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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서

서문
1 기술보고서의 목적
이 기술보고서의 목적은 IMT-2020(5G) 국제표준화 관련, ITU-R Working Party 5D(WP
5D)와 한중일 이동통신 표준협력 회의(CJK IMT WG)의 표준화 동향을 국내 산업계에
적기 보급함에 있다.

2 주요 내용 요약

IMT-2020(5G)

관련

세부

기술

논의는

2016년

초부터

본격

착수되었다.

이

기술보고서는 2016년과 2017년에 제정된 동향보고서를 통합하여 ITU-R WP5D와 CJK
IMT

WG의

2016년부터

요구사항(Technical

2018년까지

performance

진행된

각

requirements),

회의
5G

차수
기술

별로
평가

5G

기술성능

방법(Evaluation

methodology and criteria), 5G 후보 기술 제안서 양식(Submission template), 5G 표준
개발 절차(Process) 및 5G 후보기술 접수 등의 논의 경과를 요약하였다. 참고로
2016년 활동 사항들은 TTAR-06.0177으로 2016년 11월에, 2017년 활동 사항들은
TTAR-06.0191으로 2017년 11월에 각각 제정하여 산업계에 보급한 바 있다.
3 인용 기술보고서와의 비교

3.1 인용 기술보고서와의 관련성

해당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기술보고서의 비교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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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technical report provides information on trend in standardization and progress of
IMT-2020(5G) in ITU-R WP5D and CJK IMT WG with domestic industries timely.

2 Summary

The standardization of IMT-2020(5G) has been started since January 2016. By
combining two technical report both TTAR-06.0177 and TTAR-06.0191, this technical
report summarizes standardization status on 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evaluation methodology/criteria for IMT-2020, submission template, IMT-2020 process
and status on 5G candidate technology from 2016 to 2018 in ITU-R WP5D and CJK
IMT WG respectively. Summary of standardization status in 2016 and 2017 were
described as TTA technical report “TTAR-06.0177” on November 2016 and “TTAR06.0199” on November 2017, respectively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one

ii

TTAR-06.xxxx

기술보고서

목

차

1 적용 범위 ························································································· 1

2 인용 표준 ························································································· 1

3 용어 정의 ························································································· 1

4 약어································································································ 1

5 ITU-R WP5D IMT-2020(5G) 국제표준화 동향 ·············································· 2
5.1 ITU-R WP5D IMT-2020 표준화 개요 ··················································· 2
5.2 ITU-R WP5D 23차 회의(2016년 2월) ··················································· 4
5.3 ITU-R WP5D 24차 회의(2016년 6월) ··················································· 6
5.4 ITU-R WP5D 25차 회의(2016년 10월) ················································· 9
5.5 ITU-R WP5D 26차 회의(2017년 2월) ·················································· 11
5.6 ITU-R WP5D 27차 회의(2017년 6월) ·················································· 18
5.7 ITU-R WP5D 28차 회의(2017년 10월) ················································ 21
5.8 ITU-R WP5D 29차 회의(2018년 1월) ·················································· 25
5.9 ITU-R WP5D 30차 회의(2018년 6월) ·················································· 27
5.10 ITU-R WP5D 31차 회의(2018년 10월) ··············································· 28

6 한중일 이동통신 표준협력 회의(CJK IMT WG)············································· 29
6.1 CJK IMT WG 개요 ········································································· 29
6.2 CJK IMT WG 44차 회의(2016년 1월) ·················································· 29
6.3 CJK IMT WG 45차 회의(2016년 5월) ·················································· 31
6.4 CJK IMT WG 46차 및 47차 회의(2016년 8월) ······································· 34
6.5 CJK IMT WG 48차 회의(2017년 1월) ·················································· 36
6.6 CJK IMT WG 49차 회의(2017년 5월) ·················································· 38
6.7 CJK IMT WG 50차 회의(2017년 9월) ·················································· 40
6.8 CJK IMT WG 51차 회의(2017년 12월)················································· 41
6.9 CJK IMT WG 52차 회의(2018년 5월) ·················································· 43
6.10 CJK IMT WG 53차 회의(2018년 9월)················································· 44

부록 Ⅰ-1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 46
iii

TTAR-06.xxxx

기술보고서

Ⅰ-2 시험인증 관련 사항 ································································ 47
Ⅰ-3 본 기술보고서의 연계(family) 표준 ·············································· 48
Ⅰ-4 참고 문헌 ············································································ 49
Ⅰ-5 영문기술보고서 해설서 ···························································· 50
Ⅰ-6 기술보고서의 이력 ································································· 51

iv

TTAR-06.xxxx

기술보고서

2016년~2018년 IMT-2020(5G) 국제표준화 동향
(Standardization trends on IMT-2020(5G) from 2016 to 2018)

1 적용 범위

본 기술보고서는 IMT-2020(5G) 국제표준화 관련,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진행된
ITU-R Working Party 5D(WP5D) 회의와 한중일 이동통신 표준협력 회의(CJK IMT WG)
의 동향을 국내 산업계에 보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IMT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ITU-R WP5D는 2012년 7월부터 IMT-Advanced(4G) 이후
기술에 대한 연구를 착수, 총 8개의 핵심 성능 지표, 서비스 사용 시나리오 및 기술∙주
파수∙상용화 로드맵을 정의하는 비젼(Vision) 권고(M.2083)를 2015년 6월 회의에서 완성
하였다. 이후 2016년 2월부터 IMT-2020 후보기술이 만족해야 하는 기술성능 요구사항,
그 요구사항들에 대한 평가 방법, 후보기술 제안자(Proponent)가 기술 제출 시 작성해야
하는 제출 양식 및 세부 표준화 추진 절차 등의 핵심 표준 문서들이 2017년 2월과
2017년 6월까지 개발되었으며, 표준화 일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0년 10월까지 IMT2020 무선접속기술 권고를 완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이 기술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ITU-R WP5D와 CJK IMT WG의 각 회
의 차수별로 5G 표준화 진행 경과를 요약하였다.

2 인용 표준

해당 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해당 사항 없음

4 약어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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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MBB

Mobile Broadband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URLLC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
5 ITU-R WP5D IMT-2020(5G) 국제표준화 동향

5.1 ITU-R WP5D IMT-2020 표준화 개요
ITU-R에서 지상 이동통신의 기술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WP5D는 2012년 7월부터
IMT-Advanced(4G) 이후의 기술에 대한 비전 정의를 착수하고, 2015년 6월 그 내용을
담은 비전 권고 M.2083을 개발 완료하였다.
ITU-R 권고 M.2083은 크게 3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IMT-2020 기술∙서비
스∙트래픽 등에 대한 예측이고, 둘째는 IMT-2020에 대한 핵심 성능(Key capability)를 정
의하며, 끝으로 기술∙주파수∙상용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IMT-Advanced의 비전을 담은 M.1645 권고에서는 밴다이어그램(Van Diagram)을 통해
IMT-Advanced는 2개의 핵심 성능(데이터 전송 속도 및 이동성)에 대한 비전을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IMT-2020 비전을 담은 M.2083 권고에서는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8개의 핵심 성능 항목을 IMT-2020의 주요 기술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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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IMT-2020 핵심 성능

또한 기존 IMT-Advanced에서는 광대역(MBB) 사용 시나리오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반
해, IMT-2020에서는 (그림 5-2)에서 볼 수 있듯이 총 3개의 사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크게 기존 IMT-Advanced 대비 향상된 초광대역(eMBB)을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
고, 추가적으로 수많은 디바이스들과의 초연결성(mMTC)을 지원하며, 초저지연(URLLC)
의 서비스 실현이라는 서비스 차원에서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Enhanced Mobile Broadband
Gigabytes in a second
3D video, UHD screens
Work and play in the cloud
Smart Home/Building
Augmented reality
Industry automation

Mission critical application

Voice
Smart City

Self Driving Car

Future IMT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

(그림 5-2) IMT-2020 3대 사용 시나리오

ITU-R WP5D는 IMT-2020 비전 권고 M.2083의 완성에 발맞춰 2016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표준 완성을 위하여 지상 IMT-2020에 대한 무선접속기술 표준화에 돌입하였
다. 본 표준화는 크게 3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표준 기술 정의 단계로서
기술성능 요구사항 및 평가 방법 등을 정의한다. 둘째는 ITU 외부 국가/단체 등으로부터
후보기술을 제안 받아 그 기술들이 ITU가 정의한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한
다. 셋째는 이렇게 제안된 기술들을 평가 후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될 경우 그 기술들을
ITU의 IMT-2020 기술로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기술 표준을 완성하게 되어 있다. (그림
5-3)은 IMT-2020에 대한 ITU-R WP5D의 표준화 추진 일정 계획 및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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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C-19

5D

5D

5D

5D

5D

5D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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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

5D

5D

5D

5D

5D

5Da

5D

5Db

5D

5D

5D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
‘bis’

#32

#33

#34

#35

#36

Report Technology
trends (M.2320)

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Proposals IMT-2020
Evaluation

Report IMT feasibility above
6 GHz (M.2376)

Evaluation criteria &
method
Requirements,
Evaluation Criteria, &
Submission Templates

Modifications of
Res. 56/57 and
new Res. 65

Workshop

Recommendation Vision of
IMT beyond 2020 (M.2083)

Consensus building
Outcome &
Decision

Circular Letters &
Addendum

IMT-2020
Specifications

Background & Process
(IMT-2020/1,2)

(a) – five day meeting, (b) – focus meeting on Evaluation (Technology)

(그림 5-3) IMT-2020 무선접속 기술표준화 추진 일정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그림 5-3) 중에서 2016년부터 2018년도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
한 WP5D의 회의별 주요 동향을 기술한다.

5.2 ITU-R WP5D 23 차 회의 (2016 년 2 월)
2016년 2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ITU-R WP5D 회의는 ITU의 IMT-2020 기술표준화가
착수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회의에서는 기술성능 요구사항과 평가방법, 두 보고서에 대한 문서 구조 등의 일반적
인 내용들이 정리되었다.
아울러 요구사항의 경우 총 26개의 후보항목들이 국가 및 산업계로부터 제안되었고, 평
가방법의 경우 8개의 시험환경 등이 제안되어 표준화 논의가 착수되었다.

5.2.1 기술 성능 요구사항
ITU의 5G 기술성능 요구사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2월부터 논의가 착수되
었다. 본 요구사항은 보고서로 개발될 예정이며, 2017년 2월까지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요구사항을 정의한 문서는 한중일 공동 기고한 문서 구조를 토대로 하여 작업문서 초안
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많은 산업체로부터의 제안을 고려
하여 작업문서 초안이 도출되었으며, 이번 회의에 제출된 총 26개의 요구사항 항목의
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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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값을 취합하였다. 26개 요구사항 항목은 비전 권고 내 8개 핵심성능(K1∼K8)과
18개 기타 항목(O1∼O18)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 핵심성능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
가/산업체가 제안한 제 각각의 명칭들에 대하여 일원화를 진행하였으나, 결정을 하지 못
하여, 차기 6월달 회의로 이관하였고, 기타 요구사항 항목들 역시 시간 관계 상 세부적
인 내용들을 살펴보지는 못하여, 이 또한 차기 회의에서 지속 논의키로 하였다. 5G 시스
템을 대표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과연 4G 시스템에 비해 향상된 속도 인지 아니면 사물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서비스인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인해, 8가지 핵심성능에 대
한 용어 정의에서부터 각 나라별/회사별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의 <표 5-1>은 이번 회의에 제안된 총 26개의 요구사항 후보항목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 WP5D 23차 제안 26개 요구사항 후보항목
핵심성능항목

기타항목

K1

Peak data rate

O1

Spectrum flexibility

K2

User experienced data rate

O2

Bandwidth flexibility

K3

User plane latency

O3

Reliability

K4

Mobility

O4

Operational lifetime

K5

Connection density

O5

Bandwidth

K6

Energy efficiency (Network/Device)

O6

Support for wide range of services

K7

Spectrum efficiency

O7

Mobility interruption time

K8

Area traffic capacity

O8

Peak spectral efficiency

O9

5 th percentile user spectrum efficiency

O10 50%-tile of user data rate
O11 50th percentile user spectrum efficiency
O12 Control-plane latency
O13 Latency for infrequent small packets
O14 Coverage
O15 Group handover capability
O16 Inter-system handover
O17 Signaling overhead
O18 VoIP capacity

5.2.2 후보기술 평가방법
후보기술 평가방법은 기술성능 요구사항 항목 별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를 정의하
는 것이다. 평가방법론 보고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 기고를 하였으며,
이렇게 제시된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방법론 보고서의 작업문서를 개발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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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보고서는 2017년 6월까지 완성하는 일정으로 표준화가 착수되었다.
예상되는 방대한 작업 문서 분량(100페이지)을 고려하여 현재 개발 중인 IMT-2020 요
구사항 각 항목 별 평가 방법은 차기(24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성능 평가 시험
환경과 평가를 위한 각종 모델링(채널 모델, 트래픽 모델, 에너지 모델 등)들을 우선 논
의하였다.
IMT-Advanced 평가방법에서부터 3가지 평가 기법(Simulation, Analytical, Inspection)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3가지 평가 기법을 IMT-2020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중에서 Simulation을 위한 IMT-2020 실험 환경으로 IMT-Advanced에서
사용했던 3가지 환경(Indoor hotspot, Dense urban, Rural)을 재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새로 제시된 Urban macro 및 High speed 환경의 경우 24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평가를 위한 채널모델의 경우, IMT-Advanced의 평가방법을 정의한 M.2135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채널모델 외에도 최근 기술 발전 등의 상황을 고려한 3D 채널모델링 등
의 부수적인 작업들이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5.3 ITU-R WP5D 24 차 회의 (2016 년 6 월)
2016년 6월에 개최된 24차 회의에서 요구사항 부분은 총 26개 후보항목을 대폭 축소하
여 총 13개의 IMT-2020 기술성능 요구사항 항목들을 도출 결정하였다. 아울러 각 항목
별 정의 초안도 같이 도출되었다. 평가방법의 경우 비전 M.2083 권고에서 정의하고 있
는 3개의 사용 시나리오에 대하여 총 5개의 시험환경(Indoor hotspot-eMBB, Dense
urban-eMBB, Rural-eMBB, Urban macro-mMTC 및 Urban macro-URLLC)이 합의되었
고, 나머지 3개 시험환경(High speed-eMBB, Rural-mMTC 및 Rural-URLLC)의 포함여
부는 미합의되어 차기 회의에서 지속 논의키로 하였다. 평가방법에 부록으로 포함될 채
널모델의 경우 국가 및 산업체가 제안한 몇 가지 채널모델들에 대해 세부 내용 확인의
어려움 및 기본적 채널모델 정의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못하여 차기 회의에서 지속 논
의키로 하였다.

