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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GHz 밀리미터파 무선 링크 RRH를 활용하는
셀룰러 시스템의 전송 성능 평가

Transmission Performance Evaluation of Cellular Systems Using    
60 GHz Millimeter-Wave Wireless Link RRHs

이 영 주․성 원 진

Youngju Lee․Wonjin Sung

요  약

최근 모바일 무선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셀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원격송신국(Remote Radio Head: RRH)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유닛(Digital Unit: DU)과 RRH의 연결은 광케이블을 통한 유선 링크로써, 광범위한 적용에는
비용적인 제한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을 활용하여 유선 링크를 무선 전송으로 대체하고, 원격으로 위치
된 RRH를 활용하는 셀룰러 망 시스템의 구성을 고려하였다. 밀리미터파 무선 링크 전송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한
후,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LTE(Long Term Evolution)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존의 유선 링크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밀리
미터파 무선 링크 RRH를 활용한 방식이 전체 셀룰러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유선 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임을 입증한다.

Abstract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mobile wireless telecommunication, RRHs(Remote Radio Heads) are widely being utilized to 
expand the cell coverage. Wire-link, an existing connection between DU(Digital Unit) and RRH through fiber cables, is considered to 
have limitations in relation to cost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This paper focuses on replacing the wire-link by wireless 
transmission using millimeter-wave, and implementing cellular network system through RRH from a remote location. After an influence 
element analysis on millimeter-wave wireless link transmission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wireless link and an existing fiber link 
method will be made by utilizing currently commercialized LTE(Long Term Evolution), to prove the compatibility of millimeter-wave 
wireless link RRH method in replacing fiber link method without a significant decline in data transmiss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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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1]. 이
를 감당하기 위해, 크기가 다른 여러 형태의 셀을 곳곳에
형성하여 네트워크의 용량을 증대시키고, 주파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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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이종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한다
[2]. 이종 네트워크 시스템 아래에서 높은 사용자 밀도나
구조물에 의해 급격히 저하된 품질의 신호를 받게 되는

특정 지역은, 인접 셀 간섭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송신 노
드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송신 노드는 전통적인 기지국형태에서 디지털 제어 부분

(Digital Unit: DU)과원격송신국(Remote Radio Head: RRH)
이 분리된 형태로 구성되는 추세이다. 통상적으로 분리된
형태의 DU와 RRH는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
페이스로 CPRI(Common Public Radio Interface)를 사용한
다[3]. 그러나 다양한 구조물이 밀집된 도심이나 산과 강
과 같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유지

하는데 비용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유선
링크를 대체하는 무선 링크를 활용하여 기지국을 구성함

으로써, 설치가 간편해지고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4]. 무선 링크를 통해 대용량의 정보를 고품질로 보내기
위해서는 넓은 대역폭이 필요한데, 밀리미터파 대역이 효
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5]. 밀리미터파 대역은 다른 주
파수 대역에 비해 특징적인 고유의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9-11]. 기본적으
로 무선 반송파가 자유공간 손실을 겪게 되는데, 이에 추
가로 대기 중의 산소와 수증기, 강우에 대한 감쇄가 발생
한다. 이러한 손실에 의해 장거리까지 전파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짧은 전파 거리를 활용한 스몰 셀
구성은 이종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 효율을

높이고, 보안성 면에서도 장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을 활용하는 무선 전송

으로 유선 링크를 대체하여 원격으로 위치된 RRH를 활
용하는 셀룰러 망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밀리미터
파 무선 링크의 성능을 분석하고, LTE 시뮬레이션 파라
미터를 사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무선 링크의
성능에 따른 셀룰러 시스템의 성능 변화 및 단말 별 수신

전력의 누적 분포 함수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시스템 모델과

신호 모델을 정의하며, Ⅲ장에서는 무선 링크를 활용하는
셀룰러 망의 동작 방식을 제안한다. Ⅳ장에서 성능 평가
를통해 제안된 방식의성능변화를비교 및분석하며, 마
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시스템 모델

