메시지 전송기능, RAN (Radio
Access Network) 정보 관리 기능 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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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 계층은 기지국과 S-GW간의 사용자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제어부
(GTP-C)와 사용자 데이터 전송부 (GTP-U)로 나누어지며 3GPP TS 29.274와 TS
29.281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GTP의 주요 기능은 GTP 프로토콜 형태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및 GTP 노드 생존 확인을 위한 경로 관리 기능 등이다.
RRM 기능은 단말과 기지국간의 무선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이며, 운용제어, 호 제어
등의 기능들과 연동되며 무선 베어러 제어, 호 인가 제어, 이동성 제어, 동적 무선할당,
간섭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RRM은 규격에 정의되지 않은 알고리즘 위주로
되어 있으며, 구현 종속적인 기능이다.
프로토콜 스택은 소형셀의 기능적 특징과 성능을 확보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3GPP 표준에서 정의하는 기능 혹은 선택사항을 면밀히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제한된 컴퓨팅 파워, 메모리 크기 등의 SoC
자원에서 최대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되어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위해 프로토콜 스택의 공급사 역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통합
역할을 수행하는 제조업체의 역량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소형셀
상용품의 소프트웨어 스택은 대부분 글로벌 전문 회사와 라이센싱을 통해서 공급되며,
대표적인 업체로서는 Aricent 및 Radisys가 있고 국내에서는 ETRI가 개발한 스택이
있다.
6.1.2.5 운용보전 기술
소형셀 운용보전 기술은 브로드밴드 포럼에서 표준으로 제정한 TR-069 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RPC (Remote Procedure Call),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술 기반의 운용, 프레임워크, 소형셀 운용 관리를 위한
표준 데이터모델인 TR-196, TR-181 그리고 TR-262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의 소형셀을 운용 관리하기 위한 HeMS 기술과 각각의 소형셀 내에서 운용
관리를 담당하는 운용관리 클라이언트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로는 구성
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성능 관리 (Performance management), 장애 관리
(Fault management) 기술이 있다.
• 구성 관리
표준에 정의된 데이터 모델 또는 제조업체에 의해 정의된 각각의 데이터 모델에
대하여 개별적인 읽기/쓰기를 수행하거나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다수의 데이터 모델에
대한 쓰기 기능을 수행한다.
소형셀을 위한 표준 데이터 모델로는 소형셀의 무선 통신 서비스를 위한 PHY/MAC
설정과 장애 관리 및 성능 관리를 위한 TR-196, 소형셀의 네트워크 장치로서의 특성과
장치 고유의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한 TR-181, GPS, 시큐리티 터널 등 소형셀의 무선
특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설정 가능한 요소들을 정의한 TR-26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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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관리
소형셀의 성능과 연관된 다양한 지표들을 표준에 정의된 파일 형태로 생성하여
관리자가 요구하는 주기마다 지정된 장소로 FTP (File Transfer Protocol), SFTP (SSH
File Transfer Protocol), HTTP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HTTPS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를 이용하여 업로드한다.
소형셀의 성능 관리를 위한 KPI (Key Performance Index)는 접속 성공률 등으로
구성된 Accessibility, 세션 유지율 등으로 구성된 Retainability, QCI (QoS Class
Identifier)별 성능 등으로 구성된 Integrity, QCI별 지연시간 등으로 구성된 IP Latency,
소형셀의 정상 동작 시간 등으로 구성된 Availability, 그리고 핸드오버 성공률 등으로
구성된 Mobility로 나눌 수 있다.
• 장애 관리
소형셀의 세부 요소별로 결함의 특성에 따라 알람을 정의하고 각 주어진 조건에 의해
알람 생성, 후속 조치, 알람 해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소형셀 운용 관리를 위한 3GPP
규격으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표 6-3> 소형셀 운용 관리와 연관된 3GPP 규격
TS32.591~TS32.594 HeNB OAM&P 기본 규격
TS32.600~TS32.607 소형셀 구성 관리 규격(Configuration Management)
TS32.425, TS32.432, TS32.435, TS32.453 소형셀 성능 관리 규격(Performance Management)
TS32.450, TS32.451 소형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규격
TS32.761~TS32.766 E-UTRAN NRM(Network Resource Model) 규격