5.3.1 기술 성능 요구사항
작업계획 일정에 따라 전차 회의에 취합된 총 26개 후보항목에 기반하여, 금번 회의를
통해 IMT-2020 최소 기술 성능 요구사항 항목을 도출하고, 총 13개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13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대전송속도 (Peak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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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최대주파수효율 (Peak Spectral Efficiency), 사용자 체감 전송속도 (User
Experienced Data Rate), 셀 경계 주파수효율 (5-th Percentile User Spectral Efficiency),
평균 주파수 효율 (Average Spectral Efficiency), 면적당 트래픽 용량 (Area Traffic
Capacity), 지연시간-사용자/제어 측면 (User Plane Latency/Control Plane Latency), 연
결 밀도 (Connection Density),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신뢰성 (Reliability), 이
동성 (Mobility), 이동단절시간 (Mobility Interruption Time), 대역폭 (Bandwidth).
이들 중 특히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은 에너지 효율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본 등은 에
너지 효율의 정의 및 평가방법의 모호성을 이슈로 지적하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했
다. 반면, 중국 및 프랑스는 5G 비전 권고에 에너지 효율이 이미 포함된 항목이며, 단말
/네트워크 별로 평가방법을 적절히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요구사항 항목에 추가를 지속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최종적 요구사항 항목에 포함하되, 제안된 정의 문구는 논의를
통해 통신상태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과 미통신 시 낮은 에너지 소모를 지원해야 한
다는 정도의 high level 문구로만 정리하고, 평가방법은 SWG-EVAL에서 추가 정리가 필
요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다.
그 외, 한국, 일본 등이 제안한 대역폭 유동성 항목은 대역폭 항목에 포함키로 하였고,
다수의 회원국 및 산업계 지지로 최대주파수효율과 셀 경계 사용자 주파수효율이 요구
사항 항목에 추가되었다. 다만, 한국의 제안에 따라, 최대/셀 경계/평균 주파수 효율은
주파수 대역 별로 다름을 정의 부분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평균(50%) 사용자
전송속도, 평균(50%) 사용자 주파수효율, Coverage 및 VoIP 용량 등은 요구사항 항목에
서 제외키로 결정 되었으며, 스펙트럼 유동성, 운영 수명, 광범위 서비스 지원, 부정기적
소형 패킷 지연시간, 그룹 핸드오버 용량, 시스템 간 핸드오버, 신호 오버헤드 등의 항
목들은 Submission template 보고서로 이관키로 결정 되었다.

5.3.2 후보기술 평가방법
IMT-2020 성능평가 환경으로 지난 회의에서 합의된(IMT-Advanced 평가 시 사용한)
Indoor hotspot, Dense urban 및 Rural 환경을 고려하면서, 작업 문서 개발을 진행하였
다. 금번 회의에서는 사용 시나리오 별로 성능평가 시험환경(Test environment)을 정의
하되 동일 사용 시나리오 내에서 지형 환경(Geographic environment)이 다를 경우 서로
다른 평가 환경으로 정의하도록 결정 하였다. 3가지 사용 시나리오인 eMBB, mMTC,
URLLC에 대해 총 5개 평가 시험환경이 합의 되었다. eMBB의 3개 사용 시나리오 외 추
가로 mMTC 및 URLLC 사용 시나리오의 Urban macro 환경을 추가 합의하여 총 5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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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도출 하였다. 합의된 5개 평가환경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평가환경들이 고려되고 있
으며,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각 평가 시험환경 당 하나 이상의 상세 실험/
평가 파라미터 집합(evaluation parameter set)이 정의될 수 있도록 결정하였으며, 평가
환경 별 파라미터 집합의 수와 평가환경에 대해 둘 이상의 파라미터가 있을 경우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 등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
울러 위 5개 평가 시험환경 외 High speed-eMBB, Rural-mMTC 및 Rural-URLLC에 대
한 시험환경 포함 여부는 미합의되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하였다. (그림 5-4)는
이번 회의까지 논의된 시험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Indoor Hotspot

Dense urban

Rural

O

O

O

eMBB

Unban macro

High speed
[TBD]

mMTC

[TBD]

O

URLLC

[TBD]

O

(그림 5-4) 5개 평가 시험환경 및 3개 미합의 시험환경

또한, 아래 <표 5-2>와 같이 이미 합의된 13개 성능 요구사항 중 9개 항목에 대한 평
가 방법론 합의가 도출되었다. 요구사항 별 평가 방법은 IMT-Advanced와 동일하게
Simulation, Analytical 및 Inspection 방식 중 하나로 결정되며 아래와 같다.

<표 5-2> 13개 요구사항 항목 별 평가 방법
요구사항 항목

평가 방법

Peak Data Rate

Analytical

Peak spectral efficiency

Analytical

User Experience Data Rate

단일 대역은 Analytical, 복수 대역은 추후 결정

5 th percentile user spectral efficiency

Simulation

Average spectral efficiency

Simulation

Area Traffic Capacity

단일 대역은 Analytical, 복수 대역은 추후 결정

Latency (User plane 및 Control plane)

Analytical

Connection Density

추후 결정 [Analytical 또는 Simulation]

Energy Efficiency

추후 결정[잠정 Inspection]

Reliability

Simulation

Mobility

Simulation

Mobility Interruption Time

Analytical

Bandwidth

Inspection

이와 같이 성능평가 환경 및 성능요구 사항 항목별 평가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작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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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되었으며, 24차 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한 기고문들은 작업문서의 부록에 포함하여
25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평가 파라미터에서 기존에 IMT 주파수로 지정
된 대역만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고주파 기반 기술
제안 및 평가를 가능토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5.4 ITU-R WP5D 25 차 회의 (2016 년 10 월)
5.4.1 5G 기술 성능 요구사항
ITU-R WP5D 24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총 13개의 5G 기술성능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이번 회의부터 성능 목표 값(Target value) 논의가 본격 착수되었다. 회의를 통해 도출된
성능 목표 값들은 아래 <표 5-3>와 같다. 대표적으로 5G 비전이라 불리는 ITU-R 권고
M.2083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최대전송속도(Peak data rate)은 하향링크 최대 20 Gbps,
상향링크 최대 10 Gbps로 그 값이 합의되었다. 최대전송속도의 경우 최대 주파수 효율
과 대역폭의 계산에 의해 산출될 수 있으며, 최대 주파수 효율과 대역폭은 주파수 대역
별로 다를 수 있다. 5G 기술은 최대 주파수 효율(Peak spectral efficiency)의 경우, 다중
안테나 하향링크 8 stream과 상향링크 4 stream으로 가정했을 경우 하향링크에서는 30
bit/s/Hz와 상향링크 15 bit/s/Hz를 지원해야 한다. 평균 주파수 효율(Average spectral
efficiency)의 경우, IMT-Advanced(4G) 대비 3배 효율 증가를 목표 값으로 도출하였다.
기타 대역폭의 경우 최소 100 MHz, 최대 1 GHz를 잠정(안)으로 도출하였다.

<표 5-3> 13개 요구사항 항목 별 목표 성능 값
요구사항 항목

목표 값

Peak Data Rate [Gbit/s]

하향링크 20, 상향링크 10

Peak spectral efficiency [bit/s/Hz]

하향링크 30, 상향링크 15

User Experience Data Rate [Mbit/s]

(잠정) 하향링크 [100], 상향링크 [50]
(잠정) eMBB 기준

5 th percentile user spectral efficiency [bit/s/Hz]

Indoor hotspot 하향링크 [0.3], 상향링크 [0.21]
Dense urban 하향링크 [0.225], 상향링크 [0.15]
Rural 하향링크 [0.12], 상향링크 [0.045]
(잠정) eMBB 기준

Average spectral efficiency [bit/s/Hz]

Indoor hotspot 하향링크 [9], 상향링크 [6.75]
Dense urban 하향링크 [7.8], 상향링크 [5.4]
Rural 하향링크 [3.3], 상향링크 [2.1]
Area Traffic Capacity [Mbit/s/m 2 ]

(잠정) Indoor hotspot-eMBB 환경에서 [10]

Latency

(잠정) eMBB 시나리오 [4], URLLC 시나리오 1ms

User plane

９

TTAR-06.xxxx

기술보고서
[ms]

Control plane

eMBB와 URLLC 시나리오에 적용하되, 값 미정

Connection Density [Device/km 2 ]

(잠정) mMTC 기준 [1,000,000]

Energy Efficiency

eMBB 시나리오에 적용하되, 값 미정
Urban macro-URLLC 기준 [1]ms 내 [20]byte

Reliability

전송 패킷 크기에 대하여 [1-10 -5 ] 성공확률
값 미정
Mobility 분류: 고정 (0 km/h, Indoor hotspot-

Mobility

eMBB), 보행자 (~[3]km/h, Dense urban-eMBB),
차량

(~120km/h,

Rural-eMBB),

고속열차

(~500km/h, Rural-eMBB 내 High speed train)
Mobility Interruption Time [ms]

0

Bandwidth

(잠정) 최소 [100] MHz, 최대 [1] GHz

5.4.2 5G 후보기술 평가방법
ITU-R WP5D 24차 회의를 통해 총 8개 시험환경 후보군이 접수되어 논의를 통해 5개
시험환경이 합의되었고, 3개 시험환경 후보는 포함여부가 미결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는 미합의된 3개 시험환경의 포함여부가 논의되었으며, 인도에서 추가적으로 LMLC(Low
Mobility Large Coverage) 시험환경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최대 20km의 광역셀을 다루
기 위한 평가 채널모델의 부재, 기존 Rural-eMBB 시험환경에서 고려 가능하다는 의견
들을 토대로 시험환경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나머지 3개 시험환경 역시 포함 불
필요, 타 시험환경과의 중복 및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전차 회의에서
합의된 5개의 시험환경만 5G 평가 시험환경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ITU에 제
안될 후보기술들은 아래의 5개 시험환경에 대하여 13개 요구사항들에 대한 성능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eMBB

Indoor Hotspot

Dense urban

Rural

O

O

O

Unban macro

mMTC

O

URLLC

O
(그림 5-5) 5개 평가 시험환경

전차 ITU-R WP5D 회의에서는 13개 요구사항 항목들에 대한 평가방법이 논의되었고, <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항목들을 제외하고 평가방법들이 정리되었다. 이번 회
의에서는 미결정된 항목들의 평가방법이 계속 논의가 되었고, <표 5-4>와 같이 최종 결
정은 되지 못하였다. User experienced data rate과 Area traffic capacity의 경우,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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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의 평가 방법은 Simulation과 Analytical 방법이 논의되었으나, Simulation 수행 방법
필요성 저조 및 주파수 대역 별 성능 값 도출 여부 등의 이견으로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에너지 효율의 경우 전차 회의에서는 조사(Inspection) 평가방법이 잠정적으
로 합의되었으나, 기지국과 단말 간 통신 데이터가 없을 경우 에너지 미사용(sleep
mode) 방식이 제안되어 sleep mode 동작에 관한 특정한 요구조건 값을 확인하는 분석
(Analytical) 방법이 논의 끝에 잠정적으로 정리되었다. 위 사항들을 포함하여 미합의된
항목들의 평가방법들은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
다.

