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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은 4G 에 이르기까지 데이
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것에 치중했다. 하지만 5G
에서는 예상되는 사용 서비스에 따라서 다양한 핵
심 성과 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가 요구
된다 [1]. 그 중 초저지연 고신뢰 통신 (UltraReliable Low-Latency Communicatin, URLLC)에서는 전
송 속도보다는 지연시간과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KPI 이다. 하지만 기존 4G 의 경우 짧은 지연시간을
요구하는 URLLC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특히 상향 링크 전송의 경우 단말이 데이터
를 전송하기까지 4 번의 메시지 교환 과정이 필요하
기 때문에 높은 지연시간을 보인다 [2].
URLLC 서비스 내에서도 단말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품질 (Quality of Service, QoS)
이 존재한다. 이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서는 QoS 에
따라서 적절한 스케쥴링 기법이 필요하고, 이에 맞
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RLLC 서비스를 위한 QoS 기반 상향링크 전송 프
로토콜을 제안한다.

2. 본론
그림 1 은 제안하는 상향링크 전송 프로토콜의 프
레임 구조를 보여준다. 기지국과 단말은 연결 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단말은 어플리케이션을 시
작할 때 Admission Control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
정을 통해서 단말은 허가를 받으면 데이터 전송에
활용될 프리앰블들을 할당 받게 된다.
Admission Control 과정 완료 후, 데이터가 발생했
을 경우 단말은 프리앰블을 먼저 전송하고, 자원을
할당받게 된다. 해당 프리앰블은 기존에 랜덤엑세
스 수행 시 사용되는 프리앰블과 같이 서로 다른
여러 프리앰블이 동시에 전송되어도 수신이 가능하
고, 각 프리앰블의 디코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한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프리앰블은
단말의 식별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단말이 요구하
는 QoS 정보를 내재하고 있다. 기지국은 프리앰블
을 통해서 요구하는 QoS 정보를 파악 후에 이를 기
반으로 스케쥴링을 진행하고 Grant 메시지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할당을 받은 단말은 데이터 전송을 진행하게 된
다. 프리앰블의 전송 시작 시점부터 데이터 전송의
끝 시점까지를 하나의 주기가 되고, 이를 데이터
전송 주기라고 한다. 따라서 프리앰블 전송 시점
이전까지 발생한 데이터가 스케쥴링이 되고, 주기
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이 때, 주기적인 동작 특성
으로 인하여 지연시간은 데이터 전송 주기에 큰 영

향을 받게 된다. 다양한 QoS 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연시간 요구조건에 맞게 데이터 전송 주기가 달
라져야 한다. 가장 짧은 요구조건에 맞게 주기를 정
하면 자원할당 과정이 너무 자주 필요하게 되고, 이
는 자원 활용에서 큰 오버헤드가 되게 된다. 또한
매번 전송 주기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정해진 지연시간 요구조건에 따라서 주파수 자
원이 나누어져 있는 형태를 제안한다. 즉, 단말은
데이터의 지연시간 요구조건에 따라서 해당 주파수
에서 프리앰블을 전송한 후에, 스케쥴링을 받고 데
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그림 1.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프레임 구조

3. 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이 다양한 URLLC 에서 다양한
QoS 를 요구하는 단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향링
크 전송 프로토콜을 제안했다. 특히 제안한 프로토
콜을 통해서 단말은 지연시간 요구조건을 만족시키
면서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다. 향후 효율적인 스
케쥴링 기법을 제안하고, 네트워크 레벨 시뮬레이
터인 NS-3 를 활용하여 성능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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