6.1.2.6 SON 기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펨토셀 및 차세대 4G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지국의 설치 및
운용 과정에서 자동화 기능을 포함한 SON 기술이 필요하다. 분류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LTE에서 SON 기술은 크게 Self-Configuration, Self-Optimization
및 Self-Healing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Self-Configuration 기술의 목표는 기지국 설치에
따른 전 과정에서 PnP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다.
Self-Configuration 기능은 신규 혹은 추가로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 기지국 초기
동작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자체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기지국 초기 부트업 과정 및 운용
전 단계에서 인접 기지국 식별, 관계 설정/등록 및 코어망과의 연결 설정 등의 절차를
자동화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대부분의 무선 파라미터들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다 세밀한 파라미터 최적화는 기지국이 동작 상태에 진입한 후
Self-Optimization 기능을 통해 수행된다. 그리고 자동화된 SON 기능을 통하여 이웃
관계 (neighbor relation) 설정이 선택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ANR (Automatic
Neighbor Relation)은 새로운 기지국을 설치하고 이웃 정보를 최적화할 때, 이웃 셀
정보에 대해 운용자의 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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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에서 ANR 기능은 사용자 UE가 현재 접속 중인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의 이웃
정보의 획득 및 설정할 때 자동화된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ANR은 핸드오버를 위해
사용하는 기지국 간 인터페이스인 X2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설정한다.
Self-Optimization 기술은 기지국 운용 중, 인접 기지국간 신호 및 트래픽 유형 정보를
활용하여 기지국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ICIC (Inter 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기능,
커버리지 홀을 탐지하고 최적 용량 및 커버리지 홀 방지를 위한 CCO (Capacity and
Coverage Optimization) 기능, RACH의 최적 사용을 위한 RO (RACH Optimization)
기능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접 기지국간 부하의 균등 조절을 위한 MLB (Mobility
Load Balancing) 기능, 핸드오버 시 핸드오버 파라미터 최적화를 통해 RLF (Radio Link
Failure)를 최소화하기 위한 MRO (Mobility Robustness Optimization) 기능, 불필요한
기지국 운용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원을 절감 하는 ES (Energy Saving) 기능 등을
포함한다.
ICIC는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셀 상호간에 발생하는 간섭을 최소화하여
SIR (Signal Interference Ratio)을 개선하고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LTE 물리 계층 기술인 OFDM과 SC-FDMA에서의 PRB (Physical Resource Block) 사용
패턴을 이웃 셀 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서 셀 간 상/하향 링크 간섭을 줄일 수 있다.
ICIC 관련 RRM 파라미터로는 HII (High Interference Indicator), OI (Overload
Indicator), DL TX power indicator 등이 있으며, 이 정보를 기지국간에 서로 교환하여
PRB 사용 패턴을 조정한다. CCO는 네트워크 운용 및 유지 보수 단계에서 트래픽
패턴과 사용자 통계에 따라 최적의 커버리지와 용량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셀 설계는 커버리지 누락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지형,
지물과 같은 지리적 영향에 의해 커버리지 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운용 중에도
이를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커버리지와 용량은 서로 연관성이 있지만 상충
관계를 가지며 ICIC, RO, MLB, MRO, ES 기능 등과 같은 다른 최적화 요소 기술들에도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RACH (Random Access Channel) 최적화는 상향 셀간 간섭, TA (Tracking Area)
크기, 셀 부하, 호 시도율 (call rate), 핸드오버 비율, 셀 커버리지 내의 서비스 대상인
UE의 개수 및 사용자 트래픽 패턴 등의 네트워크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RO는 RACH
사용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맞게 자동적으로 변화시켜 줌으로써
RACH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 수신 오류 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ACH 사용 성능은 LTE 시스템의 핸드오버, 데이터 재개 지연시간 등과 같은 성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MLB의 목표는 시스템 용량에 최적화하면서 사용자의 체감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의 필요한 무선 자원이 골고루
사용되도록 사용자의 트래픽을 분산하는 것이다.
MLB

알고리즘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기반이

되는

무선접속

기술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LTE에서는 X2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MLB 알고리즘이 개별 기지국에서
국지적으로 수행되고, 부하 정보들을 기지국간 X2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교환하여
Idle/Active 핸드오버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RRM 기능을 조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할 때는 분산형 알고리즘 구조가 좀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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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Healing 기능은 네트워크 운용 시 발생하는 구성 요소의 장애를 파악하여 자동
복구가 가능한 요소들을 복구함으로써 오류를 해결하거나 오류에 따른 시스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능이다. Self-Healing 기능은 장비 장애 경보를 모니터링 하면서 경보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추가 정보를 측정하거나 검사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에
자동적인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수행한다. SON 기술과 관련된 기술
표준은 <표 6-4>와 같다.
<표 6-4> SON 관련 3GPP 주요 표준 규격 및 내용

RAN3 TSG
규격

TR 32.816

- Study on management of E-UTRAN and EPC

TS 36.300

- Self-Configuration/Self-Optimization Stage 2

TR 36.902

- Self-Configuration/Self-Optimization Network Use Cases and Solutions

TS 36.331

- UE-eNB간 Self-Configuration/Self-Optimization 관련 RRC 파라미터 및 절차

TS 36.413

- eNB/HeNB와 MME간 동적 구성을 위한 S1 인터페이스

TS 36.423

- eNB간 동적 구성을 위한 X2 인터페이스(HeNB간의 X2의 도입 여부는 논의중)

TS 32.501-503, 505

- Self-Configuration 개념, 요구사항, IRP(Integration Reference Point)

TS 32.521-523
SA5 TSG
규격

관련 IS(Information Service) 및 SS(Solution Set)

TS 32.541-543

- Self-Optimization 관련 요구사항 및 IRP, IS, SS

TR 32.826, TS 32.551

- Self-Healing 관련 개념 및 요구사항

TS 32.690-692

- 전원 절감 관리 개념 및 요구사항

TS 32.695-696

- 장비 관리(inventory management) 관련 요구사항 및 IRP, IS, SS

복구 동작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장애의 경우는 시스템 초기화, 백업 소프트웨어
재설치, 장애 복구 소프트웨어의 시작, 새로운 소프트웨어 유닛의 다운로드, 재구성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하드웨어 장애의 경우 여유분의 백업 하드웨어가 있을 때 이를
동작시키는 방법과 여유분이 없을 때 성능이나 기능을 축소하여 동작 및 운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6.1.3 소형셀 주변 기술
6.1.3.1 백홀 기술
소형셀 백홀망은 소형셀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형셀 백홀 고려사항은
용량, 지연시간, 보안, 가용성, 동기 등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 백홀 용량 (throughput and capacity)
NGMN (Net Generation Mobile Networks) Alliance 에서 조사한 HSPA (High Speed
Packet Access) 및 LTE 소형셀의 최한시 (quiet time) 최대 전송률, loaded (busy time)
최번시(busy time) 최대 전송률은 (그림 6-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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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상/하향링크별 HSPA 및 LTE 소형셀의 최한/최번시 최대 백홀 전송률
최번시 전송률 보다 최한시 최대 전송률이 더 높은 이유는 최한시는 사용자간 간섭이
없고

무선리소스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소형셀

포럼에서는

사례별로

백홀

설비

(provisioning)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표 6-5> 개별 사례별 백홀 설비 권고사항
Use case
Capacity hotspot
Peppered capacity
Outdoor not spot
Indoor not spot

Capacity provisioning
Provisioning should meet or exceed traffic levels generated by cell
Provisioning may be relaxed

[9] SCF049, “Backhaul technologies for small cells,” Smell Cell Forum, SCF049.07.02, 2014.02.25.

