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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서

서

문

1 기술보고서의 목적
이 기술보고서의 목적은 이동통신 분야 사실 표준화 단체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http://www.3gpp.org)에서 개발한 Release 14 기술 규격의 주요
핵심 표준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기술보고서는 2017 년 3 월 승인된 3GPP Release 14 기술 규격의 주요 표준화 작업
항목(Work Item)을 무선접속망(Radio Access Network) 산하 작업반 분야와 서비스 및
시스템(Service and System Aspects), 핵심망 및 단말(Core Network and Terminal)
분야로 구분하여 각 작업반에서 추진한 기술 내용을 설명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해당 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기술보고서의 비교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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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technical report is to provide the detailed description of key
features of Release 14 Technical Specifications developed by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http://www.3gpp.org) which is the de-factor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for mobile communication field.

2 Summary

This technical report describes the main standardization work itmes(WIs) of 3GPP
Release 14 Technical Specifications, which was approved in March 2017,
distinguished by the RAN (Radio Access Network) Working Groups, SA (Service and
System Aspects) and CT (Core Network and Terminal) Groups.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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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Release 14 기술규격 분석 (기술보고서)
(Analysis of 3GPP Release 14 Technical Specifications)

1 적용 범위
이 기술보고서는 이동통신 분야 사실 표준화 단체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http://www.3gpp.org)에서 개발한 Release 14 기술규격의 주요 핵심 표준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3GPP Release 14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인용 표준
해당 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해당 사항 없음

4 약어
APN

Access Point Name

AS

Application Server

AS

Access Stratum

BGCF

Breakout Gateway Control Function

BM-SC

Broadcast-Multicast Service Centre

CA

Carrier Aggregation

CBR

Channel Busy Ratio

CBSR

CodeBook Subset Restriction

CC

Component Carrier

CDM

Code Division Multiplexing

CH14-V8

Charging Aspects of S8 Home Routing Architecture for VoLTE

CIoT

Cellular Internet of Things

CQI

Channel Quality Indicator

CRI

CSI-RS Resource Indicator

CRS

Cell-specific Reference Signal
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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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Channel State Information

CSI-RS

Channel State Information Reference Signal

CUPS

Control and User Plane Separation of EPC nodes

CWS

Contention Window Size

DCI

Downlink Control Information

DCN

Dedicated Core Network

DF

Dedicated File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MRS

Demodulation Reference Signal

DRS

Discovery Reference Signal

DRX

Discontinuous Reception

EC-GSM-IoT

Extended Coverage GSM IoT

ECSCF

Emergency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eDRX

extended idle mode DRX

eFD-MIMO

Enhanced Full Dimension MIMO

eLAA

enhanced Licensed Assisted Access

eLAA

Enhanced Licensed Assisted Access

eMCPTT

Enhancement of MCPTT

eNB

E-UTRAN NodeB

EPC

Evolved Packet Core

EPS

Evolved Packet System

E-SMLC

Evolved Serving Mobile Location Center

E-UTRAN

Evolved UTRAN

FDD

Frequency Division Duplex

FD-MIMO

Full Dimension MIMO

FQDN

Fully Qualified Domain Name

GBA

Generic Bootstrapping Architecture

GBR

Guaranteed Bit Rate

GENCEF

Group basis Enhancement of Capability Exposure Function

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GSMA

GSM Association

HPCRF

PCRF in the HPLMN

HPLMN

Home PLMN

HSS

Home Subscriber Server

IBCF

Interconnection Border Control Function

I-CSCF

Interrogating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IFDMA

Interleaved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IMS

IP Multimedia Subsystem

IoT

Internet of Things
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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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ternet Protocol

IPCAN

IP connectivity access network

IPX

IP exchange

KMS

Key Management Server

LBO

Local Breakout

LCS

Location Service

LI

Lawful Interception

LRF

Location Retrieval Function

MBMS

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MBSFN

Multicast Broadcast over a Single Frequency Network

MCCoRe

Mission Critical Common Requirement

MCData

MCPTT Data

MCOT

Maximum Channel Occupancy Time

MCPTT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MCS

Mission Critical Service

MCVideo

Mission Critical Video

ME

Mobile Equipment

MGCF

Media Gateway Control Function

MME

Mobility Management Entity

MMEGI

MME Group Identity

MO

Management Objects

MRFP

Multimedia Resource Function Processor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

MU-MIMO

Multi-User MIMO

MUST

Multi-User Superposition Transmission

NAS

Non Access stratum

NB-IoT

Narrowband IoT

NIDD

Non-IP Data Delivery

NNI

Network-Network Interface

OCC

Orthogonal Cover Code

OTDOA

Observed Time Difference of Arrival

PANI

P-Access-Network-Information

PCRF

Policy and Charging Rules Function

P-CSCF

Proxy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PDCCH

Physical Downlink Control Channel

PDN

Packet Data Network

PDU

Protocol Data Unit

PFCP

Packet Forwarding Control Plane

PGW

PDN Gateway

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
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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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

Precoding Matrix Indicator

PRACH

Physical Random Access Channel

PRB

Physical Resource Block

ProSe

Proximity-based Services

PSAP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PSBCH

Physical Sidelink Broadcast Channel

PSCCH

Physical Sidelink Control Channel

PSK TLS

Pre-shared Key Transport Layer Security

PSM

Power Saving Mode

PSSCH

Physical Sidelink Shared Channel

PSSS

Primary Sidelink Synchronization Signal

PTI

Precoding Type Indicator

PUCCH

Physical Uplink Control Channel

PUSCH

Physical Uplink Shared Channel

QCI

QoS Class Identifier

QoS

Quality of Service

RA

Routing Advertisement

RAN

Radio Access Network

RAT

Radio Access Technology

RAU

Routing Area Update

RDS

Reliable Data Service

RE

Resource Element

RF

Radio Frequency

RI

Rank Indicator

RLC

Radio Link Control

RRC

Radio Resource Control

RS

Reference Signal

RS

Router Solicitation

RSTD

Reference Signal Time Difference

S8HR

S8 Home Routed

SCEF

Service Capability Exposure Function

SCell

Secondary Cell

SC-PTM

Single Cell Point To Multi-point

S-CSCF

Serving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SFBC

Space Frequency Block Coding

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

SGW

Serving Gateway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LA

Service Level Agreement

SLSS

SideLink Synchronization Signal
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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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SIC

Super-Position Coding and Successive Interference Cancellation

SR

Scheduling Request

SRS

Sounding Reference Signal

SSSS

Secondary Sidelink Synchronization Signal

TA

Timing Advance

TAG

Timing Advance Group

TAS

Telephony Application Server

TAU

Tracking Area Update

TBS

Transport Block Size

TDD

Time Division Duplex

TDF

Traffic Detection Function

TDM

Time-Division Multiplexing

TFD

Traffic Flow Description

TPC

Transmit Power Control

TRGW

Transition Gateway

UDP

User Datagram Protocol

UE

User Equipment

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UpPTS

Uplink Pilot Time Slot

USIM

UMTS Services Identity Module

UTRAN

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V2X

Vehicle-to-Everything

V2XARC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LTE support of V2X services

V2X-CT

CT aspects of V2X Services

V2XLTE

LTE support for V2X services

V2XLTE-Sec

Security aspect of LTE support of V2X services

V8

S8 Home Routing Architecture for VoLTE

V8-CT

CT Aspects of V8

VoLTE

Voice over LTE

VPCRF

PCRF in the VPLMN

VPLMN

Visited PLMN

WB-E-UTRAN

Wideband E-UTRAN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5 3GPP RAN1 주요 기술

5.1 RAN aspects of LTE-based V2X Services
5.1.1 물리 계층 구조
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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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DMRS 포맷
3GPP Release14 V2X 에서 사이드링크 (sidelink) 포맷은 PUSCH 포맷을 최대한
재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때 V2X 에서는 500km/h 의 상대속도에서도 동작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높은 도플러 (Doppler) 주파수 천이를 보상하기 위한 추가 DMRS 를
배치하였다. 이때 기존 PUSCH 포맷 또는 D2D 포맷에서는 한 서브 프레임 내에서
3 번과 10 번 심볼에 DMRS 를 배치하였지만, V2X 에서는 추가된 DMRS 를 최대한 시간
영역에서 분산하기 위해서 2,5,8,11 번 위치에 등간격으로 DMRS 를 배치하였다. (그림 51)에서는 D2D 와 V2X 의 서브 프레임 구조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5-1) D2D 와 V2X DMRS 서브 프레임구조

사이드링크 서브 프레임에서는 첫 번째 심볼과 마지막 심볼은 자동 이득 제어장치
(Automatic Gain Controller, AGC)의 이득 추정 및 조정과 송수신 회로의 스위칭 용도의
보호 구간 (guard period)으로 사용된다.

5.1.1.2 PSCCH/PSSCH 자원 영역 구조
Release 14 V2X 에서는 제어 채널 (PSCCH, Physical Sidelink Control Channel)와 데이터
채널 (PSSCH, Physical Sidelink Shared Channel)을 주파수 분할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포맷을 지원한다. 이는 V2V 의 latency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제어 신호와 데이터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기 위함이다. 주파수 자원영역 (resource pool)은 복수개의 서브
채널로 구성되고, 단말은 연속된 복수개의 서브 채널단위로 전송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수신단말은

PSCCH

가

전송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자원에서

PSCCH

를

blind

디코딩해보고, 이때 PSCCH 가 지시하는 PSSCH 를 디코딩한다. 이때 시스템 관점에서
PSCCH 자원 영역과 PSSCH 의 자원 영역이 서로 연접하게 설정될 수도 있고 (adjacent)
PSCCH 자원 영역과 PSSCH 자원영역이 분리되어 (non-adjacent) 설정될 수도 있다.
eNB 는 단말이 사이드링크에 사용하는 시간, 주파수 자원 영역을 상위계층 신호로

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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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에게 시그널링 할 수 있다. (그림 5-2)는 PSCCH/PSSCH 의 자원 영역 구조를
나타낸다.
SA
pool

One
subchannel

...

...

Data
pool

: UE 1

Two
subchannels

: UE 2

Time

Non adjacent PSCCH/PSSCH pool structure

One
subchannel

...

...

SA/Data
pool

: UE 1

Two
subchannels

: UE 2

Time
Adjacent PSCCH/PSSCH pool structure

(그림 5-2) PSCCH/PSSCH 자원 영역 (resource pool) 구조

5.1.1.3 PSBCH/SLSS 포맷
PSBCH (Physical Sidelink Broadcast Channel)와 SLSS (SideLink Synchronization
Signal)는 D2D 에서 동기 신호와 단말 사이의 broadcast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의되었다. V2X 에서는 PSCCH/PSSCH 와 마찬가지로 높은 이동성을 갖는 환경에서도
수신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 DMRS 를 배치하였다. (그림 5-3)은 D2D 와 V2X 의
SLSS/PSBCH

구조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PSSS

는

primary

sidelink

synchronization signal, SSSS 는 secondary sidelink synchronization signal 을 나타내고
긴 주기에서도 동기신호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시간 영역에서 반복된 구조를
사용한다. 여기서 PSSS 는 Zadoff-chu 시퀀스 기반으로 생성되고, SSSS 는 M 시퀀스
기반으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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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D2D 와 V2V 의 PSBCH/SLSS 구조

5.1.2 자원 스케줄링 기법
Release 14 V2X 에서는 V2X 트래픽의 스케줄링 및 간섭 관리를 Uu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행하는 모드 (Mode 3)와 트래픽의 스케줄링 및 간섭 관리를 PC5 인터페이스에서
단말간에 구현되는 분산 알고리즘을 통해 수행하는 모드 (Mode 4)가 지원 된다. (그림
5-4)는 Release14 V2X 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 자원 할당 모드 (집중형 스케줄링, 분산형
스케줄링)를 나타낸다.
(2) Sidelink
resource allocation

(3) Sidelink transmission
on the allocated resource

(1) Sidelink
resource request
(a) Centralized scheduling
(2) Resource pool monitoring and
sidelink resource selection
(1) Sidelink resource
pool configuration

(3) Sidelink transmission
on the selected resource

(b) Distributed scheduling

(그림 5-4) PC5 와 Uu 인터페이스에서의 V2X 통신 모드

5.1.2.1 집중형 스케줄링 모드 (Mode 3)
모드 3 에서는 eNB 가 단말의 전송 자원을 스케줄링 한다. eNB 는 단말이 V2X 통신에
사용하는 시간, 주파수 자원 및 자원 예약 주기를 설정하고, 단말은 eNB 가 지시한
자원에서 V2X 메시지를 송신한다. 단말은 eNB 의 스케줄링을 돕기 위하여 메시지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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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생성 주기, 서브프레임 오프셋, 메시지 우선순위 (priority) 정보 등의 보조 정보
(assisted information)를 eNB 로 시그널링 할 수 있다.

5.1.2.2 분산형 스케줄링 모드 (Mode 4)
모드 4 에서는 센싱 기반의 반정적 전송 (sensing with semi-persistent transmission)
방법이 사용된다. 단말은 자원을 선택하기 전 일정 시간 동안 센싱 윈도우에서 자원의
점유여부를

판별한다.

센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먼저

다른

단말의

PSCCH 디코딩을 통해 어떤 자원이 사용되고 있는지 판정한다. 단말은 PSCCH 디코딩을
하여, PSCCH 에서 지시한 PSSCH 의 DMRS 의 RSRP (PSSCH-RSRP)를 측정하여 이
값이 일정 임계를 넘는다면, 이 자원은 다른 단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택 가능 자원에서 제외한다. 이후에 잔여 자원에서 서브 채널별로 RSSI (SRSSI)를 측정하고, S-RSSI 가 일정 임계 미만인 자원에 대해서 선택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하여 MAC (Medium Access Control) 계층으로 보고한다. 단말은 MAC 계층에서
물리계층에서 보고한 자원 중에서 랜덤하게 전송 자원을 선택한다. 이때 다른 단말의
센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단말은 선택한 자원을 일정 주기로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한다. 이를 위해 단말은 PSCCH 에서 어떤 주기로 자원을 예약하는지를
시그널링 할 수 있다. 단말은 자원을 (재)선택할 때, 계수기 (counter)를 일정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메시지 전송이 일어날 때 계수기를 1 씩 차감한다. 이 계수기가 0 이
아닐 때 까지는 자원은 일정한 주기로 유지된다. (그림 5-5)는 이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다.

(그림 5-5) Mode 4 에서 사용된 센싱 기반의 반정적 전송 기법

5.1.2.3 상향링크/사이드링크 SPS 향상
eNB 는 자원 예약주기가 다른 여러 SPS 구성을 단말에게 상위계층 신호로 시그널링 할
수 있다. UE 는 스케줄링에 필요한 보조 정보 (assisted information)를 eNB 에 보고하여
예상 된 메시지 생성 기간, 시간 오프셋, 최대 메시지 크기 등을 eNB 에게 알릴 수 있다.
eNB 는 단말로부터 보고 된 정보에 기초하여 각각의 SPS 구성을 활성화 혹은 해제 할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Uu 기반 V2X 의 상향링크 SPS 및 PC5 기반 V2X 의 사이드링크
SPS 에도 적용된다. (그림 5-6)은 서로 다른 자원 기간의 세 가지 SPS 구성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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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SPS
configurations

PDCCH

PDCCH

PDCCH

UL: Assist Info.

UL: Assist Info.

DL: SPS#2 Act.
DL: SPS#3 Rel.

DL: SPS#3 Act.
DL: SPS#1 Rel.

DL: SPS#1 Act.

UL: Assist Info.

eNB

SPS period = 1 sec

UE Radio
SPS period
= 100ms

UL or SL

UE
Application

SPS period
= 100ms

Message generation time & period change

V2X message generation period = 1 sec

SPS period
= 500ms

Message generation time & period change

(그림 5-6) V2X 메시지 생성의 변경에 따른 다중 SPS 구성 운용

5.1.2.4 짧은 스케줄링 주기 지원
V2X 메시지를 Uu 링크 기반으로 전송할 때, 하향링크 전송 방법으로 SC-PTM (Single
Cell Point To Multi-point)에 의한 단일 셀 단위 멀티 캐스트 / 브로드 캐스트 전송
메커니즘 또는 멀티 캐스트 / 브로드 캐스트 단일 주파수 네트워크 (MBSFN)에 의한
다중셀 기반의 전송 메커니즘이 사용될 수 있다. V2X 서비스를 위해 충분히 낮은 지연
(latency)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짧은 제어 및 데이터 신호의 전송 주기가 SC-PTM
및 MBSFN 에 도입되었다. 더 짧은 메시지 전송 주기도 사이드링크에 도입되며 최소
20ms 의 전송 주기를 지원한다. 사이드링크에서 짧은 전송 주기 (20ms, 50ms)를
사용하는 단말들은 기존의 100ms 이상의 전송 주기를 사용하는 단말에 비해 긴 자원
예약 계수기를 사용한다.

5.1.2.5 보행자 단말 (pedestrian UE)을 위한 자원 선택 기법
모드 4 는 기본적으로 차량 단말간의 자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량 단말은
연속적인 시간 동안 소비 전력 문제 없이 무선 자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 단말의 경우 모든 시간 동안 무선 자원을 모니터링 할 경우
단말의 소비 전력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보행자 단말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사이드링크 송신 모드 4 에서 추가적인 자원 선택 기법이 도입되었다. 사이드링크 수신
능력이 없는 보행자 단말은 애초에 센싱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단말이 센싱 없이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랜덤 리소스 선택이 지원된다. 부분 센싱 기법 또한 지원되며,
보행자 단말은 (그림 5-7)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서브 프레임의 일부 구간에서만 채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부분 센싱은 무작위 선택에 비해 자원 충돌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더 많은 전력 소비를 요구한다. eNB 는 보행자 단말에 의해 사용되는 자원 선택
기법을 제어 할 수 있다.

Monitoring only a subset of time
duration when partial sensing is used.

ON

ON

Selection of transmission resource
based on the partial sensing result

Resource
selection time
Time

Time duration to be monitored
when full sensing is used.

(그림 5-7) 부분 센싱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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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고밀집 환경에서의 혼잡 제어 기법
UE 는 일정 시간 동안 주변 다른 단말에 의해 점유된 자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CBR
(Channel Busy Ratio)을 측정한다. 단말이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V2X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더 큰 CBR 이 측정된다. 혼잡 제어는 중앙 집중 방식 또는 분산 방식으로 CBR
측정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 자원 크기, MCS (Modulation and Coding Scheme)와 같은
각 단말의 송신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다. 집중 형 혼잡 제어에서, UE 에서 측정 된
CBR 은 eNB 에 보고되고, eNB 는 각각의 UE 에게 송신 전력 및 자원 크기를 낮추도록
명령함으로써 자원 구성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분산 형 혼잡 제어에서는,
단말은 CBR 측정치에 따른 전송 파라미터의 허용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단말은 허용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전송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5.1.3 단말간 동기화 기법
사이드링크 송신 모드 3 및 4 는 GNSS 신호 또는 eNB 신호를 동기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단말이 GNSS 나 eNB 의 커버리지 밖에 위치한 경우 사이드링크 동작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PC5 기반 V2X 로 동작하는 UE 는 사이드링크
통신에서 다른 유형의 동기 레퍼런스로 사용될 수 있는 SLSS 를 전송 및 수신 할 수
있다. GNSS 나 eNB 커버리지 밖의 단말은 다른 단말이 전송한 SLSS 에 기초하여 시간,
주파수 동기를 잡고 V2X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다.
5.1.4 다중 캐리어 지원
여러 통신 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V2X 동작을 지원함으로써 V2X 운영 시나리오를
확장한다. UE 는 다른 캐리어에서 PC5 기반 V2X 를 운영하면서 다른 캐리어에서 Uu 기반
V2X 를 운영 할 수 있다. 혹은 UE 는 2 개의 캐리어를 통해 동시에 PC5 기반 V2X 를
동작시킬 수 있다. <표 5-1>과 <표 5-2>는 Rel. 14 V2X 에서 지원되는 V2X 반송파의
조합을 나타낸다. Rel. 14 V2X 에서는 우선 순위 레벨에 기초하여 각 반송파의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메카니즘을 사용한다. 이러한 다중 캐리어 동작은, 특정 사업자
입장에서 V2X 서비스의 최대 대역폭을 늘리거나 여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통해 V2X
서비스를 제공하는 PLMN 간 V2X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표 5-1> V2X inter-band multi-carrier configurations
V2X
multicarrier
Configuration

E-UTRA
Bands

V2X_3A-47A

B3
(@1.8
GHz)
B47
(@5.9
GHz)

Interface

1.4
MHz

3
MHz

5
MHz

10
MHz

15
MHz

20
MHz

Uu

Yes

Yes

Yes

Yes

Yes

Yes

Maximum
bandwidth
[MHz]

40
PC5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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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X_7A_47A

V2X_8A-47A

V2X_39A47A

V2X_41A47A

B7
(@2.6
GHz)
B47
(@5.9
GHz)
B8
(@900
MHz)
B47
(@5.9
GHz)
B39
(@1.9
GHz)
47
(@5.9
GHz)
B41
(@2.5
GHz)
47
(@5.9
GHz)

Uu

Yes

Yes

Yes

Yes
40

PC5

Uu

Yes

Yes

Yes

Yes

Yes

Yes
30

PC5

Yes

Uu

Yes

Yes

Yes

Yes

Yes
40

PC5

Yes

Uu

Yes

Yes

Yes

Yes

Yes
40

PC5

Yes

Yes

<표 5-2> V2X intra-band multi-carrier configurations
V2X
multi-carrier
Configuration

Channel BW of carrier
1

Channel
carrier 2

V2X_47A_47A
(@5.9 GHz)

10

10

BW

of

Maximum
aggregated
[MHz]

BW

20

5.2 Enhancements of NB-IoT
NB-IoT

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하여

저비용,

저전력,

그리고

광역

통신이

가능하도록 Release 13 에서 새롭게 도입된 표준이다. 이를 위하여 Release 13 NBIoT 에서는 180kHz 무선 주파수 대역폭 만으로 동작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 계층
신호들과 채널들이 설계되었으며, 이 때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목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동작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Release 14 eNB-IoT 에서는 더 많은 응용 기술들을 지원하고 전력 소모 및 지연시간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법들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5.2.1 OTDOA
Release 13 NB-IoT 에서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기본적인 동작을 위주로 설계되었으며
단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측위 (positioning)에 특화된 기술이 지원되지
않는다. 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나 자전거 트래킹 (tracking),
미터링 (metering) 등과 같이 NB-IoT 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들이
저비용, 저전력, 그리고 광역 통신 등의 요구사항 이외에도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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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위하여 Release 14 eNB-IoT 에서는 측위를 지원하기 위한 OTDOA (Observed
Time Difference of Arrival) 기법이 도입되었다. eNB-IoT 에서의 측위를 위한 Reference
Signal Time Difference (RSTD) 측정은 RRC_IDLE 모드에서 수행된다.
OTDOA 는 하향링크 기반의 측위 기법으로 각 단말이 복수의 Transmission Point
(TP)에서 전송되는 측위 참조 신호 (positioning reference signal)의 도착시간 (time of
arrival)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RSTD 를 측정하여 위치 서버로 보고하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기존에 LTE 에서 사용되던 측위 참조 신호는 광대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180kHz 무선 주파수 대역폭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측위 참조 신호인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narrowband positioning reference signal)이 정의되었다.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는
기존의 LTE 에서 사용되는 측위 참조 신호의 기본적인 구조를 재사용하여 설계되었다.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는 NB-IoT 반송파(즉, 앵커(anchor) 반송파와 비앵커(nonanchor) 반송파)를 단위로 전송되며, 하나의 TP 는 하나 이상의 반송파를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전송의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때 단말은 같은 TP 에 속한 반송파 들이
모두 quasi collocated 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말은 특정 TP 에 대한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를 측정할 때 다수의 반송파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정해진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전송 반송파에서 시간 축으로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가
정해지는 서브 프레임의 위치는 아래에 설명된 part A 와 part B 방식을 조합하여
단말에게 지시될 수 있다. 이 때 part A 와 part B 의 가능한 조합은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가 전송되는 반송파에 지정된 운용 모드(operation mode)에 따라 다르다. 만약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에서

상위

계층

파라미터인

operationModeInfoNPRS 가 인밴드(in-band)로 지정된 경우, 시간 축으로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전송에 사용되는 서브 프레임의 위치는 part A 만으로 표현되거나, part A 와
part B 를 조합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반면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에서

상위

계층

파라미터

operationModeInfoNPRS

가

guard-band

또는

standalone 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 축으로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전송에 사용되는 서브
프레임의 위치는 part A 만으로 표현되거나, part B 만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part A 와
part B 를 조합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o

Part A: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전송 목적의 서브 프레임은 10ms 또는 40ms
길이의 비트맵 형태로 표현되며, NPDCCH/NPDSCH 의 전송 목적으로 결정된
유효 서브 프레임(valid subframe)은 선택할 수 없다.

o

Part B: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전송 목적의 서브 프레임은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주기,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오프셋, 그리고 연속되는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목적의 하향링크 서브프레임의 개수로 표현된다.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전송의 목적으로 지정된 서브 프레임 내에서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가 매핑되는 RE 의 위치 또한 각 반송파의 운용 모드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었다.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에서

상위

계층

파라미터인

operationModeInfoNPRS 가 인밴드로 지정된 경우,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가 전송되는
슬롯내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가 매핑되는 RE 의 위치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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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𝑝)

𝑎𝑘,𝑙 = 𝑟𝑙,𝑛𝑠 (𝑚′ )
𝑘 = 6𝑚 + (6 − 𝑙 + 𝑣𝑠ℎ𝑖𝑓𝑡 ) 𝑚𝑜𝑑 6
𝑙
3, 5, 6
= { 1, 2, 3, 5, 6
2, 3, 5, 6

if

𝑛𝑠 𝑚𝑜𝑑 2 = 0
𝑛𝑠 𝑚𝑜𝑑 2 = 1 and (1 𝑜𝑟 2 PBCH antenna ports)
if 𝑛𝑠 𝑚𝑜𝑑 2 = 1 and (4 PBCH antenna ports)
if

𝑚 = 0, 1
𝑚𝑎𝑥,𝐷𝐿
′
𝑚′ = 𝑚 + 2𝑛𝑃𝑅𝐵
+ 𝑁𝑅𝐵
− 𝑛̃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에서

상위

계층

파라미터인

operationModeInfoNPRS 가 guard-band 또는 standalone 으로 지정된 경우,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가 전송되는 슬롯 내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가 매핑 되는 RE 의 위치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따른다. 이 때 만약 시간 축으로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전송에
사용되는 서브 프레임의 위치가 part B 만을 이용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될 경우,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와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의 발생 위치가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슬롯 내 OFDM symbol 5 와 6 의 위치에 속한 RE 들은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𝑝)

𝑎𝑘,𝑙 = 𝑟𝑙,𝑛𝑠 (𝑚′ )
𝑘 = 6𝑚 + (6 − 𝑙 + 𝑣𝑠ℎ𝑖𝑓𝑡 ) 𝑚𝑜𝑑 6
𝑙 = 0, 1, 2, 3, 4, 5 ,6
𝑚 = 0, 1
𝑚𝑎𝑥,𝐷𝐿
𝑚′ = 𝑚 + 𝑁𝑅𝐵
−1

상기 수식을 바탕으로 구성한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의 RE 매핑 위치의 예시는 (그림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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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

l=6 l=0
Even-numbered slots

l=6

l=0

Odd-numbered slots

l=6 l=0
Even-numbered slots

Antenna port 2006

l=6
Odd-numbered slots

Antenna port 2006

(a) operationModeInfoNPRS is set to in-band

l=0

l=6 l=0
Even-numbered slots

l=6
Odd-numbered slots

Antenna port 2006

(b) operationModeInfoNPRS is set to standalone or guard-band

(그림 5-8) 협대역 측위 참조 신호 RE 매핑

5.2.2 멀티캐스트
Release 14 eNB-IoT 에서는 여러 단말에게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기술이

도입되었다.

멀티캐스트가

사물

인터넷

기술에

활용될

경우,

펌웨어업그레이드나 광고판 정보 갱신, 가로등 점멸 등과 같이 동시에 여러 단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송에 필요한 지연시간과 오버헤드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멀티캐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eNB-IoT 에서는
Release 13 LTE 에서 도입된 SC-PTM 방식을 사용한다. eNB-IoT 에서의 SC-PTM 은
RRC_IDLE 모드에서 수행되며, 따라서 단일 HARQ 프로세스 만이 지원된다. 하지만
최대 TBS (Transport Block Size)는 Cat NB-2 단말을 지원할 수 있는 2536 비트까지
가능하며, 만약 680 비트를 넘는 TBS 가 지정된 경우 Cat NB-1 단말은 이를 수신하지
않는다.
SC-PTM 방식은 제어 채널인 SC-MCCH 와 트래픽 채널인 SC-MTCH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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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CCH 의 경우 SC-PTM 구성 정보를 전달하는 논리 채널로 SC-MTCH 의
스케쥴링과 구성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의 SC-MCCH 는 다수의 SC-MTCH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셀 당 하나의 SC-MCCH 만이 구성된다. SC-MCCH 는
주기적으로 NPDSCH 를 통하여 전송되며 이에 대한 스케쥴링은 NPDCCH 를 통해
지시되며, 단말은 Type1A-CSS 에서 SC-RNTI 를 기반으로 스크램블링된 DCI 포맷 N2 를
탐지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Type1A-CSS 의 집합 레벨(aggregation level)이나 반복
레벨(repetition level)과 같은 검색 공간(search space) 구성 형태는 Type1-CSS 와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SC-MCCH 를 위한 NPDCCH 의 스케쥴링 정보는 SIB20-NB 를
통하여 브로드캐스트 된다.
SC-MTCH 는 멀티캐스트 데이터 정보를 전달하는 트래픽 채널이다. 하나의 셀은 하나
이상의 SC-MTCH 를 구성할 수 있으며 최대 64 개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각 SCMTCH 는 개별적인 SC-PT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말은 SC-MCCH 를 통하여
취득한 SC-MTCH 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SC-MTCH 를 선택할 수 있다.
SC-MCCH 와 마찬가지로 SC-MTCH 에 대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NPDSCH 를 통하여
전송되며, 이에 대한 스케쥴링 정보는 NPDCCH 를 통해 지시된다. 단말은 Type2ACSS 에서 G-RNTI 를 기반으로 스크램블링된 DCI 포맷 N1 을 탐지하여 SC-MTCH 를
위한 NPDCCH 를 취득할 수 있다. Type2A-CSS 의 집합 레벨이나 반복 레벨과 같은 검색
공간 구성 형태는 Type2-CSS 와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5.2.3 비앵커 PRB enhancement
Release 13 NB-IoT 에서는 페이징 및 랜덤억세스 채널(Random Access Channel,
RACH)와 관련된 동작이 모두 앵커 반송파에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미
앵커 반송파에서는 NPSS/NSSS/NPBCH/SIB1-NB 가 주기적으로 전송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앵커 반송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IoT 서비스의 특성 중 하나인 대규모 연결성(massive connectivity)을 고려할 때, 단일
반송파 만을 이용한 페이징 및 랜덤억세스 채널은 스케쥴링의 제약이나 경쟁 기반의
랜덤억세스 동작 상 서로 다른 단말간의 랜덤억세스 충돌의 발생 가능성 증가가 예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Release 14 eNB-IoT 에서는 비앵커 반송파에서도
페이징 및 랜덤억세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Release 14 단말부터는 앵커 반송파와 비앵커 반송파 모두에서 페이징 및 랜덤억세스
동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단말은 우선 앵커 반송파에서 동기 신호와
시스템 정보(system information)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SIB22-NB 를 통해
비앵커 반송파 상에서 페이징과 랜덤억세스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페이징의 경우, 각 단말의 페이징 반송파는 단말 고유 식별자(UE ID)와 반송파 별로
설정된 가중치(weight)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이 때 가중치는 각 반송파에서 페이징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만약 단말이 할당된 페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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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파에 구성된 type1-CSS 에서 P-RNTI 로 스크램블된 DCI 를 검출한 경우, 단말은
같은 반송파에서 페이징 정보를 전달하는 NPDSCH 를 탐지하게 된다.
랜덤억세스 채널의 경우, Release 14 eNB-IoT 단말은 협대역 랜덤억세스 채널(NPRACH)
프리앰블과 Msg3 를 전송하기 위한 상향링크 반송파와 Msg2 와 Msg4 를 수신하기 위한
하향링크 반송파를 비앵커 반송파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단말은 지정된
확률에 앵커 반송파와 비앵커 반송파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비앵커 반송파간에
선택할 확률은 동일하다.
앵커 반송파와 마찬가지로, 비앵커 반송파에서 NPDCCH 와 NPDSCH 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효 하향링크 서브 프레임의 개념이 동일하게 사용되며, 해당 위치는 각
반송파 별로 비트맵 형태로 표현된다. 또한 페이징과 랜덤억세스 동작을 위한 하향링크
채널들을 복호화하기 위하여 비앵커 반송파 상에서 협대역 참조 신호의 전송 규칙이
결정되어 있다.
랜덤억세스 응답 (Random Access Response, RAR)의 탐지를 위하여 단말은 운용
모드가 인밴드인 경우 {0, 4, 9} 하향링크 서브프레임에서, guard-band/standalone 인
경우 {0, 1, 3, 4, 9} 하향링크 서브프레임에서 협대역 참조 신호의 전송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통 검색 공간(common search spaces; Type1-CSS, Type2-CSS, Type1A-CSS,
and Type2A-CSS)의 시작 위치로부터 10 유효 서브프레임과 마지막 위치로부터 4 유효
서브프레임 동안 협대역 참조 신호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와 연관된 NPDSCH 의 앞뒤로
4 유효 서브프레임의 구간 동안 협대역 참조 신호를 기대할 수 있다.