그림 1과 같이 매크로 기지국으로 구성된 이동통신 셀
룰러 시스템을 고려한다. 매크로 기지국은 DU와 RRH로
구성되어 무선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무선 링크를 빨간
색점선으로나타내었다. DU와 RRH의거리는조절이가능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르지는 않고 모든 매크로 기지국의
DU와 RRH의 거리는 같다고 가정한다. 셀은 하나의 RRH
를 중심으로 커버되어지는 육각형의 지역을 의미하며, 세
개의 섹터로 나뉜다. 각 셀의 경계는 두꺼운 실선 그리고
각 섹터의 경계는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RRH는 셀룰러
커버리지를 위한 안테나와 60 GHz 무선 링크를 위한 안
테나를 별개로 가지고 있다. RRH는 60 GHz를 위한 안테
나를 통해 DU로부터 신호를 전송받은 후, 셀룰러 링크를
통해 사용자 단말에게 신호를 전송하는 릴레이 역할을

수행한다. RRH는 셀룰러 시스템 커버리지를 위해 세 개
의 방향성 송신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며, 세 개의 섹터의
중심 방향으로 각각 전파를 방사하여 하나의 셀 전체를

커버한다. RRH는 전방향성 안테나 패턴을 갖고, 동일한
송신 파워와 커버리지를 갖는다. 각각의 섹터 영역 내에
는 사용자가 무작위로 분포하고 있으며, 시스템 내의 송

그림 1. DU와 RRH로 구성된 19셀 57섹터 셀룰러 시스템
모델

Fig. 1. A 19-cell 57-sector cellular system model consists 
of DU and R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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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드인 RRH는사용자들에대한전송을수행하게된다.
번째 송신 노드의 전송 전력을  라 하며, 번째 셀

에 속한 송신 노드들의 인덱스의 집합을  , 모든 송신
노드들의 인덱스의 집합을 로 놓으면 번째 단말의 수

신 신호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h   x   (1)

 

여기서  는 경로감쇄, 쉐도잉, 안테나 빔 패턴을 포함
하는 평균 CSI(Channel State Information)를 나타내며, 
h  는 평균 전력을 1로 정규화한 레일라이 페이딩에 따
른 복소 채널 벡터를 나타내고, x 는 번째 노드로부터

의 송신 신호를 의미한다. 번째 사용자가 받는 열잡음
신호를 로 정의하며, 이 때 번째 사용자가 속한 셀의
인덱스를 으로 놓으면 수식 (1)은

  
∈
 h  x  

≠

∈
 h  x    (2)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 때 번째 단말의 신호 대 간
섭 및 잡음비(Signal-to-Interference Plus Noise Ratio: SINR)
는 다음과 같다.

  

  
    



  h   x  
(3)

  

마지막 항인 
은 의 평균 전력을 나타내며, 셀 내

간섭  은
  

   
∈
 ≠ 

 ∈ 
   h   x 



(4)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은 번째 셀에서 스케쥴되
어 번째 셀의 송신 노드가 동시에 신호를 전송하는 단

말들의 집합을 나타내고,  은 셀 간 간섭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  ∈ 
  h   x 



(5)  

Ⅲ. 무선 링크 RRH를 활용한 셀룰러 시스템 제안

3-1 무선 링크 RRH 모델

셀룰러 시스템에서 매크로 기지국은 DU와 RRH가 분
리되어 운영되는 추세이며, 둘 사이는 광섬유인 유선 링
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종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설치되는
다양한 종류의 기지국들의 DU와 RRH를 광섬유로 연결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이미 존
재하는 기지국들의 유선 링크를 유지하는 비용도 지속적

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지국 설치 및 운영비용을 고
려하여, 광섬유를 대체하는 무선 링크를 활용한 기지국으
로 셀룰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선 링
크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품질로 빠르게 보내기 위한