• 백홀 지연시간
소형셀 포럼에서 UE와 응용서버간 망 구성 및 각 구간에서의 RTT (Round Trip Time)
값에 대해 단대단 RTT는 50 msec, 소형셀 백홀 RTT 는 10 msec로 추정하였다. 10
msec의 경우 다양한 백홀 중 비교적 높은 지연 값을 적용하였다. 백홀 지연은
응용서비스 특성에 따라 허용치가 달라진다. 3GPP에서 제안하는 UE와 EPC/PGE (Pack
data network Gateway) 구간 서비스별 지연을 기준으로하면 백홀 지연은 60 msec
까지도 가능하다. 단, 3GPP 에서 제안하는 UE~PGW 구간 지연 값은 최소한의 QoE
(Quality of Experience)를 만족하는 값이므로 그보다는 작은 지연 값으로 설계해야 한다.
• 보안 (Security)
‘untrusted’ 전송구간에서는 IPSec으로 보안이 요구된다. 이 때 ‘untrusted’ 의 정의는
각 사업자가 결정한다.

• 가용성 (availability)
백홀의 모든 기능이 99.999% 의 상태를 유지하며 동작해야 한다.
• 동기 (Synchronization)
매크로셀, 소형셀에서 요구되는 동기화 요소 및 유즈 케이스별 요구레벨은 <표 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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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개별 유즈 케이스별 동기요구 수준에 대한 권고사항
Radio technology
FDD (GSM, UMTS, LTE)
TDD (UMTS, LTE)
Co-ordinated transmissions (Comp, eICIC, etc.)
Use case
Capacity hotspot
Pepperd capacity
Outdoor not spot
Indoor not spot

Inter-cell
Co-ordination
(e.g. eICIC)
Yes
Yes
No
No

Frequency synchronisation
Macrocells
Small cells
50ppb
100-250ppb
50ppb
100-250ppb
50ppb
100-250ppb

Phase/time synchronisation
Not needed
< ±1.5µs
Approx. ±1µs

CoMP

Frequency sync

Phase sync

GNSS available

Possibly
Possibly
Unlikely
Unlikely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Likely
Likely
Likely
Unlikely

[10] SCF049, “Backhaul technologies for small cells,” Smell Cell Forum, SCF049.07.02, 2014.02.25.

• QoS (Quality of Service)
전송망은

트래픽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을

구현하며,

이를

위해

NGMN

(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s)에서는 트래픽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표 6-7>에서
보듯이 Class1 이 가장 높은 QoS를 보장하여야 한다.
<표 6-7> 서비스 분류에 따른 트래픽 클래스
분류

서비스

Class 1

Voice traffic, Real-time gaming synchronization, control plane, OAM

Class 2

2G data(EDGE), Real-time video

Class 3

Premium data (buffered video, non-GBR real-time)

Class 4

Everything else (buffered video, non-GBR real-time)

[11] SCF049, “Backhaul technologies for small cells,” Smell Cell Forum, SCF049.07.02, 2014.02.25.

• 물리적 디자인, 선로작업 방안
백홀 구축은 소형셀 설치 장소, 소형셀 크기와 무게, 전력공급 환경, 주변 무선간섭
환경, 규제 등에 따라 구축방법, 구축비용이 영향을 받는다.
• 운용 유지보수
self configuration, update over the air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신규 셀을 구축할 때
백홀 re-engineering이 불필요하도록 해야 한다.
백홀을 구현하는 방법은 무선과 유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역별 무선 백홀 솔루션의
특징은 <표 6-8>과 같으며, 유선 백홀 솔루션은 direct fiber, xDSL (Digital subscriber
line), FTTx (Fiber to the X), HFC (Hybrid Fibre Coaxial)/DOCSIS (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환경, 경제성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 백홀로 구현할지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 유・무선을 혼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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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무선 백홀 솔루션 분류
Category

Carrier Frequency

LOS or Non
LOS

Spectrum
Licensing

Connectivity

Millimetre 70-80 GHz

70-80 GHz

LOS

Light licensed

Point-to-point

Millimetre 60 GHz

56-64 GHz

LOS

Unlicensed

Point-to-point

6-56 GHz

LOS

Link licensed

Point-to-point

6-56 GHz

LOS

Area licensed

Point-to-multpoint

Sub 6 GHz unlicensed

2.4 GHz, 3.5, 5
GHz

Non LOS

Unlicensed

Point-to-multpoint

Sub 6 GHz licensed

800 MHz-6 GHz

Non LOS

Area licensed

Point-to-multpoint

TVWS

600-800 MHz

Non LOS

Dynamic

Point-to-multpoint

Satellite

4-6, 10-12,
20-30 GHz

LOS

Licensed

Point-to-multpoint

Microwave
point-to-point
Microwave
point-to-multipoint

[12] SCF049, “Backhaul technologies for small cells,” Smell Cell Forum, SCF049.07.02, 2014.02.25.

6.1.3.2 EPC 기술
EPC는

4G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코어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시스템이라고 통칭되며 E-UTRAN 시스템과 함께 LTE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MME, SGW, PGW, HSS (Home Subscriber Server)가 있다. EPC의
연결구조는 (그림 6-8)과 같다.

(그림 6-8) EPC 연결구조
MME 노드에서 제공 하는 기능은 크게 신호처리 기능, 세션 및 EPC 베어러 관리
기능, EMM (EPS Mobility Management) 및 ECM (EPS Connection Management) 상태
관리 기능, SGW 및 PGW 선택 기능, 사용자 인증 및 보안 기능, 이동성 관리 기능,
과부하 제어 기능과 가입자 정보 조회 등이 있다. 신호 처리 기능은 각 연동 노드와
정의된 인터페이스 규격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처리 기능이다. 크게 세 개의
기능으로 구성되며, 첫째 단말과의 NAS (Non-Access Stratum)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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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둘째 eNB와 S1AP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기능과 마지막으로 SGW와의 GTP-C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다. MME 노드는 UE별 APN (Access Point
Name)에 따라 세션 및 베어러 구성을 지원한다. EMM 관리 기능과 ECM 관리 기능은
단말과의 연관된 기능으로 EMM은 단말의 Attach와 Detach 상태를 관리해 주고, ECM은
NAS 메시지에 대한 송수신 가능 상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SGW 선택기능은 UE의 위치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UE가 위치한 eNB를 선택하고, 이
eNB의 TA (Tracking Area)를 기반으로 TA 리스트를 선택하고, 해당 리스트를 기반으로
SGW를 선택한다. 또한 통신망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성 관리 기능은 S1 및 X2
핸드오버이고, MME 노드에서는 해당 기능에 대해 TA 및 TAL (Tracking Area List) 관리
기능과 페이징 관련 기능도 제공한다. SGW 주요 기능은 세션별 베어러 관리, 메시지
처리, 인터페이스별 TEID (Tunnel ID) 관리, 세션 활성화/비활성화 기능을 포함하는 세션
관리, 베어러 활성화/비활성화/수정 및 관련 메시지를 처리하는 베어러 관리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GW간 핸드오버, eNB간의 핸드오버를 위한 이동성 앵커링 기능을 포함하는
단말 이동성 관리, DL 패킷 버퍼링, 패킷 라우팅 및 전달 기능을 포함하는 패킷 관리,
IETF RFC4594에 기반한 DSCP (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마킹이 있다.
PGW 주요 기능은 APN별 PDN 연결 관리를 포함한 세션 관리, 베어러 관리, IO 할당
및 관리, PCRF (Policy and charging rules function)와 연동된 PCC (Policy and
Charging Control) 규칙