<표 5-4> 13개 요구사항 항목 별 평가 방법
요구사항 항목

평가 방법

Peak Data Rate

Analytical

Peak spectral efficiency

Analytical

User Experience Data Rate

단일 대역은 Analytical, 복수 대역은 추후 결정

5

th

percentile user spectral efficiency

Simulation

Average spectral efficiency

Simulation

Area Traffic Capacity

단일 대역은 Analytical, 복수 대역은 추후 결정

Latency (User plane 및 Control plane)

Analytical

Connection Density

Simulation

Energy Efficiency

[잠정 Analytical]

Reliability

Simulation

Mobility

Simulation

Mobility Interruption Time

Analytical

Bandwidth

Inspection

부가적으로, 본 평가방법 보고서의 부록에는 평가용 채널모델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크게 6GHz 이하 대역과 6GHz 이상 대역의 평가를 위한 채널모델 논의가
진행되었다. 6GHz 이하의 경우 3GPP에서 개발된 채널모델 (3GPP TR 36.873)을 6GHz
이상의 경우 3GPP에서 개발된 채널모델 (3GPP TR 38.900)을 ITU가 수용하는 방향에는
큰 이견은 없으나, 두 채널모델을 각각 적용할 지 또는 통합한 모델을 정의할 지에 대해
서는 이견이 있었다. 차기 회의에서는 두 개의 채널모델을 통합할 지의 여부와 통합할
경우 어떤 식으로 통합할 지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5.5 ITU-R WP5D 26 차 회의(2017 년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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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에 개최된 WP 5D 26차 회의에서는 IMT-2020 기술 및 표준 개발 시 가장
중요한 기술 성능 요구사항이 최종 결정되었다. 또한 표준개발 상세 절차에 대해서도
2016년 10월에 제정된 문서를 개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상세 요구 조건을 모두 결정하
였다. 아울러 표준화 일정에 따라 후보기술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를 판별 시 활용할
평가 방법 보고서와 후보기술 제안 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제안 양식 보고서 개발도
지속되었다.
5.5.1 기술 성능 요구사항
앞서 살펴 보았듯이 2016년 2월 회의를 시작으로 ITU-R WP 5D는 IMT-2020(5G) 비전
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성능 최소 요구사항 정의에 착수하였다. 회원국 및 산업계로부
터 많은 기고를 접수 받아 총 26개의 기술 성능 요구사항 후보 항목들이 논의가 되었으
며, 2016년 10월 회의에서 <표 5-5>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3개의 기술 성능 요구사항
항목이 도출되었다.

<표 5-5> 13개 요구사항 항목

5 th

요구사항 항목
Peak Data Rate(최대전송 속도, Gbit/s)
Peak spectral efficiency(최대 주파수 효율, bit/s/Hz)
User Experience Data Rate(사용자 체감 전송 속도, Mbit/s)
percentile user spectral efficiency(셀 경계 사용자 주파수 효율, bit/s/Hz)
Average spectral efficiency(평균 주파수 효율, bit/s/Hz)
Area Traffic Capacity(단위면적당 트래픽 용량, Mbit/s/m 2 )
Latency:(User plane 및 Control plane(전송 지연 시간, ms)
Connection Density(연결 밀도, Device/km 2 )
Energy Efficiency(에너지 효율)
Reliability(신뢰성)
Mobility(이동성, bit/s/Hz)
Mobility Interruption Time(이동성 단절 시간, ms)
Bandwidth(대역폭)

2017년 2월에 열린 26차 회의에서는 표준화 일정에 따라 상기 <표 5-5>의 각 요구사
항 항목별 정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표 5-6>와 같이 항목별 성능 목표 값이
최종 결정되었다.
최대 전송 속도(Peak data rate)의 경우 오류가 없는 이상적인 조건하에 최대로 달성 가
능한 전송 속도로 정의되었고, 최대 주파수 효율과 대역폭과의 연산을 통해 그 값을 산
출할 수 있다. 최대 주파수 효율(Peak spectral efficiency)의 경우 단일 단말에서 오류
없는 조건을 가정하고 있으며, 하향링크에서 8개 스트림과 상향링크에서 4개 스트림 지
원이 가능한 안테나를 가정하고 있다. 사용자 체감 전송 속도(User experienc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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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의 경우 사용자 전송 속도의 누적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상에서 5% 지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셀경계 사용자 주파수 효율과 대역폭의 연산에
의해 도출 가능하다. 셀 경계 사용자 주파수 효율(5th percentile user spectral efficiency)
의 경우 사용자 체감 전송 속도와 마찬가지로 CDF 상 5% 지점에서의 주파수 효율로
정의하고 있다. 평균 주파수 효율(Average spectral efficiency)의 경우 성공적으로 수신
된 모든 사용자의 전체 전송 속도와 관련된다.
<표 5-6> 13개 요구사항 항목 및 목표 성능 값
Target value

TECH PERF REQ

(DL; Downlink, UL: Uplink, InH: Indoor Hotspot, DU: Dense urban, RU: Rural)

Usage
scenario

최대전송속도
(Peak data rate, Gbit/s)

DL 20, UL 10

eMBB

최대 주파수 효율
(Peak spectral efficiency, bit/s/Hz)

DL 30, UL 15

eMBB

사용자 체감 전송속도
(User experienceddata rate, Mbit/s)

DU-eMBB (DL 100, UL 50)

eMBB

셀 경계 사용자 주파수 효율
(5th percentile user spectral efficiency, bit/s/Hz)

InH-eMBB (DL 0.3, UL 0.21), DU-eMBB (DL 0.225, UL 0.15),
RU-eMBB (DL 0.12, UL 0.045)

eMBB

평균 주파수 효율
(Average spectral efficiency, bit/s/Hz/TRxP)

InH-eMBB (DL 9, UL 6.75), DU-eMBB (DL 7.8, UL 5.4),
RU-eMBB (DL 3.3, UL 1.6)

eMBB

면적당 트래픽 용량
(Area traffic capacity, Mbit/s/m2)

InH-eMBB (DL 10)

eMBB

전송지연시간
(Latency, ms)
연결 밀도

사용자 측면 (User plane)

eMBB (4), URLLC (1)

eMBB, URLLC

제어 측면 (Control plane)

eMBB (20), URLLC (20)

eMBB, URLLC

(Connection density, Device/km2

)

1,000,000

mMTC

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Capacity to support a high sleep ratio and long sleep duration

eMBB

신뢰성 (Reliability)

1-10-5 successprobability of transmitting a layer 2 PDU (Protocol
data unit) of 32 bytes within 1ms

이동성 (Mobility, bit/s/Hz)

InH-eMBB (1.5 at 10 km/h), DU-eMBB (1.12 at 30 km/h),
RU-eMBB (0.8 at 120 km/h, 0.45 at 500 km/h)

이동성 단절 시간 (Mobility interruption time, ms) 0
대역폭 (Bandwidth)

URLLC
eMBB
eMBB, URLLC

At least 100 MHz, Up to 1 GHz in higher frequency bands.
To support scalable bandwidth.

N/A

면적당 트래픽 용량(Area traffic capacity)의 경우 m2 면적당 제공되는 전체 트래픽 전송
속도로 정의된다. 사용자 측면의 전송 지연 시간(User plane latency)의 경우 패킷이 전
송되어 수신될 때의 시간까지의 시간(ms)으로 정의된다. 제어 측면의 전송 지연 시간
(Control-plane latency)의 경우 가장 배터리가 효율적인 상태(즉, Idle 상태)에서 연속적
인 데이터 전송의 개시까지의 전이 시간으로 정의된다. 연결밀도(Connection density)의
경우 단위 면적(km2) 당 특정 QoS를 만족하는 전체 장치(device)의 수로 정의된다. 에
너지 효율의 경우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과 단말 에너지 효율로 구분되고, 네트워크 에너
지 효율은 제공된 트래픽 용량과 관련하여 무선접속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
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단말 에너지 효율은 트래픽 특성과 관련하여 장치 모뎀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을 최소화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신뢰성(Reliability)의 경우 예정된 지속
시간 내 트래픽 총량과 관계되고, 요구되는 최대 시간 내 전송되는 layer 2/3 패킷의 성
１３

TTAR-06.xxxx

기술보고서

공 확률로 정의된다. 이동성(Mobility)은 정의된 QoS를 보장하는 최대 단말 이동 속도로
정의된다. 이동간 단절 시간(Mobility interruption time)의 경우 단말이 기지국과 패킷 교
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짧은

지속시간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대역폭

(Bandwidth)은 최대 집성 시스템 대역폭으로 정의되고, IMT-2020 기술은 다양한 대역폭
을 지원할 수 있는 가변적 대역폭(Scalable bandwidth)이 필수로 지원되도록 정의되었다.
아울러 각 요구사항 항목별로 어떠한 사용 시나리오에 매핑이 되어 평가될 것인지에 대
해서도 같이 정의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
듯이 eMBB 시나리오 평가 항목에는 전송 속도 및 주파수 효율 등이 해당되고, URLLC
시나리오 평가 항목에는 전송 지연 시간 등이 해당되며, mMTC 시나리오 평가 항목에는
연결밀도가 해당된다.
상기 요구사항 및 목표 성능 값은 후보기술 평가 방법 정의와 더불어 향후 기술 및 표
준 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기본 문서가 될 것이다.
본 기술성능 요구사항 보고서는 2017년 11월에 개최될 ITU-R SG5 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5.5.2 후보기술 평가 방법
2016년 10월까지 진행된 후보기술 평가 방법 보고서 개발에 있어 기본적인 윤곽 정도
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많은 부분들에 대해 이슈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 외 향후 후보기술의 제안, 평가 및 채택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험 환경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었고, 총 5개의 평가 환경이 합의되었던 바 있다. 시험 환경은 서비스 시나
리오와 지리적 환경 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합의된 5개 시험 환경은 다음의 <표 57>과 같다.

<표 5-7> 5개 시험 환경
Indoor HotspoteMBB

eMBB
Dense urbaneMBB

Rural-eMBB

URLLC
Urban macroURLLC

mMTC
Urban macromMTC

본 회의를 통해 기술 성능 요구사항의 정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차 회의에 비해 좀더 논
의 진척이 있었으며, 2017년 6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첫째로 상위 레벨의 평가 방법을 도출하였다. 기본적으로 IMT-Advanced(4G) 평가와 동
일하게 3가지 평가 방법을 적용키로 합의되었다. 계산에 의한 평가 방법인 분석
(Analytical), 제안서 분석에 의한 평가 방법인 조사(Inspection) 및 실험에 의한 평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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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모의실험(Simulation)이 3가지 평가 방법에 해당된다. 13개 요구사항 항목별 적용
할 평가 방법은 논의를 통해 다음의 <표 5-8>와 같이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세부 평가
방법 정의가 논의되었다.

<표 5-8> 13개 요구사항 항목별 평가 방법
요구사항 항목
Peak Data Rate
Peak spectral efficiency
User Experience Data Rate
5 th percentile user spectral efficiency
Average spectral efficiency
Area Traffic Capacity
Latency(User plane 및 Control plane)
Connection Density
Energy Efficiency
Reliability
Mobility
Mobility Interruption Time
Bandwidth

평가 방법
Analytical
Analytical
단일 대역은 Analytical, 복수 대역은 Simulation
Simulation
Simulation
Analytical
Analytical
Simulation
Inspection
Simulation
Simulation
Analytical
Inspection

둘째, 평가 환경 설정(Configuration) 및 세부 평가 파라미터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 전
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은 Dense urban-eMBB의 평
가 주파수 결정이었다. 일부 국가는 4GHz 대역만을 평가 주파수로 지정할 것을 지속 주
장하였으나, 다수의 지지에 기반하여 30GHz 대역도 평가 주파수로 최종 합의되었다. 이
외 평가 실험 시 실내/실외 사용자 분포 비율도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외부
기관들이 적용 중인 실내:실외 = 80%:20%로 합의되었다. 또한 실내/실외 빌딩 투과손
실 특성에 대해 일부 국가는 30GHz 대역의 높은 손실 비율(80%)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 부족 및 타 국가들의 이슈 제기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하였다. 아울러
평가 주파수 대역 별 잡음 지수(Noise figure) 등이 논의되었으나,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그 값을 결정키로 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고속 이동체용 평가 주파수로
고주파를 추가 제안하였고, 기존 교외 환경(Rural)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1732m 셀
크기가 아닌 8km 셀 크기의 광역 모델도 제안되었으나, 지지 부족에 따라 차기 회의에
서 재논의키로 하였다.
평가 방법 보고서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바로 평가를 위한 채널특성을
정의하는 채널모델 부분이다. 전차 회의까지 다양한 채널모델들이 제안되어 논의가 되었
으나, 상호 이해도 및 선호도 차이로 큰 방향에 대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IMT-2020 평가를 위해 크게 500MHz ~ 100GHz까지 적용 가능한 단일 채널모델을 채
택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산업체가 있는 반면, 6GHz 이하와 이상을 구분하여 채택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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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국가/산업체로 분류될 수 있다. 논의를 통해 두 가지 채널모델 방향을 모두 적
용하자는 입장이 있는 반면, 평가 모호성 이슈 해소를 위해 단일 방향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대립되었고 결정 사항 없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를 통해 그 방향을
결정키로 하였다.
<표 5-9>와 같이 평가 방법 내 5개 시험 환경과 채널모델에 존재하는 모델과의 매핑
작업이 진행되었고, 추가 검토를 통해 차기 회의에서 그 내용을 확정키로 하였다.