5.2.4 전력 소모와 지연 감소
Release 13 NB-IoT 에서는 저비용, 저복잡도의 단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말의 버퍼
크기와 연산에 소모되는 전력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 설계되었다. 따라서 Release 13
NB-IoT 에서의 최고 전송 속도는 하향링크의 경우 약 25kbps, 상향링크의 경우 약
65kbps 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더 다양한 사물 인터넷 환경을 지원하고, 단말의 전력
소모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Release 14 eNB-IoT 에서는 전송 속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도입되었다.
Release 13 에서는 NB-IoT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단말 카테고리인 Cat NB-1
가 도입되었다. Cat NB-1 의 경우 지원 가능한 TBS 는 하향링크의 경우 최대 680 비트,
상향링크의 경우 최대 1000 비트가 지원되었다. Release 14 eNB-IoT 에서는 최고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단말 카테고리인 Cat NB-2 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Cat NB-2 단말의 경우 상향링크와 하향링크 모두 최대 2536 비트의 TBS 가
지원된다. 하지만 하나의 TB (Transport Block)를 전송하기 위하여 구성될 수 있는
서브프레임의 개수, 또는 RU 의 개수는 Release 13 의 정의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Release 14 eNB-IoT 에서 새롭게 정의된 TBS 테이블은 하향링크의 경우 <표
5-3>, 상향링크의 경우 <표 5-4>와 같다. 하기의 테이블 들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Cat NB-2 단말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의된 TBS 값들이며 그 이외의
영역들은 Release 13 NB-IoT 에서 정의된 TBS 값들을 재사용한 값들로 Cat NB-1
단말과 Cat NB-2 단말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영역이다. 단, SIB1-NB 의 경우는 역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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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을 위하여 Release 13 NB-IoT 에서 정의된 별도의 TBS 테이블을 그대로
재사용한다.
<표 5-3> Release 14 eNB-IoT 하향링크 TBS 테이블

ITBS

ISF
0

1

2

3

4

5

6

7

0

16

32

56

88

120

152

208

256

1

24

56

88

144

176

208

256

344

2

32

72

144 176

208

256

328

424

3

40

104 176 208

256

328

440

568

4

56

120 208 256

328

408

552

680

5

72

144 224 328

424

504

680

872

6

88

176 256 392

504

600

808

1032

7

104

224 328 472

584

680

968

1224

8

120

256 392 536

680

808

1096

1352

9

136

296 456 616

776

936

1256

1544

10

144

328 504 680

872

1032

1384

1736

11

176

376 584 776

1000

1192

1608

2024

12

208

440 680 904

1128

1352

1800

2280

13

224

488 744 1032

1256

1544

2024

2536

<표 5-4> Release 14 eNB-IoT 상향링크 TBS 테이블

ITBS IRU
0

1

2

3

4

5

6

0

16

32

56

88

120

152

208

256

1

24

56

88

144

176

208

256

344

2

32

72

144 176

208

256

328

424

3

40

104 176 208

256

328

440

568

4

56

120 208 256

328

408

552

680

5

72

144 224 328

424

504

680

872

6

88

176 256 392

504

600

808

1000

7

104

224 328 472

584

712

1000

1224

8

120

256 392 536

680

808

1096

1384

9

136

296 456 616

776

936

1256

1544

10

144

328 504 680

872

1000

1384

1736

11

176

376 584 776

1000

1192

1608

2024

12

208

440 680 1000

1128

1352

1800

2280

13

224

488 744 1032

1256

1544

2024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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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elease 14 eNB-IoT 에서는 2 HARQ 프로세스 구조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2 HARQ
프로세스는 RRC_CONNECTED 모드에서만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RRC_IDLE 모드의
경우 기존의 1 HARQ 프로세스구조만이 사용된다. Release 14 eNB-IoT 에서 설계된 2
HARQ 프로세스는 NPDCCH 의 스케쥴링을 위한 간격(gap)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득이 있다. 특히 2 HARQ 프로세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커버리지가 좋을수록
(즉, 전송에 필요한 반복 레벨이 낮을 수록) 더 클 수 있다.
2 HARQ 프로세스는 RRC 접속 과정에서 기지국이 단말에게 이를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RRC_CONNECTED 모드에서 2 HARQ 프로세스를 사용하기로 결정된
단말의 경우, NPDSCH 와 NPUSCH 를 스케쥴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DCI 포맷 N0 와
DCI 포맷 N1 에는 HARQ 프로세스 ID 를 구분하기 위한 1 비트가 추가되었다.
또한 단말이 2 개의 NPDSCH 또는 NPUSCH 를 스케쥴링 받도록 허용하기 위한
NPDCCH 탐지 동작 방식이 새롭게 정의되었다. 하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경우, 단말은
첫 번째 하향링크 승인(DL grant)을 취득한 이후 해당 승인에서 지정한 NPDSCH 전송이
시작되기 2ms 이전까지 발생되는 개별 검색 공간(UE-specific search space) 들에서
추가 하향링크 승인을 탐지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의 경우,
단말은 첫 번째 상향링크 승인을 취득한 이후 해당 승인에서 지정한 NPUSCH 전송이
시작되기 2ms 이전까지 발생되는 개별 검색 공간들에서 추가 상향링크 승인을 탐지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2 HARQ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케쥴링
제약이나 불필요한 시간 지연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NPUSCH 의 전송과 하향링크 수신
사이의 최소 간격 크기를 1ms 까지 허용하였다. 그 이외의 채널간 시간 상관 관계와
스케쥴링 값들은 Release 13 NB-IoT 에서 정의된 값들을 재사용 하였다. (그림 5-9)와
(그림 5-10)은 각각 하향링크 데이터 전송과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을 위한 2 HARQ
프로세스의 시간 상관 관계의 예시를 보이고 있다.

DL

NPDCCH

NPDCCH

NPDSCH

NPDSCH

NPDCCH

NPDCCH

0

1

0

1

0

1

UL

NPUSCH format2

NPUSCH format2

0

1

>= 4ms

>= 3ms
>= 4ms

>= 3ms
>= 12ms
>= 12ms

>= 1ms

(그림 5-9) Release 14 eNB-IoT 하향링크 전송의 2 HARQ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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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NPDCCH

NPDCCH

NPDCCH

NPDCCH

0

1

0

1

NPUSCH format 1

NPUSCH format 1

0

1

UL

>= 8ms
>= 1ms
>= 8ms
>= 3ms
>= 3ms

(그림 5-10) Release 14 eNB-IoT 상향링크 전송의 2 HARQ 구조

하기 <표 5-5>는 Cat NB-1 단말과 Cat NB-2 단말의 최고 전송 속도를 비교하여
보이고 있다.
<표 5-5> Release 14 eNB-IoT 최고 전송 속도

NPDSCH

NPUSCH

Category NB-1

25 kbps

65 kbps

Category NB-2 (1 HARQ)

79 kbps

106 kbps

Category NB-2 (2 HARQ)

127 kbps

159 kbps

5.3 eMBMS enhancements for LTE
Release 9 에서 LTE 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volved
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 (eMBMS) 기능이 도입되었다. 이 eMBMS 기능을
이용하여 LTE 주파수 대역에서 LTE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기지국을 하나의 MBSFN (Multicast Broadcast over a Single Frequency Network)로
설정하여 특히 셀 경계에 위치한 단말에게 나은 무선채널 환경으로 만들어주어 높은
품질의 방송서비스를 수신 받을 수 있다. Release 14 이전의 LTE 표준에서는 FDD
기준으로 0 번, 4 번, 5 번, 9 번 서브프레임을 제외한 서브프레임들을 MBSFN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Frame (10 ms)
SF0

SF1

SF2

SF3

SF4

SF5

SF6

SF7

SF8

SF9

MBSFN
(그림 5-11) Release 14 이전의 LTE 에서 MBSFN 용으로 설정 가능한 서브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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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MBSFN 서브프레임에서는 MBMS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15 kHz 및 7.5
kHz 의 부반송파 간격(subcarrier spacing)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이 물리계층
표준에 정의되었으며, 긴 길이의 주기적 전치 부호(cyclic prefix, CP)를 갖도록 하여 더
넓은 범위의 셀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표 5-6> Release 14 이전의 LTE 에서 부반송파 종류 및 관련 설정

설정
정규 CP
확장 CP

1 RB 당 부반송파 수

f  15 kHz

한 슬롯에서 OFDM 심볼 수
7

12

f  15 kHz
f  7.5 kHz

6

24

3

하지만 물리계층 표준에 7.5 kHz 의 부반송파 간격이 이미 정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말이 7.5 kHz 부반송파 간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시 시그널링
방법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7.5 kHz 의 부반송파 간격을 사용할 수 없었다.
Release 14 논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LTE 기반의 MBMS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 지원이 합의되었고, 다음과 같은 진화를 도출하였다.
-

MBMS 전용 셀 도입: FDD 에서 0, 4, 5, 9 번째 서브프레임도 MBSFN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서브프레임을 MBSFN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MBMS 전용 셀 설정이 가능해졌다.
Frame (10 ms)
SF0

SF1

SF2

SF3

SF4

SF5

SF6

SF7

SF8

SF9

MBSFN
(그림 5-12) Release 14 에서 도입된 MBSFN 용으로 설정 가능한 모든 서브프레임

MBMS 전용 셀에서는 페이징이 지원되지 않고, 15 kHz 를 사용하는 주기적인 셀 탐색
서브프레임이 지원된다.
-

7.5 kHz 부반송파 간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시 시그널링 및 1.25
kHz 부반송파 간격의 추가 도입: 기존에 표준상에서 존재했던 7.5 kHz 의
부반송파 간격과 33 us 의 CP 길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그널링이
도입되었다. 또한 주파수 효율성 2 bps/Hz 로 15 km 의 ISD (inter-site
distance)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1.25 kHz 의 부반송파 간격과 200 us 의 긴 CP
길이를 갖는 numerology 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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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Release 14 에서 도입되어 새롭게 정의된 LTE 부반송파 종류 및 관련 설정

설정
정규 CP

1 RB 당 부반송파 수 한 슬롯에서 OFDM 심볼 수

f  15 kHz
f  15 kHz

확장 CP

-

7

12

6

f  7.5 kHz

24

3

f  1.25 kHz

144

1

새로운 서브프레임 타입 정의: 기존의 유니캐스트용 물리 제어 채널(Physical
downlink control channel, PDCCH)과 셀특정 기준신호 (cell-specific reference
signal, CRS)가 없는 새로운 MBSFN 서브프레임 타입이 정의되었다. 이는 MBMS
전송 이외의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Release 14 에서는 MBMS 용으로 사용 가능한 전송 자원을
늘리고, 오버헤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물리계층 이외에도 새로운
eMBMS 동작 및 절차들을 위해 단말 및 기지국의 RF 단에서의 요구조건과 단말의
복호화 요구조건 등이 새롭게 정의되었다.

5.4 Enhancements on Full-Dimension (FD) MIMO for LTE
Release 14 의 eFD-MIMO (Enhanced Full-Dimension MIMO) 는 수평 방향 안테나 배열
및 빔 형성 만을 지원하였던 Release 13 이전의 표준과 달리 수직/수평 방향의 안테나
배열 및 빔 형성을 지원하는 FD-MIMO (Full-Dimension MIMO) 의 기능 및 성능을 더욱
더 향상 시키고 최적화 하기 위한 표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그림 5-13) FD-MIMO/eFD-MIMO 기반의 3D 빔 형성

Release 14 eFD-MIMO 기술은 2016 년 4 월부터 2016 년 12 월까지 규격화를
진행하였으며, Release 13 FD-MIMO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추가적인 시스템 성능 향상,
피드백 및 데이터 전송의 강인성 향상, 그리고 기준 신호 및 채널 상태 보고 오버헤드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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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RS enhancement
Release 14 eFD-MIMO 는 기존 FD-MIMO 에서 지원되는 기준 신호를 더욱 향상시켜
추가적인 시스템 성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CSI-RS 및 UL DM-RS 의
기능을 향상 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5.4.1.1 CSI-RS
CSI-RS 는 단말이 하향링크 채널을 추정하기 위해서 기지국이 전송하는 기준 신호이다.
Release 13 FD-MIMO 에서는 2 차원 안테나 배열을 기반으로 하여 두 가지 형태의 CSIRS 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두 가지의 eMIMO 타입을 지원한다. (그림 5-14) 는 Release
13 에서 지원 가능한 Class A (Non-precoded CSI-RS) 및 Class B (Beamformed CSIRS) 를 나타낸 것이다.

(a) Class A (Non-precoded CSI-RS)

(b) Class B (Beamformed CSI-RS)

(그림 5-14) FD-MIMO/eFD-MIMO 에서 지원하는 Class A 및 Class B 운영

(그림 5-14) 의 (a) 에서 도시하는 Class A 는 기지국에서 전체 셀의 커버리지와 동일한
커버리지를 갖는 non-precoded CSI-RS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Release 13 의
경우 16 개까지, Release 14 의 경우 32 개까지) 2 차원 CSI-RS 안테나 포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5-14)의 (b)에서 도시하는 Class B 는 기지국에서 전체 셀의 커버리지 보다 작은
커버리지를 갖는 빔 형성된 CSI-RS 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때의, CSI-RS 는 수평,
수직 혹은 2 차원으로 나뉘어진 가상의 섹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단말은 CSI 프로세스 내에 설정 된 여러 개의 CSI-RS 자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CSI-RS 자원의 보고를 위한 CRI (CSI-RS Resource Indicator) 를
피드백 한다.
Release 14 eFD-MIMO 의 Class A 에서는 최대 32 개 (20 개, 24 개, 28 개, 32 개) 까지의
CSI-RS 포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Release 13 에서 12 및 16 포트 CSI-RS 지원을
위하여 사용 되었던 기존 CSI-RS 자원 설정의 집성을 확장하여 지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표 5-8>은 Release 14 에서의 CSI-RS 자원을 위한 CSI-RS 집성을
나타낸 것이다.
２３

TTAR-06.xxxx

기술보고서
<표 5-8> Release 14 에서의 CSI-RS 자원 설정 집성
Total number of
antenna ports
12
16
20
24
28
32

Number of antenna
ports
per
CSI-RS
configuration
4
8
4
8
4
8

Number of CSI-RS
configurations
3
2
5
3
7
4

상기 <표 5-8>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에 사용되었던 4 포트 및 8 포트 CSI-RS
자원 설정 기반의 집성이 그대로 확장되어 추가적인 CSI-RS 자원 생성에 사용되었다.
또한, Release 14 에서는 24 및 32 포트를 위하여 길이가 8 인 코드를 통해서 CSI-RS
포트를 다중화 하는 CDM-8 (Code Division Multiplexing-8) 을 지원한다. Release 13
이전의 CSI-RS 는 8 개의 RE 에서 6dB 파워 부스팅 만으로도 기지국이 지원 가능한
전체 파워를 하나의 CSI-RS 포트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FDM 에
추가적으로 인접하는 2 개의 RE 를 이용해서 CDM-2 (Code Division Multiplexing-2, i.e.,
[+1, +1], [+1, -1]) 를 지원하여 FDM 을 통한 3dB 부스팅에 추가적으로 인접한 2 개의
OFDM 심볼을 사용해서 3dB 의 수신전력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
이유로, Release 13 Class A 에서 12 개 혹은 16 개의 CSI-RS 안테나 포트 지원 시에
기지국의 전체 파워를 하나의 CSI-RS 포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CDM-2 에 더하여 CDM-4 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Release 14 의 24 및 32
포트에서는 CDM-8 을 추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지국이 지원 가능한 전체 파워를
하나의 CSI-RS 포트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15) 는 CDM-8 로
설정한 Release 14 CSI-RS 자원이 24 및 32 개의 안테나 포트를 갖는 경우를 도시한다.

(a) 24 CSI-RS 안테나 포트

(b) 32 CSI-RS 안테나 포트
15/16/17/18/19/20/21/22
23/24/25/26/27/28/29/30
31/32/33/34/35/36/37/38
39/40/41/42/43/44/45/46

(그림 5-15) CDM-8 로 설정한 Release 14 24/32 포트 CSI-RS 자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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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의 (a)에서 기지국은 24 개의 포트를 갖는 CSI-RS 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RRC (Radio Resource Control) 로 단말에게 8 개의 안테나 포트를 갖는 CSI-RS 자원
설정 3 개를 설정한다. 이 때, 24 개의 CSI-RS 포트 번호를 할당하기 위하여 RRC 에 설정
된 자원 설정 중 첫번째의 CSI-RS 자원 설정 내에서 CDM-8 및 안테나 포트를 할당한
이 후, RRC 에 다음으로 설정 된 자원 순으로 CSI-RS 포트 번호를 할당하게 된다.
Release 14 eFD-MIMO 에서는 32 포트까지 확장된 CSI-RS 의 지원에 더하여 Class A
및 Class B 의 CSI-RS 전송 오버헤드 감소 및 최적화를 위한 CSI-RS 밀도 축소를
지원한다. 그림 (5-16)은 이러한 CSI-RS 밀도 축소를 예시한 그림이다.

(그림 5-16) CSI-RS 밀도 축소

Release 13 까지의 CSI-RS 자원의 경우 CSI-RS 추정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항상
하나의 CSI-RS 포트 당 하나의 RE 를 점유하게 하였다 ((그림 5-16) 의 d1). 하지만,
Release 13 및 Release 14 에서 Class A 에서의 32 포트까지 확장된 CSI-RS 포트 수
지원 및 Class B 에서의 개별 단말을 위한 빔포밍을 지원 하게 됨으로써 CSI-RS 포트
당 기준 신호 밀도의 채널 상태 보고에 대한 정확도의 영향은 줄어 들었지만, CSI-RS
전송을 위한 오버 헤드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SI-RS 전송 밀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준 신호 오버 헤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RRC 를 통해 해당 CSI-RS 의 주파수 밀도 (d1 (1), d2 (1/2), d3
(1/3)) 및 전송 오프셋 (0, 1, 2)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림 5-4)와 같이 축소된
밀도를 갖는 CSI-RS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Release 14 에서는 Class B 에서의 개별 단말을 위한 빔포밍 지원 시
오버헤드 감소를 위하여 비주기적 및 반영속적 CSI-RS 전송을 지원한다. (그림 5-17) 과
(그림 5-18) 은 이러한 비주기적 및 반영속적 CSI-RS 전송 동작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5-17) 비주기적 CSI-RS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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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반영속적 CSI-RS 전송

비주기적 CSI-RS 와 반영속적 CSI-RS 전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기적인 CSI-RS
전송의 지원 여부이다. (그림 5-17)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비주기적 CSI-RS 의
전송은 해당 하향링크 제어 채널의 비주기적 채널 상태 보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
되며, 하향링크 제어 채널이 지시 된 서브프레임에서 한 번 전송되게 된다. 반면, (그림
5-18) 의 반영속적 CSI-RS 전송은 기존의 주기적 CSI-RS 와 동일하게 RRC 설정을
기반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CSI-RS 를 전송하게 된다. 이 때, 기존 LTE 의 주기적 CSIRS 와의 차이점은 해당 CSI-RS 전송을 MAC CE (MAC Control Elements)를 이용하여
활성화 및 비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주기적인 전송을 통해 해당 CSIRS 전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기존 CSI-RS 와의 차이점을 최소화 하면서도 CSI-RS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비주기적 CSI-RS 에서는 RRC 를 통한 CSI-RS 설정의 MAC CE 기반
활성화 및 비활성화가 지원된다. 이러한 활성화 및 비활성화 동작은 단말에게 개별적인
CSI-RS 를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CSI-RS 후보 자원이 필요로 할 때, 하향링크
제어 채널의 오버헤드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하향링크 제어 채널의 커버리지가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며, 활성화 된 후보 자원의 수에 따라서 비주기적 채널 상태
보고 트리거를 위한 DCI 오버헤드가 달라지게 된다.

5.4.1.2 UL DM-RS
Release 13 및 Release 14 에서의 수직/수평 방향 안테나 도입에 따라 기지국이 향상 된
상향링크 데이터 수신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지국 수신에 있어 더 많은 수의
단말이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 시 채널 추정을
위한 상향링크 DMRS 의 진화가 추진 되었다. 기존 Release 8 에서는 다른 단말이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순환 쉬프트 (cyclic shift) 를
이용하여 DMRS 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DMRS 의 직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림 5-19) 의 단말 1 과 2 와 같이 항상 동일한 전송 대역폭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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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동일한 전송 대역을 이용한 복수 개의 단말의 상향링크 동시 전송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Release 10 에서는 추가적으로 OCC-2 (Orthogonal Cover Code2, i.e., [+1, +1], [+1, -1])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단말 간에 서로 다른 OCC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송 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직교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 개의
OCC 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안테나에서 필요로 하는 동시 데이터 전송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Release 14 eFD-MIMO 에서는 이에 더하여
IFDMA (Interleaved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를 이용하여 OCC 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송 자원 안에서 주파수 상으로 DMRS 를 분리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이러한 전송을 위한 IFDMA 설정 정보는 <표 5-9>의 UL DM-RS 제어 정보를
통해 전달 되며, 이러한 IFDMA 기반의 UL DM-RS 전송은 개별 검색 공간 (UE-specific
search space)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하다.
<표 5-9> 3 bit 를 갖는 Release 14 UL DM-RS 의 제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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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UL DMRS 에서 IFDMA 의 지원에 따라 한 PRB (Physical Resource Block)
내에서 6 개의 RE 를 점유하는 기준 신호 지원을 위하여 1 개, 3 개, 5 개의 PRB 를 위한
길이 6, 18, 30 의 Zadoff-Chu 시퀀스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

5.4.2 Feedback enhancement
기지국은 Release 13 FD-MIMO 를 지원하는 단말에게 RRC 를 통해서 하나의 CSI
프로세스에 Class A

및 Class B

중 하나의 eMIMO Type 설정할 수 있으며, N1 개의

수평 방향 CSI-RS 안테나 포트와 N2 개의 수직 방향 CSI-RS 안테나 포트를 가정하여
설정하다. 하지만, 기지국 구현에 따라 N1 을 수직 방향으로 설정하고, N2 를 수평
방향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 Cross pole 안테나를 사용하므로,
기지국이 사용하는 전체 안테나 포트의 총 수는 2×N1×N2 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Release 14 eFD-MIMO 에서는 이러한 코드북 지원을 32 CSI-RS 포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단말의 채널 상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더 높은
성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향상된 채널 상태 보고를 지원한다. 또한, 기준 신호 및
피드백 오버헤드를 줄여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채널
상태 보고 와 DMRS 기반 다이버시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반개루프 (semi-open-loop)
전송을 지원하도록 하여 기존의 Release 13 FD-MIMO 에서 향상 된 시스템 성능과 함께
효율적이고 강인성이 향상 된 전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다.

5.4.2.1 2D codebook with up to 32 CSI-RS ports
Release 13 FD-MIMO 에서는 2 차원으로 배열 된 12 개와 16 개의 CSI-RS 포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채널 상태 보고를 지원하기 위한 2 차원 코드북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코드북은 CSI-RS 포트 별로 독립적인 코드북을 정의하였던 기존
코드북과는 달리 안테나 포트 배열 및 표본화 비율 (oversampling factor) 설정에 따른
코드북을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도 쉽게 확장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이를 위하여,
Release 13 FD-MIMO 에서는 기지국은 RRC 를 통하여 단말에게 N1, N2, O1, O2 를
설정한다. 이 때, (N1, N2)는 2 차원 안테나의 수평 및 수직 배열을 의미하며, (O1,O2)는
표본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때, 표본화 비율이 높으면, 단말이 관찰하는 빔공간 (beam
grid)이 크기 때문에 전처리 행렬 선택을 위한 단말의 복잡도와 보고를 위한 피드백의
양이 더 증가하지만, 반면에 좀 더 정확한 프리코딩/빔 번호 (PMI)를 선택할 수 있다.
기지국이 보다 정확한 프리코딩/빔 번호를 갖고 있다면 보다 적은 양의 간섭을 미치도록
MU-MIMO (Multi-User MIMO) 에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섹터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단말에게는 MU-MIMO 를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전처리 행렬의 피드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섹터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단말은 피드백의 양이 적을수록 전송 전력을
낮출 수 있다. 피드백 오류율의 기준을 (예를 들어 1%)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지국은 셀
경계 지역에 위치한 단말의 전송전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기지국은
단말에게 낮은 표본화 비율을 설정하고 SU-MIMO (Single-User MIMO) 를 활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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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 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하여 채널 상황 및 기지국, 단말 구현에 따라
유연하게 채널 상태 보고에 필요한 정확도 및 오버헤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Release 13 FD-MIMO 의 2 차원 코드북을 기반으로 하여 Release 14 eFD-MIMO
에서는 이러한 2 차원 코드북을 32 개까지의 CSI-RS 포트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확장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시스템 성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10> 은 FDMIMO 및 eFD-MIMO 에서 지원 가능한 CSI-RS 포트 설정 패턴 및 표본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5-10> FD-MIMO 및 eFD-MIMO 지원 가능한 CSI-RS 포트 설정 패턴 및 표본화 비율

총 CSI-RS 포트 수

N1 , N 2 

O1,O2 

8

(2,2)

(4,4), (8,8)

(2,3)

(8,4), (8,8)

(3,2)

(8,4), (4,4)

(2,4)

(8,4), (8,8)

(4,2)

(8,4), (4,4)

(8,1)

(4,-), (8,-)

(2,5)

(8,4)

(5,2)

(4,4)

(10,1)

(4,-)

(2,6)

(8,4)

(3,4)

(8,4)

(4,3)

(4,4)

(6,2)

(4,4)

(12,1)

(4,-)

(2,7)

(8,4)

(7,2)

(4,4)

(14,1)

(4,-)

(2,8)

(8,4)

(4,4)

(8,4)

(8,2)

(4,4)

(16,1)

(4,-)

12

16

20

24

28

32

이 때, 상기 2 차원 CSI-RS 안테나 포트를 지원하는 2 차원 코드북은 4 개의 코드북
설정을 지원한다 (Codebook-Subset-SelectionConfig). <표 5-11>은 이러한 2 차원
코드북의 설정에 따라 단말이 채널 상태 보고 시 i1 을 통해 선택 가능한 빔 집합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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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2 차원 코드북을 위한 4 개의 설정
Config 1

1
0

0123

Config 2

1
0

Config 3

1
0

0123

0123

Config 4

1
0

0123

상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설정 1 의 경우, 빔 집합은 하나의 빔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i2 는 빔 선택을 포함하지 않고 합성 벡터 (co-phasing)를 포함한다. 설정 2 와 설정 3 의
경우, 하나의 빔 집합에 속한 빔들이 서로 다른 범위의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가리킨다. i2 는 빔 선택과 합성 벡터를 모두 포함한다. 설정 4 의 경우, 빔 집합은 동일한
수직 축에 속한 빔만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빔은 수평 축으로만 구분한다. 전처리 코드북
4 의 경우에서도 i2 는 빔 선택과 합성 벡터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4 가지 설정은
32 개의 CSI-RS 포트를 지원하는 eFD-MIMO 에서 역시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확장
되었다.

5.4.2.2 Advanced CSI
기존 Release 13 까지의 코드북은 및 이에 따른 채널 상태 보고는 하나의 빔만을
기반으로 하여 하향링크 데이터 전송하는 것을 가정하여 보고하였다. 가정하는 안테나
숫자가 작고, SU-MIMO 전송일 때에는 이러한 채널 상태 보고가 효율적으로 동작
하였으나, 지원하는 안테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빔이 얇아지고, 이에 따라 동시에
스케줄링 되는 단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채널 상태 보고는 셀 내에서 단말
간 간섭을 예측함에 있어 정확하지 못하여 MU-MIMO 전송 시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널 상태 보고를 향상시켜 사용자 간 간섭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통하여 더 높은 시스템 성능을 얻기 위한 채널 상태 정확도 향상이 지원되게 되었다.
(그림 5-20) 은 기존의 채널 상태 보고와 Release 14 에서 진화된 채널 상태 보고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5-20) 기존의 채널 상태 보고와 Release 14 에서 진화된 채널 상태 보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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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eFD-MIMO 의 진화된 채널 상태 보고는 단말이 두
개의 빔을 합하여 최적의 방향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추가적인 빔의 경우
전대역 기반의 진폭과 위상을 보고하여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FT 기반의
코드북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까지 최적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코드북의 경우 랭크 (rank) 1 및 2 전송까지만 지원되며, 3 이상의 랭크의 경우 기존
코드북을 기반으로 하여 지원되게 된다.

5.4.2.3 Hybrid CSI
기존 Release 13 에서는 개별 CSI process 당 하나의 eMIMO Type (Class A / Class B)
만이 설정 가능했던 것과 달리 Release 14 에서는 하나의 CSI 프로세스에 두 개의
eMIMO 타입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준 신호 및 채널 상태 보고를 위한
오버헤드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21) 은 Hybrid CSI 에서 Class A 와
하나의 CSI-RS 자원 기반의 Class B 를 기반으로 한 운영을 예시한 것이다.

(그림 5-21) Hybrid CSI 방법 1I (Class A + Class B with K=1)

Hybrid CSI 의 방법 1 은 Class A 와 하나의 CSI-RS 자원 기반의 Class B 를 기반으로 한
운영이다. 12 개부터 32 개까지의 CSI-RS 를 지원하는 Class A 는 한 번의 CSI-RS 전송
및 채널 상태 보고를 통하여 정확하고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단말의 높은 계산
복잡도 및 많은 양의 CSI-RS 및 보고 오버헤드를 필요로 한다. 반면, 개별 단말 기반을
위한 하나의 CSI-RS 자원 기반의 Class B 는 단말 각각의 사전 채널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적은 계산 복잡도와 CSI-RS 및 보고 오버헤드를 이용하여 동작할 수 있지만,
사전에 채널 상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CSI 프로세스에
이러한 Class A 와 하나의 CSI-RS 자원 기반의 Class B 두 가지의 eMIMO Type 을
동시에 설정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긴 주기로 설정 된 Class A CSI-RS 및 보고를
통해 정확한 채널 상태 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짧은 주기로 설정 된
하나의 CSI-RS 자원 기반 Class B 를 통해 단기 채널 변화를 추정하도록 하여 다수의
2 차원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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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는 첫 번째 eMIMO 타입이 복수 개의 CSI-RS 자원 기반의 Class B 로 바뀐
Hybric CSI 방법 2 를 예시한 것이다.