처리, QoS 제어 및 필터링, 라우팅, 과금과 IMS와의 연동

등으로 구분된다. SS의 주요기능은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기반
가입자 정보 관리, APN 정보 관리, 블랙리스트 관리를 포함한 정보 관리, MME와 IMS
(IP Multimedia Subsystem)간 연동, 가입자 인증과 MME 정보 관리 등이다.
6.1.3.3 HGW (Home eNB GateWay) 기술
HeNB GW는 수만에서 수백만 이상의 HeNB를 코어 네트워크 (LTE의 경우 EPC)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드이다. LTE 에서 HeNB와 EPC를 연결하는
방법은 (그림 6-9)와 같다. UE는 EPC내에서 MME와 HeNB GW를 통해 S1-MME와
연결되고, S-GW와는 S1-U로 연결된다.

(그림 6-9) HeNB GW를 통한 HeNB 와 EPC 연결구조
[13] SCF025, “HeNB (LTE Femto) network architecture,” SCF025.07.01,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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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와 MME 사이의 프로토콜 구조는 (그림 6-10)과 같다. UE와 MME는 SCTP (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로 연결되며, HeNB GW는 MME가 수많은 HeNB 사이에
각각의 SCTP 연결을 유지할 필요 없이 HeNB GW와 단 하나의 SCTP 연결만 제공하면
된다. 이를 통해 MME가 다수의 SCTP 연결 및 SCTP를 통해 HeNB와 교환되는 Heart
Beat 메시지 처리에 따르는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eNB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전원 혹은 스위치를 수시로 ON/OFF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HeNB 개수가 늘어날수록 SCTP 연결제어를 HeNB GW가 대신 수행함으로서
MME에 가해지는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림 6-10) UE와 MME간 프로토콜 구조
UE와 S-GW 사이의 프로토콜 구조는 (그림 6-11)과 같다. UE와 S-GW사이에는 GTP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HeNB GW는 S-GW가 HeNB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GTP 연결 관리 및 메시지 처리에 따른 부하를 경감하여 S-GW의 안정적인 운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HeNB GW가 도입되면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HeNB가 보다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다.

(그림 6-11) UE와 S-GW간 프로토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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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E에서 HeNB로 전달되는 막대한 양의 페이징 메시지를 필터링함으로써 HeNB에
가해지는 부하 감소
• 허용가입자 그룹 (CSG-Closed Subscriber Group) 목록내 선택적 페이징을 통한
페이징 최적화
• HeNB와 Macro eNB간 X2 I/F 구성
• MOCN (Multi Operator Core Network)기능
• MOCN (Multi Operator Core Network)기능
• SIPTO (Selected IP Traffic Offload)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트래픽을 EPC를 통하지
않고 바로 Local Breakout함으로써 EPC의 Traffic 부하 감소
6.1.3.4 SYNC 기술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서는 통신 노드 간의 클락 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기에는
주파수동기/위상동기 (타이밍동기) 등이 있다. 특히, 이동 통신망을 구성하는 기지국의
경우, 다른 기지국과의 동기가 유지되어야 핸드오버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상호 신호
간섭이 없이 신호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 FDD (Frequency Division Duplex) 기지국은
주파수 동기가 필수적이고 TDD (Time Division Duplex) 기지국은 주파수 동기와 타이밍
동기가 모두 필수적이다. LTE 소형셀의 경우 <표 6-9>와 같은 주파수와 시간 오차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
<표 6-9> LTE 시스템에서의 주파수와 위상 및 시간 동기 요구사항
무선접속
기술
LTE
(FDD and
TDD)

LTE-TDD

Wide Area

주파수
정확도
50ppb

Med. Range

100ppb

Local Area

100ppb

Home
Wide area, >3km radius

250ppb

커버리지유형

시간
정확도

관련 규격

비고

3GPP TS
36.104
6.5.1절

Frequency accuracy at the
air interface, over one
sub-frame period (1ms)

3GPP TS
36.133
7.4.2절

Maximum deviation in frame
start times at the air
interface (for cells on the
same frequency with
overlapping coverage areas)

±10µs

Wide area, ≤3km 반경

±3µs

Home BS, >500m 반경

±1.33 +
Tprop µs1

Home BS, ≤500m 반경

±3µs

[14] SCF075.07.01, “LTE Synchronisation,” Smell Cell Forum, Nov. 2013.