<표 5-9> 시험 환경과 채널모델 매핑
Test
environment
Channel
model

Indoor
Hotspot –
eMBB
InH_x
Indoor
hotspot
(LoS,NLoS)

Dense urban –
eMBB

Rural – eMBB

Urban macro
- mMTC

Macro layer:
UMa_x
Urban macro
(LoS,NloS,O2I)
Micro layer:
UMi_x
Urban micro
(LoS,NLoS,O2I)

RMa_x
Rural macro
(LoS,NloS,O2I)

UMa_x
Urban macro
(LoS,NloS,O2I)

Urban
macro URLLC
UMa_x
Urban
macro
(LoS,Nlo
S,O2I)

5.5.3 후보기술 제안 양식
IMT-2000(3G)와 IMT-Advanced(4G)와 마찬가지로 ITU-R에 IMT-2020(5G) 후보기술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제안하는 기술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기술 제안자가 제공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후보기술 제출을 위한 양
식 보고서를 WP 5D가 어떤 논의를 통해 개발하는가에 대해 2017년 2월 회의를 중심으
로 기술하였다.
2016년 10월 회의까지는 기본적으로 IMT-Advanced 후보기술 제안 시 사용하였던 양식
을 기본으로 하되 IMT-2020 상황에 맞추어 내용을 개발하여왔다.
본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해당 제안 기술이 어떠한 기
술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기술하는 Description template과 둘째는 제안 기술이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가를 기술하는 Compliance template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
부 기관들이 개발하고 있는 IMT-2020 후보기술들의 논의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한중일
공동 기고에 기반하여 Description template이 업데이트 되었다. 참고로 Description
template에는 각 시험 환경 별로 Link budget template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Compliance template에는 크게 서비스, 주파수 및 기술 성능 요구
사항 template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Compliance template의 경우 IMT-202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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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83에서 정의하고 있는 eMBB, URLLC 및 mMTC 등 3가지 usage scenario에 대해
후보기술이 지원하는 가 여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 성능 요구사항은 이번 회의
를 통해 기술 성능 요구사항 값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차기 2017년 6월 회의에서 이
를 반영한 template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주파수 요구사항 Compliance
template의 경우 기존 IMT-Advanced에서는 WRC를 통해 IMT 주파수로 지정된 대역들
에 대해 후보기술이 만족하는가를 검증토록 되어 있었으나, 2016년 10월, 한국의 제안
에 따라 24.25GHz 이상 주파수도 지원하는가가 신규 강제 요구사항 항목으로 포함되었
으나, 이번 회의에서 일부 산업체는 24.25GHz 주파수 대역 기준을 6GHz로 수정이 필
요하다는 구두 제안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추가 기고를 접수받아 논의키로 하였다.
본 보고서 역시 표준화 일정에 따라 2017년 6월 회의에서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5.5.4 IMT-2020 표준화 상세 절차
지상 IMT-2020 무선접속 권고 개발을 위해 ITU-R은 IMT-Advanced와 유사하게 표준개
발을 위한 상세 절차를 정의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표준화 일정에 따라 2016년 10월
회의에서 본 절차 문서가 개발된 바 있다. 본 표준화 상세 절차 문서의 가장 중요한 핵
심 내용은 앞서 언급된 평가 시험 환경 5개 중 후보기술 제안(Step 2), 평가(Step 6) 및
채택(Step 7) 시 몇 개의 시험 환경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요구 조건이라 볼 수 있다. 다
만 2016년 10월 회의에서는 Step 6와 7에 대해서는 5개 시험 환경 모두를 만족하도록
요구조건이 결정되었으나, Step 2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준을 결정키로 하였다.
여러 기고와 논의를 통해 Step 2에 대한 요구 조건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아래 그
림은 이를 포함한 전체 표준화 절차에 대한 요구 조건을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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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R

Outside ITU-R

Step 1
Circular Letter to invite
proposals for radio interface
technologies and evaluations

Step 2
Development of candidate
radio interface technologies

Step 3
Reception of the (s)RIT
submissions and
acknowledgement of receipt

 RIT(Radio Interface Technology)의 경우:
2개 eMBB 시험환경 +
(1개 URLLC 또는 1개 mMTC 시험환경)
→ 즉, 3개 시험환경 및
2개 서비스 시나리오 만족 필요
 SRIT(Set of RIT)의 경우:
각 Component RIT는 2개 시험환경 만족
→ 즉, 4개 시험환경 및
3개 서비스 시나리오 만족 필요

Step 4
Evaluation of candidate
radio interface technologies
by independent evaluation
groups, grouping of the
technologies through
consensus building

Step 5
Review and coordination of
outside evaluation activities

Coordination between evaluation groups

 RIT 및 SRIT 경우 모두
5개 시험환경 모두 만족 필요

Step 6
Review to assess compliance
with minimum requirements

Descriptions of proposed radio
interface technologies and evaluation
reports

Step 7
Consideration of evaluation
results, consensus building
and decision

Radio interface specifications
(RSPECs),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worldwide compatibility

Step 8
Development of radio
interface Recommendation(s)

Step 9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그림 5-6) IMT-2020 무선접속 기술 권고 개발 상세 절차 및 요구 조건

5.6 ITU-R WP5D 27 차 회의(2017 년 6 월)
2017년 6월에 개최된 WP 5D 27차 회의에서는 표준화 일정에 따라 평가 방법 보고서와
후보기술 제안 양식 보고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차 회의에서 개발된 기술
성능 요구사항 및 표준개발 절차와 더불어 ITU-R이 IMT-2020 무선접속 기술 권고를
개발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기반 문서들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5.6.1 후보기술 평가 방법
본 회의에서는 앞선 회의까지 논의에서 미결정된 이슈들에 대해 기고를 접수받아 하나
씩 해결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 방법 정의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요구사항 항목 별 평가 방법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와
둘째는 평가 시 적용해야 하는 설정(Configuration) 및 파라미터 결정이다.
요구사항 항목 별 상세 평가 방법에 대해 지난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정리된 것을 제외
하고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 사항들 위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연
결 밀도(Connection density)의 경우 시뮬레이션 방법 중 링크 레벨로 할 것인지 시스템
레벨로 할 것인가가 공존하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수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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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술제안자가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의 경
우 상향 링크만 할 것인지 상향/하향링크 모두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슈가 있었
으나 기술 제안자가 한 방향만 실험하도록 합의가 되었다. 단말 분포 방식의 경우 셀 전
체에 균일하게 단말을 Drop하여 실험을 할 것인지, 소형 셀 주변에 사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환경으로 단말을 Drop할 것인지가 지속적으로 대립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소형
셀 주변에 사용자가 집중하여 Drop되도록 방법이 결정되었다. 그 외 특정 국가가 제안
했던 8km 광역/저속 셀(LMLC, Low Mobility Large Cell)의 경우 많은 논의를 통해 최종
적으로 전차 회의 잠정 합의 사항이었던 8km 셀 크기에서 6km 셀 크기로 변경 결정되
었다. 아울러 13개 요구사항 항목 외 후보기술 제안 양식 보고서에서 평가를 요하는 추
가항목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평가 방법들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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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평가 방법
Characteristic for evaluation

Method

Method
Simulation (두 가지 방법)
(1) Non-full buffer SLS or

Peak data rate

Analytical

Connection density

Peak spectral efficiency

Analytical

Energy efficiency

Inspection

User experienced data rate

Analytical for single band and single layer
// Simulation (SLS) for multi-layer

Reliability

Simulation (SLSLLS, DL
or UL full buffer SLS, CDF
상 5th DL 또는 UL SINR
값)

5 th percentile user spectral efficiency

Simulation (SLS)

Mobility

Simulation (UL SLS UL L
LS, CDF상에서 50th SINR
값)

Average spectral efficiency

Simulation (SLS)

Mobility interruption time

Analytical

Area traffic capacity

Analytical

Bandwidth

Inspection

Latency (User-plane, Control-plane)

Analytical

Support of wide range of
services // Supported
spectrum band(s)/range(s)

Inspection

(2) Full-buffer SLS
followed by LLS

평가 환경 설정(Configuration) 및 파라미터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가 논의되었다. 대표적
으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실내 환경(Indoor Hotspot-eMBB)과 실외 환경(Dense
urban-eMBB, Rural-eMBB)의 네트워크 구성 방안이 결정되었고(그림 5-7), 일부 국가
들이 제안했던 고속 이동체에 대한 선형 네트워크 구성 방안도 선택항목으로 수용되었
다. 실내/실외 빌딩 투과 손실 건에 대해 전차 회의에 이어 지속적으로 선호도가 양분되
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저투과손실 빌딩과 고투과손실 빌딩의 비율이 2:8로 결정되
었다. 잡음 지수(Noise figure)의 경우 6GHz 이하와 6GHz 이상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하
여 값들을 결정하였으며, 안테나 방사 패턴 등의 사항들도 모두 결정되었다.

• One floor with 3m height

120m
15m

20m

• 120m x 50m, 12 BSs/sites (spacing
20m)

20m

Indoor Hotspot-eMBB

10m

• LOS

15m
Micro site
R:radius of UE drops area
Dmicro-sites:distance between the micro sites

• Two layers (macro and micro)
• Macro-layer
- regular hexagonal

Dense urband-eMBB

• Micro-layer

Macro
TRxP

- Macro 당 3 micro

• Regular hexagonal

Base station
TRxP

100m

• For mobility, 120 km/h and 500

TRxP
400mX3.38m

1732m
6m

1732m

1732m

km/h

Rural-eMBB

Base station
BBU

RRH1

RRH3

Base station

BBU

Base station
5m

400m x 3.38m

RRH2

RRH1

RRH3

6m

RRH2
580m

RRH1
580m

572m

RRH3

RRH2

BBU
1732m

２０

- Additional eval for 500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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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네트워크 구성 방안

평가 채널모델의 경우 전차 회의까지 채널모델의 단일화 또는 복수화 등의 논의가 진행
되었고, 본 회의에서는 모든 채널모델을 적절히 수용토록 큰 방향이 결정되었다. 결론적
으로 IMT-2020 평가를 위해 채널모델을 단일화 하지는 못하였고, 향후 후보기술 제안
자 및 외부 평가그룹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모델을 모두 수용하였다. 채널
모델 A의 경우 6GHz 이하와 이상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6GHz 이하의 경
우에는 IMT-Advanced 평가 방법 보고서 M.2135에 수록된 채널모델과 3GPP에서 정의
한 TR 38.873 채널모델을 사용하고, 6GHz 이상의 경우에는 3GPP TR 38.900 채널모델
을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채널모델 B의 경우에는 3GPP TR 38.901 채널모델을 적용하
여 6GHz 이하 및 이상 주파수 대역 모두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표 5-11>
은 5개 시험 환경과 각 채널모델 간의 매핑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1> 시험 환경과 채널모델 매핑
Test environment
Channel model

Indoor Hotspot
– eMBB
InH_A, InH_B

Dense urban – eMBB
Macro layer: UMa_A, U
Ma_B

Rural – eMBB
RMa_A, RMa_B

Urban macro - m
MTC
UMa_A, UMa_B

Urban macro
- URLLC
UMa_A,
UMa_B

Micro layer:
UMi_A, UMi_B

표준화 일정에 따라 본 회의를 통해 평가 방법 보고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11
월에 개최될 상위 그룹 SG5 회의를 통해 본 평가 방법 보고서는 승인될 예정이다.