(그림 5-22) Hybrid CSI 방법 2 (Class B with K>1 + Class B with K=1)

(그림 5-22)와 마찬가지로 Hybrid CSI 방법 2 에서 복수 개의 CSI-RS 자원을 갖는
Class B 는 CRI 를 통하여 정확한 빔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추가적인 채널 상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지만, 복수 개의 CSI-RS 자원 지원을 위한
단말의 높은 계산 복잡도 및 많은 양의 CSI-RS 및 보고 오버헤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하나의 CSI 프로세스에 이러한 복수 개의 자원 기반의 Class B 와 하나의 CSIRS 자원 기반의 Class B 두 가지의 eMIMO 타입을 동시에 설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 주기로 설정 된 복수 개의 자원 기반의 Class B CSI-RS 및 보고를 통해 정확한 채널
상태 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짧은 주기로 설정 된 하나의 CSI-RS 자원
기반 Class B 를 통해 단기 채널 변화를 추정하도록 하여 다수의 2 차원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5.4.2.4 반 개루프 전송 (Semi-open-loop)
Release 14 이전의 LTE 에서는 단말의 이동 속도가 높거나 주변 셀로부터의 간섭이 높을
때 등 단말의 채널 상태 정보 보고 정확도가 떨어질 때, TM (Transmission Mode) 2 및
3 를 통해 송신 다이버시티 (transmit diversity) 및 large delay CDD (Cyclic Delay Diversity)
기반의 개루프 (open-loop) MIMO 를 지원함으로써 다이버시티 전송을 위한 채널 상태
보고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채널 상태 보고의 경우 CRS 를 기반으로
하여 Release 13 이후에서 지원하는 다수의 2D 안테나를 기반으로 지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안테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송 빔이 얇아짐에 따라 기존
CRS 와 같이 모든 방향에 다이버시티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DMRS
기반의 다이버시티 전송인 반 개루프 (Semi-open-loop) 전송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림
5-23) 은 이러한 반 개루프 전송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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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Semi-open-loop transmission

(그림 5-23)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폐루프 (closed-loop) 전송이 해당 단말의
최적 빔 방향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개루프 (open-loop) 전송이 단말을 위해 전송 가능
빔 방향 전체를 순환하여 전송하였다면, 반 개루프 (semi-open-loop) 전송의 경우
단말이 보고한 대략적인 최적 빔 방향 안에서 빔을 순환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단말은 기지국에게 i2 를 제외한 RI, i1, CQI 만을 보고하게 된다. 이 때, CQI
계산을 위하여 RI=1 일 때는, DMRS 기반의 SFBC (Space Frequency Block Coding)
전송을 가정하여 CQI 를 계산하게 된다. (그림 5-24) 는 이러한 DMRS 기반의 SFBC
전송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24) SFBC transmission for RI=1

(그림 5-24) 에서 단말은 각각의 DM-RS 포트 7 번과 8 번이 2 개의 RE 에 SFBC 형태로
적용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때, 프리코딩 생성에 필요한 빔집합은 단말의 i1 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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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며, 빔은 i2 보고 없이 기지국의 코드북 부집합 제한 (CBSR, CodeBook Subset
Restriction)을 통해 하나의 빔이 선택되게 된다.
(그림 5-25)는 반 개루프 전송에서 RI=2 일 때 지원하는 프리코더 순환 전송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5-25) Precoder cycling for RI=2

(그림 5-25)에서 단말은 각각의 DM-RS 포트 7 번과 8 번을 이용하여 rank 2 를 위한
프리코더 순환이 적용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때, SFBC 와 마찬가지로 프리코딩 생성에
필요한 빔집합은 단말의 i1 에 의하여 결정되며, 빔은 i2 보고 없이 기지국의 코드북
부집합 제한을 통해 하나의 빔이 선택되게 된다. 추가적으로 프리코딩 생성에 필요한
합성벡터는 1 과 -1 로 사전에 고정되었다.
이러한 반 개루프 기반의 채널 상태 보고 설정 시에는 해당 하향링크 데이터 전송
지원을 위하여 하기 <표 5-12> 의 DMRS 지시 테이블을 이용하여 SFBC 혹은 프리코더
순환을 통해 항상 두 개의 DMRS 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전송되게 된다.
<표 5-12> 반 개루프 전송을 위한 DMRS 안테나 포트 지시 테이블

One Codeword:Codeword 0 enabled, Codeword 1 disabled
Or
Two Codewords:Codeword 0 enabled, Codeword 1 enabled
Value

Message

0

2 layer, port 7-8, nSCID=0

1

2 layer, port 7-8, nSCID=1

이 때, 데이터 전송과 동일한 프리코딩이 DMRS 에 적용되어 추가적인 채널 추정이 필요
없었던 기존 DMRS 기반 폐루프 전송과 달리 반 개루프 전송의 경우 DMRS 추정 이후에
SFBC 와 프리코더 순환을 위한 추가적인 프리코딩 가정이 실제 데이터 복호 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SFBC 전송 시에 주파수 상에서 SFBC 전송을 위한 RE 쌍이
맞지 않을 경우 (그림 5-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전송이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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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Downlink Multi-User Superposition Transmission for LTE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용량 증가를 위해서 시간, 주파수, 공간 도메인을 이용한
다양한 다중화 기법들이 논의 되고 있다. LTE Release 14 에 도입된 MUST (Multi-User
Superposition Transmission) 는 다중 UE 다중화 기법의 하나로 기존 시간, 주파수, 공간
도메인 외에 전송 파워 도메인을 이용한 다중화 방식이다. 즉, MUST 기법으로 다중화
되는 다중 UE 는 동일 시간, 주파수, 공간 자원을 이용하되 전송 파워 차이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될 수 있다. 이때 UE 간의 간섭 제거/완화를 위해서 UE 는 진보된 간섭 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5.5.1 배경 기술
MUST 전송 기법이 SPC-SIC 에 기반한 기술이다. 즉, 전송 단에서 서로 다른 파워를
갖는 두 변조 심벌을 더하여 전송하고, 수신 단에서는 파워가 큰 변조 심벌을 우선 검출
한 뒤, 수신 변조 심벌에서 빼주고 파워가 작은 변조 심벌을 검출한다. 이때 파워가 큰
변조 심벌은 파워가 작은 변조 심벌로부터 간섭을 작게 받기 때문에 검출 확률이 높으며,
이상적으로 큰 변조 심벌이 올바르게 검출되었다면 제거 동작을 통해 파워가 작은 변조
심벌은 파워가 큰 변조 심벌로부터 간섭 없이 검출 된다.
(그림 5-26)은 중첩 코딩 (superposition coding)의 일례를 보여준다. 하나의 변조
심벌은 낮은 파워의 QPSK 이며, 다른 하나의 변조 심벌은 높은 파워의 QPSK 이다. 두
변조 심벌을 더하면 16QAM 중첩된 성상도가 형성되며 파워 차이 때문에 높은 파워의
QPSK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 낮은 파워의 QPSK 포인트들이 위치하게 된다. 수신
단에서는 중첩된 성상도 에서 높은 파워 심벌을 우선적으로 검출하고 제거한 뒤에 낮은
파워 심벌을 검출한다.

(그림 5-26) 서로 다른 파워의 두 변조심벌의 중첩

이러한 MUST 전송 및 수신 동작은 함께 스케쥴링된 UE 간의 SNR 차이가 클수록 성능
이득이 크다. 이는 SPC-SIC 기법이 UE 간의 SNR 차이가 큰 하향링크 열화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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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aded channel)에서 용량(capacity) 달성 기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셀
경계 UE 와 셀 중심 UE 에게 MUST 전송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2 UE 동작
기지국이 MUST 전송 기법을 이용하여 하향링크 데이터 전송 시, 셀 경계 UE 의
데이터는 높은 파워로 전송하고, 셀 중심 UE 의 데이터는 낮은 파워로 전송한다. 셀 경계
UE 는 SNR 이 낮기 때문에 데이터 파워가 낮아질 경우 목표 BLER(BLock Error Rate)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높은 파워로 데이터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셀 경계 UE 는 자신의 데이터 파워는 크고 셀 중심 UE 의 데이터로부터
받는 간섭 파워는 작으므로 별도의 간섭 제거 없이 자신의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다.
반면, 셀 중심 UE 는 자신의 데이터 파워는 작지만 셀 경계 UE 의 데이터로부터 받는
간섭 파워는 크기 때문에 간섭 제거를 우선 수행 후 자신의 데이터를 수신 받아야
하겠다. 상기 동작을 (그림 5-26)과 함께 설명하면, 기지국은 셀 경계 UE 에게 전송하는
높은 파워 변조 심벌과 셀 중심 UE 에게 전송하는 낮은 파워 변조 심벌을 중첩하여
전송한다. 셀 경계 UE 는 중첩된 성상도에 해당하는 신호를 수신하게 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높은 파워 변조 심벌의 성상도를 가정하고 검출을 수행한다. 이때 중첩된 낮은
파워 변조 심벌로부터 약간의 간섭은 받겠지만 SNR 이 낮기 때문에 잡음 및 셀간 간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낮은 파워 변조 심벌에 대한 제거 없이도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다.
반면, 셀 중심 UE 는 자신의 데이터 신호보다 중첩된 간섭 신호의 파워가 더 크다.
따라서 간섭 제거가 필수이며, 간섭에 해당하는 높은 파워 변조 심벌을 우선 검출한 뒤
수신 신호에서 이를 제거한다. 이후 간섭이 제거된 수신 신호에서 낮은 파워 변조
심벌을 검출한다. 만약 간섭인 높은 파워 변조 심벌을 잘못 검출하고 제거하는 경우
자신의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신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첩 되는
간섭의 파워를 크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3 간섭 제거 수신 방식 및 그레이 매핑 방식
상기 기술한 셀 중심 UE 의 데이터 수신 동작은 심벌 레벨 간섭 제거 수신기에
기반하지만, 이는 제거 수신기 구현의 일례일 뿐이며 다양한 간섭 제거 수신기로 간섭
제거 및 완화가 가능하다. MUST 에서 대표적인 제거 수신기로 심벌 레벨 간섭 제거
수신기(symbol level interference cancellation receiver)와 R-ML 수신기가 고려되고 있다.
R-ML 수신기는 구현 현실성을 고려하여 ML 수신기에 비해 계산 량을 줄였지만 ML
수신기에 근접한 성능을 달성하는 수신기이다. R-ML 수신기는 심벌 레벨 간섭 제거
수신기와 다르게 SIC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중첩된 성상도와 수신 신호를 비교하여
중첩된 성상도 상에서 ML 이 가장 높은 중첩된 심벌을 검출한다. 따라서 R-ML 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 BLER 성능을 위해 중첩된 성상도의 비트 매핑이 그레이 인코딩을
만족해야 하겠다. R-ML 수신기를 고려하여 현재 표준에 정의된 중첩된 성상도는 그레이
인코딩을 만족하다. (그림 5-27)을 통해 그레이 매핑 (Gray mapping)과 비그레이매핑
(non-Gary mapping)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5-27)은 셀 중심에 위치한 Near
UE 와 셀 경계에 위치한 Far UE 의 데이터 심벌이 중첩 될 때, 중첩된 성상도를 구현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기존 QPSK 심벌을 별도의 조작 없이 중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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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중첩된 성상도는 그레이 매핑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Far UE 의 인코딩
비트에 따라 Near UE 의 변조 심벌을 바꾸어 주고 중첩하는 경우 중첩된 성상도는
그레이 매핑을 만족한다.
QPSK constellation
defined in a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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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그레이 매핑 유무에 따른 성상도 비교

5.5.4 시나리오 및 성능
LTE study item 초기에 MUST 기법은 다음 세가지 하향링크 데이터 전송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 되었다.
 MUST Scenario 1: Homogeneous network with macro cells only
 MUST Scenario 2: Heterogeneous network with separate-frequency deployment

between macro cells and small cells
 MUST Scenario 3: Heterogeneous network with same-frequency deployment

between macro cells and small cells
위 세가지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1 에 대한 MUST 성능 검증이 표준화 회의에서 활발히
이루어 졌으며 시나리오 1 에 대한 성능 검증을 통해 아래 결과가 TR 에 보고되었다.
 For system-level simulation results using wideband scheduling for FTP traffic,

assuming Release 12 EVM requirements for 64QAM


MUST provides 0.85% ~ 8% performance gain in average UPT when RU
is less than 60%



MUST provides 4.54% ~ 14.9% performance gain in 5%ile UPT when RU
is less than 60%



MUST provides -4% ~ 7.6% performance gain in average UPT when RU
is between 60% and 70%



MUST provides -7% ~ 14.2% performance gain in 5%ile UPT when RU is
between 60% and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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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provides 3.71% ~ 20.2% performance gain in average UPT when
RU is between 70% and 80%



MUST provides 10.7% ~ 30.7% performance gain in 5%ile UPT when RU
is between 70% and 80%

 For system-level simulation results using subband scheduling for FTP traffic,

assuming Release 12 EVM requirements for 64QAM


MUST provides -1.9% ~ 3.84% performance gain in average UPT when
RU is less than 60%



MUST provides -0.69% ~ 8.95% performance gain in 5%ile UPT when RU
is less than 60%



MUST provides 2.5% ~ 4.3% performance gain in average UPT when RU
is between 60% and 70%



MUST provides 2.16% ~ 4.94% performance gain in 5%ile UPT when RU
is between 60% and 70%



MUST provides 0.6% ~ 10.8% performance gain in average UPT when RU
is between 70% and 80%



MUST provides 1.0% ~ 14.4% performance gain in 5%ile UPT when RU is
between 70% and 80%

상기 성능 검증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 경향을 관측할 수 있다. 첫 번째로,
RU 가 높은, 즉, 하향링크 트래픽이 많은 환경에서 더 높은 성능 이득이 관측되었다.
이는 셀 내에 스케줄링 가능한 UE 가 많을수록 MUST 전송 기법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MUST 전송하기 위해서는 함께 스케줄링된 UE 간에 SNR 차이가 커야 하며
같은 공간 자원을 사용해야 하므로 함께 스케줄링된 UE 간에 동일한 빔포밍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셀 내에 스케줄링 가능한 UE 가 많을수록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UE 들의 조합을 찾기 쉬워진다.
두 번째로, 광대역 (wideband) 스케줄링인 경우 서브밴드 (subband) 스케줄링인 경우
보다 더 높은 성능 이득이 관측되었다. 이는 MUST 와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전송
기법이 서브밴드 스케줄링을 통한 UE 다중화로 인해 다중화 이득을 이미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셀 경계 UE 가 MUST 기법을 통해 얻는 성능 이득이 나머지 UE 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는 MUST 는 전체적인 하향링크 셀 전송량 향상에
도움이 되며 그 중에서 셀 경계 UE 의 전송량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5.4 MUST 전송 기법이 적용되는 세가지 case
MUST 전송 기법은 아래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의한다.
 MUST Case 1: Superposed PDSCHs are transmitted using the same

transmission scheme and the same spatial precoding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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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Case 2: Superposed PDSCHs are transmitted using the same transmit

diversity scheme.
 MUST Case 3: Superposed PDSCHs are transmitted using the same

transmission scheme, but their spatial precoding vectors are different.
Case 1 에서는 함께 스케줄링되는 두 UE 의 데이터는 동일 전송 기법을 이용하여
전송되며 중첩 되는 두 데이터는 동일 빔을 통해 전송된다. 예를 들어, 기지국은 두
UE 모두에게 TM4 의 폐루프 MIMO 전송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며 중첩된 두
UE 의 데이터를 동일 PMI 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이다. 두 UE 의 전송 랭크 조합은 (1,1),
(1,2), (2,1), (2,2)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1,2)인 경우, UE 1 의 하나의 레이어 (layer)가
UE2 의 두 레이어 중 하나의 레이어와 중첩 된 후 동일 PMI 를 통해 전송된다. Case
1 에서는 최대 두 UE 가 MUST 전송이 가능하며 하나의 빔당 최대 두 개의 레이어가
중첩되어 전송 가능하고, 한 UE 에게 최대 2 개의 레이어 전송이 가능하다.
Case 2 에서는 함께 스케줄링 되는 두 UE 의 데이터는 동일 다이버시티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된다. 예를 들어, 기지국이 두 UE 모두에게 TM2 의 송신 다이버시티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며 두 UE 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전송하는 경우이다. Case 2 에서는 최대
두 UE 가 MUST 전송이 가능하다.
Case 1 과 2 는 공통적으로 2Tx CRS 기반 전송 기법, 즉, TM2/3/4 에서 MUST 전송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Case 3 는 DMRS 기반 전송, 즉, TM8/9/10 에서 MUST 전송
기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TM9 을 설정 받은 두 UE 가 각각 DMRS 포트 7, DMRS 포트
8 로 데이터를 수신할 때, MUST 전송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포트 7 로 데이터를 받는
UE 1 는 포트 8 을 통해 UE 2 의 채널을 추정한 뒤, UE 2 의 변조 심벌을 검출 한 뒤
제거한다. 이후 UE 1 은 포트 8 을 통해 자신의 채널을 추정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검출한다. UE 2 도 마찬가지의 동작을 통해 UE 1 의 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 Case 3 은 셀
중심 UE 와 셀 경계 UE 간의 다중화에 국한되지 않으며 SNR 이 유사한 UE 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각 UE 가 간섭 제거 능력을 가지고 함께 스케줄링된 UE 로부터의 간섭을
제거한다.
5.5.4 Assistance information for MUST
MUST 전송기법으로 데이터를 수신 받는 UE 는 함께 스케줄링된 UE 로부터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간섭 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함께 스케줄링된 UE 의
데이터 정보를 알고 있어하겠다. 이러한 함께 스케줄링된 UE 의 데이터 정보는 보조 정보
(assistance information) 이라 통칭할 수 있으며, 기지국이 UE 에게 DCI 를 통해
전달해준다.
구체적으로 TM 별로 다음과 같은 보조 정보가 DCI 에 추가되어 UE 에게 전달된다.


TM2/3/4 에 해당하는 DCI 포맷 1/2A/2 에서는 함께 MUST 전송기법이 적용된
함께 스케줄링된 UE 의 유무와 파워 비율 정보가 추가 전달된다. 파워 비율이란
자신의 데이터와 함께 스케줄링된 UE 의 데이터간의 전송 파워 비율을 의미하며
UE 는 해당 파워 비율을 이용하여 (그림 5-26)의 중첩된 성상도를 구성하여
데이터 검출을 수행한다. 이 때, 함께 스케줄링된 UE 의 변조 방식은 항상
QPSK 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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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8/9/10 에 해당하는 DCI 포맷 2B/2C/2D 에서는 함께 MUST 전송기법이 적용된
함께 스케줄링된 UE 의 유무와 함께 스케줄링된 UE 의 변조 방식 및 DMRS 포트
정보가 추가 전달된다. 이 때, 함께 스케줄링된 UE 의 데이터 파워는 DMRS 수신
파워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5.6 Enhanced LAA for LTE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비면허대역의 무선랜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집중되는 무선 트래픽을 오프 로딩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고비용의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하여 독점적인 주파수 사용과는 달리 주파수 사용권
확보가 필요하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용량 확장의 장점이
있으나, 면허대역 수준의 통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GPP 에서는 비면허 대역에 LTE 기술 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무선 접속 기술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여 먼저 비면허대역을 이용하여
하향링크만을 지원하는 표준을 3GPP Release 13 에 완료하였고, Release 14 에서는
상향링크를 추가 지원하는 표준을 작성 완료 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상향링크를
지원하는 비면허대역의 LTE 기술 운용을 위한 3GPP Release 14 무선접속 표준의
주요기술을 소개한다.
5.6.1 상향링크 지원 비면허대역 LTE 운용 (eLAA) 표준화 동향
비면허 대역의 셀룰러 기술 도입을 위한 3GPP 무선접속 표준화는 2013 년 12 월 62 차
3GPP RAN 총회에서 제안되었으나, 기존 무선 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대로 인해 해당 기술의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비면허 대역의 LTE 운용과 운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4 년 1 월과 6 월에 걸쳐
3GPP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2014 년 1 월 워크샵에서는 비면허대역의 LTE 도입의 목적,
시나리오, 비면허 대역의 각국의 규제, 그리고 비면허대역의 다른 무선 접속 시스템과
LTE 공존을 위한 기술적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2014 년 6 월 워크샵에서는
비면허대역의 LTE 도입을 위한 주파수, 배치 시나리오 및 동작 모드, 요구 사항 그리고
표준화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워크샵 논의 결과를 2014 년 9 월 65 차 3GPP
RAN Plenary 회의에서 비면허 대역에서의 LTE 운용 연구를 “Study on Licensed Assisted
Access (LAA) using LTE”로 명명 및 Study Item (SI)이 승인되어, 3GPP RAN WG1, WG2,
그리고 WG4 에서 2014 년 9 월부터 2015 년 6 월까지 SI 에 대한 무선 접속 기술 표준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성능 분석 등이 수행되었다. 2015 년 6 월 68 차 3GPP RAN
총회에서는 SI 의 종료와 연구 결과물로 TR 36.889 v13.0.0 을 승인/발간하였다. SI 의 주된
연구 범위는 설치/운용 시나리오, 비면허 대역 설치/운용 시나리오와 비면허대역 주파수
규제를 준용과 기존 비면허대역 운용 기기 (예, Wi-Fi) 및 타 비면허대역 운용
LTE 시스템과의 공존에 대한 성능 평가와 프로토콜 향상 방안을 포함한다. 승인된 SI 에
대한 표준화는 3GPP RAN WG1, WG2, 그리고 WG4 에서 2014 년 9 월부터 시작되어
2015 년 6 월 제 68 차 3GPP RAN Plenary 회의에서 승인되어 2015 년 7 월 TR36.889
v13.0.0 문서가 제정되었다. 비면허대역 설치/운용 시나리오와 비면허 대역 주파수 규제
준용을 위해, 유럽 및 아프리카가 포함된 ITU region 1, 북미 및 남미가 포함된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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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2 그리고 아시아 및 호주가 포함된 ITU region 3 에서 규정하는 5GHz 비면허 대역
주파수 운용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된 비면허 대역 주파수 운용 규제
요구 사항은 사용 가능한 주파수 범위 및 대역폭, 각 주파수 별 최대 송출 전력량, 전송
파워 제어 방식, 주파수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DFS 요구
사항 그리고 비면허 대역 주파수 채널 억세스/점유/사용을 위한 LBT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한편, SI 종료 후 비면허대역 상에서의 하향링크만을 지원하는 Release 13 LAA
WI 가 승인되어, 2015 년 12 월까지 작업 아이템의 표준화가 완료되었고, 하향링크만을
지원하는 Release 13 LAA WI 의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향링크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비면허대역 LTE 운용으로 Release 14 eLAA WI 이 2015 년 12 월에 승인되어 2016 년
09 월까지 표준화를 완료하여 3GPP Release 14 상향링크 지원 비면허대역 LTE 운용을
위한 무선 접속 기술 국제표준을 작성하였다. Release 14 eLAA WI 은 비면허대역
배치/운용 시나리오에 따라 면허대역이 Pcell 로 비면허대역이 하향 Scell 로 동작하는 CA
시나리오 및 비면허대역이 소형셀의 Scell 로 운용되는 환경에서 하향링크 전송에 추가로
상향링크를 전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접속 프로토콜의 향상으로서 다음의
주요 기술을 포함하며, 각 주요 기술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기술한다.


비면허대역상의 Scell(s)을 이용하여 상향링크 CA 를 지원하기 위한 무선
전송/접속/접근 기술
-

비면허대역상의 상향링크 지원을 위한 기존 비면허대역 기기 및 타 LAA
시스템과의 공정한 비면허대역 상향링크 채널 억세스

-

상향링크 비면허대역 LTE 운용을 위한 PUSCH 전송

-

상향링크 비면허대역 LTE 운용을 위한 SRS 전송

5.6.2 상향링크 지원 비면허대역 LTE 운용 (eLAA) 주요 기술
5.6.2.1 상향링크 비면허대역 채널 억세스
비면허대역 상향링크 채널 억세스 (UL channel access)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하향링크의 PDSCH 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채널
억세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Type-1 UL 채널 억세스 절차가 있으며, 이는 단말이
전송하는 PUSCH 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QoS 에 따라서 채널 억세스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해당

우선순위에

따라

<표

5-13>에

주어진

파라미터

및

파라미터

값이

채널

억세스/점유를 위해 사용된다.
<표 5-13> UL Channel Access Priority Class
Channel
Access Priority

mp

CWmin,p

CWmax,p

Tulmcot, p

allowed

2

3

7

2 ms

{3,7}

p
Class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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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7

15

4 ms

{7,15}

3

3

15

1023

6ms or 10 ms

{15,31,63,127,255,511,1023}

4

7

15

1023

6ms or 10 ms

{15,31,63,127,255,511,1023}

즉 하향링크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비면허대역 채널 억세스 과정과 유사하게, 최초
채널 억세스를 위한 채널 센싱을 적어도 Td (여기서 디퍼구간, Td 는 Tf 와 Tsl x mp 의
합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슬롯 Tsl =9us 이고, Tf =16us 값을 가진다.) 기간 동안 수행하며,
만약 Td 구간동안 채널이 “사용가능”이고, Random back-off counter, N 이 0 이면 채널을
점유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N 의 조정절차로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1) N=Ninit 로 설정, 여기서 Ninit 은 0 에서 CWp 사이의 임의의 정수;
2) 만약, N 이 0 보다 크면 단말이 N 을 1 감소하도록 선택;
3) 하나의 슬롯 동안 채널 센싱을 수행하고, 센싱 결과 채널이 “사용 가능”이면, 절차
4)를 수행, 그렇지 않으면 절차 5)를 수행;
4) 만약, N 이 0 이면, 채널 억세스를 위한 본 절차를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 2)
수행;
5) 추가로 Td 구간동안 Td 내에 하나의 슬롯이 “사용중”으로 검출될 때까지 채널을
센싱하거나 혹은 Td 구간에 모든 slot 들이 “사용가능”으로 검출될 때까지 채널을
센싱;
6) 절차 5)의 결과 Td 구간의 모든 슬롯 동안 채널이 “사용 가능”으로 센싱되면, 절차
4)를 수행 그렇지 않으면 절차 5)를 다시 수행
한편 Ninit 값을 선택하기 위한 범위에 해당하는 <표 5-1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QoS 에 따라 설정되는 채널 억세스 우선순위에 따라 현재의
Contention window size (CWS)로 CWp 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CWp (CWmin,p)과 최대값 CWp
(CWmax,p)이 정해지고, CWp 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 결정되는 값을 가진다.
CW 의 조정절차는 아래와 같다. 기본적으로 하향링크만을 지원하는 Release 13 LAA 에서
기지국이 기지국의 CW 를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게, Type-1 채널 억세스를 수행하는
상항링크의 전송 시 단말의 CWS 는 단말이 하나의 CW 를 유지 및 관리한다.
1) 만약 단말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상향링크 승인 (UL grant) 정보에 단말이 앞서
Type-1 채널 억세스를 수행하고 전송을 수행했을 때 사용했던 HARQ_ID_ref 와
연계된

HARQ

프로세스를

위한

NDI

(New

Data

Indication)가

토글(toggle)되어있으면, 모든 우선순위 클래스 (priority class)에 대해 현재의
CWp 를 CWmin,p 으로 리셋하도록 설정한다.
2) 그렇지 않으면, 단말은 모든 우선순위 클래스에 대해 현재의 CWp 를 현재보다 다음
높게 허용된 값과 CWmax,p 중 최소 값으로 증가시킨다.
여기서, HARQ_ID_ref 는 현재 상향링크 승인 정보를 수신하는 시점(ng)보다 3 번째 (ng -3)
전 가장 최근 서브프레임으로 Type-1 채널 억세스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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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레임을 의미하며, 해당 서브프레임이 연속적인 서브프레임들로 구성되어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첫 번째 서브프레임에서 전송한 HARQ 프로세스를 HARQ_ID_ref 로 설정한다.
추가로 CWp 가 단말에서 설정된 K{=1~8}번 CWmax,p 인 경우, CWp 는 CWmin,p 로
재설정된다.
비면허대역 상향링크 채널 억세스를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Type-2 상향링크 채널
억세스 절차가 있으며, 이는 기지국이 비면허대역에서 하향링크로 전송하는 DRS
(Discovery Reference Signal)의 전송 시 사용하는 채널 억세스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의 전송 시 Tshort_ul 구간동안 한번의 채널 센싱만으로 채널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채널을 점유하여 PUSCH 를 전송한다. 여기서 Tshort_ul
=25us 이며 Tshort_ul 의 구성은 하나의 슬롯 Tsl =9us 와 Tf =16us 로 구성되며, Tf 의 시작으로
하나의 슬롯 Tsl 을 포함한다. 결국 채널이 Tshort_ul 구간동안 “사용가능”으로 센싱되면 그
채널은 사용 가능으로 간주되어 단말은 해당 채널 점유하여 PUSCH 를 전송한다.
상향링크 PUSCH 전송을 위해서 기지국은 상향링크 승인 정보로 단말에게 상향링크
채널 억세스 타입 (UL channel access type-1 혹은 type-2)과 채널 억세스 우선순위
클래스 (channel access priority class)를 지시하고, 단말은 PUSCH 를 포함하는 상향링크
전송을 위해 해당 지시 받은 상향링크 채널 억세스 타입에 따른 채널 억세스 절차를
사용한다.
그리고 PUSCH 를 포함하지 않은 상향링크 SRS 전송을 위해서 단말은 항상 Type-1
상향링크 채널 억세스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그때의 채널 억세스 우선순위 클래스로는
p=1 을 사용한다.
또한 PUSCH 와 SRS 가 동일 서브프레임에 전송하도록 스케줄링 받은 경우에 단말이
PUSCH 를 위한 채널 억세스를 실패하는 경우에 단말은 SRS 의 전송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SRS 를 위한 채널 억세스 절차에 따라 SRS 의 전송을 시도해야 한다.
상향링크 PUSCH 를 포함하는 전송을 수행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 시 기지국은 단말에게
25us 로 단일 구간 채널 센싱을 통한 채널 억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Type-2
상향링크 채널 억세스를 상향링크 승인 정보를 통해 지시하도록 할 수 있다.
-

기지국에서 전송을 시작하여 기지국이 설정한 MCOT (Maximum Channel
Occupancy Time)

내에

단말이

상향링크

PUSCH

를

포함하는

전송을

수행하도록 설정된 경우, 즉 t0 시점에서 시작하여 TCO 에서 끝나는 구간 내에
PUSCH 의 전송이 일어나는 경우 여기서, t0 는 기지국이 전송을 시작한
시점이며, TCO(=Tmcot,p +Tg)는 기지국에 의해 결정된 Tmcot,p 과 Tg 의 합이며, Tg 는
DL 전송과 UL 전송사이에서 발생하는 25us 이상의 모든 gap 구간의 합 혹은
UL 과 UL 전송사이에서 발생하는 25us 이상의 모든 갭(gap) 구간의 합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5-28)은 기지국으로부터 상향링크 승인 정보에 의해 UL 전송을 위한 Type2 채널 억세스를 지시 받는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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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기지국으로부터 Type-2 채널 억세스를 지시 받는 경우에 대한 예시
(출처: R1-163822)

이와 같이 기지국이 단말에게 상향링크 승인 정보를 포함하는 DCI 에 Type-2 채널
억세스 절차를 지시한다면, 기지국은 해당 DCI 에 채널 억세스를 위해 사용된 채널
억세스 우선순위 클래스를 지시한다.
그리고, 기지국이 단말에게 상향링크 승인 정보를 통해 Type-1 채널 억세스를 지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될 수 있는 C-PDCCH 에 의해 지시되는 ‘UL
duration 및 offset field’를 통해 ‘UL duration’과 ‘UL offset’을 단말이 구성 받게 되면
단말은 UL offset 과 duration 에 의한 범위 내에 해당 모든 UL 전송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Type-2 로 채널 억세스 절차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지국의 전송 다음으로 바로 UL 전송이 Tshort_ul =25us 구간 내에서 따라 오게 되는
경우에도 단말은 UL 전송을 위해 Type-2 채널 억세스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5.6.2.2 상향링크 비면허대역 LTE 운용을 위한 PUSCH 전송
비면허대역에서 단말이 전송하는 PUSCH 구조와 자원할당(Resource allocation)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는 PUSCH 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면허대역을 사용하여 단말이 PUSCH 전송을
수행하는 방식과 달리 비면허대역에서 PUSCH 전송을 위해서는 5.6.2.1 장에서 설명한
채널 억세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PUSCH 의 전송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먼저 PUSCH 전송 시작 시점은 기지국에 의해 결정되며 단말에게
상향링크 승인 정보를 통해 2 비트로 지시된다. 즉, PUSCH 전송 시작시점으로 아래 <표
5-14>에서와 같이 심벌#0, 심벌#0+25us, 심벌#0+(25+TA)us, 심벌#1 중 하나가
기지국으로부터 단말에게 지시될 수 있다. 여기서 PUSCH 의 전송 시작시점이 심벌#0 과
심벌#1 사이로 지시받는 경우 단말은 다음 DFTs-OFDM 심벌의 주기적 전치 부호(cyclic
prefix, CP) 를 확장하여 처음 DFTs-OFDM 심벌의 일부를 위해 채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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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PUSCH 전송 시점

Value PUSCH starting position
00

symbol 0

01

25µs in symbol 0

10

(25+TA) µs in symbol 0

11

symbol 1

그리고 PUSCH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전송 시작시점에서와 같이 기지국에 의해
결정되며 단말에게 상향링크 승인 정보를 통해 1 비트로 지시된다. 즉, PUSCH 전송
종료시점으로는 서브프레임의 마지막 심벌 (심벌#13), 혹은 서브프레임의 마지막 앞
심벌(심벌#12) 중 하나가 기지국으로부터 단말에게 지시될 수 있다.
비면허대역에서 PUSCH 전송을 위해서 단일 서브프레임을 사용하여 PUSCH 를 전송하는
방식과, 복수개의 서브프레임을 사용하여 PUSCH 를 전송하는 방식이 둘 다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면허대역에서와 같이 PUSCH 전송을 위한 전송모드 (Transmission
mode)로 TM1, TM2 를 모두 지원한다. TM1 에 단일 서브프레임/복수개의 서브프레임
전송을 스케줄링 하기 위한 DCI 로는 DCI 포맷 0A/DCI 포맷 0B 를 각각 사용하고,
TM2 에 단일 서브프레임/복수개의 서브프레임 전송을 스케줄링 하기 위한 DCI 로는 DCI
포맷 4A/DCI 포맷 4B 를 각각 사용한다.
그리고 기지국은 비면허대역으로 PUSCH 의 스케줄링시 최소 4ms 의 최소 지연시간를
기준으로 기지국은 단말에게 PUSCH 의 전송 타이밍을 탄력적으로 4ms 이후부터
20ms 까지 각각의 상향링크 승인 정보에 타이밍 오프셋 (timing offset)이라는 필드를
통해 지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기지국은 단말에게 두 가지 triggering type(type-A, type-B)을 통해 PUSCH 를
스케줄링 할 수 있다. Triggering type A 는 상향링크 승인 정보로부터 PUSCH 전송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포함하고 절대적인 PUSCH 전송 타이밍 정보를 포함하여 PUSCH
전송을 단말에게 지시하는 방식이며, 이는 기존 면허대역에서의 방식과 동일하다.
Triggering type B 는 상향링크 승인 정보로부터 PUSCH 전송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포함하고, 상대적인 PUSCH 전송 타이밍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하고, 실제 전송하는
타이밍 정보는 Triggering type B 가 C-PDCCH 수신시 전송되는 PUSCH trigger B 의
지시자와 ‘UL duration and offset’ 정보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다음은 PUSCH 자원 할당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비면허대역의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PUSCH 를 위한 주파수 자원할당 (RA, resource
allocation) 방식으로는 인터레이스(interlace)로 구성된 방식을 사용한다. 즉 주파수
영역에서 균등하게 배치된 RB 단위의 할당 방식으로 하나의 인터레이스에는 10 RB 가
동일 주파수 간격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 대역에 할당하도록 한다. 즉 20MHz 시스템
대역폭 (100 RB)를 기준으로 하나의 인터레이스가 할당되는 경우 10RB 가 10RB 동일
주파수

간격을

가지고

할당되도록

한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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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CH 에 대한 주파수 자원할당을 위한 방법으로서 10 개의 인터레이스가 20MHz 의
시스템

대역폭(100RB

길이)에

할당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기지국은

단말에게 LTE 에서 사용하던 RIV 방식에 의해 연속되는 인터레이스를 1~10 개까지 할당할
수 있다.
symbol
Slot 0

RB index
0

1

2

3

4

Slot 1
5

6

7

8

9

10 11 12 13

12 subcarriers

PUSCH
DMRS

...