넓은 대역폭의 고주파여야 하고, 이중에서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60 GHz 밀리미터파 대역을 사용한
다[6]～[8]. 광섬유로 연결된 DU와 RRH 간의 데이터 송수신
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성능 저하는 매우 작아 무시

할수 있는수준이다. 하지만무선링크는 여러 요인에의
해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무선 링크 성능이 전체 셀룰
러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밀리미터파 무선 링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환경은 그림 2와 같은 LOS(Line of Site)에서의 일대
일 대응 방식이다. DU는 IP network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이더넷패킷형태로데이터를주고받으며여기서발
생하는 시간 지연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용자에
게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RRH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

그림 2. 밀리미터파를 활용하는 무선 링크 RRH 시스템
모델

Fig. 2. A wireless link RRH system model using milli-
meter-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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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U와 분리되어 라디오 기능만을 가지고 설치되고, 
DU와 무선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RRH는 셀
룰러 시스템에서 기지국으로써 하나의 셀을 구성하여 커

버리지를 제공한다. RRH는 DU와의 무선 링크를 위한 안
테나와 셀룰러 시스템 커버리지를 위한 안테나를 별개로

가지고 있다. 무선 링크를 위한 안테나는 높은 안테나 이
득을 갖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중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

고, DU와 RRH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 DU와 RRH는
처음 설치 시 고정되어 안테나의 위치와 방향이 변하지

않으며, 서로간의 채널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한
다. 같은 밀리미터파 대역을 사용하는 주변의 DU와 RRH
들은 모두 방향성 안테나를 구비하여 매우 좁은 빔 패턴

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호 간섭량이 작으므로 무선 링크
의 커버리지가겹치지 않는다. 또한, 좁은 빔 패턴으로 인
해 다중경로에 의한 페이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

한다. 

3-2 Link Budget

밀리미터파 무선 링크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를 DU의 송신 전력, 를 DU의 안테나 이득, 를
RRH의 안테나 이득이라 할 때, RRH가 수신하는 신호의
전력 는

  

       dB  (6)
  

이며, 는 DU와 RRH 간의 신호가 전송되면서 겪게
되는 경로에 따른 손실을 표현한 것이다. 밀리미터파 대
역의 경로손실 는 

  

    dB  (7)
  

이고, 이 때 FSPL(Free Space Path Loss)은 자유공간에서
송신되는무선전송파의손실이고, 다음과같이표현된다.

  

  
 



dB  (8)
  

여기서 는 DU와 RRH 사이의 거리를 뜻하며, 는 반송
파 파장의 길이를 표현한 것이다. 
밀리미터파 대역은 다른 주파수에 비해 대기 중에 존

재하는 산소와 수증기에 의해 감쇄가 크게 일어난다. 

표 1. 60 GHz에서의 강우 감쇄 계수
Table 1. Coefficient for rain attenuation at 60 GHz.

값

수직 편파 계수  0.8515

수직 편파 계수  0.7486

수평 편파 계수  0.8606

수평 편파 계수  0.7656

ITU-R P.676-9에서 주파수 대역별 실제 대기에 존재하는
기체들에 의한 손실을확인할 수있으며,  60 GHz에서기
체에 의한 손실 는 약 17 dB/km이다[9]. 또한, 밀리미
터파 대역 전자파의 파장이 빗방울의 크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에 전자파를 산란시켜 다른 주파수
에 비해 큰 손실이 발생한다. ITU-R P.838-2에 기초한 강
우에 따른 특정한 감쇄는

  

  
 dBkm  (9)

  
이며, 유효전파거리와의 곱으로 거리에 따른 강우 감쇄를
구할 수 있다[10]. 여기서 은 강우율(mm/h)을 나타내며, 
와 는 사용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강우 편파계수이

다. 강우 편파계수는 안테나의 편파 특성에 따라 수직편
파와수평 편파 두가지경우로 구할 수있으며, 참고문헌
[7]에 따른 밀리미터파 대역의 계수값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강우율은 기상상태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측정에 따른 통계적인 값으로 취급해야 한