5.6.2 후보기술 제안 양식
후보기술 제안 양식 보고서 개발과 관련하여, 본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
다. 첫째는 주파수 요구사항 Compliance template 중 한국이 주도하여 초안에 반영된
24.25GHz 이상 주파수 대역을 후보기술이 만족하는가에 대한 요구조건과 둘째는 본 고
주파 요구조건이 적용되는 표준화 절차의 시점에 대한 것이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합의되었던 후보기술의 24.25GHz 이상 고주파 지원
여부에 대해 일부 업체는 6GHz 이상 대역으로 수정할 것을 기고로 제안하였다. 많은 온
/오프라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상위 기술 총회 회의로 상정되어
재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결과

많은

국가들과

산업체들은

기존

합의

사항인

24.25GHz 이상 고주파 대역이 지지를 받아 최종적으로 제안 양식 보고서에 수록이 되
었다. 둘째 이슈였던 본 고주파 요구사항의 적용 시기에 대해 일부 국가는 후보기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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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점(Step 2)이 아닌 후보기술 평가 시점(Step 6)부터 LTE 비종속 모드(NSA mode,
Non-Standalone mode)에서 적용토록 제안하였으나, 많은 국가 및 산업체들을 본 보고
서는 Step 2부터 적용되는 문서이므로 Step 6부터 고주파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Step 6부터 적용하자는 제안을 한 국가는 의견 일
부를 수용하여 Step 4부터로 순화하여 수정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
여 기술 총회에서 재논의되었다. 재논의 결과 모든 국가 및 산업체들은 본 사항은 Step
2부터 적용되므로 Step 4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최종적으로 Step 2부터 적용토
록 결정되었다.
기타 Description template 등의 사항들은 회의에 제안된 기고들에 기반하여 최종 마무
리가 되었고,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고서 개발이 완료되었다.
본 보고서는 앞서 언급된 기술성능 요구사항 보고서 및 평가 방법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017년 11월에 개최될 ITU-R SG5 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5.7 ITU-R WP5D 28 차 회의(2017 년 10 월)
2017년 10월에 개최된 WP 5D 28차 회의에서는 표준화 일정에 따라 5G 후보기술 제안
이 착수되었으며, 그간 WP5D가 개발한 주요 문서의 소개와 더불어 후보기술 제안 계획
및 향후 후보기술 평가 계획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5G 기술 워크숍이 개최되었
다. 또한 27차 회의를 통해 완성된 후보기술 평가방법 보고서의 경우 일부 수정이 요구
되는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회의를 통해 개정판을 완성하고, 이는 2017년 11월에 개최
될 ITU-R SG5 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기술 제안 절차가 착수됨에
따라 후보기술 제출에 대한 확약서 양식(IMT-2020/YYY) 개발이 착수되었고, 향후 표준
화 일정 준수를 독려하는 연락문서 개발 논의가 진행되었다.

5.7.1 5G 기술 워크숍
ITU-R 5G 표준화 추진 일정 및 전차 회의 결과에 기반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5G 후보
기술 제안자 및 평가 그룹들로부터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5G 워크숍이 회의 2
일차에 개최되었다.
워크숍의 첫번째 순서로 기술성능 요구사항, 평가방법 및 표준화 절차 등 WP5D가 전차
회의까지 개발한 5G 관련 주요 문서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WP5D
작업그룹 의장들 중심으로 소개가 진행되었다.
이후 두번째로는 한국, 중국, 3GPP 등 5G 후보기술을 제안할 계획이 있는 기술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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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각자의 표준화 현황, 서비스 비전 및 향후 표준화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ITU 회원국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후보기술을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고, 산업계 측면에서는 3GPP, ETSI DECT 포럼이 5G 후보기술을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차 WP5D 회의를 통해서는 인도 표준개발기관인 TSDSI가
5G 후보기술을 제안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의 경우 3GPP 기반 기술을 2018년 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WP5D 29차 회의에서
초기 제안을 할 예정임을 발표하였고, 중국의 경우 3GPP Rel-15/16을 활용한 NR 중심
의 기술을 제안하고, 3GPP Rel-15 완성 시점을 고려하여 초기 제안을 할 예정임을 발표
하였다. 3GPP의 경우 Rel-15/16을 후보기술로 제출하고, 차기 WP5D 회의에서 초기 제
안을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ETSI DECT 포럼의 경우 스마트홈, eHealth 및 초저전력
5G 기술을 2018년 6월 WP5D 30차 회의에서 제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WP5D에 제안될 5G 후보기술들이 기술성능 요구사항 및 기술제안서 양식에 부
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9개 평가그룹들이 등록이 되었으며, 그들의 현황 및 계
획 등을 발표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평가그룹에는 한국 TTA SPG33, 중국 평가그룹,
일본 5GMF 평가그룹, 유럽의 5GIA, 인도 TCOE India, 캐나다 평가그룹, WWRF, ATIS
WTSC 평가그룹 및 Trans-Pacific 평가그룹 등 총 9개 평가그룹들이 표준화 일정에 따
라 각 후보기술들을 2020년 2월 WP5D 34차 회의까지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
다.

5.7.2 후보기술 평가방법
앞서 살펴 보았듯이 5G 후보기술의 기술성능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상세
방법을 담고 있는 평가방법 보고서(Report ITU-R M.[IMT-2020.EVAL])는 전차 WP5D
27차 회의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바 있다. 하지만 전차 회의 이후 일부 오류가 발견되
어 정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오류 정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오류는
실내 환경(Indoor hotspot-eMBB)에서 안테나 이득 값들이 상호 일치가 되지 않아 전차
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5 dBi로 일괄적으로 정정하였고, 관련 수식에서 표기 오류를
정정하였다.
위 2건의 오류 정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완성된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2017년 11월
에 개최될 ITU-R SG5에 수정본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이러한 오류 정정 사항 외에 특정 국가는 실내 환경의 채널모델 중 6GHz 이하 대역에
대해서만 적용거리를 기존 100m에서 150m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모든 주파
수에 대해 적용키로 합의가 되어, 이 또한 오류 정정 내용과 더불어 보고서 수정본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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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다.
다만, 차량 투과 손실을 항상 양수로 설정하자는 특정 국가의 제안에 대해서는 상호 이
해도의 상이 및 가정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미합의되었고, 보고서 수정본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WP5D 폐막 총회를 통해 특정 국가는 Rural-eMBB 평가용 반송파 주파수에 대해
1.4GHz 대역으로 확장해야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해당 사항은 SWG 레벨에서 기고가
없어 논의되지 못한 사항이며, 해당 사항을 수정 시 이미 완성된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한 기술적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절차 상 부적절하다는 많은 국가들의 반대
로 수용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11월에 개최될 SG5에
상정되어 승인을 득하게 될 전망이다.아울러 한국이 전차 회의에서 제안하였던 SWGEvaluation의 중장기 표준화 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이번 회의에 여러 국가들의 추가 기
고를 접수 받아 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각 평가그룹들이 제출할 평가 결
과 보고서들을 ITU 문서화하는 IMT-2020/ZZZ 문서와 기술제안-평가-기술채택의 절차
를 총 망라하여 그 내용들을 수록할 Report ITU-R M.[IMT-2020.OUTCOME] 문서를 향
후 일정에 따라 개발키로 하였다.

5.7.3 후보기술 제안 확약서 (IMT-2020/YYY)
표준화 일정에 따라 이번 회의부터 2019년 7월 WP5D 32차 회의까지 5G 후보기술들이
제안될 예정이다. 앞서 4G 표준화와 유사하게 5G 표준화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으며, 4G와 마찬가지로 후보기술 제안자들이 ITU-R이 요구하는 제안서를 충실하게 잘
제출하는 지를 검증하게 된다. 이러한 후보기술들의 정상 제안 및 접수 여부를 검증한
사항들을 표준 문서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문서를 제안 확약서(IMT-2020/YYY)로 통
칭한다.
이번 회의부터 IMT-2020/YYY 문서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IMT-2020/YYY 문서 초안에 기반하여 2019년 7월 회의까지 완성하게 될 예정이
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본 문서 개발을 위한 상세 일정 계획의 초안도 도출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 그 일정 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5.7.4 ITU-R 외부와의 표준 협력
ITU-R이 2016년 3월에 ITU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5G 표준화 제안을 요청하는 회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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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표준화 일정과 함께 공지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후보기술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5개의 후보기술 제안자가 잠정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ITU-R은 그 동안의 3G와 4G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ITU-R 외부 기관들과 긴밀
히 협력을 진행해왔다. 마찬가지로 5G에서도 외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5G 표준
개발에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ITU-R의 무선접속 표준은 ITU 회원국들의 5G 도입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계들의
연구개발 및 기술규격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여러 국가 및 산업계들은
ITU-R 5G 비전 권고에 기반하여 2020년 전후로 5G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 및 세부 계
획을 속속 확정 및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ITU-R의 표준화 일정과 외부 기관들의 기술/규격 개발을 위한 일정이
합의사항에 따라 준수되어 5G 표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외
부 기관들이 표준화 일정을 준수하고, ITU-R과의 표준화 협력을 독려하는 연락문서 발
송을 제안하였으며, 여러 논의 끝에 이번 5G 워크숍 결과를 포함하여 연락문서를 발송
키로 결정하였다.

5.8 ITU-R WP5D 29 차 회의(2018 년 1 월)
2018년 1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29차 회의에서는 5G 후보기술들이 1차 제안되어 제
안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후보기술 제안자들에게 1차 제안서가 잘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연락문서와 더불어 외부평가그룹들에게도 후보기술 접수를 알리는 연락문서를 개발하였
다. 또한 전차 회의에 이어 IMT-2020/YYY 문서 개발이 지속되었다.

5.8.1 5G 후보기술 접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ITU-R WP5D 표준화 일정에 따라 5G 후보기술은 2017년 10월
부터 2019년 7월 회의까지 총 5회 회의 동안 후보기술을 접수 받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3GPP, 한국 및 중국이 3GPP 5G 기술을 후보기술로 1차 제안하였으며, 제안서
Description template에 의거하여 제안한 후보기술의 세부 기술 특성 등을 정리하였다.
우선 3GPP가 제안한 후보기술은 크게 SRIT(Set(s) of RIT, 복합무선접속기술)와
RIT(Radio Interface Technology, 단일무선접속기술)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RIT의 경우
에는 3GPP Release 15 (이하 Rel-15)의 5G NR (이하 NR)로 구성되어 있고, SRIT의 경
우 NR RIT와 eLTE(eMTC 및 NB-IOT 포함) RIT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된 NR의 경우
2017년 12월에 완성된 Rel-15 NR-NSA (Non-Standalone) 규격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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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3GPP와 동일하게 Rel-15 NR에 기반한 RIT 기술만을 제안하였고, 중국 역시 한
국과 동일하게 NR에 기반한 RIT 기술만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점이 1차 제안이고, 향
후 3GPP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제안서들의 세부 사
항 검토 보다는 3GPP NR과의 일관성 정도를 검토하고, WP5D는 후보기술 1차 제안서가
잘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연락문서를 제안자들에게 송부하였다. 또한 등록된 외부평가그
룹(IEG)들이 평가활동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후보기술 1차 접수를 알리는 연락문서를
IEG들에게 송부하였다.
참고로 인도의 표준기관인 TSDSI의 경우 후보기술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의향서를 제출
하였으며, 차기 WP5D 회의부터 후보기술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5.8.2 후보기술 제안 확약서 (IMT-2020/YYY)
표준화 일정, 정해진 요구사항 및 양식에 따라 2019년 7월까지 후보기술들이 제출될 예
정으로, 제출된 후보기술들이 정상적으로 제안 및 접수되었는가를 검증한 후 이에 대한
증빙 확약서인 IMT-2020/YYY 문서를 통해 WP5D는 각 기술제안자들에게 통보를 하게
된다. 지난 회의에서 한중일이 공동으로 제안한 IMT-2020/YYY 문서 초안에 기반하여
문서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한중일이 공동으로 제출한 기고에 기반하여
문서를 업데이트하였다.

5.8.3 후보기술 평가
WP5D는 표준화 일정에 의거,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접수된 후보기술들의
요구사항 부합 여부 및 성능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각 IEG들이 후보기술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반 사항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무선 구간에서의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해서는 M.2412 보고서에 정해진 채널모델들에 대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나
잘 구현이 되었는가를 검사하는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평
가그룹인 TTA SPG33과 중국의 북경우전대 등은 각각 C++와 Matlab에 기반하여 구현된
채널모델의 소스코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채널모델은 1차 버전으로 인식되며, 지속적
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IEG들이 제출한 후보기술 평가보고서들을 정리하는 IMT-2020/ZZZ와 제출된 후
보기술들의 평가, 검증 및 합의(Consensus building) 과정을 정리하게 될 M.[IMT2020.OUTCOME] 보고서의 개발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전차 회의 결과에 따라
관련 기고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논의를 착수하기로 작업 방향을 재차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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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ITU-R WP5D 30 차 회의(2018 년 6 월)
2018년 6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30차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에 이어 후보기술 접수
가 지속되었고, 특히 인도 TSDSI와 유럽 ETSI & DECT 포럼이 1차 후보기술을 제출하였
다. 또한 전차 회의에 이어 5G 후보기술 접수 확약서 문서인 IMT-2020/YYY 문서에 대
한 업데이트도 지속되었다.