Interlace #0
Interlace #1
Interlace #2
Interlace #3
Interlace #4
Interlace #5
Interlace #6
Interlace #7
Interlace #8
Interlace #9

System Bandwidth

0
1
2
3
4
5
6
7
8
9

(그림 5-29) 비면허대역 PUSCH 에 대한 주파수 자원할당 예시 (출처: R1-163019)

5.6.2.3 상향링크 비면허대역 LTE 운용을 위한 SRS 전송
비면허대역에서 단말이 전송하는 SRS 구조 및 자원할당(RA, Resource allocation)
방식과 SRS 전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다.
비면허대역 상향링크에서 단말이 전송하는 SRS 로 주기적 SRS 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주기적 SRS 만 사용된다. 비주기적 SRS 는 동일 서브프레임에 PUSCH 와 함께
전송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동일 서브프레임에 PUSCH 없이 단독으로
전송되도록 triggering 되는 경우에 PUSCH 없이 전송할 수 있다. 단독으로 전송되도록
triggering 되는 경우에서의 비주기적 SRS 의 전송을 위한 채널 억세스 방식에 대해서는
5.6.2.1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NB 의 MCOT 내에서 전송이 설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25us 의 단일 구간 채널 센싱을 통해 채널이 사용가능이면 전송할 수 있고, eNB 의
MCOT 바깥에 전송이 설정된 경우에는 Type-1 상향링크 채널 억세스를 수행하도록
하되 채널 억세스 우선순위 클래스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p=1 값으로 설정하여 채널
억세스를 수행하도록 한다.
비면허대역에서 상향링크에서 단말이 전송하는 SRS 는 광대역을 사용하는 SRS 만
사용되며, LTE 에서 사용하는 주어진 시스템 대역폭 내에서 SRS 전송용 최대 RB 개수를
사용하여 단말은 광대역 SRS 를 전송한다. 이때 기존 LTE 에서 사용하던 방식대로 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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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2 혹은 4 의 부반송파 간격을 가지도록 주파수
단위에서의 자원할당을 수행하여 전송하도록 한다. 비면허대역에서의 SRS 가 차지하는
서브프레임내에서의 심벌 위치는 LTE 와 동일하게 제일 마지막 심벌에서 전송된다.
기지국은 비면허대역으로 상향링크 승인 혹은 하향링크 승인 정보를 통해 비주기적
SRS 의 트리거링(triggering) 시, 최소 4ms 의 최소 지연시간을 기준으로 기지국은
단말에게 비주기적 SRS 의 전송 타이밍을 탄력적으로 4ms 이후부터 20ms/10ms 까지
설정하여 비주기적 SRS 를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5.7 SRS switching between LTE component carriers
상향링크(UL) 캐리어 집성(CA)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단말(UE)이 해당 캐리어에
구성된 물리적 상향링크 제어 채널(PUCCH)/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PUSCH)이
없이

사운딩

참조

신호(SRS)

전송을

위해

시분할

송수신(TDD)

2

차

요소

캐리어(CC)(예를 들어, 2 차 셀 또는 SCell)로의 스위칭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해당 캐리어에 하향링크/상향링크 채널 상호성을 이용함으로써 하향링크 성능을
개선하고, 상향링크 캐리어보다 더 많이 집성된 하향링크 캐리어를 지원하는 단말에
유용하다.
캐리어 집성 가능한 단말은 하향링크에서 다수의 요소 캐리어를 동시에 수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단말은 물리적 상향링크 제어 채널,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 및 사운딩 참조 신호의 전송을 위한 상향링크에 훨씬 적은 수의 캐리어(대개
하나)만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Release 14 이전에, 단말의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는 상향링크에서 대응하는 사운딩 참조 신호(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이 없는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로 지칭 될 수 있음)가 없는 하향링크 전용 요소
캐리어로 구성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요소 캐리어의 하향링크 빔포밍은 사운딩을
기반으로 하는 채널 상호성을 이용할 수 없다. 하향링크 빔포밍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이 없는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를 포함하여 구성된
모든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에서의 사운딩 참조 신호 전송 지원은 임의의 시점에서
단말의 상향링크 캐리어 집성 능력(capability)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 사운딩 참조
신호 스위칭의 도입을 통해 Release 14 에서 허용된다. 전체 상향링크의 요소 캐리어에서
물리적 상향링크 제어 채널/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사운딩 참조 신호의 구성
외에도, 네트워크는 또한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이 없는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에서 사운딩 참조 신호를 구성한다. 그러한 사운딩 참조 신호가 전송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림 5-30)에서 보듯이 단말은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로 구성된 요소
캐리어에서 상향링크 전송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이 없는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로 전환한 후 해당 요소 캐리어에서 사운딩 참조 신호를 전송
한 다음 다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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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페셜 서브프레임(special subframe)에서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이 없는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에 대한 사운딩 참조 신호 스위칭과 전송

(b) 상향링크 서브프레임에서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이 없는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에
대한 사운딩 참조 신호 스위칭과 전송
(그림 5-30) 사운딩 참조 신호 캐리어 기반 스위칭

사운딩 참조 신호 스위칭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능한 모든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에 대한 사운딩 참조 신호 구성이다.
사운딩 참조 신호는 가능한 모든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에 구성 될 수 있다. 각
스위칭이 필요한(switching-to) 요소 캐리어(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이 없는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는 전체 상향링크에서 스위칭을 시작하는(switching-from) 요소
캐리어와 같이 구성된다. 스위칭을 시작하는 요소 캐리어는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
또는 주파수 분할 송수신(FDD) 요소 캐리어일 수 있으며, 스위칭이 필요한 요소
캐리어에서 전송 중일 때는 스위칭을 시작하는 요소 캐리어에서의 전송은 중단한다.
그리고 상위 계층 구성을 통해 동일한 요소 캐리어 또는 여러 요소 캐리어에서 동일한
단말에 대해 동일한 서브 프레임에서 두 개 이상의 상향링크 구간(UpPTS) 심볼에 대해
사운딩

참조

신호

전송을

허용한다.

상위

계층

구성에

따라

하나의

상향링크

구간(UpPTS)에서 동일한 요소 캐리어의 사운딩 참조 신호에 대해 최대 여섯 개의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서브 프레임에서 둘 이상의 사운딩 참조 신호
구성을 허용한다. 이는 기존 사운딩 참조 신호 구성(사운딩 참조 신호 구성 당 하나 또는
두 개의 상향링크 구간(UpPTS) 심볼)을 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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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운딩 참조 신호의 전력 제어이다. 단말이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을
참조하지 않고 사운딩 참조 신호 전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력 제어 방식이
도입된다. 상위 계층은 사운딩 참조 신호 전송을 위한 개루프 전력 제어 파라미터를
구성하고 물리 계층 신호는 폐루프 사운딩 참조 신호 전력 제어를 위한 송신 전력
제어(TPC) 명령을 전송한다. 송신 전력 제어 명령은 포맷 3B 인 새로운 그룹 하향링크
제어 정보(DCI)로 전송된다. 스위칭이 필요한 요소 캐리어에 대한 송신 전력 제어는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된 누적 모드와 절대 모드를 모두 지원하며 송신 전력 제어 명령
비트의 해석은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과 동일하다. 동일한 요소 캐리어에서
동일한 서브프레임에 대해 다중 송신 전력 제어가 적용된 경우 단말은 송신 전력 제어의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세 번째 구성 요소로는 사운딩 참조 신호의 타이밍 어드밴스(Timing Advance, TA)이다.
사운딩 참조 신호 타이밍 어드밴스는 각 스위칭이 필요한 요소 캐리어에 대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 캐리어는 먼저 타이밍 어드밴스 그룹(Timing Advanced Group,
TAG)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타이밍 어드밴스가 모든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이
없는 시분할 송수신 요소 캐리어를 갖는 타이밍 어드밴스 그룹에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비경쟁 기반 랜덤액세스 절차가 수행 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을 갖는 요소 캐리어로부터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이 없는 요소 캐리어로
전환하여 랜덤액세스 프리앰블 전송하도록 단말에 요구된다. 타이밍 어드밴스가 획득 된
후, 타이밍 어드밴스 명령은 사운딩 참조 신호 타이밍 어드밴스의 미세 조정을 제공 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주기적 사운딩 참조 신호 및 비 주기적 사운딩 참조 신호이다. 주기적
사운딩 참조 신호 및 비 주기적 사운딩 참조 신호는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이
없는 요소 캐리어에서 구성 할 수 있다. 구성 및 작동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사운딩 참조
신호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스위칭 시작 요소 캐리어를 구성하고 사운딩 참조 신호
스위칭을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또한 물리적 상향링크 데이터 채널이 없는
요소 캐리어에서 비주기적인 사운딩 참조 신호 전송은 하향링크 제어 정보 포맷 3B 에
의해 트리거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운딩 참조 신호 스위칭을 위한 무선 주파수(RF) 재조정(retuning)이다.
단말은 두 개의 요소 캐리어 간을 스위칭 하기 위해 무선 주파수 재조정을 수행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기능은 {0, 0.5, 1, 1.5, 2, 2.5, 3, 3.5, 4, 4.5, 5, 5.5, 6, 6.5, 7}
OFDM 심볼 기간의 범위에서 무선 주파수 재조정 시간을 갖는 단말을 지원한다. 무선
주파수 재조정 시간은 단말 능력의 일부이며 네트워크에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충돌 처리이다. 사운딩 참조 신호 스위칭은 다른 전송/수신 동작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우선 순위/삭제(dropping) 규칙은 우선 순위가 높은 작업이 유지되고
우선 순위가 낮은 작업이 삭제되도록 정의된다.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긍정
확인응답(ACK)/부정 확인응답(NACK), 스케줄링 요청(SR), 랭크 지시자(RI)/프리코딩
타입 지시자(PTI)/ 채널 상태 정보 참조 신호 자원 지시자(CRI), 물리적 랜덤 액세스
채널(PRACH)}이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며 다음으로 Release 14 비 주기적 사운딩
참조 신호, 기타 비 주기적 채널 상태 정보(CSI), Release 14 주기적 사운딩 참조 신호,
기타 채널 상태 정보, 레거시 사운딩 참조 신호 순으로 결정된다. 사운딩 참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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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칭이 긍정 확인응답/부정 확인응답과 지속적으로 충돌 할 수 있는 경우, 네트워크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수정된 긍정 확인응답/부정 확인응답 타이밍 및/또는 유연한
사운딩 참조 신호 스위칭으로 사운딩 참조 신호 스위칭과 긍정 확인응답/부정 확인응답
전송이 시간적으로 중첩되지 않도록 단말을 구성할 수도 있다. 하향링크 승인(DL
grant)에 의해 트리거 되는 비 주기적 사운딩 참조 신호에 대해 유연한 사운딩 참조
신호 타이밍이 구성되고 긍정 확인응답/부정 확인응답과 충돌한다면 다음 번으로 구성된
사운딩 참조 신호 전송 기회로 한 번 연기한다. 또한 다중 사운딩 참조 신호가 동일한
하향링크 제어 정보에 의해 트리거 될 때 사운딩 참조 신호 전송에 사용되는 자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운딩 참조 신호 전송(n=1)의 타이밍은 레거시 타이밍을 따른다.
n 번째 사운딩 참조 신호 전송의 경우 1 부터 (n-1)까지의 사운딩 참조 신호 전송(재조정
시간 포함)과 충돌하지 않는 (n-1)번째 이후 또는 그와 동일한 시간에 첫 번째 사운딩
참조 신호 자원을 결정한다.

6 3GPP RAN2 주요 기술

6.1 Enhanced LTE-WLAN Aggregation (LWA)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WLAN 의 효율적인 사용은 오퍼레이터에게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에 속한다. 이러한
오퍼레이터의 요구에 따라 3GPP RAN2 WG 에서는 Release 12 에서 기지국 기반의 제어를
통해 WLAN 오프로딩을 지원하는 3GPP/WLAN 인터워킹 기능을 규격화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 릴리즈(release)에서 제공하던 코어망 기반의 오프로딩에 비해 사용자의
QoE 와 네트워크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후 Release 13 에서 기지국과 WLAN
무선자원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운링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LWA 를 규격화하였다.
Release 13 의 LWA 를 통해 오퍼레이터는 무선망 레벨에서 기지국 무선자원과 WLAN
무선자원에

대한

병합과

밀접한

통합(integration)을

제공함으로써

다운링크

전송

속도(throughput)을 증가 시킬 수 있었으며, 신뢰성 있는 LTE 네트워크를 통해 단말을
제어함으로써 서비스 중단을 감소시키며 사용자의 QoE 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 제약으로 인해 Release 13 에서 LWA 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다수 기능이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Release 14 에서는 eLWA(Enhanced LTE-WLAN Aggregation)
아이템을 통해 Release 13 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다음의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규격화
되였다.
- LTE 와 WLAN 을 통한 상향링크 병합 전송
- 이동성 기능 개선
- WLAN 측정 기능 개선
- WLAN 중지(suspend)/재개(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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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LTE 와 WLAN 을 통한 상향링크 병합 전송
Release 13 의 LWA 은 LTE 와 WLAN 을 통한 하향링크 병합 전송을 지원하지만
상향링크에 대해서는 LTE 를 통한 전송 만을 지원했다. Release 14 에서 추가된 상향링크
병합 전송은 이중 연결(Dual connectivity)에서의 상향링크 병합 전송 기능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기지국은 상향링크 데이터를 LTE 와 WLAN 을 통해 분리해서 전송하기 위한
스플릿(split) 임계값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단말에 상향링크 전송을 위해
가용한 데이터량이 구성된 스플릿 임계값을 넘는다면, 단말은 PDCP 엔티티에서 PDCP
PDUs 를 AM(acknowledge mode) RLC 앤티티와 WLAN 중 하나로 전달함으로써 LTE 와
WLAN 을 통해 업링크 병합 전송을 제공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어떤 PDCP PDUs 를 LTE
또는 WLAN 을 통해 보낼 지에 대한 선택은 단말 구현 사항(implementation)으로 제공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단말의 상향링크 전송을 위해 가용한 데이터량이 구성된
스플릿 임계값 보다 적다면, 단말은 기지국에 의해 구성된 디폴트 상향링크 경로
파라미터를 통해 LTE 또는 WLAN 경로를 통해 PDCP PDUs 를 전송한다.

6.1.2 이동성 기능 개선
Release 14 에서는 단말 이동에 따라 핸드오버를 수행할 때 LWA 연결(connectivity)를
유지하는 핸드오버 기능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핸드오버 동안 무선랜 종단장치(WT:
WLAN Termination)를 변경하지 않고 WLAN 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었다. 소스
기지국이 WT 해제 요청을 개시하기 전에 WT 는 소스 기지국과 타겟 기지국 모두에
베어러 터널을 연결되어 구성된다. 하향링크에서 소스 기지국은 WT 로 마지막 데이터
패킷이 전송된 후 엔드 마커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단말이 소스 기지국과 타겟 기지국의
PDCP key 를 스위치하여 PDCP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향링크에서는 단말이
key 스위치를 지시하기 위해 엔드 마커 패킷을 삽입한다. 아래 그림은 WT 변경없는
핸드오버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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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B

UE

WT

Target
eNB

MME

LWA is activated for the UE

1. Handover Request
2. WT Addition Request
3. WT Addition Request Ack.
4. Handover Request Ack.
5. RRC Connection Reconfig.

6. WT Release Request

7. Random Access Procedure
8. RRC Connection Reconfiguration Complete
9. SN Status Transfer
10. Path Switch Request
11. Path Switch Request Ack.
12. UE Context Release

LWA is activated for the UE

(그림 6-1) WT 변경없는 핸드오버

6.1.3 측정 기능 개선
Release 14 에서는 WLAN 측정 기능 개선도 함께 제공되었다. 먼저, 리포팅할 수 있는
최대 WLAN IDs 가 32 개로 확장되었다. 또한 단말이 기지국 통해 구성된 WLAN 측정
객체 내에 리스트 된 WLAN IDs 이외에도 검출된 WLAN IDs 를 리포팅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는 Release 13 에서 함께 규격화된 이웃 기지국의 WT 리포팅을 허용하는
Xw-AP 개선 기능과 함께 사용되어 기지국이 WLAN 네트워크 망구조(topology)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LWA 구축을 위해 필요한
OAM(organization and management)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Release 14 에서는 기존 릴리즈에서 WLAN 측정 객체를 구성할 때 제공하던
2.4GHz 대역과 5GHz 대역 구분에 추가하여 60GHz 대역의 WLAN 밴드 대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WLAN 측정 객체는 WLAN 식별자, WLAN 캐리어 정보 그리고 WLAN
밴드 정보로 구성된다.

6.1.4 WLAN 중지/재개
추가적으로 Release 14 에서는 단말로부터 WLAN 중지/재개 지시정보 전송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단말이 LWA 연결을 끊지 않고 WLAN 연결 상태 리포트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함으로써 WLAN 의 임시적인 중단을 기지국에 지시할 수 있으며, 단말이
또 다른 WLAN 에 연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WLAN temporary
suspension 이 지시된 LWA 베어러가 구성된 단말은 단말의 WLAN 연결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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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되었을 때 WLAN 연결 상태 리포트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함으로써 WLAN 연결
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6.2 Further mobility enhancements in LTE
본 기술은 임의의 단말에게 지연에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에 해당 단말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핸드오버와 이중연결(dual connectivity) 시 SCG(secondary cell
group)의 변경(이하 SCG 변경)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해 수십 ms 단위로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service interruption)이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다. 특히, 강남 등과 같이 단말 사용자들이 밀집된 도심의 경우 기지국간
거리(이하 ISD: inter site distance)가 20m 정도인 소형셀들이 다수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지국간
거리가 20m 정도인 네트워크에서 도보로 이동(3km/h) 중인 사용자는 매 24 초마다
발생하는 핸드오버 또는 SCG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현상으로 TCP
프로토콜을 통한 전송율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며 이는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중
지연에 민감한 실시간 서비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6-2) UDN(urban dense network) 시나리오에서 TCP 전송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출처: RP-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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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WI 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을
논의하였다.
6.2.1 Make before break (MBB)
MBB 방식은 핸드오버 또는 SeNB(secondary eNB)변경 명령을 수신하고 타겟 셀(target
cell)에 최초 송수신을 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스
셀(source cell)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MBB 방식은 동일 주파수 내 핸드오버 및
동일 주파수간 SeNB 변경 시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MBB 방식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소스 셀에 대한 송수신이 중지된 이후로 layer-2 리셋을 미룬다.

-

소스

기지국(source

MeNB(Master

eNB)

eNB))는

또는

MBB

SeNB

핸드오버

변경을
또는

위해

SeNB

소스

변경을

MeNB(source
결정하고

타겟

기지국(target eNB)에 make-before-break 지시자를 RRC 메시지에 포함하는 것을
요청한다. 타겟 기지국은 소스 기지국의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 make-beforebreak 지시자를 포함하는 RRC 메시지를 소스 기지국을 거쳐 단말에게 전달한다.

Source
eNB

UE

Target
eNB
1. Handover Request:
Remain Connection

3. RRCConnectionReconfiguration
with mobilityControlInfo:
makeBeforeBreak

2. Handover Request Ack: Container:
(RRCConnectionReconfiguration: makeBeforeBreak)

(그림 6-3). MBB 지원을 위한 기지국간 시그널링 및 RRC 시그널링 개념도

(출처: R2-166614)

6.2.2 RACH-less
RACH-less 방식은 핸드오버 또는 SeNB 변경 절차 내의 랜덤접속절차를 제거함으로써
이동성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RACH-less 방식은 타겟 기지국에
의해서만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상향링크

전송

동기에

필요한

TA(timing

advance)값이 동일하거나 스몰셀과 같이 TA 값이 0 인 셀 또는 기지국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RACH-less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표준화 되었다.
-

소스 기지국이 단말에게 제공하는 핸드오버 명령 내에 타겟 셀에서 사용할 TA 값
(즉, NTA)을 포함하여 전송한다.

-

소스

기지국이

단말에게

제공하는

핸드오버

명령

내에

랜덤접속절차

중

랜덤접속응답 내 상향링크 자원할당정보에 해당하는 상향링크 그런트(grant)를
선할당(pre-allocated)형태로 제공한다. 선할당 상향링크 그런트의 최소 간격은
2m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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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할당 상향링크 그런트 내에 비적응형 재전송(non-adaptive retransmission)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전송보다 우선한다.

-

선할당 상향링크 그런트에

대한 HARQ 재전송의

리던던시 버전(redundancy

version)은 항상 0 으로 고정된다.


선할당 상향링크 그런트는 이동성에 대한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해제(release)된다.

7 3GPP RAN3 주요 기술

7.1 Enhanced LTE WLAN Radio Level Integration with IPsec Tunnel (eLWIP)
Release 13 에서 eNB 와 WLAN 사이에 있는 보안 게이트웨이(LTE WLAN radio level
integration with IPsec tunnel security gateway, LWIP-SeGW)가 소개되었다. 그러나 당시
eNB 와 LWIP-SeGW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표준화되지 않았다.
Release 14 에서 eNB 와 LWIP-SeGW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정식으로 Xw 라 일컫기로
하고,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격화를 수행하였다. 참고로, Xw 인터페이스는 이미
Release 13 에서 정의된 eNB 와 Xw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특수 WLAN(WLAN
termination, WT)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이다. 따라서, eNB 와 LWIP-SeGW 사이의
인터페이스도 Xw 인터페이스로 칭함에 따라, Xw 인터페이스의 쓰임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7.1.1 구조
(그림 7-1)과 (그림 7-2)는 각각 전체적인 구조 및 프로토콜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전체적인 구조 및 프로토콜 구조는 Release 13 의 해당 구조들과 매우 비슷하다. 다만,
Xw 인터페이스가 규격화됨에 따라, 명시적으로 LWIP-SeGW 와 eNB 간의 인터페이스를
Xw 라고 표시한 점이 다르다.
(그림 7-2)에서 보이는 붉은 선은 단말과 eNB 사이에 생성된 터널을 상징하며, 이
터널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예를 들어,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패킷)가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터널은 WLAN 및 LWIP-SeGW, 즉 총 두 개의 개체를 지나서
생성되는데, LWIP-SeGW 는 eNB 와 Xw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바로 연결되고, 단말부터
LWIP-SeGW 사이에는 또 다시 WLAN 을 거치는 IP 보안(IP security, IPsec) 터널을 통해
연결된다. 이러한 프로토콜 계층 구조는 (그림 7-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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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 / S-GW

S1

Xw

WLAN

eNB
LWIP-SeGW

UE

(그림 7-1) 전체적인 구조 (3GPP TS 36.300 에서 발췌)

S1-MME

S1-U

Private
IP@

eNB

Public
IP@

Xw

IP

WLAN

LWIPEP

RRC

RRC

PDCP

PDCP

RLC

RLC

MAC

MAC

PHY

PHY

NAS

User
plane

LWIPSeGW

User plane
IP Packets
from DRB

WLAN
PHY

PHY

UE – LWIP-SeGW
IPsec Tunnel

MAC

RLC

RLC

PDCP

PDCP

LWIP Tunnel

WLAN
MAC

RRC
NAS

UE

LWIPEP

IP
APP/Higher Layers

(그림 7-2) 프로토콜 구조 (3GPP TS 36.300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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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

LWIP-SeGW

eNB

IP
LWIPEP

LWIPEP

IP
inner

UE specific tunnel

IP inner

(GTP-U)

UE specific tunnel
(GTP-U)

ESP

ESP

IP outer

IP outer

Delivery
Protocol
(e.g. IP)

Delivery
Protocol
(e.g. IP)

(그림 7-3) 프로토콜 계층 구조 (3GPP TS 33.401 에서 발췌)

7.1.2 절차
단말 측면에서 보면, LWIP-SeGW 는 단말이 WLAN 을 통해 첫번째로 통신할 수 있는
신뢰받는 개체이다. WLAN 자체가 단말과 가장 첫번째로 통신하는 개체이지만 WT 와
달리 신뢰받지 못 하는 개체이다. 따라서, 단말이 WLAN 을 통해 eNB 와 통신하려면
LWIP-SeGW 와 단말 사이에 IPsec 터널을 생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Psec 터널을 생성하려면 단말과 LWIP-SeGW 각각에 보안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IPsec 터널 생성에 앞서 eNB 는 LWIP-SeGW 에게 Xw 인터페이스를 통해,
단말에게 LTE-Uu 인터페이스를 통해 IPsec 터널 생성을 위한 보안 정보를 전달해준다.
eNB 가 단말에게 LTE-Uu 인터페이스를 통해 IPsec 터널 생성을 위한 보안 정보(LWIPSeGW 의 IP 주소, 개시 식별자(initiator identity, IDi), 카운터 값)를 전달해주는 것은
Release 13 부터 지원되었다. 그러나, eNB 가 LWIP-SeGW 를 통해 보안 정보(보안 열쇠,
IDi)를 보내는 것은 eNB 와 LWIP-SeGW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한 본 표준화 작업
항목을 통해 표준화되었다.
(그림 7-4)는 이러한 절차를 보다 자세히 나타내는 그림이다. 절차 3a 에서 eNB 는
LWIP-SeGW 에게 Xw 인터페이스를 통해 IPsec 터널을 위한 보안 정보를 전달해준다.
이러한 보안 정보를 이용하여 절차 6 에서 단말과 LWIP-SeGW 사이에 IPsec 터널을
생성할 수 있다.

５７

TTAR-06.xxxx

기술보고서

UE

L-SeGW

1.

eNB

RRCConnectionReconfiguration

2.

RRCConnectionReconfigurationComplete

3.

WLAN Measurements
3a. LWIP Addition Request
3b. LWIP Addition Request Acknowledge

4. RRCConnectionReconfiguration
5.

RRCConnectionReconfigurationComplete

6. WLAN association (if not already associated)

WLANConnectionStatusReport
(Association Confirmation)

7.

8.

RRCConnectionReconfiguration

9. RRCConnectionReconfigurationComplete

LWIP Tunnel between UE and eNB via WLAN

(그림 7-4) 단말과 eNB 간 터널 생성 절차 (3GPP TS 36.300 에서 발췌)

절차 3a 와 3b 를 뺀 다른 절차들은 모두 Release 13 에서 정의되었다. 따라서, 본 표준화
작업 항목에서 핵심 절차는 3a 와 3b 라 할 수 있다. 이 절차는 LWIP ADDITION
REQUEST 메시지와 LWIP ADDITION REQUEST ACKNOWLEDGE 로 이어지는 원소
절차(elementary procedure)에 해당한다.
<표 7-1>은 LWIP ADDITION REQUEST 메시지가 어떤 정보 원소(information element,
IE)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LWIP ADDITION REQUEST ACKNOWLEDGE 메시지의
구성을 보이는 표는 생략한다.
<표 7-1> LWIP ADDITION REQUEST 메시지
IE

Message Type
eNB UE XwAP ID
UE Identity
LWIP-SeGW Security
Information
Serving PLMN
eNB GTP Tunnel Endpoint
Mobility Set

포함 여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적
선택적
선택적

IE 상세

Procedure Code IE와 Type of Message IE로 구성
OCTET STRING (SIZE(3))
단말의 WLAN 매체접근제어 계층 주소
LWIP-PSK IE와 IKE Initiator Identity IE로 구성

PLMN Identity IE에 따름
GTP Tunnel Endpoint IE에 따름
하나 이상의 “BSSID IE, SSID IE, HESSID IE 중
적어도 하나로 구성된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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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만한 IE 는 LWIP-SeGW Security Information IE 이다. <표 7-1>에서 알 수
있듯, LWIP-SeGW Security Information IE 는 보안 열쇠를 담는 LWIP-PSK IE 와 IDi 를
담는 IKE Initiator Identity IE 로 구성된다.
eNB 가 LWIP-SeGW 에게 보안 열쇠와 IDi 를 보내는 까닭은 이들이 단말과 LWIP-SeGW
사이에 인터넷 열쇠 교환(internet key exchange, IKE) 악수를 할 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7-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말은 eNB 로부터 받은 카운터 값과
보유하고 있는 eNB 열쇠(KeNB)를 이용해서 보안 열쇠를 추출해낼 수 있고, LWIPSeGW 는 eNB 로부터 보안 열쇠를 직접 받았으니 단말과 LWIP-SeGW 모두 동일한 보안
열쇠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eNB/UE
KeNB

KDF

LWIP
counter

256

LWIP- PSK

(그림 7-5) 보안 열쇠 유도

단말과 LWIP-SeGW 가 보안 열쇠와 IDi 를 이용하여 IKE 악수를 하는 과정은
IETF RFC 7296 을 따른다. IKE 악수를 통해 서로를 인증한 단말과 LWIP-SeGW
사이에는 IPsec 터널이 생성된다.
7.2 Flexible eNB-ID and Cell-ID in E-UTRAN
세상의 모든 논리적 eNB 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식별자를 글로벌 eNB 식별자(global
eNB identity)라 칭한다. 글로벌 eNB 식별자는 일반적인 매크로 eNB 인 경우, 24 비트인
PLMN 식별자와 20 비트인 매크로 eNB 식별자를 포함하여, 하나의 PLMN 식별자로
구분되는 사업자 네트워크 내에서 최대 220 개, 약 백만개의 매크로 eNB 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글로벌 eNB 식별자에 8 비트를 더 하면 한 매크로 eNB 에 속한 최대 256 개의 셀을
식별할 수 있는 LTE 네트워크 셀 글로벌 식별자(E-UTRAN cell global identity, ECGI)가
된다. ECGI 의 구조를 (그림 7-6)에 나타냈다. 그림의 한 열은 하나의 옥텟을 상징한다.

PLMN identity
Macro eNB identity

(그림 7-6) 매크로 eNB의 셀에 대한 ECGI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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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접속망 구조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한 매크로 eNB 가 256 개보다 많은 개수의 셀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한 한 사업자 내에서 백만개보다 많은 eNB 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매크로 eNB 식별자에
할당된 비트 수, 그리고 ECGI 에서 PLMN 식별자 및 매크로 eNB 식별자를 제외한 비트
수를 늘리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ECGI 는 네트워크 내에서만 쓰이는 정보가 아니라,
단말에게도 쓰이는 정보이기 때문에, 호환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늘렸다가 지난
Release 의 단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ECGI 의 길이는 그대로 두고, 보다 정확히 ECGI 의 길이 및 PLMN 식별자 길이는
그대로 두고, 매크로 eNB 식별자와 추가되는 비트 수의 길이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 작업 항목이 진행되었다.
표준화 작업 항목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표 7-2>에 보인 S1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Global eNB ID IE 를 참고하면, 해당 표준화 작업 항목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이뤄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비슷한 변화가 X2, M2, M3, Xw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도 가해졌다.
<표 7-2> S1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Global eNB ID IE
IE/Group Name

Presence

Range

IE type and

Semantics description

reference
PLMN Identity

M

CHOICE eNB ID

M

9.2.3.8

>Macro eNB ID
>>Macro eNB ID

M

BIT STRING

Equal to the 20 leftmost bits of the Cell

(SIZE(20))

Identity IE contained in the E-UTRAN CGI
IE (see subclause 9.2.1.38) of each cell
served by the eNB.

>Home eNB ID
>>Home eNB ID

M

BIT STRING

Equal to the Cell Identity IE contained in

(SIZE(28))

the E-UTRAN CGI IE (see subclause
9.2.1.38) of the cell served by the eNB.

>Short Macro eNB ID
>> Short Macro

M

eNB ID

BIT STRING

Equal to the 18 leftmost bits of the Cell

(SIZE(18))

Identity IE (see subclause 9.2.1.38) of
each cell served by the eNB.