다. ITU-R P.837-1에서는 세계를 A부터 Q까지 총 15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년간의 강우율을 측정한 후, 이로부
터 누적분포를 구하였고, 연중 일정 시간에 따른 강우율
의 정보를 제공한다[11]. 15개의 지역 중에서 대한민국은
K지역에 존재하며, 연중 순단시간(outage time)없이 운용
될 확률인 강우 가용율에 따른 강우율의 분포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강우율과 강우 편파계수를 사용하여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의 두 경우로 강우 감쇄값을 계산할 수

있고, 수직 편파가 항상 작은 강우 감쇄값을 가지게 된다. 
안테나에서 발생되는 전파의 직선 편파 특성을 활용하여

수직 편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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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K 지역의 강우 가용율에 따른 강우율
Table 2. Rain rate of rain affordability for K zones.

강우 가용율( %) 강우율(mm/h)
99.999 100
99.997 70
99.99 42
99.97 23
99.9 12
99.7 4.2
99 1.5

표 3. Link budget 파라미터
Table 3. Link budget parameter. 

단위 값

송신 전력 dBm 10
송신 안테나 이득 dBi 40
수신 안테나 이득 dBi 40
반송주파수  GHz 60
수신 대역폭 MHz 20
잡음지수 dB 8

수직 편파에 의한 강우 감쇄값만을 고려할 수 있다[12].
대기 중의 기체에 의한 손실과 강우 감쇄를 고려한

link budget을 활용하여 밀리미터파 대역 무선 링크를 분
석하였고, 사용된 파라미터들의 값은 표 3에 정리되어 있
다. 점대점 통신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높은 안테
나 이득의 Cassegrain 타입 안테나를 고려한다[13]. 반송주
파수는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대표값으로 60 GHz를 가정
하였고, 대역폭은 20 MHz를 가정하였다. 잡음지수는 수
신 단에서 수신된 신호가 저잡음 증폭기를 거치면서 발

생하는 값으로 8 dB를 가정하였다[14]. 잡음지수는 반송주
파수와 수신 대역폭으로 계산되어진 잡음전력을 추가로

증가시키고, 무선 링크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림 3은 표 3의 link budget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계산

된 DU와 RRH 사이의 거리에 따른 강우 가용율별 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강우 가용율을 99.999 %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는 강우율이 100 mm/h까지 동작해야 하므로 강우 가용율
99.997 %와 대비하여, 수신 시스템의 요구 성능을 20 dB

그림 3. 강우 가용율별 무선 링크 거리에 따른 SNR
Fig. 3. SNR according to wireless link distance of rain aff-

ordability.

 
로 가정하였을 때 약 120 m만큼 거리가 짧아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수신 안테나의 이득 혹은 송신 전

력을 크게 하거나, 시스템 잡음지수를 낮춰야만 한다. 
99.999 %의 강우 가용율은 1년 중에서 실제 시간 5.256

분 동안의 강우율을 고려하며, 99.997 %의 강우 가용율은
실제 시간 15.768분 동안의 강우율을 고려한다. 그림 3에
서 99.999 %와 99.997 %의 강우 가용율을 고려했을 때 1 
km에서 마진 차이는 약 8 dB이지만, 실제 보장되는 시간
의 차이는 10.512분이다. ITU-R에서 권고되는 강우 모델
의 강우 가용율을 가지고 그대로 설계한 경우, 보장되는
시간에비해지나친 마진이 필요함을알수 있다. 강우가
용율에 따른 설계 마진을 줄이고, 실제 강우 모델과 비교
및 분석을 위해, 강우 가용율 값을 가지고 보간법을 적용
하여 강우율의 누적 분포 함수를 생성하였다. 그림 4는
강우율에 따른 누적 분포 함수를 나타낸 것이며, Ⅳ장에
서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한다.