동기화 기술로는 백홀 네트워크상에서 사용하는 PTP (IEEE 1588), NTP (Network
Time Protocol), SyncE (Synchronous Ethernet) 가 있으며, 백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셀룰러 네트워크 리스닝에 의한
동기화 및 Miniature Atomix Frequency Reference가 있으며, 이들 동기화 기술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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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EEE 1588에 의한 동기화
IEEE1588은 나노초 단위의 정밀도로 네트워크 구성 요소 간의 동기를 제공하는
동기규격으로, 동기 마스터 (서버)와 동기 슬레이브 (클라이언트) 간의 주기적인 동기
패킷 송수신을 통해 패킷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주파수/타이밍을 맞추는 규격이다.
IEEE1588을

이용한

소형셀의

동기

구조는

(그림

6-12)와

같으며,

IEEE1588

슬레이브들은 패킷의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여 GPS와 동기화된 IEEE1588 마스터에
동기를 맞추어야 한다. 이 때, 소형셀은 IEEE1588 슬레이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6-12) 소형셀에서의 IEEE1588 동기 구조
② GPS에 의한 동기화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서는 통신 노드 간의 클락 동기 (Synchronization)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GPS에 의한 동기이다.
기지국이나 네트워크 장애 시에도 신뢰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GPS 동기와
IEEE1588에 의한 동기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기지국 간 동기를 통해 클럭 동기
이외에 TDD 시스템에서 간섭을 줄이기 위한 기지국 간의 프레임 경계 동기, 단말의
위치 측정 방법 중 하나인 기지국 간 PRS (Positioning Reference Signal) 서브 프레임
동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GPS 동기생성 과정은 (그림 6-13)과 같이 GPS 수신
모듈이 일반적으로 4개 이상의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동기가 된 경우, 1
PPS (Pulse Per Second) 신호를 생성하고 GPS 수신 모듈로부터 발생하는 1 PPS 신호와
내부 오실레이터 클럭과 차이를 비교하여 내부 클럭을 보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6-13) GPS 동기 개념도
[15] SCF075.07.01, “LTE Synchronisation,” Smell Cell Forum, Nov.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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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소형셀 테스팅 장비
소형셀 테스팅 장비로는 Multi-call 생성기, 복수의 소형셀과 복수의 UE사이의 무선
페이딩 채널을 모사하는 프로그래머블 어테뉴에이터/ 채널 시뮬레이터, 여러 개의
단말을 에뮬레이션 해주는 Multi-UE 에뮬레이터 등이 있다. 또한, 소형셀 생산 시 각종
RF 성능 파라미터를 시험하고 Calibration하는 생산용 시험 장비인 임의 파형 생성기와
신호 분석기가 있다. 멀티콜 테스팅 솔루션을 활용하면 (그림 6-14)와 같이 최대 수용
가입자,

DL/UL

전송률

확인과

더불어,

사전에

정의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자동화/반복 시험을 통해 서비스 성공률 확인 및 장비의 안정성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DM (Diagnostic Monitor)와 같은 포스트 프로세싱 솔루션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시그널링 메시지 (RRC/NAS/MAC) 분석을 포함하여
무선품질과 소형셀에서 처리되는 패킷에 대한 상세 분석이 가능하다. 추가로 EPC/IMS
에뮬레이터 솔루션과 연동하면 시그널링, 전송률, 용량, QoS, 핸드오버 및 VoLTE
(Voice over LTE) 시험 환경을 쉽게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그림 6-14) 멀티콜 테스팅 솔루션 예제
(그림

6-15)와

같이

소형셀

양산

과정에서

프로그래머블

어테뉴에이터/

채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양산 솔루션을 적용하면 다수의 장비에 대해 Calibration 및
Verification 수행이 가능하다.

(그림 6-15) 프로그래머블 어테뉴에이터/ 채널 시뮬레이터 예제
Multi-UE 에뮬레이터는 (그림 6-16)과 같이 다수의 UE가 기지국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거나 핸드오버 등을 수행하는 실제 환경을 가상적으로 구성하여 시험하기 위한
장비로써

최대

수천

개의

가상

UE가

반복적으로

기지국에

접속하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기지국의 기능 및 성능 검증을 위해 사용된다.
Multi-UE 에뮬레이터의 사용 목적은 일차적으로 기지국의 최대 수용 UE를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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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 UE별로 차별화된 채널 모델을 설정하여 UE별 성능과 전체
UE에

대한

스케줄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Multi-UE

에뮬레이터의 장점은 간단한 설정만으로 UE의 개수 및 속성을 변경할 수 있어서 동일한
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파수 환경과 시험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변경이나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Multi-UE
에뮬레이터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는 IXIA, COBHAM, ERCOM, AMARISOFT 등이 있다

(그림 6-16) Multi-UE 에뮬레이터 개념도
6.2 소형셀 기술 표준화 동향
6.2.1 소형셀 포럼
소형셀 포럼은 피코셀, 펨토셀, 메트로셀, 마이크로셀 등을 대상으로 산업계 표준 및
기술적 이슈들을 논의하고 소형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7년에 결성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소형셀 시장을 형성하고 개방형 표준을 주도하는 임무를 지향하고 있다.
소형셀 포럼은 (그림 6-17)과 같이 전 세계 다양한 통신 사업자와 기지국 장비 업체를
비롯하여 소형셀 기술 업체와 테스트 및 인증기관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그림 6-17) 소형셀 포럼 회원사 현황
[16] Small Cell Forum, https://www.smallcell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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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셀 포럼은 2007년부터 Release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으며, 2017년
현재는 Release 9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Release 5까지는 마켓 관점의 옥내,
기업, 도심, 교외 및 외각별 기술적인 이슈 및 비즈니스 측면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Release 6 이후에는 사업자 그룹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술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는 소형셀이 옥내로부터 소규모 비즈니스 영역인 기업 영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업,
다중 사업자, 비면허 대역, HetNet & SON, 그리고 가상화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6-18) 소형셀 포럼 Release 프로그램
[17] Small Cell Forum, https://www.smallcellforum.org

특히

2017년도는

他산업

기업분야의

특정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호텔과

같은

hospitality vertical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기업/도심/다중 사업자/가상화/ HetNet과 같은
시장 주도자들과 장벽에 대한 분석, 상호 운용성 이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안건에는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3GPP TS25.429 (IuH 규격), L1 모뎀과 L2/L3 프로토콜
스택사이의 FAPI 규격, 운용관리과 관련된 TR196, 정확한 위치와 Cache와 관련된
Service API 그리고 L1/L2 Split에 대한 nFAPI (network FAPI) 규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6-19) Small Cell Forum의 규격 파트너
[18] Small Cell Forum, https://www.smallcell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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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셀 포럼에서는 생태계를 지원하고 고밀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정의하기
위하여 초고밀도화/가상화 및 HetNet을 포함한 구조, 다양한 환경에서의 SON과 자동화,
가상화, 그리고 WiFi와의 스펙트럼 공유, Multi-Operator Neutral host 및 소형셀 서비스
API 등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소형셀 포럼의 규격 기술은 아래와 같다.
① FAPI 와 nFAPI 인터페이스 기술
소형셀 포럼의 RPH (Radio and Physical Layer) 그룹은 2016년 말 Technology & 5G
WG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년 5월 FAPI and nFAPI 규격을 통하여 PHY와 MAC 사이의
실제 인터페이스 규격 및 가상화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하였다.
FAPI 규격은 물리계층인 PHY와 L2 계층인 MAC/ MAC-SCH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2010년에 LTE 기반의 Rel.8을 2014년에는 Rel.10 기능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였으며