5.9.1 5G 후보기술 접수
29차 WP5D 회의를 통해 3GPP, 한국 및 중국이 3GPP 기술을 5G 후보기술로 1차 제
안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 TSDSI와 ETSI & DECT 포럼이 각각 3GPP 기술과
DECT-2020 기술을 5G 후보기술로 1차 제안하였다.
TSDSI와 DECT 포럼이 후보기술을 제안함에 있어 회의 기간 내내 난항을 겪었다. ITU는
국가 공식 표준화 기구임에 따라 여러 제도 및 규칙에 따라 표준이 개발되고 관리된다.
그러한 점에서 후보기술 제안자들은 ITU 규정에 의거하여 저작권 및 IPR 관리 등에 대
한 행정적인 사항을 ITU 사무국 측에 선언 및 규정 준수를 고지해야 한다. TSDSI와
DECT 포럼의 경우 이러한 행정사항 처리가 미비하여 후보기술 제안자로서 인정이 어려
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TSDSI의 경우 이번 회의 종료 직전에 해당 행정사항 처리가 마
무리됨에 따라 후보기술 제안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 반면, DECT 포럼은 회의 종료 직전
까지 관련 사항 미처리에 따라 후보기술 제안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대신 기술 제
안자 명칭에 ‘ETSI [DECT 포럼]’로만 처리가 되었다.
이러한 사항에 기반하여 IMT-2020/3 ~ 7 문서로 3GPP, 한국, 중국, ETSI 및 TSDSI 순
으로 후보기술 제출 현황 문서를 정리 및 업데이트 하였다.

5.9.2 후보기술 제안 확약서 (IMT-2020/YYY)
전차 회의에 이어 한중일 공동기고 및 캐나다 기고에 기반하여 IMT-2020/YYY 문서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다. YYY 문서가 제안 기술에 대한 접수 확약서인만큼 각 후보
기술 제안자가 제출한 최종 제안서에 기반하여 YYY 문서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단일 후
보기술 제안자가 복수 기술을 제출하더라도 하나의 YYY 문서로 기술제안 사항을 정리하
기로 방향을 정립하였다.

5.9.3 후보기술 평가 논의 온라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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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IMT-Advanced)와 유사하게 5G 후보기술들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는 평가그룹 IEG들간 논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IEG간
5G 후보기술의 평가를 위한 온라인 논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가 되어 작업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온라인 시스템은 후보기술 제안자, IEG 및 WP5D 참여자들
간 기술 평가를 위한 정보 및 의견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고, WP5D 34차
회의(2020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5.9.4 5G 워크숍
4G의 경우 표준화가 진행되는 동안 두 차례 정도의 워크숍이 개최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 입각하여 작업계획 애드혹(Ad-hoc) 그룹 의장은 후보기술 접수가 마감이 되는
WP5D 32차 회의(2019년 7월)에서 후보기술 제안자와 IEG 간 제안 기술의 이해도 향상
및 논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참고로 4G의 경우에도 후보기술 접
수가 마감되던 2009년 10월 독일 드레스덴 회의에서 동일한 워크숍이 개최된 바 있다.
제안 및 논의 결과에 따라 해당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워크숍 세부 계획은 차
기 회의에서 추가 기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5.9.5 후보기술 평가
전차 회의를 통해 TTA SPG33과 중국은 채널모델에 대한 소스 코드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TTA SPG33은 중국 채널모델 소스 코드에 대한 오류 정정 및
상호 협력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중국 측은 업데이트된 채널모델 소스코드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IEG들이 제출하는 평가 관련 사항들에 대한 기
록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 문서를 개발하기로 방향이 수립되었다.
아울러 IEG들이 제출할 평가보고서들의 요약 정리 문서인 IMT-2020/ZZZ 문서에 대하
여 한중일 공동제안에 따라 이번 회의부터 관련 양식 개발이 착수되었다. 본 문서는 작
업 일정에 따라 2020년 2월 WP5D 34차 회의에서 IEG들의 평가보고서에 기반하여 최종
마무리 될 예정이다.

5.10 ITU-R WP5D 31 차 회의(2018 년 10 월)
[Editor’s note: WP5D 31 차 회의 일정(10/9~10/16)을 고려하여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하여 내용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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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5G 기술 워크숍

TBD

5.10.2 후보기술 평가방법

TBD

5.10.3 후보기술 제안 확약서 (IMT-2020/YYY)

TBD

5.10.4 ITU-R 외부와의 표준 협력

TBD

6 한중일 이동통신 표준협력 회의(CJK IMT WG)
6.1 CJK IMT WG 개요
CJK는 한중일 3국의 각 표준화 기관(SDO)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한중일 간 IT 표준
협의체로, 지난 2002년 6월부터 TTA(한국)을 비롯하여 CCSA(중국), ARIB, TTC(일본)이
참석하고 있다. 3국은 본 회의를 통하여 각 국의 IT 표준화 현황을 공유하고, ITU 등 관
련 국제 표준 회의에서의 한중일 공동 대응안 및 기고서 협의를 목표로 하며, 산하에는
IMT(이동통신), WPT(무선충전), IS(정보보호) 등 다양한 작업그룹(WG)을 두어 활동하고
있다.
IMT WG은 TTA(한국), CCSA(중국), ARIB(일본)이 참여하여 지상 이동통신(IMT) 표준 분
야를 논의하며, 주로 차기 ITU-R WP5D, AWG, 3GPP 회의를 위한 한중일 3국 간 사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WRC-15 이후 ITU-R WP5D 신규 연구회기(20162019) 대응을 위한 WG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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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CJK IMT WG 협력 이력 경과

(그림 6-2) CJK IMT WG 구성 현황

본 장에서는 새롭게 조직된 CJK IMT WG의 활동 중 IMT-2020의 기술 표준화, 특히 각
회의 별 기술 성능 요구사항 및 후보기술 평가 방법에 대한 한중일 3국 간 논의 동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6.2 CJK IMT WG 44 차 회의 (2016 년 1 월)
2016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한국 제주에서 열린 44차 회의에서는 5G 기술 성능 요
구사항 및 후보기술 평가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첫 회의로, 각 보고서에 대한 목차 및 작
업방법 등의 논의가 착수되어 요구사항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한중일 공동기고들을 개
발하였다.

6.2.1 기술 성능 요구사항
23차 ITU-R WP5D 회의에 공동기고를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구사항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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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목차 및 작업방법과 더불어 요구사항에 포함될 항목에 대한 3국의 초안을 공
유하였다. TTA는 CJK/ITU 대응 실무반(WG9062)에서 논의한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한
기술성능 요구사항 보고서 초안을 소개하였으며, 초안에는 보고서의 목차, 포함될 항목,
각 항목에 대한 정의 및 작업계획이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중국 CCSA와 일본 ARIB
역시 각자 제안하고자 하는 바를 공유하였다. 회의를 통해 논의 결과, 요구사항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각 보고서의 문서구조에 대해서는 상호 공통점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한
중일 간 공동기고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후 TTA를 중심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항목 및 정의 부분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메일을 통해 진행키로 하였으나, 국가별로 제안하는 항목이 다르고, 이를 조율할 시간
적 여유가 부족한 관계로 요구사항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동기고 보다는 한중일 각자
기고로 제출키로 하였다.

6.2.2 후보기술 평가방법
후보기술 평가방법 역시, 요구사항 보고서와 유사하게 한중일 3국은 보고서의 목차, 작
업계획을 착수하는 방안을 상호 공유하였다.
TTA는 5G의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a) 및 시험환경, 각 시험환경 별 파라미터 및 작
업계획 초안을 제안하였으며, 별도의 기고문을 통해 TTA WG9062에서 논의한 상세 파
라미터를 공유하였다. CCSA는 TTA와 유사한 초안을 공유하였으며, 역시 별도의 기고문
을 통해 상세 파라미터를 소개하였다. 특히 WP5D 내 평가그룹의 의장직을 경쟁 중인
한국과 중국은 향후 의장직 진출을 염두에 두고, 평가방법 그룹의 표준화 활동 업무 방
향을 각자 제안하였다. TTA는 총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것에 비해, CCSA는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을 제안하여,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였다.
후보기술 평가방법 또한 최대한 공동기고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각 국의 의견 조율을
위해 중국이 이메일 논의를 진행키로 하였으나, 이메일 논의 결과 전체적인 세부 평가
항목 등의 내용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후보기술 평가방법 보고서의 목차만을 합의하
여 제출하였다.

6.3 CJK IMT WG 45 차 회의 (2016 년 5 월)
2016년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일본 히로사키에서 개최된 45차 회의는, 제출된 모든
기고문들을 취합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된 제 23차 ITU-R WP5D의 결과를 기반으로, 이
를 정비하기 위하여 한중일 간 의견을 공유하고, 사전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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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기술 성능 요구사항
ITU-R WP5D 23차 회의에서 제안된 요구사항 항목이 총 26개로 WP5D 24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금번 CJK IMT WG 회의에서는 항목별 각 국이 정한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공통 항목을 개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TTA는 먼저 각 항목별 우선순위
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WG9062의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중복되는 항목
과 구현 또는 규제와 연관된 항목을 배제하여, 총 11개의 항목만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는 삭제하거나 향후 추가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정의는
3GPP에서 개발 중인 보고서(TG 38.913)를 대부분 인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CCSA
역시 각 항목별 자국의 선호도를 정리한 표와 이를 기반으로 삭제 가능한 항목들을 공
유하였고, ARIB는 차기 ITU-R WP5D 회의에 자국의 5GMF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각 항
목에 대한 정의 및 우선순위, 성능 값 초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고, CJK내 SIG 의장
국으로 한중일 간 조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제출된 기고문들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 3국의 우선순위를 표기한 표를 정리
하였고, 한중일 3국이 합의한 항목을 포함하여 WP5D 24차 회의에 제출할 공동기고 초
안을 도출하였다.

<표 6-1> 13개 요구사항 항목 별 요구사항 포함여부 및 평가방법 CJK 의견취합

1.

Key Requirements
Should be one of TPRs?
TTA
ARIB
CCSA

ID

Name

K1

Peak data rate

Yes

Yes

Yes

K2

User experienced data
rate

Yes

Yes (or No,
optional
evaluation)

Yes

K3

User plane Latency

Yes

Yes

K4

Mobility

Yes

K5

Connection density

Yes

K6
A

Network energy
efficiency

FFS

K6
B

Device energy efficiency

FFS

K7

Spectrum efficiency

Yes

High level assessment method
TTA
ARIB
CCSA
Analytical

Analytical

Simulation
(SLS)

Analytical/Si
mulation (or
N/A)

Analytical /
Simulation

Yes

Analytical

Analytical

Analytical

Yes

Simulation
(LLS)

Simulation
(system and
link level)

Simulation

Yes

Yes

Yes

Analytical

Analytical/
Simulation

Yes

FFS

Analytical/
Simulation
(or NA)

Yes

FFS

Inspection (or
N/A)

Yes

Simulation
(SLS)

Simulation
(system level)

Yes (or No,
description
template)
Yes (or No,
description
templat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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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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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

Area traffic capacity

2.

Yes

Yes (or No,
optional
evaluation)

Yes

Simulation
(SLS)

Simulation
(or N/A)

Analytical /
Simulation

Other Requirements

ID

Name

O1

Spectrum flexibility

O2

Bandwidth flexibility

O3

Reliability

O4

Operational lifetime

O5

Bandwidth

Support for wide range of
services
O7 Mobility interruption time
O8
Peak spectral efficiency
5th percentile user
O9
spectrum efficiency
O10 50%-tile of user data rate
50th percentile user
O11
spectrum efficiency
O6

Should be one of TPRs?
High level assessment method
TTA
ARIB
CCSA
TTA
ARIB
CCSA
Yes (merged
No
Yes
NA
NA (?)
Inspection
with O5)
Yes (merged
No
Yes
NA
NA (?)
Inspection
with O5)
Simulation
Simulation
Yes
Yes
Yes
Simulation
(SLS)
(link level)
Inspection /
No
No
Yes
NA
NA
Analytical
Yes (No,
Inspection (or
Yes
Description Yes
Inspection
Inspection
NA)
template)
No

No

Yes

NA

NA

Inspection

Yes
No

Yes
Yes

Yes
Yes

Analytical
NA

No

Yes

Yes

NA

No

No

No

NA

Analytical
Analytical
Simulation
(system level)
NA

Analytical
Analytical
Simulation
(system-level)
NA

No

No

No

NA

NA

NA

O12

Control plane latency

Yes (Merged
Yes (Merged
with User plane
Yes
with K3)
latency)

Analytical

Analytical

Analytical

O13

Latency for infrequent
small packets

FFS

Yes (No)

TBD

FFS

Inspection
(NA)

TBD

O14

Coverage

No

No

No

NA

NA

NA (Link
budget)

No

No

Yes

NA

NA

Simulation

No

Yes

Yes

NA

Inspection

Inspection

O16

Group handover
capability
Inter-system handover

O17

Signalling overhead

No

No

TBD

NA

NA

TBD

O18

VoIP Capacity

No

No

No

NA

NA

No

O15

6.3.2 후보기술 평가방법
TTA는 WG9062 논의 결과에 따라, 각 항목별 평가방법 및 시험환경과 그 파라미터 값
을 제안하고 평가 모델링에 대해서는 채널모델과 트래픽 모델은 해당 평가 그룹에서 논
의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에너지 모델링은 정의가 여전
히 모호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의 부재를 이유로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CCSA 역시 항목별 평가방법 및 시험환경 별 파라미터 값을 제안하였으며, 전차 회의에
도 제안한 바 있으나 합의되지 못한 High speed 시험환경을 재차 제안하며 필요성을 언
급하였다. ARIB도 시험환경과 그 파라미터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별도의 기고문을 통해
고주파 채널모델을 별도의 보고서로 개발하지 않고, 평가방법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에 따라, SIG-Evaluation은 제출된 기고문들을 바탕으로 이를 정리한 내용을 향후 이
메일로 배포하기로 하였으며,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공동기고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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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평가방법 및 시험환경 등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채널모델을 보고서에 포함시
키는 내용을 담은 공동기고만 제출키로 하였다.