3-3 전체 셀룰러 시스템 평가 방식

각 RRH는 밀리미터파를 활용하는 무선 링크로써 DU
로부터 신호를 전송받으며, 전송받은 신호를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기존의 셀룰러 시스템에서 RRH는유선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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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강우율에 따른 누적 분포 함수
Fig. 4. Cumulative distribution according to rain rate.
 
신호를 전송받기 때문에 단말과의 성능만을 고려하지만, 
제안하는 방식은 무선 링크의 성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

다. DU와 RRH 사이의 SNR 은
 

  


dB 

(10)
 
이며, 는전송신호의세기이고, 은잡음의 세기이다. 
RRH는 DU로부터 받은 신호와 잡음을 Amplify-forward 
기반의 릴레이 기법으로 사용자에게 전송하며, DU와 사
용자 사이의 SINR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B 

(11)
 
여기서 는 사용자 단말에서 발생하는 잡음의 세기이

고,   는 간섭신호의 세기이다. 무선 링크 RRH를 활용한
셀룰러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식 (10)과
식 (11)를 이용하여 전체 링크의 SINR를

 

    

























 


dB 

(12)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 (12)에서 DU와 RRH간 링크
의 성능과 RRH와 사용자간 링크의 성능이 같은 비율로
전체 셀룰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두 링크 중 한쪽의 성능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쪽
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전체 성능은 같은 비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음을 수식

을 통해 알 수 있다.

Ⅳ. 무선 링크 RRH 활용에 따른 성능 평가

제안 방식의 성능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스템 모델은 19개의 셀로 이
루어지는 환경을 사용하였으며, 각 셀에서는 방향성 안테
나를 고려하여 각각 3개의 섹터로 분할되어 운영된다. 실
험을 위해 중앙에 위치한 3개의 섹터에 사용자 단말을분
포하였고, 각 섹터 당 1명의 사용자를 발생시켰다. 시스
템 내 RRH는 셀룰러 시스템 커버리지를 위해 섹터 당 1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 단말의 경우 단일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셀룰러 시스템 링크를 위한 RRH 
안테나의최대 출력은 46 dBm이고, RRH간 거리는 500 m 
이며, RRH 중심 주파수는 2 GHz이다. DU와 RRH간의 무
선 링크 모델은 Ⅲ장과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였고, 
RRH는 60 GHz를 위한 안테나를 통해 DU로부터 신호를
전송받은 후, 셀룰러 링크를 통해 사용자 단말에게 신호
를 전송하는 릴레이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설치 환경
을 고려하기 위해 DU와 RRH와의 거리는 0 km부터 최대
1 km까지 변경하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셀룰러 셀
커버리지인 500 m를 넘는 반경에 DU가 설치되어 RRH가
운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전체 DU와 RRH들 사이의 거
리는 동일하게 운용됨을 가정하며, 셀룰러 시스템과 밀리
미터파 무선 링크의 간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단말 당 20회
씩 셀 내 균일하게 분포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고정
된 단말 위치에 대하여 50회의 시간프레임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시간프레임 내에서는 채널 값이 고정되며, 서로
다른 시간프레임 간에는 채널 값이 독립적으로 변화한다.
강우 가용율을 99.997 %로 하고, DU와 RRH를 거리 별

로 배치하여 운용하였을 경우, 전체 시스템 링크의 SI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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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강우 가용율이 99.997 %일 때, 거리에 따른 SI-
NR 성능

Fig. 5. In case of that rain affordability is 600 m, SINR 
performance of distance between DU and RRH.

 

그림 6. DU와 RRH의 거리가 600 m일 때, 강우 가용율

에 따른 SINR 성능
Fig. 6. In case of that distance between DU and RRH is 

600 m, SINR performance of rain affordability.
 
