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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5G 의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인 저지연 고신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LTE 기반의
시스템을 기지국 안테나가 충분히 많은 상황에 적용할 때의 성능을 알아본다. 저지연 고신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
기 위한 LTE 기반의 대규모 안테나 시스템에서의 프레임 구조와 자원할당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서비스 요구조건을 맞추
면서도 주파수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Ⅰ. 서 론
현재 연구개발중인 5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이
전 시스템인 4G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enhanced mobile broadband (eMBB),
massive machine-type communications (mMTC), ultrareliable/low latency communications (URLLC)의 세 가
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으며 서비스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서비스 요구조건을 가진다[1]. 이 가운데 초
고신뢰/저지연 통신 (URLLC) 서비스는 매우 짧은
지연시간 이내에 매우 높은 신뢰성으로 전송에 성
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이동통신 전송기술
로는 주파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정보전송을 해야 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는 저지연 고신뢰 통신 서비스는 자
율주행 자동차, 드론 간 무선 연결, 가상현실, 원격
의료수술, 협업 로봇 등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말당
최대
10Mbps~100Mbps 의 데이터 전송 용량을 지연시간
은 1ms 이하, 신뢰도는 99.999% 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의 저지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에서 피드백이
나 엑세스 그랜트를 전달하기 위한 궤환루프 없이
도 효율적으로 엑세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높
은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차수의 다이버시티를 제공할 수 있
어야 하며, 주파수 효율적으로 높은 수준의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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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기지국
에서 다수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대규모 안테나 시
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안테나 수
가 사용자 수에 비해 충분히 많은 경우 저지연과
고신뢰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
서 주파수 고효율성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는 대규
모 안테나 시스템의 프로토콜, 프레임 구조 및 자
원관리 방식도 서비스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LTE 기반의 대규모 안테나 시스템에
서 고신뢰/저지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
레임 구조와 자원할당 면에서의 요구사항을 모의실
험을 통해 도출하고 고신뢰/저지연 서비스를 주파
수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
에 대해 제시한다.
Ⅱ. 본 론
LTE 기반의 대규모 안테나 시스템에서 많은 수의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신뢰/저지연 서비
스를 주파수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LTE 의
프레임구조를 우선적으로 많은 수의 안테나를 활용
하기 적당한 형태로 수정해야 하고 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엑세스 그랜트 전달 위한 궤환루프가
없는 형태로 자원할당 및 프로토콜 방식을 변경해
야 한다.
LTE 시스템에서는 각 사용자가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 자원 할당 요청을 하게 되고, 기지국은
받은 요청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통해 선택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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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자원할당을 하고 이에 따른 엑세스 그랜트
를 보내고, 이를 받은 단말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 및 자원할당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고
신뢰/저지연 통신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1ms 지연
시간 안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
적인 프로토콜 및 자원할당 방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주기적 트래픽 특성을 가지는 고신뢰/
저지연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 대해 모든 사용자의
전송용량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자원할당을
미리 하고 사용자는 할당된 자원을 이용하여 별도
의 엑세스 그랜트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다수의 수신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차수의 다이버시티 제공을 통해 페이딩 채널
에서도 별도의 채널 품질 정보를 전송하지 않더라
도 높은 신뢰성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
하다. 또한, 기지국에서 다수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동시 접속 사용자의 수를 최대화하여 주파수 효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전송 신호에 채널을 추
정할 수 있는 파일럿 신호를 전송해야 한다. LTE 시
스템과 같이 직교 파일럿을 사용한다면 동시 접속
사용자 수가 늘어날 때 필요한 파일럿 자원에 의한
오버헤드가 너무 커져서 주파수 효율이 매우 떨어
지게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파일럿
자원 안에서 비직교 파일럿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
하도록 프레임 구조를 수정해야 한다.
모의 실험을 통해 LTE 기반의 대규모 안테나 시
스템에서 고신뢰/저지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 구조와 자원할당 면에서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한 두 가지 시스템
의 성능을 비교한다. 기지국 송신 안테나를 64 개
사용하는 대규모 안테나시스템에서 하나는 LTE 시
스템처럼 직교파일럿을 사용하여 동시접속 사용자
가 최대 4 명인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고 데이터 전
송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기지국이 허가를 내리는
궤환루프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비직
교 파일럿을 허용하여 최대 동시 접속 사용자 수를
30 명으로 하고, 목표 서비스의 전송용량을 만족할
수 있는 자원할당을 미리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엑세스 그랜트 없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목표 서비스는 협업로봇 서비스로 [3] 가정
하여 셀 크기는 공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반경을
500m 로 설정하고 동작과 제어를 위해 최대 2Mbps
의 데이터를 요구한다고 설정하였다. 또한, 90 개의
협업 로봇이 동시에 서비스를 받는 상황을 고려하
여 주파수 대역폭이 20MHz 상황에서 9bps/Hz 를 목
표 주파수 효율로 정하였다. 각 로봇은 셀 커버리
지 안에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였고
[그림 1]에서 LTE-Extension 1 은 프로토콜 방식만
변형하고 프레임 구조는 기존의 LTE 와 같은 방식
을 사용한 것이고, LTE-Extension 2 는 프로토콜 방
식과 프레임 구조를 모두 변경한 것이다. LTEExtension3 과 LTE-Extension 4 는 LTE-Extension 1 과
LTE-Extension 2 의 환경에서 유저 수를 10 명으로
줄여, 목표 주파수 효율을 1bps/Hz 로 변경했을 때
의 결과이다. LTE-Extension1 과 LTE-Extension2 를 비
교했을 때, 비직교 파일럿을 사용하면 직교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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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 할 때 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연시간 이득을 볼 수 있다. 사용자 수
를 줄여 목표 주파수 효율을 낮췄을 때, LTEExtension3 과 LTE-Extension 4 처럼 지연시간이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지연속도 결과

Ⅲ. 결 론
목표 지연시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LTE 에
서 주기적인 트래픽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에 대하
여 자원 할당을 미리 하여 기지국과 단말 사이의
궤환 루프를 없애도록 하였다. 또한 기지국의 안테
나 숫자를 충분히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LTE 방식으로는 모든 사용자에게 저
지연 고신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모든 사용자에게 주어진 요구조건
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다중접속, 프로토콜 및 자원
관리를 서비스에 맞추어 최적화한 새로운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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