6.4 CJK IMT WG 46 차 및 47 차 회의 (2016 년 8 월)
CJK IMT WG 46차 회의는 2016년 8월 초 중국 시닝에서 CJK IT 협력 회의(Plenary)와
같이 개최되었다. CJK 회의와 ITU-R WP5D 회의 간 시기적 이슈로 이하여 요구사항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매우 간략한 정도로 상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차기 CJK IMT
WG 회의를 위한 Way forward만을 도출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 8월 하순에 CJK IMT
WG 47차 회의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46차 회의에서 정리된 Way
forward를 기준으로 한중일 간 요구사항 및 평가방법에 대한 25차 WP5D 회의 기고 내
용들을 상호 공유하고, 공동기고 추진 방향을 협의하였다.
본 절은 CJK IMT WG 46차 회의와 47차 회의 결과를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6.4.1 기술 성능 요구사항
한중일 각 국은 오는 WP5D 25차 회의(2016년 10월)에 제출할 13개 기술성능 요구사항
에 대한 목표 성능 값을 상호 공유하였다. 특히 46차 CJK IMT WG 결과에 따라 요구사
항 항목 별로 적용할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mapping 제안들을 하였다. TTA와 ARIB는
상당 부분 항목들이 유사한 반면, 중국은 다소 애매모호한 일반적(General) mapping 개
념을 제안하였다. TTA 및 ARIB 측으로부터 수 차례 General mapping에 대한 설명 요청
이 있었으나, 이렇다 할 답변 없이 회의가 진행되어 회의 이후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설명
을 보충키로 하였다.
우선 상호 합의된 mapping 사항들을 <표 6-2>와 같이 취합하여, 본 사항은 이메일 논
의를 통해 마무리 짓고 공동기고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표 6-2> 13개 요구사항 항목 별 적용 사용 시나리오 Mapping (아래 표는 분량 관계상
일부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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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requirement

SDO

Usage scenario

Common target value for Test
Environments?*

Peak date rate

CCSA
TTA
ARIB

Peak spectral
efficiency

CCSA

eMBB mMTC URLCC General**
Y
Yes
Y
Yes
Y
Yes
(Note) The requirement value
should be general one for
eMBB. It should not be
specified for respective test
environments in eMBB.
Y
Yes

TTA

Y

ARIB

Y

CCSA

Y

TTA

Y

ARIB

Y

User experience
data rate

No
(note: There may be different
values for different frequency
bands.)
Yes
(Note) The same Note in “Peak
data rate” is applied.
No
[No need to set target]
No
(note: There may be different
values for different frequency
bands.)
No

아울러 WP5D에서 최초 26개의 요구사항 후보항목들이 제안되었으나, 24차 WP5D 회의
를 통해 총 13개 항목만 포함키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삭제하거나 또는 후보기술 제
안서 양식 보고서의 항목으로 이관키로 한 바 CJK IMT WG에서도 이관 항목들의 취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중일 각 국은 이에 대한 의견들을 기고로 제안하여 논의하
였으며, 여러 항목들에 대하여 취급방향이 유사하여, 추가적으로 이메일 논의 후 공통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기고로 추진키로 방향을 합의하였다.

6.4.2 후보기술 평가방법
46차 및 47차 CJK IMT WG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WP5D에서 미합의된 4개 요구사항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할 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 합의된 5개의 평가 시험환경 외 나머지 3개의 미합의 시험
환경에 대한 취급 방안이었다.
4개 요구사항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한중일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였으나, 상호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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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지지하는 방향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WP5D 회의에서 미합의되어 있는 항목들은
에너지 효율, User experienced data rate (multi band case), Area traffic capacity (multi
band case) 및 Connection density이다.
평가 시험환경의 경우 WP5D에서 미합의된 3개 시험환경 중 Rural-mMTC 및 RuralURLLC의 경우 삭제하자는 의견은 한중일 3국 모두 유사하였다. 다만 High speedeMBB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삭제하자고 제안한 반면, 중국은 지난 회의에 이어 시험환
경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재강조하였다. 다만 대다수가 반대하는 관계로 한국 및 일본이
제안하는 평가 파라미터 변경 등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가 고려할 가능성은
있음을 내비쳤다. 본 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3국 간 고려 중인 바에 대해 공통점들이
있는 관계로 이메일로 공동기고 추진 여부를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6.5 CJK IMT WG 48 차 회의(2017 년 1 월)
2017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 부산에서 열린 48차 회의에서는 앞선 회의의 연장
선 상에서 5G 기술 성능 요구사항, 후보기술 평가 방법, 후보기술 제안 양식 및 표준화
상세 절차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총 7개 항목에 대해 2017년 2월에 열릴 ITUR WP 5D 26차 회의를 겨냥하여 한중일 공동기고 여부를 논의하였으며, 총 2건의 항목
에 대해 한일 또는 중일 공동기고를 추진키로 잠정 합의되었다.

6.5.1 기술 성능 요구사항
2017년 2월에 열릴 ITU-R WP 5D 회의를 통해 IMT-2020 기술성능 요구사항이 최종 결
정될 예정임에 따라 TTA-CCSA-ARIB 간 각 요구사항 항목별 목표 성능 값에 대한 선
호 값들을 논의하였다. 다만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상호 이견이 계속 존재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자의 의견을 취합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공동기고는 추진하지 않
기로 하되, WP 5D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키로 방향을 정리하였다.
<표 6-3> 기술성능 요구사항 항목 별 TTA-CCSA-ARIB 의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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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Value(s)

CCSA

TTA

ARIB

1

Peak da
ta rate

DL: 20Gbps

Stable

-

-

-

-

UL: 10Gbps

2

Peak sp DL: 30bps/Hz
ectral eff
UL: 15bps/Hz
iciency

Stable

3

User ex
perience
d data r
ate

To remove bo Can support Remove squ
th brackets
are brackets

DL:[100] Mbit/s in the Den
se Urban – eMBB
UL:[50] Mbit/s in the Dens
e Urban – eMBB

# Name

Value(s)

CCSA

TTA

ARIB

4 5th percentil
e user spec
tral efficien
cy
(bit/s/Hz/T
RP)

Indoor : DL [0.3]
& UL [0.21]

To remove both brackets

Can support

Remove all the square b
rackets

To remove both brackets

Can support

Remove all the square
brackets

InH 10 Mbit/s/m2 can su
pport as “~~for Area traff
ic capacity in downlink is
10 ~~”

“The target value for Are
a traffic capacity in down
link is 10 Mbit/s/m2 in th
e Indoor-Hotspot – eMB
B test environment.”

Dense Urban: D
L [0.225] & UL
[0.15]
Rural: DL [0.12]
& UL [0.045]

5 Average sp
ectral effici
ency
(bit/s/Hz/T
RP)

Indoor : DL [9] &
UL [6.75]
Dense Urban: D
L [7.8] & UL [5.4]
Rural: DL [3.3] &
UL [2.1]

6 Area traffic
capacity

[10 Mbit/s/m2]
1.
in the Indoor2.
Hotspot – eMBB
test environment.

#

Name

7a

User Plane
Latency

7b

8

Control
Plane
Latency
Connection
density

To remove bracket
Only for DownLink

Value(s)

CCSA

TTA

ARIB

eMBB:[4 ms]

To remove bracket
in eMBB

To be discussed
further at KPG
meeting

Remove square br
ackets for eMBB

URLLC:1ms

URLLC:[TBD ms]

20ms is considered To be discussed
in both usage scen further at KPG
arios
meeting

“[10 or] 20 ms for
URLLC and eMBB”

[1 000 000] devices per km2

To remove bracket

Can support

Remove square
brackets

To be discussed
further at KPG
meeting
(connected with
EVAL matter)

“The RIT/SRIT
shall support at
least two sleep
cycles
corresponding to
different traffic
loads (high and
low).”

Basically can su
pport, but need t
o discuss further
“data packet siz
e”

Remove all the sq
uare brackets, whi
le packet size is c
hanged to 32 byte
s

eMBB:[TBD ms]

1.
9

10

Energy Effic
TBD
iency

Reliability

1.
2.
3.

[1-10-5]@[1ms]
packet size [20 bytes]
[in channel quality of coverag
e edge]

2.

No exactly
target values
only describing
requirement
like a
inspection.

1,3. To remove all
brackets
2.
[32byte] or [2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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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Value(s)

CCSA

TTA

11

Mobility

TBD

[1.5x] user spectral effi
ciency improvement is
considering in each T
E by e.g. Massive MIM
O

To be discussed
See the draft con
further at KPG
tribution
meeting (e.g. mobility
classes, traffic
channel link data rates)

12

Mobility
interruption
time

0ms in both eMBB and
URLLC

Stable

-

An editorial
change

13

Bandwidth

1.

100MHz could be
suitable for minimum
requirement.

To be discussed
further at KPG
meeting, Basically
can support “at least
100 MHz” as
minimum value, but
need further
discussion on
maximum value

Remove all the
square brackets,

2.

at least [100 MHz]
up to and including
[1 GHz]
The relation
between TPR and
usage scenarios
may need further
consideration.

ARIB

“This requirement
is defined for the
purpose of
evaluation in the
eMBB usage
scenarios.”

6.5.2 후보기술 평가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요구사항 항목 별 평가 방법 및 평가 설정(Configuration) 값들이
한중일 간 상이한 부분들이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기고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6.5.3 표준화 상세 절차 및 기타 사항
표준화 상세 절차 문서의 경우 TTA-CCSA-ARIB 간 견해의 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으나, CCSA-ARIB 간에는 일반적인 편집 수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기고를 추진키로 양자 간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기타 2017년 10월에 개최될 WP 5D의 IMT-2020 기술 워크숍과 관련하여 TTA측 제안
에 따라 워크숍 기본 정보,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 방향 등을 논의하고, 한-일 공동기
고로 추진키로 합의되었다.
6.6 CJK IMT WG 49 차 회의(2017 년 5 월)
2017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49차 회의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총 7개 항목에 대해 공동기고 추진 여부를 지속 논의키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표 6-4> 한-중-일 공동기고 추진 잠정 항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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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Way forward

1

Circular letter

- Finalize a CJK joint contribution
- TTA will draft and coordinate it

2

SUBMISSION
Spectrum requirement

- Continue exchanging views through e-mails etc.
- Seek possibility of CJK joint contribution

3

SUBMISSION
Overall document

- Seek a CJK joint contribution
- ARIB will draft and coordinate it

4

EVAL
Overall document

- Seek CJK joint contributions
- Editorial clean up + Principle(CCSA)
- High mobility (ARIB)
- CCSA, ARIB will draft and coordinate it

5

EVAL
Continue SIG EVAL activities

- ARIB provide new table format
- Continue discussion on remaining issues
- Seek possibility of additional contents on CJK joint
contributions

6

9.1.8 MTC

- Continue exchanging views through e-mails etc.
- Feedback from China

6.6.1 후보기술 평가 방법
평가 방법 보고서의 경우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된 상황임에 따라 편집 사항, 평가 방법
및 평가 설정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편집 사항 업데이트의 경우 큰 이견
이 발견되지 않아 한중일 공동기고를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합의되었으며, 회의 종료 이
후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하였다. 평가 방법 및 평가 설정의 경우 대체적
으로 TTA-ARIB 간에는 유사한 부분들이 많았으나, CCSA 측의 이견으로 추가 논의 및
공통 이해점 도출을 위해 이메일 논의를 지속 키로 하였다.
6.6.2 후보기술 제안 양식
전반적으로 2017년 2월까지 작성된 후보기술 제안 양식 보고서 초안에 대해 이견은 없
는

상황이나,

Description

template

중

채널대역폭

가변성과

기술성능

요구사항

Compliance template 중 대역폭 등에 대해 CCSA 측의 이견으로 이메일을 통해 지속
논의키로 합의되었다.
또한 고주파 요구사항에 대한 Compliance template의 경우에도 CCSA 측의 이해도가
달라 해당 사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도 증진 논의가 진행되었다.
6.6.3 기타 사항
상기 평가 방법 및 후보기술 제안 양식 보고서 항목 외 큰 이슈가 없는 회람문서건의
경우 공동기고를 추진키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메일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기고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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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를 높이기로 합의하였다. WRC-19 의제 9.1.8 MTC 건의 경우 TTA-CCSA-ARIB 모
두 관심이 많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회의 종료 후 상호 간 아이디어를 추가적으
로 모집하여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공동기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되었다.
6.7 CJK IMT WG 50 차(2017 년 9 월)
제50차 회의는 중국 쑤저우에서 2017년 9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었다.
WP5D 27차 회의를 통해 5G 기술성능 요구사항, 평가 방법, 기술제안서 Template 등
5G 기술표준화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문서들이 모두 개발됨에 따라 이번 CJK IMT WG
회의에서는 앞으로 한중일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 5G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정
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5G 기술 표준화 영역에 대해 한중일 간 후보기술 평가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하고, WG 산하 SIG-Evaluation의 활동 영역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6.7.1 5G 후보기술 평가 협력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TTA와 중국 CCSA는 현 WG 산하 SIG-Evaluation의 활동영역을
개편하고, 2020년까지 협력을 위한 아이템들을 제안하였다. 큰 가닥에서 한중일 5G 후
보기술 평가그룹들 간 평가 툴에 대한 조율, 평가 시 가정 조건 및 평가결과 공유 등과
같은 아이템들이 공통적으로 제안 및 합의되었다. 아울러 TTA 제안에 따라 CJK 프레임
워크를 활용하여 5G 후보기술 평가그룹들과 기술제안자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 협력
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본 회의를 통한 한중일 간 상호 합의한 SIG-Evaluation의 개정된 활동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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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line discussion proposes the following ToR for Phase 2


To facilitate and collaborate on evaluation activities among CJK evaluation groups
toward WP 5D.
•



To share the simulation calibration results of IMT-2020
•



Including sharing and coordinating preliminary /final evaluation report(s)

Other related issues
•



Including evaluation assumption (e.g., test environments, evaluated 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chnical features, etc.)