2017년

현재

Rel.13을

지원하는

FAPI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실제로 FAPI 규격은 L1 칩을 만드는 업체나 L2 프로토콜 스택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6-20) FAPI and nFAPI
[19] Small Cell Forum, Release 9, D082.09.05, FAPI and nFAPI specification,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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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ON 인터페이스 기술
소형셀 포럼에서는 소형셀 기지국 내부에서 동작하는 SON 기능과 소형셀 기지국 외부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SON 기능 간 상호 연동을 지원하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SON
API 정의 작업은 2015년에 완료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HetNet SON API, SON 테스트
케이스, SON plugfest 등의 백서를 공개하고 있다. SON API는 3GPP TS 32.592 규격과
브로드밴드 포럼의 TR 196 데이터 모델을 따르며, SON 기능 별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파라미터 및 API를 정의하고 있다.

(그림 6-21) Generic Hybrid SON 구조 및 동작
[20] Small Cell Forum, Release 7, D083.07.01, SON API for small cells, Feb. 2015

③ 가상화 기술
가상화 기술은 소형셀 포럼에서 2014년 6월 Plenary 회의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Cloud RAN 구조는 소형셀 기지국 간의 협력 송수신, 간섭 제어 및
이동성 향상 등 진화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다양한 소형셀
기지국 시나리오에서 Centralized eNB와 Remote eNB 사이의 지연 요구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L1/L2/L3 프로토콜 기능 분리 구조와 프론트홀 및 백홀 기술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L1과 L2 사이의 가상화 구조를 지원하는 nFAPI가 규격화 되었으며, 이러한
nFAPI 기반의 CA, CoMP, 다중 사업자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망구축의 융통성과 관련된
부분을 검증 중이다. 이러한 가상화 이슈는 다양한 제조업체의 채택을 위해 오픈 소스를
공지하였으며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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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nFAPI 기반의 CA, COMP와 다중 사업자 관점의 다양한 망 구성도
[21] Small Cell Forum, Release 9, D187.09.01, End-to-end small cell virtualization: Status update, Feb. 2017

6.2.2 소형셀 관련 기술 표준협의체
6.2.2.1 LTE-U Forum
LTE-U (LTE-Unlicensed) 및 LAA는 면허 대역을 주반송파(Primary Carrier)로, 비면허
대역을 부반송파 (Secondary Carrier)로 사용하는 Carrier Aggregation 기술이다. 중요한
제어 정보들을 주반송파를 통해 전송하여 이동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LBT
(Listen Before Talk)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비면허 대역에서 LTE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글로벌로 단일한 규격을 위해 3GPP Rel-13에서 표준화가 완료된 기술을 LAA로
부르는 반면, LBT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Rel-10, Rel-11, Rel-12 기반으로 비면허
대역에서 LTE를 상용화하기 위에 LTE-U Forum에서 만든 기술을 LTE-U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3GPP에서는 2013년 12월 RAN 6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비면허 대역에서 LTE를
사용하는 기술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후 2014년 3월 RAN 63차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6월 프랑스 Sophia Antipolis에서 개최된 RAN 64차 회의에서는
비면허 대역 LTE 기술을 위한 워크숍이 별도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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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숍에서는 20개 업체가 참여하여 비면허 대역 LTE 기술 도입을 위한 각국의
규제 상황을 검토하고, 3GPP 규격에 포함될 비면허 대역 LTE 기술의 동작 모드에 대해
논의하였다. 워크숍에 참여한 많은 회사들은 LTE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만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SA (standalone) 보다는 면허 대역을 돕는 보조적 의미로 비면허 대역에서
LTE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마침내 2014년 9월 3GPP RAN 65차 회의에서 총 42개 회사의 지지를 얻으며 LAA
라는 공식 이름으로 Rel-13 Study Item으로 승인되었으며, 후속 Work Item이 승인되어
2015년 말 3GPP RAN 70차 회의까지 Core Part에 대한 표준화가 완료되었다.
한편 LBT 규제가 없어 3GPP Rel-13에서 LAA 표준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 3GPP의
Rel.10, Rel.11, Rel.12의 규격의 Air Interface로 LTE-U를 상용화가 가능한 미국
사업자들은 LTE-U 기술 검증 및 상용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 중 가장 적극적인
사업자는 북미의 Verizon이었다. Verizon은 2016년 상반기 내에 Rel-10 기반의 LTE-U
기술을 상용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LBT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공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Verizon은 네트워크 장비사 (Ericsson, Alcatel-Lucent,
Samsung), 단말 제조사 (Samsung), 칩셋 업체 (Qualcomm)와 함께 2014년 6월부터
LTE-U Forum을 결성하여 자체 Coexistence 규격을 만들었고, 2015년 3월에 이 규격을
다양한 실험결과와 함께 웹사이트에 공개하였다. LG전자는 2015년 1월부터 단말 제조사
자격으로 LTE-U Forum에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북미 사업자인 T-Mobile US도 2015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obile World Congress 2015에서 Nokia Networks와 함께 LTE-U와 WiFi의 공존을
시연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LTE-U 기술의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Verizon의