분포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거리가 0일 때는 RRH가 유
선 링크로 운용되는 상황이며, 유선 링크를 기준으로 무
선 링크를 활용한 RRH를 운용하는 경우, 성능이 저하됨
을 확인할 수 있다. Ⅲ장에서 link budget을 통한 밀리미터
파무선 링크의 성능결과와비교해보면, 무선 링크의성

능 저하에 비해 전체 링크의 성능은 큰 저하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밀리미터파 통신과 셀룰러 통신
의 비율이 1:1로 시스템이 운용되기 때문이며, 중하위 사
용자는 유선 링크를 활용한 경우의 성능과 비교하여 성

능 저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DU로부터 600 m의 거리를 두고 RRH를 배치하여 운용

하였을 경우의 SINR 분포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00 m 이하의 거리에서는 DU와
RRH 사이의 성능이 30 dB 이상으로 RRH와 사용자의 성
능보다 좋기 때문에, 셀룰러 시스템의 전체 성능에 DU와
RRH 사이의 성능이 미치는 영향이 적고, 셀룰러 시스템
의 성능 저하가 없는 수준이다. 특히, 중간 및 하위 사용
자는 전혀 성능 저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DU와 RRH 사이의 성능을 좀 더 낮추기 위해 거리를
800 m로 설정하였을 때의 SINR 분포를 그림 7에 나타내
었고, DU와 RRH 사이의 성능이 최소 19 dB까지 떨어짐
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셀룰러 시스템의 성
능은 600 m일 때보다 DU와 RRH 사이 성능의 영향을 많
이 받게 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의 성능이 가장 좋으며, 
강우가용율을높게고려할수록강우감쇄의영향이커져

서상위 사용자의 성능의감소폭이큼을알 수있다. 이에
반해 중간 및 하위 사용자는 애초에 RRH으로부터 저하

그림 7. DU와 RRH의 거리가 800 m일 때, 강우 가용율

에 따른 SINR 성능
Fig. 7. In case of that distance between DU and RRH is 

800 m, SINR performance of rain afford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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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강우분포 모델 적용에 따른 상위 사용자 분포

별 거리의 성능 저하

Fig. 8. SINR loss of distance of high UE distribution acc-
ording to rain distribution model.

된 품질의 신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DU와 RRH 사이
의 성능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일부
상위 사용자는 DU와 RRH간 무선 링크의 영향을받아 성
능이 저하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성능의 변화가 없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U와 RRH 사이의 거리에 따른
SNR 분포를 활용하여, 설계를 통한 적절한 거리에 RRH
를 설치함으로써 전체 셀룰러 시스템에 성능 저하가 없

도록 운용이 가능하다. 
그림 8은 Ⅲ장에서만든그림 4의 실제 강우 모델을 활

용하였을 때의 성능을 나타낸다. 강우율을 고려하지 않았
을 경우와 비교하여 저하된 성능값의 차이를 거리에 따

라 나타내었고, 상위 사용자 분포 별 성능 저하의 차이를
볼수 있다. 보간법을사용한강우확률 분포모델을사용
하였을 경우, 상위 0.1 %의 사용자의 성능 감소는 1km에
서 0.35 dB를 넘지 않으며, 하위 사용자일수록 감소되는
성능의 폭이 매우 작아진다. 이는 강우 가용율을 고려한
설계가 지나치게 과한 마진을 요구함을 의미하며, 실제로
비가 오는 확률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을 때는 강우 감쇄

에 의한 성능 감소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비용적인 문제로

유선 링크의 기지국 설치 및 유지가 어려운 지역에서 사

용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리미터파 무선 링크를
활용한 DU와 RRH를 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
하는 방식은 밀리미터파 대역의 특성상 셀룰러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실제 셀룰러 시
스템 환경에서는 우려하는 만큼 성능 저하가 크지 않고, 
또한 적절한 링크 설계를 통해 셀룰러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RRH를 설치하여 운용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식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RRH의 운용이 어려웠던 지역을 커버함으로써 셀룰러 시
스템의 전체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
재 활발히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인 밀리미터파 대역을

사용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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