>Long Macro eNB ID
>> Long Macro
eNB ID

M

BIT STRING

Equal to the 21 leftmost bits of the Cell

(SIZE(21))

Identity IE (see subclause 9.2.1.38) of
each cell served by the 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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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GPP RAN4 주요 기술

8.1 Rel-14 LTE 주파수 집성화 기술 (Carrier Aggregations)
Release 14 에서의 주파수 집성화 기술 는 Release 13 과 거의 유사하며, 크게 두 가지
진화가 진행되었다. 첫번째는 3DL/2UL 이종 주파수 대역간 주파수 집성화가 xDL/2UL
이종 주파수 대역간 주파수 집성화로 진화하였으며, 여기서 x 는 3,4,5 까지 하향링크
대역 개수를 증가시켰다. 두번째는 LAA 주파수 대역인 Band 46 에 대해서 Release 13
에서는 주파수 집성 기술 사용시 보조 하향링크 전용으로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Release
14 에서는 주파수 집성기술 사용 시 양방향 모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향링크
전송 관련 규격을 추가하였으며, 10MHz 채널에 대한 수신 규격을 추가하였다.
8.1.1 xDL/2UL 이종 대역 간 주파수 집성화 기술
Release 13 까지는 LTE 1/2/3/4/5 하향 링크들과 단일 상향링크 전송에 대한 규격 및
LTE 1/2/3 하향링크들과 두개의 상향링크 전송을 지원하는 규격을 완료하였으며,
Release 14 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단지 새로운 LTE 밴드 조합을
주파수 집성 기술 종합 표준 과제(Basket WI)에 추가하는 형태로 새로운 주파수 집성
기술 종합 표준 과제(Basket WI)를 진행하였다. 한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2 개의 샹향
링크 전송시 3 개 하향링크로 제한하던 개수를 5 개 하향 링크까지 증가하는 종합 표준
과제(Basket WI)를 을 승인하였으며, 이것이 xDL/2UL 이종 주파수 대역간 주파수 집성화
(x=3,4,5,) 종합 표준 과제(Basket WI)이다. 이에 대한 제약사항은 3DL/1UL 주파수
집성화 및 2DL/2UL 주파수 집성화 관련 조합의 표준이 완료된 상황에서 xDL/2UL 이종
주파수 대역간 주파수 집성화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ease 14 에서 제안된 xDL/2UL 주파수 집성화 주파수 조합은 총 93 개의 새로운
xDL/2UL 이종 주파수 대역간 주파수 집성화 조합이 표준화 되었다. (주파수 대역 조합
목록은 TS36.101 참조)
제안된 모든 주파수 조합에서의 이중 상향링크에 의한 3 차 하향링크 주파수 대역에 대한
고조파 간섭 및 혼/변조 간섭 문제를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수신감도
(REFSENS) 예외 경우를 규격화 하였다.
8.1.2 주파수 집성화 기술 지원을 위한 LAA 진화
Release 14 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주파수 집성화 동작을 면허 대역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즉 Band 46 이 Scell 로 동작하는 경우, 해당 단말이 기지국 스케줄링에 의해
상향링크 전송이 가능한 서브 프레임을 알려주면 해당 영역에서 LBT 를 수행하여 신호가
없는 경우 상향링크 전송을 허용하도록 표준 규격을 추가한 것이다.
8.1.2.1 주파수 집성화를 위한 단말의 최대 출력
아래의 <표 8-1>은 현재 LTE 면허대역과 Band 46 을 주파수 집성 기술로 사용시 동시에
상향 링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조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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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CA UE power class with Band 46
E-UTRA CA
Configuration

Class
1
(dBm)

Tolerance
(dB)

Class
2
(dBm)

Tolerance
(dB)

Class
3
(dBm)

Tolerance
(dB)

23

+2/-3

CA_2A-46A

Class
4
(dBm)

Tolerance
(dB)

이와 같이 scell 로 Band 46 이 Scell 로 동작하며 이중 상향링크 전송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단말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1) 보호 주파수 대역 (5150-5350 MHz and 5470-5725 MHz)
-

NS_28 또는 NS_29 를 수신한 UE 는 최대 평균 파워 밀도 (maximum mean
power density) 를 10 dBm/Mhz 이하로 설정;

-

NS_30 을 수신한 UE 는 최대 평균 파워 밀도 (maximum mean power density) 를
11 dBm/Mhz 이하로 설정;

2) 보호 주파수 대역 (5150-5250 MHz)
-

NS_31 을 수신한 UE 는 최대 평균 파워 밀도 (maximum mean power density) 를
4 dBm/Mhz 이하로 설정;

3) 보호 주파수 대역 (5250-5350 MHz and 5725 - 5850 MHz)
-

NS_32 을 수신한 UE 는 최대 평균 파워 밀도 (maximum mean power density) 를
11 dBm/Mhz 이하로 설정;

8.1.2.2 UE MPR for LAA 주파수 집성화
Scell 로 Band 46 이 사용되는 경우, 단말의 변조 및 대역폭에 따른 PAPR 감소를 위한
최대 전송전력 감소 비율 (Maximum Power Reduction: MPR) 값은 10MHz 대역폭 (L=5)
또는 20MHz 대역폭 (L=10)인 경우 (RIV=11111) 기존의 MPR 표가 적용되나, 만일 위와
다른 RIV(Resource Indication Value in TS36.213) 가 설정된 경우 QPSK 변조인 경우
2.5dB MPR, 16QAM 인 경우 3dB 그리고 64QAM 인 경우 4dB MPR 이 적용된다.
8.1.2.3 UE A-MPR for LAA 주파수 집성화
위의 지역적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해당 CA 단말은 Band 46 에서 상향링크 신호를
전송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A-MPR 을 적용한다.
<표 8-2> A-MPR for CA UE with Band 46
Network
Signalling value
NS_28
NS_29
NS_30
NS_31

Requirements
(subclause)
6.2.2A, 6.6.2.2.6
6.6.3.3.24
6.2.2A,
6.6.2.3.1a,
6.6.3.3.25
6.2.2A,
6.6.3.3.26
6.2.2A,
6.6.3.3.27

E-UTRA
Band

Channel
bandwidth (MHz)

46 (NOTE 5)

20

Table 8.1.2-3

46 (NOTE 5)

20

Table 8.1.2-4

46 (NOTE 5)

20

Table 8.1.2-5

46 (NOTE 5)

20

Table 8.1.2-6

６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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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A-MPR for "NS_28"

Channel Bandwidth
[MHz]

Parameters
Carrier centre frequency
(FC)[MHz]
5160 ≤ FC < 5179.8
5320.2 < FC ≤ 5340
5480 ≤ FC < 5499.8

Uplink resource
allocation

A-MPR
[dB]

L = 10 (RIV = 19)

9
8

Any other RIV

L = 10 (RIV = 19)
9
Any other RIV
8
L = 10 (RIV = 19)
2
5179.8 ≤ FC ≤ 5320.2
5499.8 ≤ FC ≤ 5680.2
Any other RIV
2
NOTE 1: The carrier centre frequencies and corresponding EARFCN allowed for operation in Band 46
are specified in [12]. The uplink resource allocation is defined in Clause 8.1.4 of [6].
20

5680.2 < FC ≤ 5715

<표 8-4> A-MPR for "NS_29"

Channel
Bandwidth[MHz]

Parameters
Carrier centre frequency (FC)
[MHz]

Uplink resource
allocation

A-MPR
[dB]

L = 10 (RIV = 19)
2
5179.8 ≤ FC ≤ 5320.2
5499.8 ≤ FC ≤ 5700.2
Any other RIV
1
NOTE 1: The carrier centre frequencies and corresponding EARFCN allowed for operation in Band
46 are specified in [12]. The uplink resource allocation is defined in Clause 8.1.4 of [6].
20

<표 8-5> A-MPR for "NS_30"

Channel Bandwidth
[MHz]

Parameters
Carrier centre frequency (FC)
[MHz]

Uplink resource
A-MPR
allocation
[dB]
L = 10 (RIV = 19)
15
5160 ≤ FC < 5179.8
5320.2 < FC ≤ 5340
Any other RIV
16
L = 10 (RIV = 19)
3
5179.8 ≤ FC < 5199.8
5300.2 < FC ≤ 5320.2
Any other RIV
3
L = 10 (RIV = 19)
11
20
5480 ≤ FC < 5499.8
Any other RIV
11
L = 10 (RIV = 19)
6
5680.2 < FC ≤ 5715
Any other RIV
6
L = 10 (RIV = 19)
1
5199.8 ≤ FC ≤ 5300.2
5499.8 ≤ FC ≤ 5680.2
Any other RIV
N/A
NOTE 1: The carrier centre frequencies and corresponding EARFCN allowed for operation in Band 46
are specified in [12]. The uplink resource allocation is defined in Clause 8.1.4 of [6]. The uplink
resource allocation is defined in Clause 8.1.4 of [6].

<표 8-6> A-MPR for "NS_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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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Bandwidth
[MHz]

Carrier centre frequency (FC)
[MHz]
5160 ≤ FC ≤ 5240
5260 ≤ FC < 5279.8
5320.2 < FC ≤ 5340
5480 ≤ FC < 5499.8
5680.2 < FC ≤ 5715
5805.2 < FC ≤ 5840

20

Uplink resource
allocation

A-MPR
[dB]

L = 10 (RIV = 19)
Any other RIV
L = 10 (RIV = 19)

7
7
6
6

Any other RIV
L = 10 (RIV = 19)
Any other RIV
L = 10 (RIV = 19)
Any other RIV
L = 10 (RIV = 19)

5735 ≤ FC < 5764.8

6
6
6
6
2
1

5279.8 ≤ FC ≤ 5320.2
5499.8 ≤ FC ≤ 5680.2
Any other RIV
5764.8 ≤ FC ≤ 5805.2
NOTE 1: The carrier centre frequencies and corresponding EARFCN allowed for operation in Band 46
are specified in [12]. The uplink resource allocation is defined in Clause 8.1.4 of [6].

8.1.2.4 UE REFSEN for LAA 주파수 집성화
수신 단에서의 진화는 10MHz 대역폭에 대한 REFSENS 를 추가하는 작업과 이중
상향링크 전송에 의한 진화가 있었으며, 실제 이중 상향링크 전송을 허용하는 CA 는
단지 2A-46A 로 동작하는 경우만 아래와 같이 REFSENS 면제 경우가 추가로 정의
되었다.
<표 8-7> REFSENS for LAA CA (Exception due to harmonics)
Channel bandwidth
EUTRA CA
Configuration
CA_2A-46A15,16

EUTRA
band

1.4 MHz
(dBm)

3 MHz
(dBm)

2

5 MHz
(dBm)

10 MHz
(dBm)

15 MHz
(dBm)

20 MHz
(dBm)

Duplex
mode

-70

-67

-65.2

-64

FDD

-90

TDD

46

NOTE 15: These requirements apply when there is at least one individual RE within the downlink transmission bandwidth
of the victim (lower) band for which the 3rd harmonic is within the uplink transmission bandwidth or the uplink
adjacent channel’s transmission bandwidth of an aggressor (higher) band.
NOTE 16: The requirements should be verified for UL EARFCN of the aggressor (higher) band (superscript HB) such that
LB
LB
LB
f DL
  fULHB / 0.3 0.1 in MHz and FULLB_ low  BWChannel
/ 2  fULLB  FULLB_ high  BWChannel
/ 2 with
HB
LB
f DL the carrier frequency in the victim (lower) band and BWChannel the channel bandwidth configured in the
higher band.

위와 같이 Band 2 에 대한 REFSENS 예외 적용은 이중 상량링크 전송이 되는 경우
고주파수 (Band 46)의 고조파 간섭 성분이 Band 2 의 수신 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신 성능 저하를 허용한 것이다.
다음은 수신대역에서 Band 46 을 Scell CA 로 적용한 경우, 10MHz 에 대한 대역폭을
추가한 REFSENS 규격이며 이외의 CA 조합에서는 Band 46 에서 10MHz 대역폭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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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Reference sensitivity QPSK PREFSENS (CA with band 46)

EUTRA CA
Configuration
CA_1A-46A
CA_1A-46C
CA_1A-46D
CA_1A-46E
CA_3A-46A
CA_3A-46C
CA_3A-46D
CA_3A-46E
CA_5A-46A
CA_5A-46C
CA_5A-46D
CA_5A-46E
CA_7A-46A
CA_7A-46C
CA_7A-46D
CA_7A-46E
CA_7C46ACA_7C46C
CA_7C-46D
CA_28A-46A
CA_28A-46C
CA_28A-46D
CA_28A-46E
CA_40A-46A
CA_40A-46D
CA_40A-46E
CA_40C-46C
CA_40C-46D
CA_40D-46A
CA_40D-46C

EUTRA
band

1.4 MHz
(dBm)

Channel bandwidth
3 MHz
5 MHz
10 MHz
(dBm)
(dBm)
(dBm)

1

-100

46
3

-97

15 MHz
(dBm)

20 MHz
(dBm)

Duplex
mode

-95.2

-94

FDD

-90

TDD

-91

FDD

-90

TDD

-93
-98.7

-97

46

-94

-92.2

-93

5

-98

46

-95

FDD

-93

7

-98

46

-95

-93.2

-93

28

-98.5

46

-95.5

-93.7

-93

40

-100

46

-97

-93

-95.2

-90

TDD

-92

FDD

-90

TDD

-91

FDD

-90

TDD

-94

TDD

-90

TDD

8.2 eSU-MIMO & CRS-IM
3GPP RAN4 에서 Release 12 까지는 단말의 구현 복잡도를 고려하여 2 개의 수신
안테나를 기준 수신기로 가정하여 성능 규격을 정의해 왔고 Release 13 에서 처음으로 4
개 수신 안테나 수신기에 대한 성능 표준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최대 4 개의 데이터
전송 지원이 가능해 졌으며, 수신 감도 향상과 높은 전송률을 보장하여 시스템 용량
증대를 가져왔다. Release 13 에서 정의된 4 개 수신 안테나에 대한 성능 표준은 MMSE
(Minimum Mean Square Error)와 IRC (Interference Rejection Combining)를 기준
수신기로 가정하여 정의 되어있다. 4 개 수신 안테나 수신기의 연장선상에서, Release
14 에서는 2 개 안테나 전송과 2 개 수신 안테나 수신기 환경 기반으로 정의된 Release
12/13 SU-MIMO 와 CRS-IM 수신기의 진화방향으로 4 개 전송 전송과 4 개 수신 안테나
수신기 환경을 고려한 eSU-MIMO & eCRS-IM 수신기의 성능 규격을 위한 표준 과제가
제안 되어 새로운 성능 표준을 정의하였다.

３

TTAR-06.xxxx

기술보고서

8.2.1 진화된 SU-MIMO
8.2.1.1 기준 수신기
eSU-MIMO 수신기는 Release 12 에서 진행했던 SU-MIMO 수신기에 대해 복수 데이터
전송 시 간섭을 최대 4 개 레이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기이다. Release 12
SU-MIMO 의 기준 수신기는 R-ML (Reduced complexity Maximum Likelihood)과 CWIC
(Code Word level Interference Cancellation) 수신기를 고려하여 성능 규격을 정의하였다
[1]. eSU-MIMO 의 기준 수신기에 대해서는 최대 4 레이어 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간
간섭을 제어하기 위해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R-ML 수신기만을 고려한다. 단, R-ML
수신기 구현에 있어 자세한 구현 방식 (예, sphere decoding, QR-MLD, MLM, 등)은 다를
수 있다.

8.2.1.2 Demodulation 성능 시험 규격
eSU-MIMO 수신기의 동작 시나리오는 복수의 MIMO 데이터를 동일한 무선 자원
(RE:Resource Element)에 할당할 수 있는 전송 모드인 TM3/4/8/9/10 에서 고려되며,
주파수 분할 방식 (FDD) 과 시분할방식 (TDD) 모두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MIMO
데이터가 사용되는 영역은 셀 중심에 위치하여 신호 대 잡음비가 높은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테스트에 16QAM 변조 방식을 적용한다. eSU-MIMO 수신기는 복수의
MIMO 데이터간 간섭을 제어하는 기능을 검증하기 때문에 기지국/단말 안테나 단에 일정
값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medium correlated 안테나 모델이 적용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eSU-MIMO 수신기는 Release 13 4 수신 안테나 기준 수신기인
LMMSE 수신기와 비교하여 MIMO 데이터간 간섭 제어 기능을 통해 4~5dB 의 성능이
향상됨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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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PDSCH 에 대한 eSU-MIMO 수신기 성능

이러한 eSU-MIMO 수신기의 성능 향상을 기반으로 4 개의 신규 성능 규격이 아래 표와
같이 TS36.101 에 정의되었고, eSU-MIMO 수신기를 통해 추가적인 주파수 자원의 사용
없이 평균적인 사용자 전송율의 증가 및 주파수 자원 효율성에 대한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
<표 8-9> PDSCH 에 대한 eSU-MIMO 수신기 신규 테스트 성능 규격
Transmission

Modulation

Propagation

Correlation Matrix and

Mode

Order

Condition

Antenna Configuration

TM4

16QAM

ETU70

2x4 Medium

16.78

TM9

16QAM

EPA5

2x4 Medium

16.17

TM3

16QAM

EVA70

4x4 Medium A

22.18

TM9

16QAM

EPA5

SNR (dB)

4x4

Medium A Xpol

18.2

8.2.2 진화된 CRS-IM
8.2.2.1 기준 수신기
eCRS-IM 은 PDSCH 과 하향링크 제어 채널에 대한 성능 표준이 진행되었다. PDSCH 와
하향링크 제어 채널에 대한 eCRS-IM 의 기준 수신기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있다.


PDSCH: LMMSE-IRC detector as defined in TR 36.829 combined with a CRS-IM
receiver;



DL Control Channels: LMMSE-IRC detector as defined in TR 36.829 combined
with a CRS-IM receiver

CRS-IM 수신기 구조는 Release 11 FeICIC 과 Release 13 CRS-IM 수신기 구조와
동일하다. eCRS-IM 수신기는 기존 CRS-IM 과 다르게 4 개 전송 안테나 전송과 관련하여
4 CRS APs (Cell Reference Signal Antenna Port)에 대해 CRS-IM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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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말은 4 CRS APs 에 대해 모두 CRS-IM processing 을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서빙 셀과 간섭 셀이 non-colliding CRS 환경에서는 CRS AP#2 와 #3 는
상대적으로 CRS AP#0 과 #1 에 비해 CRS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간섭으로 들어오는 양이
작아 단말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 고려되었다. 즉, CRS AP#0 과 #1 에 대해서는
CRS-IM 연산을 수행하고 CRS AP#2 와 #3 에 대해서는 puncturing 하여 간섭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모든 CRS APs 에 대해 CRS-IM 연산한 성능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능 표준은 두 가지 방식 중 낮은 성능으로 정의 하여 단말이 구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CRS AP#0 과 #1 에 대해서만 CRS-IM 연산을 하고 CRS
AP#2 와 #3 에 대해 아무런 간섭 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단말 수신기 동작은 배제되었다.

8.2.2.2 요구 시그널링 정보
eCRS-IM 수신기는 간섭 셀에서 전송되는 CRS 를 제거하기 위해 간섭 셀의 CRS 관련
정보를 eCRS-IM 수신기가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로부터 해당
정보를 시그널링을 통해 받거나 단말기 스스로 blind detection 구현을 통해 획득해야
한다. Release 14 에서는 단말의 복잡도 증가를 막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기존 Release
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로부터 CRS 지원 정보 시그널링을 통해 간섭 셀 CRS 에 대한
아래 정보를 수신한다


Physical Cell ID



Number of CRS AP



MBSFN subframe configuration.

8.2.2.3 Demodulation 성능 시험 규격
eCRS-IM 수신기 성능 규격은 4 CRS APs 에 대한 CRS-IM processing 을 검증하기 위한
요구 사항과 4 개 수신 안테나 수신기에 의한 성능 향상을 검증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PDSCH 와 하향링크 제어 채널에 대해 정의 되어 있다.
PDSCH 에 대한 eCRS-IM 수신기 성능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송수신 안테나
설정이 4X2, 2X4, 4X4 인 환경에서 eCRS-IM 수신기는 CRS-IM processing 이 없는
LMMSE-IRC 수신기 대비 약 2~3dB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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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Mode 4

Transmission Mode 4

Transmission Mode 9

Transmission Mode 4

(그림 8-2) PDSCH 에 대한 eCRS-IM 수신기 성능

eCRS-IM 수신기에 대한 성능 규격 표준은 아래 표와 같이 4 가지 테스트가 추가 되어
TS 36.101 에 반영이 되었고, 해당 성능 규격은 간섭 신호 세기가 가장 큰 하나의 간섭
셀에 대해서만 eCRS-IM processing 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8-10> PDSCH 에 대한 eCRS-IM 수신기 신규 테스트 성능 규격
Propagation Conditions

Correlation Matrix and

Reference Value

Cell 3

Antenna Configuration

SNR (dB)

EVA5

EVA5

4x2 low

14

EVA5

EVA5

EVA5

2x4 low

11.1

64QAM

EVA5

EVA5

4x4 low

9.3

64QAM

EVA5

EVA5

2x4 low

12.3

Transmission

Modulation

Mode

Order

Cell 1

Cell 2

TM4

64QAM

EVA5

TM4

64QAM

TM4
TM9

EV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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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링크 제어 채널에 대한 eCRS-IM 수신기 성능을 보면, PDSCH 성능 분석과
마찬가지로 송수신 안테나 설정이 4X2, 2X4, 4X4 인 환경에서 기존 Rel 의 제어 채널 기준
수신기인 LMMSE-MRC 수신기와 비교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PDCCH/PCFICH 와
PHICH 에 대한 수신 성능이 eCRS-IM 수신기에 의해 2~3dB 정도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RAN4 에서는 모든 제어 채널에 대한 성능 규격을 정의하게 되면 지나치게
테스트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eCRS-IM 연산에 대한 기능 검증을 볼 수 있는
테스트만을 선정하여 신규 성능 규격을 정의하였다. 즉, PDCCH/PCFICH 에 대해 eCRSIM processing 이 수행이 되면 PHICH 에 대해서도 eCRS-IM processing 이 필연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PDCCH/PCFICH 에 대한 신규 성능 규격이 TS36.101 에 반영되었다.

(그림 8-3) PDSCH 에 대한 eCRS-IM 수신기 성능

아래 표에서 보듯이 두 가지의 테스트가 추가되었고 각 성능 규격은 앞서 언급한데로
간섭 신호가 가장 큰 하나의 간접 셀에 대해서만 eCRS-IM 연산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8-11> PDSCH 에 대한 eCRS-IM 수신기 신규 테스트 성능 규격
Aggregation

Propagation Conditions

Antenna Configuration

Reference Value

level

Cell 1

Cell 2

Cell 3

and Correlation Matrix

Pm-dsg (%)

SNR (dB)

2 CCE

EPA5

EPA5

EPA5

4x2 Low

1

14.1

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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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E

EPA5

EPA5

4x4 Low

1

16.5

9 3GPP SA/CT 주요 기술

9.1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LTE support of V2X services
3GPP Release 14 에서는 차량 기반의 통신, 즉 차량 사물 (Vehicle-to-Everything, 이하
V2X)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무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LTE 코어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표준 작업이 수행되었다.
V2X 통신은 (그림 9-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다음의 두 가지 모드의 동작이 있다.
a) PC5 인터페이스를 통한 V2X 통신: PC5 인터페이스는 단말간을 직접 연결한다.
단말이 무선으로 전송한 V2X 메시지는 PC5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대 단말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b) LTE-Uu 인터페이스를 통한 V2X 통신: LTE-Uu 인터페이스는 LTE 네트워크에서
기지국 역할을 하는 eNB (E-UTRAN NodeB)와 단말간을 연결한다.

3GPP Core Network

V2X Application
Server

3GPP RAN
V2X message over LTE-PC5
3GPP Core
Network

GW

“In coverage”

V2X

v
age o
mess

er LT

V2X m
age
e
ess Uu
m
over ssage
E
X
LTE-U
V2 er LT ast) 3GPP RAN
u
(broa
ic
ov
d
(un
or un cast
icast)

E-PC5

“Out of coverage”

(a) V2X communication over LTE-PC5

(b) V2X communication over LTE-Uu

(그림 9-1) PC5 인터페이스/LTE-Uu 인터페이스 기반 차량 사물 (V2X) 통신

단말은 이 두 가지 통신 인터페이스를 V2X 메시지 송신과 수신 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이드 링크를 이용한 PC5 기반 V2X 통신은 단말이 LTE 네트워크 통화권
(coverage)안에 있을 때 (즉, "served by E-UTRAN") 뿐만 아니라 단말이 LTE 네트워크
통화권을 벗어나 있는 경우 (즉, "not served by E-UTRAN")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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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Uu 기반 V2X 통신은 단말이 LTE 네트워크 통화권 안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 때, 단말은 하향 링크 유니케스트나 브로드캐스트 통신 방법을 통해 V2X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고, 상향 링크를 통해 V2X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하기부터는 V2X 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토콜, LTE 코어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표준 내용을
3GPP 의 각 작업 그룹 (Working Group: WG)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9.1.1 SA (Service & Systems Aspects) 표준작업 사항
SA 작업 그룹(즉, SA WG1, SA WG2, SA WG3)에서는 V2X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요구 사항, 네트워크 구조 요구 사항 및 보안 측면들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9.1.1.1 SA WG1: 서비스 요구 사항
SA WG1 에서는 V2X 통신을 위한 서비스 요구 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Stage 1 for LTE
support for V2X services (V2XLTE)” 작업 아이템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 아이템은
대표적인 V2X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요한 서비스 요구 사항을 정의하였다.
− 100 ms 이하의 메시지 전송 지연. 특수한 경우에는 20 ms 의 최대 전송 지연.
− 전송되는 V2X 메시지 사이즈는 최대 1200 bytes.
− 일반적인 경우, 초당 최대 10 개의 메시지 전송 지원. 최고 50 Hz 의 메시지 전송
빈도 지원.
− 운전자에게 충분한 응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통신 시간 범위 (예를
들어, 4 초).
− 최대 500 km/h 의 차량 속도 지원.
− 네트워크 통화권 안에서뿐만 아니라 통화권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V2X 통신 지원.
이러한 서비스 요구사항들은 SA WG1 의 스터디 단계에서 확인된 사용 예시를 바탕으로
제안/승인 되었다. 그 사용 예시들은 자동차 업계의 다양한 표준 개발 기구에서
진행되었던 이전 작업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9.1.1.2 SA WG2: 네트워크 구조
SA WG2 에서는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LTE support of V2X services (V2XARC)”
작업 아이템을 통해 V2X 통신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 아이템에서는 V2X 아키텍처, V2X 통신 기능에 관련된 네트워크 엔티티, 인터페이스,
파라미터와 절차를 기술하고 있고, 그 주요 결과물은 TS 23.285 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9-2)는 V2X 통신을 위한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준다.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은 V2X 와 관련된 논리적 기능을 포함하는 네크워크 엔티티이며, V3
인터페이스를 통해 V2X 통신에 대한 사용 인가 (authorization) 및 V2X 통신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단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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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Network

V2X Application Server

V2X Control Function

P-GW

EPC
HSS

BM-SC
MBMS-GW

S-GW

MME

E-UTRAN

E-UTRAN

E-UTRAN

UE

UE

UE

UE

BM-SC
EPC
E-UTRAN
HSS
MBMS
MBMS-GW
MME
P-GW
S-GW
UE

Broadcast Multicast Service Centre
Evolved Packet Core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Home Subscriber Server
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MBMS Gateway
Mobile Management Entity
Packet Data Network Gateway
Serving Gateway
User Equipment

(그림 9-2) 차량 사물 (V2X)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조

9.1.1.2.1 PC5 인터페이스 통한 차량 사물 (V2X) 메시지 전송
단말이 PC5 인터페이스 통해서 V2X 통신을 하는 경우, V2X 메시지 전송을 위해서 무선
자원을 획득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중앙집중적인 스케줄링 방식으로
단말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스케줄링 된 무선 자원을 V2X 메시지 전송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말이 네트워크 통화권 안 (즉, "served by E-UTRAN")에 있을
때에만 사용된다. 두 번째, 분산적인 스케줄링 방식으로, 단말이 스스로 무선 자원을
선택하여 V2X 메시지 전송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말이 네트워크 통화권
안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통화권 밖에 (즉, "not served by E-UTRAN")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9.1.1.2.2 LTE-Uu 인터페이스 통한 V2X 메시지 전송
단말은 LTE-Uu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V2X 메시지를 V2X 애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전송할
수

있다.

V2X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V2X

메시지를

목표지역에

위치한

단말에게

유니케스트 전송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멀티미디어 방송 다중 송출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MBMS)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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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Uu 인터페이스를 통한 V2X 통신은 IP 형태의 V2X 메시지뿐만 아니라 Non-IP
형태의

V2X

인터페이스로

메시지
전송

전송도
시에는,

지원한다.
단말은

그

Non-IP
V2X

형태의

메시지를

V2X
IP

메시지를

패킷

형태로

LTE-Uu
만들어

(encapsulation) 전송한다. MBMS 로 V2X 메시지를 단말에게 전달하는 경우, 메시지 전달
지연 개선을 위해서 지엽적 라우팅을 지원하는 ‘Localized MBMS’를 이용할 수 있다.
LTE-Uu 인터페이스를 통한 V2X 통신의 경우, V2X 메시지의 전송 시, 서비스 품질 (QoS)
지원 여부에 따라 전송 방법을 분류할 수 있다. V2X 메시지는 Non-GBR 베어러
(bearer)나 GBR (Guaranteed Bit Rate) 베어러를 통해서 전송될 수 있다. GBR 베어러의
경우, 정해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V2X 메시지를 예약된 자원을 통해
전송하고, Non-GBR 베어러의 경우, 데이터 전송 속도에 대한 보장이나 자원 예약 없이
V2X 메시지의 전송이 수행된다. V2X 메시지의 지연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QCI (QoS Class Identifier) 값이 사용될 수 있다. 이 QCI 값들은 TS
23.203 에 정의되어 있다.
− QCI 3 (GBR 베어러)와 QCI 79 (Non-GBR 베어러): V2X 메시지의 유니케스트
전송에 사용될 수 있다.
− QCI 75 (GBR 베어러): V2X 메시지의 MBMS 전송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9.1.1.3 SA WG3: 보안
SA WG3 에서는 LTE 기반의 V2X 통신 보안 관련 작업을 위해 “Security aspect of LTE
support of V2X services (V2XLTE-Sec)” 작업 아이템을 제안/승인 하였다. 이 작업
아이템은 보안 아키텍처, 보안 요구사항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와 솔루션 제공이 기술되어 있다. 이 작업 아이템의 결과물들은 TS
33.185 에 기술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V2X 아키텍처가 ProSe (Proximity-based Services)를 위한 구조나
LTE 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TS 33.303 과 TS 33.401 에 기술된 ProSe 와 LTE 를
위해 정의되었던 보안 방법들이 V2X 서비스의 보안에도 적용된다. 단말과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간의 V3 인터페이스는 TS 23.303 에 기술된 단말과 ProSe 기능
(Function)간의 PC3 인터페이스를 위해 정의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보안이 보장될 수
있다. 즉, 단말이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으로 메시지 전송을 시작한 경우에는
GBA (Generic Bootstrapping Architecture) 기반의 PSK TLS (Pre-shared Key Transport
Layer Security)가 사용되고,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이 단말로 메시지 전송을
시작한 경우에는 GBA push 옵션을 포함한 PSK TLS 가 사용된다.
V2X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들은 다른 표준화 개발 기구들 (예, IEEE,
ETSI ITS)에서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계층 보안을 통해서 만족된다. 또한, ProSe 에서는
일대다 직접 통신 (One-to-many direct communication)시에 그룹 키가 사용된 반면,
PC5 인터페이스를 통한 V2X 통신 시에는 일대 모두 직접 통신 (one-to-all direct
communication)방식이 사용되고, 이때, ProSe 에서 정의된 그룹 키 값은 모두 0 으로
설정되어 V2X 통신에 사용된다. LTE-Uu 인터페이스를 통한 V2X 통신 시에는 종래 LTE
보안 메커니즘 (TS 33.401 참고)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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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Privacy)의 경우, LTE-Uu 기반의 V2X 통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기능이 정의되지 않았고, 종래 LTE 에서 사용/정의된 사생활 보호 관련 사항들이
적용된다. 사생활 보호 관련 세부 요구사항들은 해당 지역의 법규나 사업자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PC5 기반의 V2X 통신의 경우, 사생활 보호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절차가 정의되었다. 단말은 송신 Layer-2 ID 와 송신 IP 주소를 주기적으로 랜덤하게
바꾸거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식별자 (application layer identifier)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바꿔야 한다.