LTE-U

상용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었고,

그

사이에

3GPP에서 LAA의 규격이 완료됨에 따라, LTE-U Forum의 활동은 많이 약화되었으며,
시장의 관심은 LTE-U에서 LAA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2017년 8월, Verizon이 LTE-U가
아닌 LA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함에 따라, LTE-U 기술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장된
기술이 되었다.
6.2.2.2 CBRS (Citizen Broadband Radio Service) Alliance
2015년 4월, 미국 FCC는 군 레이더와 고정 위성국이 사용하고 있는 3.5 GHz
(3550-3700 MHz) 대역을 기존 시스템과 공유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CBRS
(Citizen Broadband Radio Service)룰 채택하였다. 기존 레이더나 위성 시스템을
간섭으로부터

보호

하면서도

대역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광대역

무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다이나믹 주파수 공유 규칙을 제정하였다. CBRS 대역은 (그림 6-23)과 같이
3개의 tier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tier인 군 레이더 및 고정 위성국은 하위 tier들인 PAL (Priority Access
License)와 GAA (General Authorized Access)로부터의 간섭으로부터 항상 보호받는다.
두 번째 tier인 PAL은 GAA 사용자로부터 항상 보호 받는다. PAL 면허는 주파수 경매에
의해 할당된다. 각 PAL 면허는 10MHz의 채널 폭을 가지며, 최대 7개까지 PAL 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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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가능하다. 마지막 tier인 GAA는 상위 tier가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영역의 사용이
가능하다. GAA는 비면허 대역과 유사하게, 할당 대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PAL
면허가 최대 70MHz 대역폭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Tier1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GAA는 최소 80MHz의 대역폭이 사용 가능하다.

(그림 6-23) CBRS 3-Tier 주파수 공유 구조
[29]CBRS White Paper, htttp://www.cbrsalliance.org

(그림 6-24)와 같이 CBRS 주파수 공유 구조에서 핵심 요소는 SAS (Spectrum
Access System)이다. SAS는 모든 CBRS 기지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채널
자원을 할당하고 간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각 tier의 상태, 위치 정보 등을 저장한다.
군 레이더 등 Tier 1에 미치는 간섭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변을 모니터링 하는 센서인
ESC (Environmental Sensing Capability)가 군 부대 등 전략적 요충지 주변에 설치된다.
ESC는 Tier 1의 활동을 감지하면 이를 SAS에 알리고, SAS는 Tier 1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기기들을 Tier 1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채널로 이동시킨다.

(그림 6-24) CBRS Function 개요
[29]CBRS White Paper, htttp://www.cbrsalliance.org

35

TTAR-xx.xxxx

INSIDabcdef_:MS_0001MS_0001

기술보고서

2016년 2월, Federated Wireless, 구글, Intel, Nokia, Qualcomm, Ruckus Wireless,
이상 6개 회사는 CBRS Alliance를 결성한다. CBRS Alliance의 목적은 LTE를 기반으로
CBRS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을 확산하고 사업 기회를 발굴하며, 여러 장비 업체들 간에
연동이 가능하도록 3.5GHz 대역을 사용하는 LTE 장비의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7년 8월 현재, CBRS Alliance를 결성한 6개 회사와 Ericsson, 총 7개
회사가 Sponsor 멤버로 있으며, 삼성을 포함한 33개사가 Full 멤버로, 콘텔라, 주니,
큐셀 등 28개사가 Adopter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6.2.2.3 MULTEFIRE Alliance
(그림 6-25)와 같이 LTE-U와 LAA는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을 함께 사용하는 반면,
MulteFire는 면허 대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면허 대역에서만 단독으로 LTE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그림 6-25) 비면허 대역을 사용하는 LTE 기술 관련 표준화 단체
[30]Qualcomm, MulteFire Technology, June 2016

3GPP에서 비면허 대역을 사용하는 LTE 기술이 최초로 소개되었을 때, 케이블 업체,
OTT (Over-the-air) 서비스 업체 등, 면허 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은 면허 대역
없이도 비면허 대역만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크게 환호하였다.
그러나 표준화 과정에서 Stand Alone 모드가 배제되고, 반드시 면허 대역이 필요한
LAA로 표준화 진행이 결정되면서 이들 업체는 3GPP 외부에서 비면허 대역 Stand
Alone LTE 표준화를 모색하게 된다.
2015년 12월, Nokia, Ericsson, Qualcomm, Intel을 중심으로 MulteFire Alliance가
발족되었다.

(http://www.multefire.org/)

2017년

8월

기준으로

총

33개

회원사가

참여중이다. 주요 참여사로는 앞에 언급한 4개사 이외에 Huawei, SONY, Foxconn,
Softbank, Cisco, Rohde & Schwarz, Comcast, CableLabs, Charter Communications,
Rockus, Bai Cells, Boingo 등이 있다. 삼성전자도 2017년 8월에 MulteFire Alliance에
가입하였다.
(그림 6-26)과 같이 MulteFire Alliance는 2016년 12월에 MultiFire Release 1.0
규격을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규격을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 규격은
다운링크의 경우 3GPP Rel-13 LAA를 기반으로 하며, 업링크는 Rel-14 eLA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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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다. 또한 비면허 대역의 단독 동작을 위해, mobility, paging, initial access,
efficient uplink control channel 등을 포함하고 있다. WiFi, LAA 등 다른 기술과의
공정한 공존을 위해 LBT를 채용하였으며, 하나의 네트워크 설치로 여러 이동통신
사업자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Neutral Host Access Mode를 정의하였다. 또한 VoLTE
등 다양한 LTE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6-26) MULTEFIRE 로드맵
[23]Qualcomm, MulteFire Technology, June 2016

3GPP는 2017년 3월에 비면허 대역을 사용하는 5G NR에 대한 Study Item을
승인하였다. 본 Study Item은 비면허 대역 단독으로 5G NR, 60GHz 대역의 사용 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6.3 소형셀 기술 특허동향 분석
5G 시대를 앞두고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 단위면적당 용량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소형셀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형셀 상용기술 및 5G 소형셀 기술의
중요한