To share views on development of Doc. IMT-2020/ZZZ and Report ITU-R M.[IMT-2020.
OUTCOME]
•



Including calibration/verification results of each evaluation group, and potential
sharing of codes

To share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IMT-2020
•



Including time-plan of each evaluation group

Including consideration on submission format (e.g. RIT/SRIT), information sharing on
3GPP self evaluation, and potential evaluation workshop(s) hosted by CJK

It is proposed to agree the proposed ToR for Phase 2 of SIG-EVAL.
(그림 6-3) 개정된 SIG-Evaluation ToR

6.7.2 5G 후보기술 접수 확약서
ITU-R WP 5D는 앞서 수립된 표준화 추진 일정에 따라 2017년 10월 회의부터 2019년
7월 회의까지 제출된 각 후보기술들이 ITU-R이 요구한 문서 완성도 및 제출 서류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가를 확인 후 기술제안자 측에 알려주는 확약서(Document IMT2020/YYY)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CJK IMT WG 회의를 통해 한중일 모두 유사한 아이템을 제안할 예정임을 상
호 확인하고, 회의를 통한 한중일 공동기고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공동기고 초안은
IMT-2020/YYY 문서의 문서구조 및 상세 초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국가 별 내부 준
비반 회의를 통해 공동기고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본 문서
개발을 위한 상세 작업 계획 일정에 대해서는 한중일 별로 의견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
이 있어 공동기고 추진은 하지 않되, 각 국가 별로 기고를 제출키로 하였다.

6.8 CJK IMT WG 51 차(2017 년 12 월)
51차 회의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
의에서는 TTA 제안에 따라 IEG들간 협력을 위한 워크숍 개최 건이 논의되었고, 한중일
간 후보기술 제출에 대한 계획이 공유되었으며, 그 외 IMT-2020/YYY 문서에 대한 한중
일 공동기고를 추진키로 잠정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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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5G 후보기술 평가를 위한 IEG 협력 워크숍 개최 제안
TTA는 5G 후보기술 평가의 성공과 IEG간 협력을 위하여 2018년 중 워크숍을 한중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017
9

2018

10 11 12 1

28

ITU-R

2

3

4

5

29

6

7

2019
8

9

30

IMT-2020
workshop

10 11 12 1

2

3

4

5

6

31

7

2020
8

9

10 11 12 1

32

33

2

3

34

4

5

6

7

8

9

35

10
36

Submission
Evaluation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3GPP
Self-Evaluation

CJK
IMT

50

51

52

53

Option 1

54

55

56

57

Option 2

ARIB 및 CCSA측으로부터 워크숍 개최에 대한 공감대는 일부 형성하였으나, 3GPP가 별
도 워크숍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일정 중복 등의 이슈로 워크숍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2017년 12월 3GPP TSG RAN 총회에서 3GPP
주관의 워크숍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에 따라 TTA-ARIB-CCSA 간 이메일로 CJK
주관 IEG 워크숍 개최 여부를 지속 협의키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6.8.2 5G 후보기술 제출 계획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일 간 5G 후보기술을 ITU에 제출할 지 여부 및 제안 기술 내용에
대한 계획 공유 및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1월에 개최될 WP5D 29차 회의를 통해 후보기술을 1차 제안할 것
임을 밝혔고, 중국 역시 동일 WP5D 회의에서 1차 기술 제안이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일본의 경우 ARIB 내 무선접속기술 연구반에서 5G 후보기술 제출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제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국과 중국 모두 2017년 12월에 완성될 3GPP Rel-15 NR-NSA 규격에 기반하여 후보
기술을 제출하는 것으로 자국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6.8.3 5G 후보기술 접수 확약서
ITU-R WP5D가 후보기술을 접수받게 되면 그 제안서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
가를 검증하여 제안자 측에 확약서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확약서 양식이 IMT-2020/YYY
문서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모두 각각 YYY 문서에 대한 기고를 계획 중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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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WP5D 29차에 제출할 한중일 공동기고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6.8.4 5G 후보기술 평가 Mini-Workshop
전차 회의에서 TTA 제안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각 평가그룹들간
협력을 위한 Mini-Workshop을 개최키로 한 바 있다. 워크숍을 통해 3GPP에서 진행 중
인 자체평가(Self evaluation) 진행 상황이 공유되었고, 3국 평가그룹들의 활동 상황이 공
유되었다.
특히, TTA SPG33 평가그룹은 개발 중인 평가 시뮬레이터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유하여
중국과 일본 평가그룹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TTA SPG33은 ITU의 평가방
법론을 정리한 M.2412 보고서 내 오류 사항들에 대하여 정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중국 및 일본 측으로부터 합의점을 도출하여 오류 정정 작업을 WP5D의 SWG-EVAL 의
장 및 ITU 사무국과 처리 방향을 협의키로 결정하였다.

6.9 CJK IMT WG 52 차(2018 년 5 월)
52차 회의는 2018년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
서는 한중일 간 후보기술 제출에 대한 향후 계획이 공유되었으며, 한중일 공동대응이 필
요한 내용을 논의하여 2018년 6월에 개최될 WP5D 30차 회의에 IMT-2020/YYY와 IMT2020/ZZZ 문서에 대한 2건의 한중일 공동기고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6.9.1 5G 후보기술 제출 계획
29차 WP5D 회의를 통해 3GPP, 한국 및 중국이 3GPP 기술을 5G 후보기술로 1차 제
안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간 5G 후보기술 제출에 대한 추가 계획 공유
및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10월에 개최될 WP5D 31차 회의에 후보기술 업데이트하여 제출할
예정임을 공유하였으며, 중국은 자체평가 보고서 및 후보기술 제출서식 완성을 준비 중
이며 3GPP의 제출 계획과 동일한 일정으로 후보기술을 제안할 예정임을 밝혔다. 일본
의 경우 ARIB 내 무선접속기술 연구반에서 5G 후보기술 제안을 접수 받았으나 제안이
없어 후보기술 제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6.9.2 5G 후보기술 평가 활동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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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SPG33은 29차 WP5D 회의에서 중국 북경우전대가 공유한 채널모델 Matlab 소스
코드의 오류정정 등 M.2412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터(Downlink/Uplink SLS) 개
발 진행사항을 공유하였다. 중국평가그룹(ChEG)은 참여 기관들 간 Calibration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3GPP 결과와 일치함을 공유하였으며, 29차 WP5D 회의에서 3GPP, 한국
및 중국이 제출한 IMT-2020 후보기술들에 대한 제안 내용을 검토 중에 있음을 밝혔다.

6.9.3 5G 후보기술 접수 확약서 및 평가보고서 요약서
전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5G 후보기술 접수 확약서(IMT-2020/YYY)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IMT-2020 후보기술의 RIT/SRIT 여부에 따른 작성 가이드
를 추가하자는 데 한중일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동기고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외부평가그룹(IEG)이 5G 후보기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ITU에 제출하면, 5G 표준 제정
작업(ITU 성능기준 부합 여부 확인/합의과정(consensus building)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WP5D는 제출된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IMT-2020/ZZZ 문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모두 ZZZ 문서에 대한 기고 계획을 공유하고,
WP5D 30차 회의에 ZZZ 문서의 구조 및 작업계획에 대하여 한중일 공동기고를 추진키
로 합의하였다.

6.10 CJK IMT WG 53 차(2018 년 9 월)
53차 회의는 2018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간 후보기술 제출에 대한 향후 계획이 공유되었으며, 한중일 공동대응이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여 2018년 10월에 개최될 WP5D 31차 회의를 위한 한중일 공동기고 사항
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6.10.1 5G 후보기술 제출 계획
WP5D 29차 회의(2018년 2월)를 통해 3GPP, 한국 및 중국이 3GPP 기술을 5G 후보기
술로 1차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간 5G 후보기술 제출에 대한 추가
계획 공유 및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10월에 개최될 WP5D 31차 회의에 후보기술을 업데이트하여 제출
할 예정임을 공유하였으며, 중국은 3GPP의 5G NR과 NB-IOT 규격을 자체평가 보고서
와 함께 업데이트된 후보기술을 제안할 예정임을 밝혔다. 일본의 경우 5G 후보기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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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아울러 WP5D 30차 회의를 통하여 후보기술 접수 마감 일정과 연계하여 5G 워크숍을
2019년 7월에 WP5D가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본 워크숍의 세부 프로그램 및
국가 및 산업계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회람문서 및 연락문서 등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한중일 공동기고 개발을 목표로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6.10.2 5G 후보기술 평가 활동현황 공유
ITU-R WP5D의 5G 후보기술 평가를 위한 평가그룹 중의 하나인 TTA SPG33은 시뮬레
이터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하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업데이트된 내용을 WP5D 31
차 회의에 기고를 제출할 예정임을 공유하였다. 일본 5GMF 평가그룹의 경우 WP5D 29
차를 통해 TTA SPG33이 공유한 시뮬레이터에 대하여 검증을 착수하였으며, 일부 내용
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TTA SPG33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경
우 3GPP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결과와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중국 자체평가 결과를 제
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6.10.3 5G 무선접속 표준 제개정 절차
ITU-R WP5D는 5G 표준화 추진 일정에 따라 2020년 10월까지 무선접속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WP5D는 상세한 세부 절차 및 양식이 요구되는 바 IMT-2020/VVV
라는 문서를 2020년 2월까지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번 CJK IMT WG 회의를 통해 한중
일 모두 본 문서 개발에 대한 공통 목표가 있어 WP5D 31차 회의에 제출을 목표로 공동
기고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6.10.4 5G 기반 Vertical 표준화 논의 착수
전차 회의에서 TTA 제안에 따라 C-V2X 표준화 논의 및 협력을 위한 SIG-V2X가 신설
되었고, 이번 회의를 통해 그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C-V2X에 대한 한
중일 공통 표준문서를 개발하기로 큰 방향에서 논의가 되었으며, 상세한 범위 및 문서
작성 방향 등의 세부 논의를 위해 차기 회의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TTA는 5G 기반의 C-V2X 및 Smart factory 등 Vertical 산업 및
표준화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신규 ITU-R 결의(Resolution)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여
공감대를 이끌었으며, WP5D 31차 회의에 한중일 공동 제안을 목표로 세부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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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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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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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3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본 기술보고서의 연계(family) 기술보고서
판수

채택일

표준번호

내용

담당 위원회

제1판

2016.11.04

제정
TTAR-06.0177

2016년에 진행된 ITU-R WP
5D 및 CJK IMT WG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됨

IMT 프로젝트 그룹
(PG906),
CJK/ITU-R 대응
실무반 (WG9062)

제1판

2017.11.08

제정
TTAR-06.0191

2017년에 진행된 ITU-R WP
5G 국제협력
5D 및 CJK IMT WG 회의
프로젝트그룹(SPG34)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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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4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참고 문헌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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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5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기술보고서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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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6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기술보고서의 이력

판수

채택일

표준번호

제1판

2018.xx.xx

제정
TTAR-06.xxxx

내용

담당 위원회
5G 국제협력
프로젝트그룹(SPG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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