9.1.2 CT (Core Network & Terminals) 표준작업 사항
CT 작업 그룹 (즉, CT WG1, CT WG3, CT WG4, CT WG6)에서는 V2X 를 위한 코어
네트워크와 단말의 프로토콜 작업을 위해 “CT aspects of V2X Services (V2X-CT)” 작업
아이템을 제안/승인하였다. 해당 작업 아이템을 통해서 나온 각 CT 작업 그룹별
결과물들은 다음과 같다.
9.1.2.1 CT WG1: 코어 네트워크와 단말간 프로토콜
CT WG1 에서는 하기 V2X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TS 24.386 에 기술하고 있다.
− 단말과 V2X Control Function 간의 V3 인터페이스를 통한 V2X 사용 인가
(authorization)
− 단말들간의 PC5 인터페이스를 통한 V2X 통신
− 단말과 V2X 애플리케이션 서버간의 LTE-Uu 인터페이스를 통한 V2X 통신
V2X 통신은 V2X 구성 (configuration)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V2X 구성
파라미터들은 "V2X provisioning", "PC5 기반 V2X 통신 (V2X communication over
PC5)"과 "LTE-Uu 기반 V2X 통신 (V2X communication over LTE-Uu)"으로 분류된다.
"V2X provisioning" 관련 구성 파라미터들은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의 탐색에
사용된다. V2X 구성 파라미터들은 단말의 ME (Mobile Equipment)나 USIM (User Services
Identity Module)에 저장되거나, V3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으로부터 단말의 ME 로 제공될 수 있다. 단말은 제공된 V2X 구성 파라미터
사용 시에는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으로부터 제공된 것, USIM 에 저장된 것,
ME 에 저장된 것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V2X 구성 파라미터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TS 24.385 에 기술되어 있다.
PC5 기반 V2X 통신 시, V2X 메시지는 데이터 PDU (Protocol Data Unit), Layer-3
프로토콜 데이터 타입 (i.e. IP or non-IP), 송신 Layer-2 ID, 수신 Layer-2 ID 를 포함해야
한다. Non-IP V2X 메시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Non-IP 타입 필드가 포함된다. 송신
Layer-2 ID 는 단말이 스스로 생성/할당 한다. 수신 Layer-ID 는 V2X 구성 파라미터에
의해, V2X 서비스 식별자와 매핑을 갖는 Layer-2 ID 로 설정되거나 매핑이 없는 경우,
디폴트 수신 Layer-2 ID 로 설정된다. Non-IP 타입 필드는 V2X 메시지 패밀리 (i.e. IEEE
1609, ISO or ETSI-ITS) 중 하나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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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CT WG3: Localized MBMS
CT WG3 는 ‘localized MBMS’ 데이터 전송 지원을 위한 프로토콜 작업을 수행하였다.
V2X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기 설정된 local MBMS 정보를 가지고 있다. Local MBMS
정보는 IP 멀티캐스트 주소정보와 같은 MBMS 정보와 MBMS 게이트웨이 IP 주소, BMSC (Broadcast-Multicast Service Centre) IP 주소/포트 번호와 같이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localized 라우팅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local MBMS 정보는 MBMS 베이러들을
활성화할 때, V2X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MB2 인터페이스나 xMB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BM-SC 로 전달되거나 SGmb 인터페이스를 통해 MBMS 게이트웨이로 전달된다. V2X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local MBMS 정보에 따라 활성화된 MBMS 베어러를 통해 V2X
메시지를 단말에게 전달할 수 있다. Local MBMS 정보와 V2X 애플리케이션과 BMSC 간의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 중 MB2 인터페이스관련 자세한 내용은 TS 29.468 에서
xMB 인터페이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TS 29.11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M-SC 와 MBMS
게이트웨이간의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S 29.061 에 기술되어 있다. Localized
MBMS 포설 옵션들은 TS 23.285 에 기술되어 있다.
9.1.2.3 CT WG4: 사용 인가
CT WG4 는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과 HSS (Home Subscriber Server)간 V4
인터페이스와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간의 V6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뤄지는
V2X 사용 인가 관련 프로토콜 작업을 수행하였다.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은
HSS 로 V2X 가입 정보에 포함된 단말에 대한 서비스 사용 인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수신한 HSS 는 해당 단말에게 PC5 기반 V2X 통신이 인가된 PLMNs (Public
Land Mobile Networks)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과
HSS 간의 V4 인터페이스관련 Diameter 기반의 절차와 교환되는 정보 개체 (information
elements)에 대해서는 TS 29.388 에 기술되어 있다. HPLMN (Home PLMN)의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은

VPLMN

(Visited

PLMN)의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에게 단말에 대한 V2X 서비스 사용 인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수신한 VPLMN 의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은 해당 단말에 대해 VPLMN 에서
PC5 기반 V2X 통신의 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자와 VPLMN 에서 MBMS 기반 V2X
통신의 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자와 V2X 어플리케이션 서버 정보 (예, FQDN 또는 IP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V2X 제어 기능 (Control Function)간 V6 인터페이스 관련
Diameter 기반 절차와 교환되는 정보 개체 (information elements)에 대해서는 TS
29.38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9.1.2.4 CT WG6: USIM
CT WG6 는 USIM 관련 V2X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TS 31.102 에 기술하였다. TS
31.102 에는 서비스 관리를 위한 USIM 서비스 테이블에 'V2X'가 추가되었다. 또한, TS
24.385 에 작업된 V2X 에 대한 MO (management objects)를 포함하기 위해서 V2X 를
위한 DF (Dedicated File)인 DFV2X 가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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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tended architecture support for Cellular Internet of Things
9.2.1 개요
사물 통신에 사용이 용이하도록 저전력/저비용을 고려한 단말 타입 (즉, Machine Type
Communication(MTC)/Cellular Internet of Things(CIoT) 단말)이 Release 12 에서 ‘LTE
Category 0’ 이후, Release 13 에서 1.4MHz 의 협대역을 지원하는 LTE Cat M1, 새로운
접속 기술로 단독 운영이 가능하며 200KHz 협대역을 기반으로 하는 NB-IoT, 즉, Cat
NB1 이 정의 되었다. Cat M1, Cat NB1 등 소모 전력 최적화 및 작은 크기의 패킷 전송이
요구되는 단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광대역 통신에 최적화 되어 있던 EPS
(Evolved Packet System)의 최적화 (optimization)가 요구 되었다. 이에 유휴 (Idle) 
활성 (Connected) 모드 전환 시 필요 시그널링의 최소화, Non-IP 데이터 타입의 지원,
음성 서비스 (Voice service) 등 사물 인터넷 기기 (IoT device)에 불필요한 의무 기능
(mandatory feature) 생략, 접속(Attach)시 기본적으로 맺어 지는 PDN (Packet Data
Network) 연결의 생략 등의 기능들이 CIoT (Cellular Internet of Things) EPS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Release 13 표준 기술로 정의 되어 현재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이 후 Release
14 에서는 추가적인 최적화 및 운용 방법의 용이성을 지원하기 위한 7 가지 기능이 (표
9-1) 추가되었고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9.2.2 기본 네트워크 구조
아래 (그림 9-3)은 CIoT EPS 최적화 (Optimization)의 기본적인 구조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제어 평면 경로 (Control Plane path) 방식을 사용하는 제어 평면 CIoT EPS
최적화(Control Plane CIoT EPS Optimization)와 사용자 평면 경로 (User Plane path)
방식을 사용하는 사용자 평면 CIoT EPS 최적화 (User Plane CIoT EPS Optimization)로
나뉜다.

S6a

CP (Control Plane) path
UP (User Plane) path

T6a

CP path

SCEF

S11-U

SGW/
PGW

S1-U

DRB

SGi
CIoT RAN
(e.g. NB-IOT)

S6t

MME

S1-MME

SRB

HSS

UP path

Application
Server (AS)

C-SGN

(그림 9-3) CIoT EPS 최적화 구조

9.2.3 Release 14 추가 기능
１５

TTAR-06.xxxx

기술보고서

아래 (표 9-1)은 Release 14 에서 추가된 CIoT EPS 최적화 (Optimization) 기능들이다.
<표 9-1> Release 14 CIoT EPS 최적화 추가 기능
추가 기능
1

2

설명

Restriction of use of Enhanced 가입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별 단말의 개선된 통화권
Coverage

허용 여부 제어 기능

Reliable Data Delivery

단말과 SCEF (Service Capability Exposure Function)
노드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정의

3

Inter RAT idle mode mobility LTE 와 NB-IoT 를 모두 지원하는 단말을 위한 이종
to/from NB-IoT

4

라디오 접속 기술 (Inter-RAT)간 연동 방법

MBMS user service for UEs 저전력/저비용 단말에 특성을 맞춘 MBMS 사용자
using power saving functions

5

Enhancements
Services for CIoT

6

to

서비스 개선

Location 저전력/저비용 단말에 특성을 맞춘 위치 기반 서비스
개선

Inter UE QoS for NB-IoT UEs NB-IoT 단말이 제어 평면 경로 방식을 사용하는
using Control Plane CIoT EPS 경우 서로 다른 단말 간의 서비스 품질 (QoS) 적용
optimization

방안

CN overload control for data 제어 평면 경로 방식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으로
7

transfer via Control Plane CIoT 야기되는 MME 단의 과부하 제어 기능
EPS Optimization

아래 7 가지 추가 기능을 설명하였다.
9.2.3.1 개선된 통화권 (Enhanced Coverage) 사용 제약 방법
단말이 음영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동일 데이터의 재전송을 통해 통신 기능을 강화하는
개선된 통화권 (Enhanced Coverage) 기능 (TS 36.300)이 Release 13 기능으로
추가되었다. 단 단말이 개선된 통화권 (Enhanced Coverage)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
데이터 재전송에 의해 추가 무선 통신 자원이 소모되며, 이에 개별 단말의 가입
(subscription) 기반의 개선된 통화권 (Enhanced Coverage) 사용 제어 기능이 추가
되었다. 이에 ‘Enhanced Coverage Restricted parameter’가 PLMN 사업자 단위의 개별
단말의 HSS 가입자 정보 (subscription data)로 정의되어, 단말이 해당 기능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네트워크가 개선된 통화권 (Enhance Coverage)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다. 단말은 (그림 9-4)와 같이 접속(Attach) 및 TAU(Tracking Area Update) 절차 수행
시 ‘Support for restriction of use of Enhanced Coverage’ 지원 여부를 알리고, MME 는
가입자 정보의 ‘Enhanced Coverage Restricted’ 허용 여부를 확인 후 접속 허용
메세지에 ‘Enhanced Coverage Restricted Parameter’를 포함한다. 단말은 ‘Enhanced
Coverage Restricted Parameter’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선된 통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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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Coverage)을 적용할 수 있다. 단말의 오용을 막기 위해, 해당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서비스 연결 설정 시 기지국 (즉 eNB) 에도 알려, 적용이 허용되는 단말에만
기지국이 개선된 통화권 (Enhanced Coverage)을 적용할 수 있다.

UE

MME

HSS

1. Attach/TAU Request
(Support for restriction of use of Enhanced Coverage )

3. Update Location Ack
(Enhanced Coverage Restricted parameter)
Set value of Enhanced
Coverage Allowed
parameter in MM
context
4. Attach/TAU Accept
(Enhanced Coverage Restricted parameter)

(그림 9-4) 개선된 통화권 (Enhanced Coverage) 사용 제약 제어 방법

또한 개선된 통화권 (Enhanced Coverage) 사용 제약 제어는 SCEF 를 통해 제 3 서비스
제공자 (third party service provider) 가 단말의 개선된 통화권 (Enhance coverage) 제약
적용 상태를 요청하거나 혹은 제 3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 단말의 개선된 통화권
(Enhanced Coverage) 사용 제약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표준화 되었다. 해당
기능은 TS 24.301, TS 23.008 그리고 TS 29.272 와 TS 29.002 를 참조한다. (그림 9-5)와
같이, MME 는 단말이 휴지 (ECM-IDLE) 상태인 경우, 호출 (Paging) 메시지 송신 시
해당 단말의 ‘Enhanced Coverage Restricted parameter’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eNB 로부터 받은 개선된 통화권 (Enhanced Coverage) 정보를 호출 메시지에
포함하여 기지국이 개선된 통화권 (Enhanced Coverag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UE

eNB

MME

1. Downlink Data Notification
If Enhanced Coverage Restricted
Parameter is not set,
MME include Enhanced Coverage
information received from eNB
2. Paging
(Enhanced Coverage Info)

Applying Enhanced
Coverage Info
3. P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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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개선된 통화권 (Enhanced Coverage) 사용 제어를 적용한 호출 방법

9.2.3.2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전송 (Reliable Data Delivery)
Release 13 에서는, SCEF 를 통한 Non-IP 데이터 송수신 (NIDD)은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즉 단말이 보내는 상향데이터가 SCEF 로 제대로 전송 되었는지 혹은 SCEF 가
보내는 하향 데이터가 단말로 제대로 전송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Release
14 에서는 SCEF 를 통한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으로 a)Reliable
data delivery with hop-by-hop, b)Reliable Data Service 두 가지 방법이 추가하였다.
a) 개별 노드간 확인 응답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신뢰성 보장
즉 단말과 기지국 (eNB), 기지국 (eNB)과 MME 그리고 MME 와 SCEF 사이, 개별
노드간 확인 응답 (hop-by-hop acknowledgement) 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그림 9-6)과 같이 단말이 가입자 정보로 ‘Acknowledgements of
downlink NAS data PDU’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 기능이 적용된다. Hop-by-hop 은 단말과
eNB 사이는 1) RLC ack 모드를 통해, eNB 와 MME 사이는 ‘NAS 송신 통지 절차 (NAS
Delivery notification procedure)를 통해, 마지막으로 MME 와 SCEF 사이는 ‘NIDD
Submit/Response’ 절차를 통해 보장된다.

HSS

eNB supports Acknowledgement of downlink
S6a
NIDD delivery ?
Uu

S1-MME
eNB

1. RLC ack mode

MME

In Subscription Info:
Acknowledgements of downlink NAS data PDUs

S6t

T6a

SCEF

Application
Server
(SCS/AS)

2. NAS Delivery notification procedure
3. NIDD Submit/Response procedure

(그림 9-6) 개별 노드간 확인 응답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신뢰성 보장

b) Reliable Data Service (RDS)
단말과 SCEF 사이의 데이터 송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림 9-7)과 같이 RDS
프로토콜 (TS 24.250)을 정의하였다. RDS 적용 유무는 서비스 수준 협약 (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한 개별 APN 단위 구성으로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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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Application

RDS

RDS

NAS

NAS
Diameter

Diameter

SCTP

SCTP

SCTP

IP

IP

IP

IP

MAC

L2

L2

L2

L2

L1

L1

L1

L1

L1

RRC

Relay
RRC S1AP

S1AP

PDCP

PDCP

SCTP

RLC

RLC

MAC
L1
UE

LTE-Uu

eNb

S1-MME

MME

T6a

SCEF

(그림 9-7) E-UTRAN 을 통한 UE 와 SCEF 사이의 프로토콜

9.2.3.3 유휴 구간 중 이종 접속 기술간 이동성 지원
Release 13 의 경우, 단말이 NB-IoT 셀을 벗어 나거나 다시 진입하는 경우 단말은
이동성 등록 절차 (Tracking Area Update procedure)를 수행한다. 이에 MME 는 거절
절차 (Reject procedure)를 통해 단말의 접속 (Attach)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Inter-RAT 간 이동성 (mobility)이 지원되었다. 즉 단말이 NB-IoT 셀을 벗어나 WB-EUTRAN 셀 (즉 기존 LTE 셀)로 접속하는 경우 세션이 모두 해제되고 다시 초기 접속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Release 14 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단말이 WB-E-UTRAN 셀과 NB-IoT 셀사이 이동 시,
단말의 이동성 등록 절차 (Tracking Area Update)를 MME 가 승인하고, 단 MME 는 PDN
별로 이동성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적절한 동작을 통해 이종 접속 기술간 이동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WB-E-UTRAN 과 NB-IoT 셀은 동일한 ‘Tracking Area’로 할당되지
않으며, 또한 MME 는 TAI (Tracking Area Identity) 리스트를 주는 경우 WB-E-UTRAN 과
NB-IoT 셀을 동일한 TAI (Tracking Area Identity) 리스트에 할당하지 않는다. 이에
단말이 WB-E-UTRAN 셀과 NB-IoT 셀간 이동시 항상 이동성 등록 절차(Tracking Area
Update)를 수행하도록 한다. MME 는 단말의 RAT 타입 (i.e. WB-E-UTRAN 또는 NB-IoT)
변경을 인지한 경우, 단말의 가입자 정보의 ‘PDN continuity at inter RAT mobility’
확인해서 해당 APN 에 대한 PDN 연결을 유지, 해지후 재설정 또는 재설정 없는 해지
여부를 판단한다. ‘PDN continuity at inter RAT mobility’ 정보는 단말이 광대역 (WB-EUTRAN, UTRAN)과 협대역 (NB-IoT, GPRS, EC-GSM-IoT) 라디오 접속 기술간 이동 시
세션 운용 방법을 나타낸다.
9.2.3.4 저전력/저비용 단말을 위한 효율적인 MBMS 사용자 서비스 지원 방법
MBMS 사용자 서비스는 그룹 단위로 관리되는 저전력/저비용 단말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효율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 MTC/CIoT 단말이 소모
전력 저감 기능인 eDRX (extended idle mode DRX) 및 PSM (Power Saving Mod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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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장시간 수면 상태인 경우, 또한 동일 MBMS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동일 그룹에
속한 단말들이 서로 다른 주기로 활성화 되는 경우 MBMS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기능이다. TS 23.682 의 4.5.18 절에 해당 내용이 기술 되어
있다. 이는 단말이 휴지 혹은 활성 상태에 따라 MBMS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동작 기술 등을 포함한다.
9.2.3.5 저전력/저비용 단말을 위한 위치 서비스(Location Service) 개선
사용자 위치 서비스 (Location Services, 이하 LCS) 는 TS 23.271 을 참조한다. 기본
LCS 에 추가하여 사물 통신 (MTC/CIoT) 단말을 위해 아래의 추가적인 기능이
소개되었다.
1) E-SMLC (Evolved Serving Mobile Location Center)가 단말의 RAT 타입 및 통화권 수준
(Coverage level)을 고려해서 위치 서비스 메시지 생성 (즉 사용자 위치 정보 사이즈
축소)
2) NB-IoT 단말을 위해 위치 기반 서비스 지연 (Deferred Location service)가 GPRS
뿐만 아니라 EPC 에서 지원 되도록 확장
3) 소모 전력 저감 기능을 적용하는 단말을 위한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지 정보 (Last
known location) 지원
4) 주기적인 (Periodic) 그리고 Triggered Location 보고를 위한 지연된 위치 정보 요구
절차 (Deferred Location request procedure) 추가
5) 저전력/저비용 단말인 NB-IoT 의 경우 자원 부족으로 유휴 모드에서만 신호 감도
측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E-SMLC 와 MME 가 단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
서비스 지원/수행

Uu

S1-MME
eNB

SLg

MME

GLMC

LRF

SLs
S1-U

Le
M1

E-SMLC

SGi

S5
S-GW

P-GW

GLMC:
E-SMLC:
LRF:
PSAP:

IMS

PSAP

Gateway Mobile Location Centre
Evolved Serving Mobile Location Centre
Location Retrieval Function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그림 9-8) 사용자 위치 서비스를 위한 구조

9.2.3.6 제어 평면 EPS 최적화를 사용하는 경우 단말 간 QoS 적용을 위한 방법
단말이 제어 평면 EPS 최적화를 사용하는 경우, MME 와 기지국 (eNB)사이 단말의 AS
(Access Stratum) 보안 (security)를 설정하기 위한 ‘Initial Context setup procedure’가
생략되기 때문에 단말의 서비스 품질 프로파일 (QoS profile) 정보가 eNB 로 송신되지
않는다. 이에 eNB 는 단말의 서비스 품질 프로파일 없이 제어 평명 경로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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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 하기 때문에, 다른 단말이 더 좋은 서비스 품질 프로파일을 지원하더라도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차별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에 Release 14 에서는 제어 평면 CIoT EPS 최적화를 지원하는 단말도 차별된 서비스
품질 적용이 가능하도록 아래 (그림 9-9)와 같이 단말 정보 획득 절차(Retrieve UE
Information procedure) (TS 36.413)를 추가하였다. 즉 eNB 는 MME 에 필요한 단말의
서비스 품질 프로파일 (QoS Profile) 등을 요청하면 MME 는 해당 정보를 eNB 로
반환한다.

UE

eNB

MME

S-GW

0. UE in Idle

1. RRC Connection Establishment
(NAS Data PDU with EBI)

1b. Retrieve UE information (QCI, ARP, UE Aggregated Maximum Bit Rate)

2. S1-AP Initial UE Message
(NAS Data PDU with EBI)
3. Checks integrity
and decrypts data
4. Modify Bearer Request

TR 23.401 Figure 5.3.4B.2-1: MO Data transport in NAS PDU step 5 ~

(그림 9-9) 단말 정보 획들 절차

9.2.3.7 제어 평면 CIoT EPS 최적화를 위한 코어 네트워크 과부하 제어 방안
단말이 제어 평면 경로로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경우, MME 단의 과부하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MME 과부하시 MME 는 NAS 시그널링은 처리하면서 NAS 데이터 송수신만을
차별하여 과부하 제어하는 방법이 추가되었다. 이는 MME 가 제어 평면 경로를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MM (Mobility Management) 차단 (Back-off)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 9-10)과 같이 eNB 단에서 ‘OVERLOAD START’를 이용하여 제어 평면 경로를
별도로 라디오 자원 설정 거절(RRC reject) 처리 하는 방법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TS 23.401 의 4.3.7.4 절을 참조한다.

２１

TTAR-06.xxxx

기술보고서
UE

eNB

MME

1-A. MME detects
overload/congestion
1-B. MME decides only reject
Data over Control Plane

2. Overload Start
(Reject “RRC connection request” for UE only supports CP CIoT EPS Optimization)
3. eNB starts rejecting RRC Connection
Setup (RRC cause value: “mo-data” or
“delayTolerantAccess”)

4. eNB Rejects and provides wait timer
for Data over Control Plane

(그림 9-10) 제어 평면 CIoT EPS 최적화를 위한 코어 네트워크 과부하 제어 방안

(그림 9-10)과 같이, eNB 는 제어 평면 CIoT EPS 최적화를 이용하는 단말의 NAS 데이터
송수신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정 단말이 제어 평면 CIoT EPS 최적화 만을 사용하는 경우,
‘RRC cause value’가 ‘mo-data’ 혹은 ‘delayTolerantAccess’ 인 경우 해당 단말의 무선
자원 설정 요청을 거절하며 대기 시간 (wait time)값을 반환한다. 단 이 경우 해당 단말의
이동성 절차 (즉 Tracking Area Update 등)는 계속 수행이 가능하다.

9.3 S8 Home Routing Architecture for VoLTE
2015 년 GSMA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에서는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VoLTE (Voice over LTE) 로밍 아키텍처의 새로운
옵션으로, “S8 Home Routed (S8HR)”를 추가하였으며, 이 옵션을 위한 기술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3GPP 의 해당 규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문서를 3GPP 로
송부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3GPP Release 14 에서는 “S8 Home Routing Architecture
for VoLTE”를 지원하기 위해 SA WG2, SA WG3, SA WG5, CT WG1, CT WG3 에서
네트워크 구조 및 보안, 프로토콜, 과금에 관한 표준 규격화 작업이 수행되었다. 아래
하위 절에서는 SA WG2 에서 표준 규격화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이 기술의
전체적인 구조 및 개요를 설명하고자 하며, SA WG3, SA WG5, CT WG1, CT WG3 에서의
표준 작업 상황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9.3.1 SA (Service & Systems Aspects) 표준작업 사항
9.3.1.1 SA WG2: 네트워크 아키텍처
SA WG2 에서는 “S8 Home Routing Architecture for VoLTE (V8)” 작업 아이템을 통해
GSMA 에서 요구한 새로운 아키텍처 옵션에서 VoLTE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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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그 결과 스터디 단계의 결과물인 TR 23.749 의 결론을 기반으로, TS 23.228,
TS 23.167, TS 23.203 에 해당 기술이 포함되었다.
(그림 9-11)은 TR 23.749 에서 참조한 기본 아키텍처이며, 이 로밍 구조는 기본적으로
LBO (Local Breakout) 로밍 구조와는 달리 P-GW (PDN Gateway), PCRF (Policy and
Charging Rules Function), P-CSCF (Proxy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S-CSCF
(Serving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TAS (Telephony Application Server) 등이
HPLMN (Home Public Land Mobile Network)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IMS (IP Multimedia
Subsystem) APN (Access Point Name)은 HPLMN 에 위치한 P-GW 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지되어야 한다. 또한 PLMN 사이에 망간 접속을 위해 IMS NNI (Network-Network
Interface), 즉, IMS 계층의 로밍 인터페이스는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에 EPC 의 S-GW 와
P-GW 사이의 로밍 인터페이스, 즉, S8 인터페이스가 사용된다.

(그림 9-11) S8 Home Routing 아키텍처 [TS 23.228 Annex W]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 9-12)는 LBO (Local Breakout) 로밍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9-11), (그림 9-12) 아키텍처 구조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S8
Home Routing 로밍 구조의 장점은 VPLMN (Visited Public Land Mobile Network) IMS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 없이, HPLMN 에서 IMS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IMS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BO (Local Breakout) 로밍 구조의 경우,
VPLMN 의 P-CSCF 이 해당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하나, S8
Home Routing 로밍구조에서는 HPLMN 에 위치한 P-CSCF 의 기능만으로 다른
PLMN 으로 로밍 한 아웃바운드 (outbound) 사용자에게도 같은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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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로밍 규약 체결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점 등으로
사업자의 입장에게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림 9-12) LBO 로밍 아키텍처 [TS 23.228 Annex M]

그러나 S8 Home Routing 로밍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이슈들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SA WG2 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요한 3 가지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규격화 하였다.
① 긴급 호 (Emergency call) 처리
LBO (Local Breakout) 로밍의 경우, HPLMN 과 VPLMN 사이에는 IMS 계층의 로밍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며, 이러한 연결은 긴급 호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9-13)과 같이 IMS 계층의 로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S8 Home Routing 로밍의 경우, 긴급 호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단말을
인증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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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3) S8 Home Routing 로밍의 긴급 호 연결을 위한 아키텍처 [TR 23.749]

이에, TS 23.167 의 Annex K (Normative)에는 IMS 긴급 호 처리를 위한 등록 및 IMS
긴급 호 수립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였다. 또한 이 솔루션은 P-CSCF 가 해당 단말이
로밍 되었다는 것을 인지 한 후, 단말에게 익명의 IMS 긴급 세션 (anonymous IMS
emergency session)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받은
단말은 IMS 긴급 세션 (anonymous IMS emergency session)을 수립하기 위한 종래의
절차를 따른다.
추가적으로 단말이 인지하지 못하는 긴급 호 번호 (non-UE detected emergency call
number)의 경우, 단말은 네트워크로 IMS 긴급 호 설정 메시지 대신에 일반 IMS 호
설정을 위한 메시지를 송부하게 된다. 이때, HPLMN 의 P-CSCF 는 로빙 협약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당 호가 VPLMN 에서 설정되어야 함을 인지한
후, 단말에게 IMS 호 설정에 대한 거절 메시지를 송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S8 Home
Routing 로밍 협약을 맺은 네트워크에 권고되는 사항으로는, E-UTRAN 를 경유하여 EPS
(Evolved Packet System)에 접속하는 단말에게 EPS 접속 절차 동안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모든 지역 긴급 호 번호 (local emergency call number)들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단말이 인지하지 못하는 긴급 호 번호 (non-UE detected
emergency call number)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② HPLMN 에 위치한 IMS 노드에서 사용자의 위치 식별 (Location determination at IMS
entities in HPL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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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Home Routing 로밍 구조에서는 IMS 네트워크 노드가 모두 HPLMN 에 위치해 있으며,
HPLMN 의 여러 IMS 노드들은 과금, IMS 서비스의 금지 및 제한 등의 제어를 위해
사용자의 위치 정보, 즉, VPLMN ID (Identity)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LBO 로밍 구조에서는 P-CSCF 가 VPLMN 에 위치해 있으므로, HPLMN 입장에서는 IMS
등록 과정에서 포함되는 P-CSCF 의 네트워크 식별자를 통해 단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P-CSCF 의 위치, 즉, VPMN ID 를 식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IMS 로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S8 Home Routing 로밍 구조에서는 P-CSCF 가 PCRF 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단말이 현재 위치한 PLMN ID 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절차를 규격화
하였다. (그림 9-14)는 이를 위해 IMS 등록 절차 시 수행되는 추가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9-14) S8 Home Routing 로밍의 VPLMN ID 획득 과정 [TS 23.228 Annex W]
1. 단말은 HPLMN 에 위치한 P-CSCF 로 “SIP REGISTER” 요청 메시지를 송부한다.
2. 만약, 최초 IMS 등록이 수행된다면, P-CSCF 는 PCRF 에게 단말이 현재 접속한
PLMN ID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항을 알리도록 요청한다.
3. PCRF 는 종래 기술에 의해 현재 단말이 접속한 PLMN ID 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P-CSCF 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며, P-CSCF 는 그
정보를 저장한다.
4. P-CSCF 는 단말로부터 받은 “SIP REGISTER” 요청 메시지에 PCRF 로부터 받은
PLMN ID 를 포함하여 I-CSCF 로 전송한다.
5. 이후, IMS 의 종래 절차가 수행되며, HPLMN 에 위치한 다른 IMS 노드들도 단말이
현재 위치한 PLMN ID 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③ 지역 번호의 변환 (Local number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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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 코드 혹은 특정 지역 코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Geo-local” 서비스의
경우, 종래 CS 네트워크와 IMS 네트워크에서 지원 되었으므로, S8 Home Routing 로밍
구조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LBO (Local Breakout) 로밍 시 사용하는 기술과 동일하게 UE 로부터 받은 정보 즉, PANI
(P-Access-Network-Information)를 기반으로 AS 에서 라우팅 가능한 번호 (international
routable number)로의 변환을 수행한다. 따라서, S8 Home Routing 로밍 구조에서는
사전에 HPLMN 에 위치한 AS 에 이러한 변환 정보가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 기대된다.
9.3.1.2 SA WG3: 보안
SA WG3 의 하부 작업 그룹 중 하나인 SA3-LI (Lawful Interception) 에서는 VPLMN 에서
합법적인 도청을 목적으로 VoLTE 호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하여 스터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인 TR 33.827 의 결론을 기반으로 TS 33.107, TS 33.108 에 해당
기술을 반영하였다.
9.3.1.3 SA WG5: 과금
SA WG5 에서는 “S8 Home Routing Architecture”의 과금 원칙에 대한 표준 규격 작업을
위해 “Charging Aspects of S8 Home Routing Architecture for VoLTE (CH14-V8)” 작업
아이템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TS 32.240, TS 32.251, TS 32.260 에 반영되었다.

9.3.2 CT (Core Network & Terminals) 표준작업 사항
CT WG1, CT WG3 에서는 코어 네트워크와 단말의 프로토콜 작업을 위해 “CT Aspects of
V8 (V8-CT)” 작업 아이템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긴급 호(Emergency call) 수립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절차의 프로토콜 및 단말의 동작 변화 등에 대한
기술을 추가하였다. CT 그룹의 표준화 작업 결과물들은 TS 24.229, TS 29.212, TS 29.213,
TS 29.214 에 반영되었다.

9.4 Control and User Plane Separation of EPC nodes
최근 LTE 기반의 모바일 인터넷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출현 및 개인 핫스팟의 사용,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사용의 확산으로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이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데이터 트래픽 급증이 예상 된다. 또한, 많은 사용자들의
동시 접속에도 낮은 서비스 지연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3GPP 는 EPC (Evolved Packet Core) 핵심망의 장치 중 데이터를 처리하는
S-GW (Serving Gateway)와 P-GW (PDN Gateway) 그리고, TDF (Traffic Detection
Function) 장치에서 제어 평면 (Control Plane) 기능과 사용자 평면 (User Plane) 기능을
분리하여 각 장치의 제어 평면 기능을 증설 또는 변경하지 않고도, 사용자 평면 기능의
증설 및 새로운 사용자 평면 기능의 분산 배치 및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EPC 핵심망의 성능 개선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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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SA WG2 : CUPS 지원 네트워크 아키텍쳐
3GPP SA WG2 에서는 “Control and User Plane Separation of EPC nodes (이하 CUPS)”
작업 아이템을 통해서 S-GW, P-GW, TDF 장치의 제어 평면 기능과 사용자 평면 기능을
분리하고, 이들 제어 평면과 사용자 평면 간 필요한 정보들의 전달을 위한 Sx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주요 결과물은 TS 23.214 에
포함되어 있다.

S2b-C
S11

S4 -C

S2a-C

Sd Gyn Gwn
Gx Gy GzGw

Gzn

S6b

Gn/G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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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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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a-U
S2b-U

(그림 9-15) CUPS 지원 네트워크 구조

(그림 9-15)는 CUPS 지원을 위해서 S-GW, P-GW, TDF 에 정의한 네트워크 구조도
이다. Serving Gateway-C, PDN Gateway-C, TDF-C 는 각각 기존의 S-GW, P-GW, TDF
들의 제어 기능을 담당하며, 기존 S5/S8 인터페이스 중 GTP-C 프로토콜 기반의
시그널링 인터페이스 (Signalling Interface)들을 지원한다. Serving Gateway-U, PDN
Gateway-U 그리고 TDF-U 는 각각 기존의 S-GW, P-GW, TDF 의 사용자 트래픽 처리
기능들을 수행한다.
CUPS 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들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각 제어 평면의 기능들은 여러 개의 사용자 평면 기능들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사용자 평면 기능은 여러 개의 제어 평면 기능들과 연결될 수 있다.



하나의 사용자 단말 (UE: User Equipment)는 하나의 S-GW 제어 평면 기능에서
관리를 담당하지만, S-GW 사용자 평면들은 PDN 연결 (Connection) 별로 다른
S-GW 사용자 평면 기능 들이 선택될 수 있다.



제어 평면 기능들은 사용자 평면 기능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규칙들을 Sx 세션들을 통해서 제공해준다. (예: 패킷 감지 규칙, 포워딩 규칙,
QoS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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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W, P-GW, TDF 의 기존의 EPC 에서 정의된 기능들은 모두 동일하게
제공된다.



사용자 단말이 유휴 (Idle) 또는 PSM (Power Saving Mode) 상태인 경우에,
사용자 단말로 전송될 데이터들은 Serving Gateway-U 또는 Serving GatewayC 에서 버퍼링 할 수 있다. 이때, Serving Gateway-U 에서 데이터 버퍼링 기능은
필수로 지원되어야 한다.



기존의 S-GW, P-GW, TDF 들이 다른 장치들에 영향이 없이 CUPS 를 지원하는
Serving Gateway-U/C, PDN Gateway-U/C, TDF-U/C 로 대체 가능 하다.

9.4.1.1 Sx 세션 관리
S-GW, P-GW, TDF 의 제어 평면 기능과 사용자 평면 기능은 각 PDN 연결 또는, IPCAN
세션 연결 별로 Sx 세션을 할당한다. 이 때, 제어 평면 기능에서 Sx 세션 식별자를
할당해서 각각의 Sx 세션을 구분하게 된다.
S-GW, P-GW, TFD 에서 Sx 연결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는 “PDN connection
establishment”, “SGW-U relocation”, “TDF session establishment” 그리고, “TFD in
unsolicited reporting mode” 등이 있다. 또한, PDN 연결, IP-CAN 세션 관련 파라미터
또는 TDF 세션 관련 파라미터 들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Sx 세션 변경 절차가
수행된다.