기술은

스케쥴링

(Scheduling),

무선링크

오류복구기술

(ARQ,

HARQ),

UDN(Ultra-Dense Network), HetNet, 호제어/무선자원관리, CP/UP 분리기술, LTE-U,
RAN 가상화, 셀간 간섭 및 협력 제어, SON, 에너지 절감 기술들을 키워드로 하여
소형셀 기술의 4개국 (우리나라, 미국, 유럽, 일본)에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된
정보에 의한다.
6.3.1 국가별 Landscape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비롯한 주요 4개국 특허청에 출원되어 공개 및
등록된 전체 특허를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소형셀 기지국 상용기술 및
5G 소형셀 기술의 특허출원 경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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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 소형셀 기술의 4개국 (우리나라, 미국, 유럽, 일본) 출원 특허 현황
소형셀 기지국 상용기술 및 5G 소형셀 기술과 관련된 전체 특허동향은 (그림 6-28)와
같이 2000년대 중반부터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유효구간인 2013년까지
출원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국가별/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국가 출원 규모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이 24%, 일본이 20%, 유럽이 1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및 유럽의 특허 출원율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의

연구

개발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시장국에서 미국 및 일본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비슷하며, 한국은
내국인의 비율이 60% 이상, 유럽은 외국인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일본 및 유럽의 외국인 출원율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형셀 기지국 상용기술 및 5G 소형셀 기술과 관련된 전체 특허동향은 2000년대
중반부터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유효구간인 2013년까지 출원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국가별/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국가 출원 규모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이 24%, 일본이 20%, 유럽이 1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및 유럽의 특허 출원율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의

연구

개발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시장국에서 미국 및 일본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비슷하며, 한국은
내국인의 비율이 60% 이상, 유럽은 외국인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일본 및 유럽의 외국인 출원율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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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국가별/출원인 국적별 소형셀 특허동향

소형셀 기지국 상용기술 및 5G 소형셀 기술의 전체 및 해당 국가의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출원 중 최근의 출원 동향을 1구간(1994년~1997년),
2구간(1998년~2001년), 3구간(2002년~2005년), 4구간(2006년~2009년), 5구간(2010~2013)의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별 특허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를 나타내어 특허
출원 동향을 통한 기술의 위치를 살펴 본 결과 2013년 이후 성장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3.2 경쟁자 Landscape
소형셀 기지국 상용기술 및 5G 소형셀 기술의 주요출원인 Top10을 추출한 결과,
(그림 6-29)와 같이 미국의 Qualcomm사가 전체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의 Samsung, 프랑스의 Alcatel Lucent 등이 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출원인 Top10의 주요 시장국과 최근 연구 활동 및 기술력
파악을 위하여 주요 시장별 출원 건수, 최근 5년간의 특허출원 증가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주요출원인의 5년간 특허 출원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기술
분야로는 주요출원인 중 7개 사가 호 제어/무선자원관리를 주력으로 하여 12개 기술
분야 중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개 사는 셀 간 간섭 및 협력 제어 분야, 1개 사는
스케줄링 분야를 주력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업체는 호
제어/무선자원 관리 분야(ACA), 셀 간 협력 및 간섭 제어 분야(ACF), HetNet 분야(ABB)
또는 스케줄링 분야의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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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소형셀 기술의 주요출원인 Top10 현황
6.3.3 세부 기술별 Landscape
소형셀 기지국 상용기술 및 5G 소형셀 기술의 세부기술 중 호 제어/무선자원관리
분야가 전체의 33%를 차지하여 특허출원이 가장 많고 셀 간 간섭 및 협력 제어 분야가
20%, HetNet 분야가 1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대부분의 세부기술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본격적인 출원이 시작되어 유효 구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출원 건수가 비교적 많은 호 제어/무선자원 관리 분야, 셀 간 간섭 및 협력 제어 분야,
HetNet 분야 및 스케줄링 분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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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0) 세부 기술의 집중도 및 공백영역 현황
시장별 세부기술 동향에서는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된 출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림
6-30)과 같이 세부기술의 집중도 및 공백영역 등을 버블그래프로 나타내어 해당 시장의
관심도를 나타내고, 세부기술에 대한 시장별(특허청별)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모든
국가에서 호 제어/무선자원관리 분야의 출원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 간
간섭 및 협력제어 분야, HetNet 분야 및 스케줄링 분야에서의 출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국가에서 CP/UP 분리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TE-U 분야도 출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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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형셀 기술 및 제품 개발 로드맵
국내 4G 소형셀 시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이윤창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새롭게
형성될 5G 이동통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5G 기술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에서 관련 기술 및 제품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외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5G
소형셀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동향을 살펴 국내
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진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7.1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로드맵
기술개발 로드맵은 2020~2025년의 이동통신 기술/시장을 예측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중소기업, 사업자 그리고 국가출연연구소간의
협력할 수 있는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7-1)은 5G 소형셀 기술 개발을 위하여 요소기술별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하나의 예를 보여준다. 5G Phase.1 표준인 Rel.15는 2018년 초에 표준화를 완료할
계획이고 이를 반영한 매크로 기지국 및 상용단말은 2019년 상반기부터 세계 최초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 LTE 소형셀 기지국의 경우 매크로 기지국 최초 상용화 후
3년 후에 상용화가 되었으나, 5G는 mmWave의 특성상 LTE보다 이른 시기에 소형셀
기지국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1) 5G 소형셀 기술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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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가 5G 소형셀 기지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포함하는 선제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기에 기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5G 소형셀 기지국의 경우 Rel.15 규격을 기반으로 개발하는데, 특히
사용자당 체감전송률 보장 기술을 포함한 서비스 인지기반 무선자원 제어기술, 간섭제어
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스케줄러, 무선자원 제어기술 등이 포함되어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의 지능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5G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이고, 여러 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갖출 경우 다양한 제품과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7.2 5G 소형셀에 대한 제품 개발 로드맵
(그림 7-2)는 5G 소형셀 기술 개발 로드맵에 따른 제품 상용화 일정을 보여준다. L1
솔루션은 외산인 Intel 혹은 Qualcomm 계열의 SoC 칩 기반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LTE는 L2/L3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을 외산에 의존하였지만,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화를 할 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출연연구소, 국내 중소기업,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
2019년에

국가출연연구소가

L2/L3

소프트웨어에

의한

시험

시제품을

1단계로

개발하고 소형셀 업체와 기술 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을 진행한다면 5G 소형셀은
2020년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이후에 소형셀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에 맞춰 국가출연연구소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림 7-2) 5G 소형셀 제품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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