9.4.2 CT (Core Network & Terminals) 표준 작업 사항
CT WG4 에서는 Sxa, Sxb, Sxc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Packet Forwarding Control Plane
(이하 PFCP) 프로토콜을 새로 정의하였다.
PFCP 프로토콜은 제어 평면 기능과 사용자 평면 기능 간에 UDP/IP 프로토콜 상단에
정의된다.
유휴 상태 사용자 단말의 데이터 버퍼링, IP 할당을 위한 메시지 (DHCP, RA, RS 등)
등의 사용자 데이터 전송이 제어 평면 기능과 사용자 평면 기능 간에 이루어 져야 할
때는 GTP-U 캡슐화 (encapsulation)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PFCP 프로토콜은 SA WG2 에서 정의한 Sx 세션 관리 기능 외에도 Sx 연결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인 연결 체크 기능 (Heartbeat procedure) 및 로드 제어 기능 들을
정의하였다. CT 그룹의 표준화 작업 결과물들은 기존 S-GW, P-GW, TDF 관련 규격 TS
23.007, TS 29.274, TS 29.281, TS 29.303, TS 23.008, TS 29.212, TS 29.213 등에
반영되었다.

9.5 Enhancements of (Dedicated Core Networks selection mechanism
이동 통신 사업자는 이동 통신망 내에 다수의 전용 코어 네트워크 (Dedicated Core
Network)을 구성할 수 있다. 각 전용 코어 네트워크 (이하 DCN)는 특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용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하나의 DCN 은 하나 이상의 MME 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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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SGW, PGW, PCRF 를 포함할 수 있다. DCN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DCN
망 구성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DCN 은 하나의 RAT 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UTRAN RAT 만을
지원하는 MME 로 DCN 을 구성할 수 있다. 또는 DCN 은 다수의 RAT 을 지원할
수 있다.



기본 DCN (default DCN)을 정의할 수 있다. 단말이 접속해야 할 DCN 이 이용
불가능하거나, 단말에게 어떤 DCN 을 할당해야 할지 불명확할 때 기본 DCN 을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망의

전

영역에서

DCN

을

구성하거나,

이동통신망

내의

특정

지역에서만 DCN 을 구성할 수 있다.
단말이 망에 접속할 때, HSS 가 MME 에게 단말의 가입 정보인 “단말 사용 유형” 값을
제공한다. MME 는 “단말 사용 유형”에 해당하는 DCN 을 선택하여 단말의 초기 접속 요청
메시지를 RAN 을 통해 전달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어떤 DCN 이 어떤 “단말 사용
유형”을 제공할지 미리 설정한다. 만약, 해당 “단말 사용 유형”과 매칭되는 DCN 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본 DCN 에게 단말의 초기 접속 요청 메시지를 RAN 을 통해
전송한다. 하나의 단말은 오직 하나의 “단말 사용 유형”과 결부되며, “단말 사용 유형”은
표준으로 정의된 값 또는 이동통신사업자 특화 값이 될 수 있다. 하나의 DCN 은 MMEGI
(MME Group Identity)로 구분된다.
단말의 초기 접속 메시지를 받은 MME 가 HSS 로부터 받은 “단말 사용 유형”을 기반으로
DCN 을 선택하여 초기 접속 메시지를 해당 DCN 을 제공하는 MME 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줄이기 위해, DCN-ID 를 사용할 수 있다. 단말은 DCN-ID 를 저장하고 있다가, 접속
메시지 (Attach, TAU, RAU)를 보낼 때 DCN-ID 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RAN 은 DCN-ID 에
해당하는 MME 를 선택하여 초기 접속 메시지를 전달한다. RAN 은 S1 연결 설정 과정 중
연결된 MME 가 제공하는 DCN 정보를 제공받는다. DCN-ID 는 표준으로 정의된 값 또는
이동통신사업자 특화 값이 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 특화 값으로 설정된 DCN-ID 는
오직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망에 접속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로밍 시나리오에서 만약 단말의 HPLMN 이 DCN 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즉 HPLMN 의
가입자 정보에 “단말 사용 유형” 정보가 없는 경우, VPLMN 의 MME 는 VPLMN 사업자
정책에 따라 DCN 을 선택할 수 있다. HPLMN 은 기본 표준 DCN-ID 를 단말에 설정할 수
있다. 단말은 VPLMN 에 해당하는 DCN-ID 가 없을 때, 기본 표준 DCN-ID 를 사용할 수
있다.

9.6 Group based enhancements in the network capability exposure functions
이동통신 시스템은 최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화두에 오름에 따라 IoT
애플리케이션 서버 (application server, AS)와 정보를 교환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단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알리거나, 단말의 특성 (주 전송 시간 및 평균
전송 소요 시간 등의 통신 패턴)을 이동 통신 시스템에 설정하거나, 혹은 IoT 단말들에
대한 데이터 전송 요금 협상을 하는 기능들이 Release 13 에서 정의되었다. Release
13 에서 새로 정의된 서비스 능력 제공 요소 (Service Capability Exposur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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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F)는 상기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며, 밖으로는 AS 와 상호작용하며 안으로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과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Release 14 에서는 GENCEF (Group basis Enhancement of Capability Exposure Function:
그룹 기반 네트워크 능력 제공)라는 작업 아이템으로, SCEF 의 기능을 그룹 (Group)
기반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표준화되었다. IoT 생태계에서는 아주 많은
단말들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단말 하나 하나에 대해서 SCEF 의
기능을 제공하려면 많은 시그널링이 발생하여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큰 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특성이나 같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단말을 그룹 (Group)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방법이 논의되어 표준화되었다.
GENCEF 작업 아이템은 Release 13 에서 정의된 모니터링 이벤트 (단말의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외부 AS 에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통신 패턴 정보 제공 (단말의 통신
주기, 통신 기간 등을 AS 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기능)에 대하여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AS 와 SCEF 는 단말의 그룹을 식별할 수 있는 그룹 기반 ID 를 이용하여 교섭한다.
SCEF 는 그룹 기반의 요청을 HSS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와 PCRF (정책 및
과금을 적용하는 서버)에 알리고, HSS 와 PCRF 는 그룹 기반 ID 를 각각의 개별 단말
ID 로 매핑하고, AS 로부터 SCEF 를 통해 전달받은 요청을 Release 13 에서 정의한 개별
절차에 맞게 진행한다.
모니터링 이벤트의 경우, AS 는 그룹 기반 ID 를 사용하여 SCEF 에 요청하고, SCEF 는
이를 HSS 에 전달한다. HSS 는 수신한 그룹 기반 ID 를 이용하여 각 그룹에 속한 개별
단말 ID 를 파악한 후, MME/SGSN 등의 이동통신 핵심망 노드에 모니터링 이벤트를
설정하며, 이 때 모니터링 이벤트 관련 정보에 단말의 개별 ID 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다시말해서, AS 와 SCEF 의 교섭 및 요청은 그룹 기반이었으나, 그 다음 핵심망
노드에서는 개별 단말에 대해서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모니터링 이벤트 절차를 수행한다.
HSS 혹은 MME/SGSN 등의 이동통신 핵심망 노드가 특정 이벤트를 감지했다면 (예:
단말의 위치 변경, 단말의 로밍 상태 변경 등) HSS 혹은 MME/SGSN 은 단말의 개별
ID 를 모니터링 보고 (reporting) 메시지에 포함하여 SCEF 로 전달한다. 이 때 HSS 혹은
MME/SGSN 은 그룹에 해당하는 단말들의 모니터링 결과를 특정시간 동안 모아서 한번에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수신한 AS 는 자신이 모니터링을 요청했던 단말들의 그룹에서
어떤 단말들에게 이벤트가 발생하였고, 감지된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통신 패턴 정보 제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작한다. 그룹 기반 ID 를 통하여 AS 로부터
요청 받은 SCEF 는 이를 HSS 에 알리고, HSS 는 이 그룹 기반 ID 에 해당하는 개별 단말
ID 를 파악한 후, 각 개별 단말 ID 에 해당하는 단말 상황 정보 (Context)에 통신 패턴
정보를

설정한다.

업데이트된

단말

상황

정보

(Context)는

각

단말을

서빙하는

MME/SGSN 등의 이동통신 핵심망 노드로 전달되며, 이 통신 패턴 정보를 활용하여
단말의 이동성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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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Mission Critical Services Common Requirements
3GPP Release 14 에서 MCPTT enhancement 뿐만 아니라 MCVideo, MCData 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2 개 이상의 MC Services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들을
각각의 기술규격에 중복되게 기술하는 대신에 하나의 기술규격에 통합적으로 기술되어
3GPP stage 1 서비스 요구사항은 3GPP Release 14 stage 1 TS 22.280 기술규격에서
다루고, 3GPP stage 2 기술적 아키텍처는 3GPP Release 14 stage 2 TS 23.280
기술규격에서 다루고 있다.
3GPP Release 14 stage 1 TS 22.280 및 3GPP Release 14 stage 2 TS 23.280 기술규격은
기본적으로 3GPP Release 13 MCPTT 기술규격(즉, 3GPP stage 1 TS 22.179 및 3GPP
stage 2 TS 23.179)에서 정의된 부분을 토대로 MCVideo 및 MCData 등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3GPP 표준 기술규격이다.
MC 서비스 구조를 위한 기능 모델은 애플리케이션 평면과 신호 전달 제어 평면으로
이뤄지며,
지원하는데

애플리케이션
필요한

평면은

기능을

사용자가

제공하며(그림

요구하는
10-1

모든

참조),

서비스와
신호

전달

MC
제어

서비스를
평면은

MC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연결을 위해 필요한 신호 전달 지원을 제공하며, 제어
평면도 이를 사용한다(그림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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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애플리케이션 평면 기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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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신호 전달 제어 평면 기능 모델 (3GPP TS 23.280 에서 발췌)

3GPP Release 14 기술규격에서 다루고 있는 MC Services 의 공통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Service configuration

-

User authentication and service authorization

-

Group Management (on-network)

-

Affiliation and de-affiliation to/from MC service group(s)

-

Location management (on-network)

10.1.1 Service configuration
MC 서비스를 사용하는 MC 서비스 UE 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그림 10-z)와 같으며, 본
규격작업에서 사용자 인증과 서비스 권한 부여와 MC 서비스 운용으로서 그룹관리, 그룹
가입 및 탈퇴와 위치 관리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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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

Initial UE configuration
MC service user
authentication
UE configuration
MC service user profile configuration
Group configuration
MC service
authorization

MC service
operation(s)
(e.g., Affiliation,
Call establishment,
Ongoing call,
Call release)

Updates to:
UE configuration, MC service user profile
configuration, group configuration

MC service
log-off

(그림 10-3) MC 서비스 UE 설정의 시간 순서 (3GPP TS 23.280 에서 발췌)

10.1.2 User authentication and service authorization
사용자 인증 및 등록은 ID 관리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승인 절차를 시작하면 신호 전달
사용자 에이전트(Signalling user agent)가 SIP 코어로 보안 연결을 설정하고 SIP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완성된다(그림 10-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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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management client

Signalling user agent

SIP core

Identity
management server

1. MC service user performs user authentication and acquires an access
token.

2. Signalling user agent establishes a secure
connection to the SIP core.

3. Signalling user agent performs SIP registration to SIP core.

(그림 10-4) MC 서비스 사용자 인증과 등록 흐름도 (3GPP TS 23.280에서 발췌)

10.1.3 Group Management (on-network)
그룹 관리 클라이언트가 그룹 관리 서버에게 MC 서비스 ID 목록을 제공하여 MC 서비스
그룹을 생성한다(그림 10-g 참조). 또한 MC 서비스 그룹 ID 목록을 통해 MC 서비스
그룹들을 재그룹하여 임시 그룹을 생성할 수 있다(그림 10-h 참조). 이렇게 생성된 임시
그룹 해체와 그룹 삭제의 흐름도는 각각 (그림 10-i)와 (그림 10-j)와 같다.
Group management client
(Administrator/authorized
user/dispatcher)

Group management
server

Group management client
(MC service group members)

MC service server

1. Group creation request

2. Create and store the group related
information
3. Group creation notify

4. Notify the users
5. Group creation response

(그림 10-5) 그룹 생성 흐름도 (3GPP TS 23.280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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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anagement
server

Group management client

Group management client
(MC service group members)

MC service server

1.Group regroup Request
2.Authorization check based on
group policy and check whether
group1 or group2 is a temporary
group
3.Create and store the
temporary group related
information
4.Group regroup notify

5.Notify the affiliated users
6.Group regroup response

(그림 10-6) 그룹들의 재그룹으로 임시 그룹 생성 흐름도 (3GPP TS 23.280 에서 발췌)

Group management
client

Group management
client
(Primary group
members)

Group
management
server 1

MC service server
(Primary)

Group
management
server 2

Group management
client
(Partner group members)

MC service
server (Partner)

1.Group regroup teardown
request
2.Authorization check based on
group policy and check whether
group ID is a temporary group

3.Any active group call for the temporary group is completed

4.Tear down the temporary
group and remove temporary
group related information

5.Group regroup teardown notify

6.Notify the affiliated users of the group

7a.Group regroup teardown notification
7b.Group regroup teardown notification response

8.Group regroup teardown notify
10.Group regroup
teardown response

9.Notify the affiliated users of the group

(그림 10-7) 임시 그룹 해체 흐름도 (3GPP TS 23.280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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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anagement client
(originator)

Group management
server

MC service server

Group management clients
(group members)

1. Group deletion request

2. Authorize group deletion request

3. Group deletion
notification
4. Group deletion
notification
5. Group deletion response

(그림 10-8) 그룹 삭제 흐름도 (3GPP TS 23.280 에서 발췌)

10.1.4 Affiliation and de-affiliation to/from MC service group(s)
MC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MC 서비스 서버에 MC 서비스 그룹에 가입 또는 탈퇴하도록
요청하고 그룹 정책(예: 어떤 사용자가 어떤 MC 서비스 그룹, 우선 순위 및 기타 구성
데이터에 가입할 권한이 있는지)을 기반으로 그룹 가입 또는 탈퇴 여부를 확인한다.
MC 서비스 그룹에 가입하는 흐름도와 그룹으로부터 탈퇴 흐름도는 각각 (그림 10-b)와
(그림 10-c)이다.
MC service client

Group management server

MC service server

1.MC service group affiliation request
2a.Subscribe group policy
2b.Notify group policy

3.Authorization check based on group policy, user
subscription and N2 limit check

4.Store group affiliation status

5a.MC service group affiliation response

5b.Group affiliation status update (MC service ID, MC service group ID(s))

(그림 10-9) MC 서비스 그룹 가입 흐름도 (3GPP TS 23.280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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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anagement server

MC service server

MC service client
1. MC service group
de-affiliation request

2. Authorization check based on group policy and
user subscription

3. Remove the MC service group affiliation
status

4a. MC service group
de-affiliation response

4b. Group de-affiliation status update

(그림 10-10) MC 서비스 그룹 탈퇴 흐름도 (3GPP TS 23.280 에서 발췌)

10.1.5 Location management (on-network)
위치 관리 클라이언트는 위치 관리 서버에게 MC 서비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치 관리 서버가 이벤트(초기 등록, 주행 거리, 셀 변경 등) 발생시(그림 10-d
참조)와 위치 관리 서버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그림 10-e 참조)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위치 관리 클라이언트가 다른 위치 관리 클라이언트의 위치를 위치 관리 서버를
통해 받을 수 있다(그림 10-f 참조).
Location management
client

Location management
Server

1. Location Reporting Configuration

2. Configured location reporting
event triggers
3. Location Information Report

4. Update the location
information

(그림 10-11) 이벤트 트리거 위치 보고 흐름도 (3GPP TS 23.280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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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management
client

Location management
Server

1. Based on configurations or
location request from other
entities, decide to immediately
initiate request location from user
2. Location Information Request
3. notify user and ask for
permission to share location
4. Location Information Report
5. Update location information

(그림 10-12) 온 디맨드 위치 보고 흐름도 (3GPP TS 23.280 에서 발췌)

Location management
client 2

Location management
server

Location management
client 1

1. Location reporting trigger

2. Event-triggered location reporting procedure or
On-demand location reporting procedure

(그림 10-13) 클라이언트 트리거 위치 보고 흐름도 (3GPP TS 23.280 에서 발췌)

10.2 MCPTT 의 향상 (Enhancement of MCPTT)
본 절에서는 Release 13 이후 MCPTT 에 대하여 향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기술한다.
10.2.1 MCPTT 문서 재구성
MCPTT 관련 문서들이 다음과 같이 재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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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1 MCPTT Stage 1 문서의 재구성
Release 13 에서는 MCPTT 에 관련된 Stage 1 표준 문서는 한 건, 즉 TS 22.179 MCPTT
over LTE; Stage 1 이었다.
이에 비하여, Release 14 에서는 TS 22.280, TS 22.281, TS 22.282 3 건의 문서가 추가
되어 이전의 TS 22.179 와 함께 4 건의 문서로 재구성 되었다:
1. TS 22.179 MCPTT
2. TS 22.280 MCCoRe
3. TS 22.281 MCVideo
4. TS 22.282 MCData
TS 22.179 MCPTT Release 13 문서에서 옮겨 나간 각 요구사항들은 TS 22.179 의
Release 14 버전에서는 빈칸으로 남겨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기술되었다.

10.2.1.2 MCPTT Stage 2 문서의 재구성
MCPTT Stage 1 문서 구조와 같이 MCPTT Stage 2 문서도 다음과 같이 재구성되었다:
1. TS 23.280 MCPTT 기능적 아키텍처와 공통의 서비스
2. TS 23.379 MCPTT 기능적 아키텍처와 정보 흐름
3. TS 23.281 MCVideo 서비스 아키텍처
4. TS 23.283 MCData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MCPTT 보안에 대하여 Release 14 에서는 TS 33.180 이 제정되었다.

10.2.1.3 MCPTT 문서 구조
MCPTT 문서에 대한 이러한 재구성에 따라, 미션크리티컬 개선에 대한 Release 14
표준문서와 기술보고서들은 다음과 같다:
분석:
-

TR 22.879 LTE 상에서의 미션크리티컬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타당성 분석

-

TR 22.880 Feasibility Study on 미션크리티컬 데이터 통신에 대한 타당성 분석

Stage 1:
-

TS 22.179 LTE 상에서의 MCPTT; Stage 1

-

TS 22.280 미션크리티컬 공통의 요구사항 (MCCoRe); Stage 1

-

TS 22.281 LTE 상에서의 미션크리티컬 비디오 서비스 (MCVideo)

-

TS 22.282 LTE 상에서의 미션크리티컬 데이터 서비스 (MCData)

Stage 2 (정보 흐름, 절차 및 구성 포함):
-

TS 23.179 미션크리티컬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적 아키텍처와 정보 흐름;
Stage 2 (Release 13 에만 적용)

-

TS 23.379 MCPTT 를 지원하는 기능적 아키텍처와 정보 흐름; Stage 2 (Release 14
이후)

-

TS 23.280 미션크리티컬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적 아키텍처;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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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23.281 미션크리티컬 비디오 (MCVideo)를 지원하는 기능적 아키텍처와 정보
흐름; Stage 2

-

TS 23.282 미션크리티컬 데이터 (MCData)를 지원하는 기능적 아키텍처와 정보
흐름; Stage 2

Stage 3:
-

TS 24.282 미션크리티컬 데이터 (MCData) 시그널링 제어; 프로토콜 규격

-

TS 24.379 MCPTT 호 제어; 프로토콜 규격

-

TS 24.380 MCPTT 미디어 평면 제어; 프로토콜 규격

-

TS 24.481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MCS) 그룹 관리; 프로토콜 규격

-

TS 24.482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MCS) 식별 관리; 프로토콜 규격

-

TS 24.483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MCS) 관리 오브젝트 (MO)

-

TS 24.484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MCS)) 구성 관리; 프로토콜 규격

-

TS 24.582 미션크리티컬 데이터 (MCData) 미디어 평면 제어; 프로토콜 규격

코덱:
-

TS 26.179 MCPTT; 코덱과 미디어 처리

-

TS 26.281 미션크리티컬 비디오 (MCVideo); 코덱과 미디어 처리

보안:
-

TS 33.179: MCPTT 의 보안 (Release 13 에만 적용)

-

TS 33.180 미션크리티컬 서비스의 보안 (Release 14 이후)

기타:
-

TS 23.303 PreSe 서비스; Stage 2 (ProSe 는 MCPTT 서비스의 기능자의 하나이다)

-

TS 23.468 LTE 를 위한 그룹 통신 시스템 가능자 (GCSE_LTE) (GCSE_LTE 도,
특별히 멀티캐스트 통신을 위하여, MCPTT 서비스를 위한 기능자의 하나이다.)

-

TS 29.213 폴리시와 과금 제어 신호 흐름과 서비스 품질 (QoS) 매개변수 매핑

-

TS 29.214: Rx 참조점 상에서의 폴리시와 과금 제어

-

TS 29.283: 다이어메터 데이터 관리 어플리케이션들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사용자
프로파일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MCPTT 서비스를 포함)

10.2.2 MCPTT 서비스
MCPTT 서비스를 단말기의 망접속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된다:
1. 온 네트워크 및 오프 네트워크 공통
2. 온 네트워크
3. 오프 네트워크
온 네트워크와 오프 네트워크 공통으로 지원되는 MCPTT 서비스 기능:
-

복수의 MCPTT 호

-

MCPTT 개별통화 (발언권 제어와 함께) 일반, 개시, 종료 및 관리 능력

-

MCPTT 비상 개별통화 (발언권 제어와 함께)가 포함된 MCPTT 우선순위 서비스

-

위치

-

MCPTT 그룹통화와 MCPTT 개별통화 사이의 상호 동작 (발언권 제어와 함께)

온 네트워크에서만 지원되는 MCPTT 서비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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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PTT 그룹통화를 위한 MCPTT 통화 개시 모드

-

송신 허가 요청, 오버라이드, 송신 종료 요청, 송신 시간 제한, 지정된 MCPTT
그룹에 대한 음성 선취를 포함한 발언권 제어

-

호 종료

-

일반 그룹 통화 관리

-

그룹과 사용자의 재그룹을 위한 동적인 그룹 관리 (즉, 동적 재그룹)

-

발언권 제어를 갖거나 갖지 않는 개별 통화 일반 기능

-

발언권 제어를 갖을 수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개별 통화 개시

-

발언권 제어를 갖지 않는 개별 통화 종료

-

개별 통화 회신 요청

-

일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에 근거한 통화 유형을 포함한
MCPTT 서비스 우선순위 ((발언권 제어를 갖는) MCPTT 비상 개별통화)

-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그룹과 개별 통신 간의 상호 동작

-

MCPTT 통화 오디오 성능 (MCPTT 접속 시간과 음성 지연, 지연 합류 성능,
오디오/음성 품질을 포함)

-

주변음 청취

-

전화 서비스와의 상호 동작

-

비 LTE 시스템들과의 연동 (P25, 테트라 및 레거시 LMR 포함)

오프 네트워크에서만 지원되는 MCPTT 서비스 기능:
-

발언권 제어 (일반 사항, 송신 허가, 오버라이드, 송신 종료 허가 및 송신 시간
제한을 포함)

-

호종료

-

MCPTT 우선 순위

10.2.3 MCPTT 에 대한 향상
MCPTT 서비스에 대한 향상은 호제어와 미디어 처리, 구성 및 보안에 대하여 아래의
상세와 같이 제공된다.
호제어와 미디어 처리에 대한 MCPTT 향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

원격과 인근 양쪽에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통화;
첫응답 통화, 개별통화 답신 요청; 및
음성 컷인 가능 그룹.

구성에 대한 MCPTT 향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

선택된 MCPTT 서비스를 위한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사용자 프로파일의 갱신;
인가된 사용자가 다른 MCPTT 사용자의 선택된 MCPTT 그룹을 원격으로 변경 –
필수 모드

보안에 대한 MCPTT 향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

보안 도메일을 위한 키 관리 서버 (KMS) URI 의 추가;
복수의 보안 도메인에서의 MCPTT 서비스 운영에 관련된 보안 사항들

10.2.4 주변음 청취 호
４３

TTAR-06.xxxx

기술보고서

주변음 청취 호는 청취 대상 MCPTT UE 사용자가 호와 미디어 전송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서 청취 사용자에게 미디어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별
MCPTT 호이다.
주 1: 청취 대상 사용자는 주변음 청취 호로 미디어를 전송하는 사용자를 의미한다.
주 2: 청취 사용자는 주변음 청취 호에서 미디어를 수신하는 사용자를 의미한다.

주변음 청취 호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원격으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는 다른 사용자를 청취하길 원하는 허가된
사용자(예: 지령자)가 시도한다. 이 경우, 청취 대상 사용자는 착신자이며, 호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발생시키지 않고 자동으로 호를 수락하고 "청취" 사용자에게
미디어를 전송한다.

-

로컬에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는 허가된 사용자가 그 MCPTT UE 통신을 다른
사용자가 청취하도록 시도된다. 이 경우 청취 대상 사용자는 발신자이며 호 처리
및

미디어

전송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청취사용자에게 미디어를 전송한다.

10.2.4.1 주변음 청취 호의 정보 구성 요소
주변음 청취 호와 관련된 호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호 요청

-

호 응답

-

호 해재 요청

-

호 해제 응답

-

호 해제 알림

<표 10-1>은 주변음 청취 관련하여 MCPTT 클라이언트에서 MCPTT 서버로, MCPTT
서버에서 MCPTT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정보 구성 요소를 나타내며, 호 종류 별로
해당되는 정보 요소를 구분하였다.
<표 10-1> 주변음 청취 관련 정보 요소
정보 요소

상태

설명

해당 호 종류

MCPTT ID

M

청취 사용자의 MCPTT ID

모두

MCPTT ID

M

청취 대상 사용자의 MCPTT ID

모두

SDP offer

M

MCPTT 클라이언트의 미디어 매개변수

요청

SDP answer

M

MCPTT 클라이언트의 미디어 매개변수

응답

Call release reason

M

MCPTT 서버에 의한 호 해제의 이유

Ambient listening

M

주변음 청취 유형은 원격시도인지 로컬

type

해제 알림
요청, 해제 요청, 해제 응답

시도인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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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2 주변음 청취 호 절차
10.2.4.2.1 원격으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 설정
MCPTT 서비스는 허가된 사용자가 MCPTT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으로 주변음 청취 호를
시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0-14)는 원격으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 설정을 위한 정보 흐름을 나타낸다.
전제 조건:
-

MCPTT 클라이언트 1 은 요청된 MCPTT 클라이언트 2 에 설정하기 위해
원격으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를 호출할 수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이다.

-

MCPTT 사용자 1 은 MCPTT 클라이언트 1 에서 청취 사용자이고 MCPTT 사용자
2 는 MCPTT 클라이언트 2 에서 청취 대상 사용자이다.

MCPTT server

MCPTT client 1

MCPTT client 2

1.Ambient listening call request
2.Authorize ambient
listening call request
3.Ambient listening call request

4.Ambient listening call response
5.Ambient listening call response

6.Floor granted
7..Floor taken

8.Media flow

8.Media flow

(그림 10-14) 원격으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

원격으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 설정을 위한 정보 흐름 절차
1.

MCPTT 클라이언트 1 은 MCPTT 서버에 주변음 청취 호 요청을 전송하여
원격으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를 시도한다. 원격으로 시도된 주변음 청취 호
유형이 포함된다.

2.

MCPTT 서버는 원격으로 시되된 주변음 청취 호에 대해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1 에 대한 권한 확인을 수행한다. 인증에 실패하면 MCPTT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1 에 오류 응답을 제공한다.

3.

MCPTT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2 에게 주변음 청취 호 요청을 보낸다.

4.

MCPTT 클라이언트 2 는 MCPTT 서버에 주변음 청취 호에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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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CPTT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1 에 주변음 청취 호 응답을 제공하여 호가
성공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6.

MCPTT 서버의 플로어 제어 서버는 1 단계에서 수신된 주변음 청취 유형에 따라
MCPTT 클라이언트 2 에게 플로어를 허가한다.

7.

그에 따라 MCPTT 서버의 플로어 제어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1 에 플로어
허가를 송신한다.

8.

MCPTT 클라이언트 2 에서 플로어 허가 메시지를 수신한 후, 미디어는 MCPTT
클라이언트 2 로부터 MCPTT 클라이언트 1 로 전송된다.

주: MCPTT 클라이언트 2 는 주변음 청취 호 해제 표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2.4.2.2 로컬에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 설정
MCPTT 서비스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MCPTT 클라이언트에서 로컬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를 시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0-15>는 로컬에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 설정을 위한 정보 흐름을 나타낸다.
전제 조건:
-

MCPTT 클라이언트 2 는 요청된 MCPTT 클라이언트 1 에 설정하기 위해 로컬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이다.
-

MCPTT 사용자 1 은 MCPTT 클라이언트 1 에서 청취 대상 사용자이고 MCPTT
사용자 2 는 MCPTT 클라이언트 2 에서 청취 사용자이다.

로컬에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 설정을 위한 정보 흐름 절차
1.

MCPTT 클라이언트 2 는 MCPTT 서버에 주변음 청취 호 요청을 전송함으로써
로컬에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를 개시한다. 로컬에서 시도된 주변음 청취 호
유형이 포함된다..

2.

MCPTT 서버는 로컬에서 시도된 주변음 청취 호에 대해 허가된 사용자 2 에 대해
권한 검사를 수행한다. 인증에 실패하면 MCPTT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2 에
오류 응답을 제공한다.

3.

MCPTT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1 에 주변음 청취 호 요청을 보낸다.

4.

MCPTT 클라이언트 1 은 주변음 청취 호 응답을 MCPTT 서버에 응답한다.

5.

MCPTT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2 에 주변음 청취 호 응답을 제공하여 통화가
성공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6.

MCPTT 서버의 플로어 제어 서버는 1 단계에서 수신된 주변음 청취 호 유형에
따라 MCPTT 클라이언트 2 에게 플로어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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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TT server

MCPTT client 1

MCPTT client 2

1.Ambient listening call request

2.Authorize ambient
listening call request
3.Ambient listening call request

4.Ambient listening call response

5.Ambient listening call response
6. Floor granted

7. Floor taken

8.Media flow

8.Media flow

(그림 10-15) 로컬에서 시도되는 주변음 청취 호

7.

그에 따라, MCPTT 서버의 플로어 제어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1 로 플로어
허가를 송신한다.

8.

MCPTT 클라이언트 2 에서 플로어 허가 메시지를 수신한 후, 미디어는 MCPTT
클라이언트 2 로부터 MCPTT 클라이언트 1 로 전송된다.

주: MCPTT 클라이언트 2 는 주변음 청취 호 해제 표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2.4.2.3

주변음 청취 호 해제 – 서버에서 시도

(그림 10-16)은 주변음 청취 호 해제(MCPTT 관리자가 트리거 했을 때 시도된 서버)에
대한 정보 흐름을 나타낸다. 이 절차는 원격으로 시도된 주변음 청취 호와 로컬에서
시도된 주변음 청취 호에 모두 적용된다.
전제 조건:
-

MCPTT 클라이언트 1 은 MCPTT 클라이언트 2 에서 주변음 청취 호를 시도한
허가된 사용자의 MCPTT 클라이언트이다.

-

MCPTT 클라이언트 2 와 MCPTT 클라이언트 1 간에 주변음 청취 호가 진행
중이다.

-

MCPTT 사용자 1 은 청취 중인 MCPTT 클라이언트 1 의 현재 사용자이고 MCPTT
사용자 2 는 청취 대상 MCPTT 클라이언트 2 의 현재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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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TT client 1

MCPTT server

MCPTT client 2

1.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Is triggered
2.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request
3. Stop transmitting media

4.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response

5. 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notification
6.Notify user

(그림 10-16) 주변음 청취 호 해제 – 서버에서 시도

주변음 청취 호 해제(서버에서 시도)에 대한 정보 흐름 절차
1. 주변음 청취 호 해제는 MCPTT 관리자 또는 다음 이벤트 중 하나에 의해
트리거된다.
MCPTT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2 에 대해 MCPTT 호 요청을 수신한다.

-

또는
MCPTT 클라이언트 2 가 MCPTT 호 요청을 시작한다.

-

2. MCPTT 서버는 주변음 청취 호 해제 요청을 MCPTT 클라이언트 2 로 보낸다.
3. MCPTT 클라이언트 2 는 MCPTT 클라이언트 1 로 미디어 전송을 중지한다.
주: MCPTT 클라이언트 2 는 주변음 청취 호 해제 대한 표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MCPTT 클라이언트 2 는 MCPTT 서버에 주변음 청취 호 해제 응답을 제공한다.
5. MCPTT

서버는

호가

해제되었음을

나타내는

이유

코드와

함께

MCPTT

클라이언트 1 에 주변음 청취 호 해제 알림을 보낸다.
6. MCPTT 클라이언트 1 은 허가된 사용자 1 에게 알린다.

10.2.4.2.4 원격으로 시도된 주변음 청취 호 해제 – 청취 사용자 시도
(그림 10-17)은 주변음 청취 호 해제 - 청취 사용자가 시도하는 정보 흐름을 나타낸다.
이 절차는 원격으로 시도된 주변음 청취 호와 로컬에서 시도된 주변음 청취 호에 모두
적용된다.
전제 조건:
-

MCPTT 클라이언트 1 은 MCPTT 클라이언트 2 에서 주변음 청취 호를 해제할
권한이 있는 허가된 사용자의 MCPTT 클라이언트이다.

-

MCPTT 클라이언트 2 와 MCPTT 클라이언트 1 간에 주변음 청취 호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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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PTT 사용자 1 은 MCPTT 클라이언트 1 에서 청취 사용자이고 MCPTT 사용자
2 는 MCPTT 클라이언트 2 에서 청취 대상 사용자이다.

MCPTT client 1

MCPTT server
1.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request

MCPTT client 2

2.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request
3.Stop transmitting media
4.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response

5.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response

(그림 10-17) 주변음 청취 호 해제 – 청취 사용자가 시도

주변음 청취 호 해제 – 청취 사용자가 시도의 정보 흐름 절차
1. MCPTT 클라이언트 1 에서 허가된 사용자는 MCPTT 서버에 주변음 청취 호 해제
요청을 보냄으로써 주변음 청취 호 해제를 시작한다.
2. MCPTT 서버는 주변음 청취 호 해제 요청을 MCPTT 클라이언트 2 에 제공한다.
3. MCPTT 클라이언트 2 는 MCPTT 클라이언트 1 로 미디어 전송을 중지한다.
주:

MCPTT 클라이언트 2 는 주변음 청취 호 해제에 대한 표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MCPTT 클라이언트 2 는 MCPTT 서버에 주변음 청취 호 해제 응답을 제공한다.
5. MCPTT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1 에 주변음 청취 호 해제 응답을 제공한다.

10.2.4.2.5

주변음 청취 호 해제 – 청취 대상 사용자가 시도

(그림 10-18)은 청취 대상 사용자가 시작한 주변음 청취 호 해제에 대한 정보 흐름을
나타낸다. 이 절차는 로컬에서 시도된 주변음 청취 호에만 적용된다.
전제 조건:
-

MCPTT 클라이언트 1 과 MCPTT 클라이언트 2 간에 주변음 청취 호가 진행

중이다.
-

MCPTT 사용자 1 은 MCPTT 클라이언트 1 에서 청취 사용자이고 MCPTT 사용자

2 는 MCPTT 클라이언트 2 에서 청취 대상 사용자이다.
-

MCPTT 클라이언트 2 는 MCPTT 클라이언트 2 에서 로컬에서 시작된 주변음 청취

호를 해제할 수 있는 허가된 사용자의 MCPTT 클라이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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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TT client 1

MCPTT server
2.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request

MCPTT client 2
1.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request

3.Notify user
5.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response

4.Ambient listening call release
response

6.Stop transmitting media

(그림 10-18) 주변음 청취 호 해제 – 청취 대상 사용자 시도

청취 대상 사용자가 시작한 주변음 청취 호 해제에 대한 정보 흐름의 절차
1. MCPTT 클라이언트 2 에서 허가된 사용자 2 는 MCPTT 서버에 주변음 청취 호
해제 요청을 전송함으로써 주변음 청취 호 해제를 시도한다.
2. MCPTT 서버는 주변음 청취 호 해제 요청을 MCPTT 클라이언트 1 에 제공한다.
3. MCPTT 클라이언트 1 은 주변음 청취 호 해제에 대한 알림을 받는다.
4. MCPTT 클라이언트 1 은 MCPTT 서버에 주변음 청취 호 해제 응답을 제공한다.
5. MCPTT 서버는 주변음 청취 호 해제 응답을 MCPTT 클라이언트 2 에 제공한다.
6. MCPTT 클라이언트 1 이 MCPTT 클라이언트 2 로 미디어를 전송하는 것을
중지한다.
주: MCPTT 클라이언트 1 은 해당 청취 호 해제에 대한 표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2.5 선응답 통화
선응답 통화란 다수의 잠재적 대상 수신자들 중에서 누군가 먼저 응답할 때 시작되는
통화이다. 이 통화는 MCPTT 사용자가 수동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동으로
응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림 10-19)는 MCPTT 클라이언트가 MCPTT 선응답 통화를 시작하는 기본 절차를
기술한다. 플로우는 MCPTT 호 요청에서 플로어 요청을 사용하여, 호가 시작될 때
발신자에게 플로어가 주어질 것이고, 미디어 평면 설정 동안 별도의 초기 플로어 요청
메시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한다. 또는, 통화 시작은 플로어 요청 없이 전송될 수
있으며, 그러면 착신자가 먼저 플로어를 요청할 수 있다. 플로어 제어가 없는 MCPTT
선응답 통화의 경우 플로어 제어가 설정되지 않는다.

10.2.5.1 선응답 통화 처리 절차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그림 10-19)의 주 MCPTT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서비스된다.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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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신 MCPTT 사용자는 선응답 통화를 선택

2.

MCPTT 클라이언트 1 ~ n 이 등록되고 각각의 사용자인 MCPTT 사용자 1 부터
MCPTT 사용자 n 은 MCPTT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인증된다.

MCPTT 클라이언트가 MCPTT 선응답 통화를 시작하는 기본 절차
A. MCPTT 클라이언트 1 의 MCPTT 사용자는 잠재적 대상 수신자 집합을
나타내는 MCPTT 선응답 통화를 설정하고자 한다. 플로어 제어가 있는
MCPTT 선응답 통화의 경우 플로어 제어가 설정된다. 플로어 제어가 없는
선응답 통화의 경우 두 사용자 모두 플로어 중재 없이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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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MCPTT service provider

MCPTT client
1

MCPTT client
2

MCPTT server

MCPTT client
3

MCPTT client
n

1. initiate first-to-answer
call
2. MCPTT first-to-answer call request
3. Authorize request

4. Determine the list of users to send
request based on request in step 2
5a. MCPTT first-to-answer call request
6a. Notify call
5b. MCPTT first-to-answer call request
6b. Notify call
5c. MCPTT first-to-answer call request
6c. Notify call
7. MCPTT first-to-answer call response
8. MCPTT first-to-answer call response
9. Media plane established
10. MCPTT first-to-answer call response
11. MCPTT first-to-answer call cancel request
12. Notify call
cancel
13. MCPTT first-to-answer call cancel response
14. MCPTT first-to-answer call cancel request
15. Notify call
cancel
16. MCPTT first-to-answer call cancel response

(그림 10-19) MCPTT 선응답 통화 – 동일한 MCPTT 시스템의 MCPTT 사용자들

2. MCPTT 클라이언트 1 은 3GPP TS 23.228 에서 정의된 MCPTT 서비스 식별자를
사용하여 잠재 대상 수신자 집합을 포함하는 MCPTT 선응답 통화 요청을
전송한다 (MCPTT 서버로 요청을 라우팅하기 위해 SIP 코어에서 가능한 경우).
MCPTT 의 선응답 통화 요청은 발신 사용자의 MCPTT ID 와 하나 이상의 미디어
유형을 포함하는 SDP 제안을 포함한다. MCPTT 선응답 통화 요청은 또한
MCPTT 클라이언트 1 이 플로어 제어를 갖는 선응답 통화에 대해 플로어를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MCPTT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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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먼저 응답한 사용자에게만 통화가 설정되어야 하는 선응답 통화 표시를
포함한다.
3. MCPTT 서버는 MCPTT 사용자가 통화에 대해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MCPTT
클라이언트 1 의 MCPTT 사용자가 선응답 통화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4. MCPTT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1 의 요청에서 얻은 잠재적 대상 수신자
집합을 기준으로 MCPTT 사용자가 MCPTT 선응답 통화 요청을 보낼 목록을
결정한다.
5. 5a, 5b, 5c. MCPTT 서버는 MCPTT 서비스를 사용하여 통신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초기 수신 요청에 포함된 동일한 미디어 유형 또는 미디어 유형의 하위집합을
제공하고 MCPTT 클라이언트 1 에서 발신 MCPTT 사용자의 ID 를 포함하여
각각의 잠재적 대상 수신자에게 유사한 MCPTT 선응답 통화 요청을 전송한다.
하나 이상의 MCPTT 사용자가 다수의 MCPTT UE 를 갖는 MCPTT 서비스에
등록하고 호를 수신하기 위해 MCPTT UE 를 지정했다면, 착신 MCPTT 선응답
통화 요청은 지정된 MCPTT UE 에만 전달된다. 그렇지 않으면, MCPTT 선응답
통화 요청은 등록된 모든 MCPTT UE 에 전달될 수 있게 된다.
6. 6a, 6b, 6c. MCPTT 사용자는 시작 모드와 관계 없이 알림을 받는다.
7. MCPTT 클라이언트 2 의 MCPTT 사용자가 MCPTT 클라이언트 2 가 MCPTT
서버에 MCPTT 선응답 통화 응답을 보내도록 호를 수락했다.
주: MCPTT 클라이언트는 MCPTT 사용자가 착신 전화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MCPTT 서버가 MCPTT 선응답 통화를 음성 메일로 전환하지 않는다.
8. MCPTT 서버는 MCPTT 클라이언트 1 의 MCPTT 사용자가 허용된 미디어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호를 수락했음을 나타내는 MCPTT 선응답 통화 응답을
MCPTT 클라이언트 1 에 보낸다.
9. 통신을 위한 미디어 평면이 설정된다. 플로어 제어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미디어를 개별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MCPTT 클라이언트 1 로부터의 플로어
요청을 갖는 선응답 통화의 성공적인 호 설정을 위해, MCPTT 클라이언트 1 과
연관된

플로어

참여자는

초기에

플로어를

부여

받는다.

동시에

MCPTT

클라이언트 2 와 관련된 플로어 참여자에게 플로어가 확보되었음을 알린다.
플로어 제어가 없는 선응답 통화의 경우 두 사용자가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10. MCPTT 클라이언트 3 의 MCPTT 사용자는 MCPTT 클라이언트 3 이 MCPTT
서버에 MCPTT 선응답 통화 응답을 보내도록 호를 수락했다.
11. MCPTT 클라이언트 2 로부터의 MCPTT 선응답 통화 응답이 이미 수용되었기
때문에, MCPTT 서버는 MCPTT 선응답 통화 취소 요청을 MCPTT 클라이언트
3 에 전송한다.
12-13. MCPTT 클라이언트 3 의 MCPTT 사용자는 MCPTT 선응답 통화가 통화 해제
이유로 해제되고 MCPTT 클라이언트 3 이 MCPTT 선응답 통화 취소 응답을
전송한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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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CPTT 서버는 MCPTT 선응답 통화 취소 요청을 그 호에서 사용자를 수신하는
다른 모든 MCPTT 선응답 통화 요청에 보낸다. 이 단계는 9 단계 바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다.
15-16. MCPTT 클라이언트 n 의 MCPTT 사용자는 MCPTT 선응답 통화가 취소되고
MCPTT 클라이언트 n 이 MCPTT 선응답 통화 취소 응답을 보내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다.

10.2.6 개별통화 회신
MCPTT 개별통화 회신 요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수신 MCPTT 사용자가 MCPTT
개별통화 회신 요청을 보낸 MCPTT 사용자에게 MCPTT 개별통화를 걸 것으로 개대된다.
이 두 사용자간에 MCPTT 개별통화를 설정하는 절차는 일반 MCPTT 개별통화와
동일하다.
(그림 10-20)의 절차는 MCPTT 개별통화를 MCPTT 개별통화 요청을 시작한 MCPTT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MCPTT 클라이언트의 시그널링 제어 평면 절차를 보여준다.
전제 조건:
-

MCPTT 클라이언트 1 에서 MCPTT 클라이언트 2 로 MCPTT 개별통화 회신 요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짐

MCPTT client
1

MCPTT server

MCPTT client
2

1. MCPTT private call in manual commencement mode procedures

2. Remove stored
call-back request
information

(그림 10-20) MCPTT 개별통화 회신 이행 – 동일한 MCPTT 시스템 내의 MCPTT 사용자들

1.

MCPTT 클라이언트 2 의 MCPTT 사용자 2 는 10.7.2.2.2 절의 MCPTT 개별통화
절차를 사용하여 MCPTT 클라이언트 1 의 MCPTT 사용자 1 에게 저장된 MCPTT
개별통화 회신 요청을 기반으로 MCPTT 개별통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2.

MCPTT 클라이언트 1 의 MCPTT 사용자 1 과 MCPTT 사용자 2 간에 성공적인
MCPTT 개별통화가 이루어지면 MCPTT 클라이언트 2 는 저장된 회신 요청 정보를
제거한다.

10.2.7 오디오 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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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1)은 동일한 MCPTT 서비스 제공자의 플로어 참여자 사이에 기설정 세션에
대한 오디오 선취 절차를 보여준다. 플로어 참여자는 플로어 미디어를 전송하는 동안
플로어 참여자에게 플로어를 요청할 수 있다. 플로어 제어 서버는 수신된 플로어 요청에
즉시 플로어를 부여한다.
전제 조건:
-

플로어 제어 서버는 오디오 선취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됨.

-

플로어는 플로어 참여자 B 에게 부여되었고 플로어 참여자 B 는 음성 매체를
전송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다른 몇 명의 플로어 참여자(플로어 참여자 A
포함)가 있다.

오디오 선취 가능 그룹을 위한 플로어 제어 절차
1

플로어 참여자 B 에게 플로어가 부여되었고 음성 미디어를 전송한다.

2

플로어 참여자 A 는 세션에 걸쳐 음성 미디어를 보내고자 한다.

3

플로어 참여자 A 는 플로어 요청 메시지를 플로어 제어 서버로 보낸다.

4

플로어 제어 서버는 플로어 대기열 비활성화된 오디오 선취 정책이 적용됨. 즉,
플로어가 즉시 플로어 참여자 A 에게 부여되고, 플로어 참여자 B 에게는 취소된다.

5

플로어 제어 서버는 플로어 참여자 B 에게 플로어 철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플로어
참가자 B 로부터 음성 매체 전송을 중단한다

6

플로어 참여자 B 의 사용자에게 플로어가 철회되었음이 통지될 수 있다.

7

플로어 제어 서버는 플로어 승인 메시지를 플로어 참여자 A 에게 전송하고,
플로어 참여자 B 에게 누구에게 플로어를 부여했는지의 정보와 플로어 취소
메시지를 함께 전송한다. 플로어 제어 서버는 사용자가 대화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플로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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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MCPTT Service Provider
Floor
participant A

Floor control
server

Floor
participant B

1. Session is established, Floor control is established between floor participant and floor control server.
Floor granted to floor participant B
2. User wants to talk
3. Floor Request
4. Audio cut-in policy is applied.
5. Floor Revoked
6. Revoke notification
7. Floor Granted

7. Floor Taken

8. Grant notification

8. Talker notification

9. Voice media

9. Voice media

10. User wants to talk
11. Floor Request
12. Audio cut-in policy is applied.

13. Floor Revoked

14. Revoke notification
15. Floor Taken

15. Floor Granted

16. Talker notification

16. Grant notification

17. Voice media

17. Voice media

(그림 10-21) 단일 MCPTT 시스템에서 오디오 선취 가능 그룹을 위한 플로어 제어

8

플로어 참여자 A 의 사용자는 그가 플로어를 부여 받았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유사하게, 플로어 참여자 B 의 사용자에게는 누가 플로어를 부여 받았는지를 통지
받을 수 있다.

9

플로어 참여자 A 는 설정된 세션을 통해 음성 미디어를 보내기 시작한다.

10

이제 플로어 참여자 B 는 플로어에 음성 미디어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다.

11

플로어 참여자 B 가 플로어 제어 서버에 플로어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

12

플로어 제어 서버는 플로어 대기열 비활성화 된 오디오 선취 정책을 적용한다.

13

플로어 제어 서버는 플로어 참여자 A 에게 플로어 철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플로어
참여자 A 로부터 음성 미디어 전송을 중단한다.
５６

TTAR-06.xxxx

기술보고서

14

플로어 참여자 A 의 사용자에게 플로어가 철회되었음이 통지될 수 있다.

15

플로어 제어 서버는 플로어 허가 메시지를 플로어 참여자 B 에게 전송하고,
플로어 참여자 A 에게 플로어가 부여된 사용자의 정보와 함께 플로어 취소
메시지를 전송한다. 플로어 제어 서버는 사용자가 대화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플로어 유지).

16

플로어 참여자 B 의 사용자에게 플로어가 부여되었음이 통지될 수 있다. 유사하게,
플로어 참여자 A 의 사용자에게 누가 플로어를 부여 받았는지 통지될 수 있다.

17

플로어 참여자 B 는 설정된 세션을 통해 음성 미디어를 보내기 시작한다.

10.3 Mission Critical data services over LTE
10.3.1 MCData 서비스 개요
MCData 는 미션 크리티컬용 데이터 서비스를 정의한다. 음성 서비스뿐만 아니라,
현재의 미션 크리티컬 사용자들은 데이터 서비스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기존망을
사용하는 낮은 throughput 서비스 또는 상용망을 사용하는 데이터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출현에 따라 이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MCData

서비스는 현장의 미션 크리티컬 사용자 들에게 모든 데이터 연결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필요로 하는 사용자 들에게 관련된 자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미션 크리티컬 사용자는 이미 음성 시스템에서 이벤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LTE 네트워크로의 진화는 특수 임무 사용자가 MCPTT 에 정의되거나 MCCoRe 에
포함된 기본적인 미션 크리티컬 통신 능력을 활용하여, 현존하는 또는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MCData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게 되는 여러가지 통신 서비스나, 지령실의 외부
응용으로부터 호출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MCData 서비스는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그룹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종단간 암호화,
키 관리, 발신자의 인증 기능 등을 재사용한다. 모든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자는 그룹에 전달되는 통신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MCData 서비스는 메시징, 파일 분배, 데이터 스트리밍, IP Proxy 등과 같은
일련의 일반적인 능력을 제공하며, MCData 서비스는 대화 관리, 데이터 베이스 요청,
인터넷 접속, 로보트 제어 와 같은 특수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MCData 서비스는 네트워크에서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에 대해 MCData 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0.3.2 MCData 문서의 구성
MCData 서비스에 관련한 Release 14 표준문서와 기술보고서들은 다음과 같다:
분석:
-

TR 22.880 Feasibility Study on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통신에 대한 타당성 분석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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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22.179 LTE 상에서의 MCPTT; Stage 1

-

TS 22.280 미션 크리티컬 공통의 요구사항 (MCCoRe); Stage 1

-

TS 22.282 LTE 상에서의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서비스 (MCData)

Stage 2 (정보 흐름, 절차 및 구성 포함):
-

TS 23.179 미션 크리티컬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적 아키텍처와 정보 흐름;
Stage 2 (Release 13 에만 적용)

-

TS 23.379 MCPTT 를 지원하는 기능적 아키텍처와 정보 흐름; Stage 2 (Release 14
이후)

-

TS 23.280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적 아키텍처; Stage 2

-

TS 23.282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MCData)를 지원하는 기능적 아키텍처와 정보
흐름; Stage 2

Stage 3:
-

TS 24.282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MCData) 시그널링 제어; 프로토콜 규격

-

TS 24.379 MCPTT 호 제어; 프로토콜 규격

-

TS 24.380 MCPTT 미디어 평면 제어; 프로토콜 규격

-

TS 24.481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MCS) 그룹 관리; 프로토콜 규격

-

TS 24.482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MCS) 식별 관리; 프로토콜 규격

-

TS 24.483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MCS) 관리 오브젝트 (MO)

-

TS 24.484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MCS)) 구성 관리; 프로토콜 규격

-

TS 24.582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MCData) 미디어 평면 제어; 프로토콜 규격

보안:
-

TS 33.179: MCPTT 의 보안 (Release 13 에만 적용)

-

TS 33.180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의 보안 (Release 14 이후)

기타:
-

TS 23.303 PreSe 서비스; Stage 2 (ProSe 는 MCPTT 서비스의 기능자의 하나이다)

-

TS 23.468 LTE 를 위한 그룹 통신 시스템 가능자 (GCSE_LTE) (GCSE_LTE 도,
특별히 멀티캐스트 통신을 위하여, MCPTT 서비스를 위한 기능자의 하나이다.)

-

TS 29.213 폴리시와 과금 제어 신호 흐름과 서비스 품질 (QoS) 매개변수 매핑

-

TS 29.214: Rx 참조점 상에서의 폴리시와 과금 제어

-

TS 29.283: 다이어메터 데이터 관리 어플리케이션들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사용자
프로파일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MCPTT 서비스를 포함)

10.3.3 MCData 서비스 요구사항
MCData 서비스 요구사항은 일번적 요구사항, 온/오프 네트워크 공통적 요구사항, 온
네트워크 특화 요구사항, 오프 네트워크 특화 요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MCData 의 일반적 요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요구된다.
- SDS (Short Data Service)

기능: MCData 의 SDS 기능은 제한된 크기의 가변적 컨텐츠

및 페이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본적 프로토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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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또는 응용통신을 위한 짧은 이진 메시지를 포함하는 확장가능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메시징은 일대일 메시징 이거나 MCCoRe 에서 명시된 그룹을 사용하는 그룹
메시징일 수도 있다
- 파일 분배 (FD: File Destribution)

능력: 파일 분배는 MCData 서비스의 기본적

능력이다. 파일 분배는 단독형 파일전송 능력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거나, 응용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어하는 응용에 의해 발동될 수 있다
- 데이터 스트리밍 (DS: Data Streaming) 능력: 데이터 스트리밍은 MCData 서비스의
기본적인 능력이다. 데이터 스트리밍은

단독형 데이터 스트리밍 능력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거나, 응용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어하는 응용에 의해 발동될 수
있다.
- IP 접속 능력: IP 접속은 IP 클라이언트-서버 패러다임에 기반한 MCData
사용된다.

응용에

UE 는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수용할 수 있다. (예:

휴대전화로 경찰 인트라넷의 서버를 접속하는 경찰관) UE 는 또한 다른 UE 가 접속하는
서버를 수용할 수 있다. (예: 다른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제어하는 정보의 표시). MCData
응용을 위한 UE 는 무인 디바이스이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는 디바이스일 수도
있으므로 해당 UE 에 대한 인가자에 의해 원격으로 IP 데이터 전송의 인가가 제공될 수
있다.
온/오프 네트워크에 공통적인 MCData 서비스 요구사항으로는 다음의 기능이 있다.
- 전달 통보를 위한 대화 관리: 운용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활동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활동을 관리하고 특정 활동에서 교환되는 데이터를 추출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 대화관리는 특정 활동에 대한 단순 메시징 능력, 파일 분배 능력 및
스트리밍 능력의 총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스템은 무한개의 대화를 관리할 수는 없다.

단순히 대화의 갯수를 제한하고, 대화가

종료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본 문서에서는

대화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한다.
- 로보트 적용: 로보트 또는 드론은 특수 특수임무 조직에 독특한 서비스에 더욱 더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특수 통신 사용자는 LTE 등의 서로 다른 전달 기술을 사용하는

장점을 가지는 로보트 또는 드론에 대해 공통의 통신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한다.
MCData 서비스는 기존의 로보트 및 드론 제어 능력과 연계하여, 공용화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의 섹션은 로보트 및 드론 제어 통신이 LTE 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MCData 강화 상태: 특수 임무 서비스 사용자는 그들의 활동에 대한 상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상태 정보는 가용, 현장에서 운용중, 운용 현장으로
이동중, 막 도착함 등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룹으로 작업할 때에는 이런 정보를
항상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온 네트워크에 특화된 MCData 서비스 요구사항으로는 다음의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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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베이스 요청 및 안전한 인터넷 접속: 특수 임무 사용자는 우선도 관리의
구축이 필요한 데이터 응용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 전송 제어:
- 통신 종료
오프 네트워크에 특화된 MCData 서비스 요구사항으로는 향후 추가 검토가 팔요하다.
그리고 TETRA 등 비 LTE 시스템과의 연동 능력도 향후 요구돤다.
10.3.4 MCData 기능 구조
10.3.4.1 MCData 구조 요구사항
MCData 를 위한 구조상의 요구 사항은 위에 언급된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체계의 구체화가 정의된다.
- 전송 제어
- 수신 제어
- SDS 능력
- 파일 분배 능력
- 데이터 스트리밍 능력
- MCData 그룹 소속 및 해제
- 대화 관리
- 베어러 관리
- 배치
10.3.4.2 MCData 기능 모델
MCData 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모델은 일련의 평면으로 이뤄지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온 네트워크 상황에서의 기능 모델만을 예로 든다.
Other MCData
server

MCData-3

MCData server

MCData UE
MCData client

MCData
user
database

MCData-2

MCData-cap-1
Capability
functions
(SDS, FD, DS)

Capability
functions
(SDS, FD, DS)

MCData-cap-n
MCData-5

Rx

MCData-6

MB2C

EPS

( 그림 10-22):일반적 응용평면 가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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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델에서 MCData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능력 기능 (SDS, FD, DS) 은 각 참조점

(MCData-cap-1 to MCData-cap-n)와 더불어 각 능력에 대한 해당 기능 모델에서
기술된다

MCData server

MCData UE
MCData client

SDS
distribution
function

MCData-SDS-1
SDS function

MCData-SDS-2
MCData-SDS-3

Transmission
/Reception
control

EPS

(그림 10-23) SDS 를 위한 응용평면 기능 모델

MCData server

MCData UE
MCData client

FD function

MCData-FD-1

FD function

MCData-FD-2
MCData-FD-3
Media
storage
function

Media
storage
client

MCData-FD-4

Transmission
/Reception
control
EPS

(그림 10-24) : 파일 분배를 위한 응용평면 기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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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ata server

MCData UE
MCData client

Data streaming
and
distribution
function

MCData-DS-1

DS function

MCData-DS-2
MCData-DS-3

Transmission
/Reception
control

EPS

(그림 10-25) 파일 분배를 위한 응용평면 기능 모델

10.3.4.3 MCData 절차 및 정보 흐름
MCData 서비스의 절차 및 정보 흐름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다
-

MCData 서비스 구성

-

MCData 그룹에의 소속 및 해제

-

MBMS 전송

-

SDS

-

파일 분배

-

송수신 제어

-

통신 해제

-

대화 관리

-

강화 상태

-

MCData 비상 경고

-

MCData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인증 및 인가

10.4 Mission Critical video services over LTE
특수임무용 영상 서비스(mission critical video services, MCVideo)를 위한 시스템은
MCPTT 를 위한 시스템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예를 들어, 각각 MCVideo 와 MCPTT 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을 나타내는 (그림 10-26)와 (그림 10-27)를 보면, 그 비슷함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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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MCVideo
server

MCVideo user
database

MCVideo-3

MCVideo server

MCVideo UE

Media
distribution
function

MCVideo-2

MCVideo-5

Rx

MCVideo-6

MB2C

MCVideo client

MCVideo-7

Media mixer

MCVideo-8
MCVideo-1
Transmission
control
server

Transmission
control
participant

MCVideo-4
MCVideo-9

EPS

(그림 10-26) MCVideo 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 (3GPP TS 23.281 에서 발췌)

Other MCPTT
server

MCPTT user
database

MCPTT-3

MCPTT server

MCPTT UE

Media
distribution
function

MCPTT-2

MCPTT-5

Rx

MCPTT-6

MB2C

MCPTT client

MCPTT-7

Media
mixer

MCPTT-8
Interworking
function to
legacy system

MC gateway
server

IWF-1
MCPTT-1
Floor
control
server

MCPTT-3

MCPTT-4

Floor
participant

MCPTT-9

EPS
MCPTT-10

MC gateway
server
Other MCPTT system

(그림 10-27) MCPTT 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 (3GPP TS 23.379 에서 발췌)

따라서

본

규격작업에

대해서는

MCPTT

관련

규격작업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0.4.1 영상 가져오기
MCVideo 클라이언트를 탑재한 UE 가, 네트워크의 서비스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또
다른 MCVideo 클라이언트로부터 혹은 MCVideo 서버로부터 영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서비스

범위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MCVideo

클라이언트로부터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영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10-28), (그림
10-29), (그림 10-30)는 앞서 설명한 각기 다른 세가지 경우에 관련된 흐름도이다.
기본적으로 MCVideo 클라이언트가 다른 MCVideo 클라이언트에게 영상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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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MCVideo 클라이언트가 영상 전송을 수락한 다음, 영상을 보내주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MCVideo client 2

MCVideo server

MCVideo client 1
1. Private call request

2.Authorization check
3.Private call progress indication

4. Private call request

5. Notify user

6.Private call reponse

7.Private call response

8. Media plane and transmission control established

(그림 10-28) 네트워크의 서비스 범위 안에 있을 때, 다른 MCVideo 클라이언트(그림에서
MCVideo client 2 로 표시)로부터 영상을 가져오는 과정 흐름도 (3GPP TS 23.281 에서 발췌)

MCVideo
client
1

MCVideo server

1. MCVideo push to server request
2. Authorization check
3. MCVideo push to server response

4. Media plane and transmission control established

5. Video stream from MCVideo client 1
6. MCVideo push to server complete request
7. MCVideo push to server complete response

(그림 10-29) 네트워크의 서비스 범위 안에 있을 때, MCVideo 서버로부터 영상을 가져오는 과정
흐름도 (3GPP TS 23.281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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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Video client B

MCVideo client A

1. Private communication request (Video Pull )

2a. MCVideo Pull
notification to the
MCVideo user
2b. Private communication answer response (Video Pull )

3. Notify response
to MCVideo user

4. Establish media plane

5. Video from MCVideo client B to MCVideo client A

(그림 10-30) 네트워크의 서비스 범위 안에 있지 않을 때, 다른 MCVideo 클라이언트(그림에서
MCVideo client B 로 표시)로부터 영상을 가져오는 과정 흐름도 (3GPP TS 23.281 에서 발췌)

10.4.2 영상 보내기
영상을 보내는 기능도 영상을 가져오는 기능과 비슷하게 MCVideo 클라이언트를 탑재한
UE 가 네트워크의 서비스 범위 안에 있을 때에도 가능하고, 없을 때에도 가능하다. 다만
최대 두 개의 MCVideo 클라이언트가 포함되는 영상 가져오기 기능과 달리, 제 3 의
MCVideo 클라이언트가 영상을 보내는 것을 촉발시킬 수 있다

MCVideo client 1

MCVideo server

MCVideo client 2

MCVideo client 3

1. Remote video push request
2. Check for authorization and
whether any on-going private call
between source user and
destination user

3. Remote video push request

4. Establish one-to-one video push call between MCVideo client 1 and MCVideo client 2

5. Remote video push response
6. Remote video push response

(그림 10-31) 제3의 MCVideo 클라이언트(그림에서 MCVideo client 3로 표시)가 촉발하는 영상
보내기 과정 흐름도 (3GPP TS 23.281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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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1)에 따르면, MCVideo 클라이언트 3 은 MCVideo 클라이언트 1 으로 하여금
MCVideo 클라이언트 2 에게 영상을 보내도록 할 수 있다.
10.4.3 그 밖의 차별화 기능
MCVideo UE 는 MCVideo 서버에 UE 의 성능 관련 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른 MCVideo UE 들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성능 관련 정보 공유(capability information sharing) 기능이라 칭한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는, 통신 도중 영상 적응(MCVideo adaptation during
MCVideo

communication)

기능이다.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허가된

MCVideo

클라이언트는 영상 관련 매개변수(코덱, 화상도 등)를 조정할 수 있다. 영상 적응은
영상을 보내는 MCVideo 클라이언트가 촉발할 수도 있고(그림 10-32 참조), 영상을 받는
MCVideo 클라이언트가 촉발할 수도 있다(그림 10-33 참조).

MCVideo
client 1

MCVideo
server

MCVideo
client 2

MCVideo client 1 is transmitting video to the group
1. MCVideo communication
parameter update request
2.Authorization check
3. MCVideo communication
parameter update request
4. Notify user
6. MCVideo communication
parameter update response

5. MCVideo communication
parameter update response

7. The MCVideo group communication applies new parameters

(그림 10-32) 영상을 보내는 MCVideo 클라이언트(그림에서 MCVideo client 1로 표시)가 촉발하
는 영상 적응 (3GPP TS 23.271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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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Video
server

MCVideo
client 1

MCVideo
client 2

Client 1 is receiving video from Client 2 within the group communication
1. MCVideo communication
parameter update request
2.Determine to update the MCVideo
communication parameters
3b. MCVideo communication
parameter update request

3a. MCVideo communication
parameter update request
4a. Notify user

4b. Notify user
5b. MCVideo communication
parameter update response

5a. MCVideo communication
parameter update response

6. The MCVideo group communication applies new parameters

(그림 10-33) 영상을 받는 MCVideo 클라이언트(그림에서 MCVideo client 1로 표시)가 촉발하는
영상 적응 (3GPP TS 23.271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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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서

부 록 Ⅰ-1
(본 부록은 기술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보고서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본 기술보고서가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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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2
(본 부록은 기술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보고서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Ⅰ-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해당 사항 없음

Ⅰ-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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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서

부 록 Ⅰ-3
(본 부록은 기술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보고서의 일부는 아님)

본 기술보고서의 연계(family) 표준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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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4
(본 부록은 기술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보고서의 일부는 아님)

참고 문헌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참고 문헌의 발간일이 기재된 경우, 해당 표준(문서)의 해당 버전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표준(권고)의 최신 버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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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서

부 록 Ⅰ-5
(본 부록은 기술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보고서의 일부는 아님)

영문기술보고서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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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6
(본 부록은 기술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보고서의 일부는 아님)

기술보고서의 이력

판수

제1판

채택일

기술보고서번호

2018.xx.xx

제정
TTAR-06.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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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담당 위원회

-

5G 무선접속
프로젝트그룹
(SPG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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