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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표준화 단체인 3GPP는 LTE-A 

네크워크에서 모바일 IP 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Evolved-

MBMS (eMBMS) 기술을 표준화하였다. 본고에서는 차세대 모

바일 IP TV전송 기술의 핵심 표준이 될 eMBMS의 기술적 특징

을 살펴보고 서비스 시나리오를 예상해본다.

Ⅰ. 서 론

현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해왔으며 현재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표준화하기에 이르렀다. 1세대와 2세

대 시스템은 음성 서비스에 집중하였고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을 기점으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3

세대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적응적 변조 및 부호화 기

법 (MCS)과 다양성 기법 (diversity technique) 등, 무선자원

관리 기법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면서 데이터 트래픽 

서비스에 적합한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후 

OFDM과 다중안테나를 통한 자원효율성 향상 노력의 결과 4세

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완성에 한층 가까이 접근했다. 

한편 3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이후, 스마트폰과 같은 고기능 

단말이 보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서비스 요구가 급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지된 사진과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 서비스 또는 낮은 수준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넘어 고품

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이동

통신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eMBMS 

기술이 표준화 되었다. eMBMS는 LTE 및 LTE-A 시스템을 통

해 멀티미디어 서비스, 즉 모바일 IP 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시스템이다. LTE가 3세대 이후 이동통신 시스템 시장의 핵

심 표준으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에서 LTE를 기반으로 동작하

는 eMBMS의 출현은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멀티미

디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고에서는 eMBMS의 최신 기

술 동향을 분석하고 서비스 시나리오를 예상해본다. 이를 통해 

eMBMS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높이고 추후 진행될 표준화와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II장에서는 3GPP의 표준화

를 살펴본 뒤, eMBMS의 주요 기술적 특징을 소개한다. III장에

서 eMBMS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예상해본 뒤 IV장에서 본고를 

마무리한다.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을 위해 모든 약어는 부록에 

종합적으로 수록하였다.

Ⅱ. eMBMS 기술 개요

1. 3GPP 표준화 

3GPP, 즉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유럽 중

심의 3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로 전기통신 분야의 국제표준

화 기구인 ITU가 주관하는 IMT-2000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다.1 유럽 중심이라는 3GPP의 속

성상 3GPP의 표준화는 유럽 표준인 GSM 방식의 통신 네트

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3GPP의 대표적인 표준 기술로는 

WCDMA, HSDPA, HSUPA 등의 3G 이동통신 기술과 LTE 및 

LTE-A와 같은 B3G 또는 4G 이동통신 기술이 있다. 

3GPP는 한 단계의 표준이 완성될 때 마다 release 번호를 부

여한다. 2013년 1월 현재 release 11까지 완성되었으며 release 

8을 기준으로 WCDMA 기술과 LTE 기술 표준으로 구분된다. 

즉, release 7까지는 CDMA 방식에 기반한 WCDMA, HSDPA, 

HSUPA 등의 시스템을 정의하며 release 8부터는 OFDMA 기

반의 LTE 표준에 해당되고 release 10부터는 LTE-A로 분류

된다. 3GPP 표준의 release 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주요 기술을 

<표 1>에 정리하였다.

1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목적으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는	
3GPP2,	즉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로서	CDMA2000	1xEV-
DO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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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GPP 표준과 주요 기술

Release Year Key Features

Rel.	99 1999

-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UMTS)	표준화

-	WCDMA	방식	채용

Rel.	4 2001 -	All-IP	core	network

Rel.	5 2002
-	IP	Multimedia	Subsystem	(IMS)

-	HSDPA

Rel.	6 2004

-	UMTS	with	Wireless	LAN

-	Enhancement	to	IMS

-	HSUPA

Rel.	7 2007

-			High	Speed	Packet	Access	Evolution	

(HSPA+)

-	QoS	improvement

Rel.	8 2008 -	LTE	System	Architecture	Evolution	(SAE)

Rel.	9 2009
-	Enhancement	to	the	SAE

-	WiMax	and	LTE/UMTS	interoperability

Rel.	10 2011 -	4G	LTE	Advanced	(LTE-A)

Rel.	11 2012 -	Advanced	IP	Interconnection	of	Service

2. eMBMS의 역사

eMBMS는 ‘진보된 MBMS’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는 MBMS가 WCDMA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기술인 반면 

eMBMS는 WCDMA의 진보된 시스템인 LTE 네트워크에서 동

작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MBMS는 3GPP 셀룰라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데이터를 다

수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전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일반적인 

이동통신 기술은 하나의 전송단에서 하나의 수신단으로 데이터

를 전달하는 단대단 (point-to-point) 통신 기술이라 할 수 있

는데, MBMS는 하나의 전송단에서 다수의 수신단에 동일한 데

이터를 전송하는 단대다 (point-to-multipoint) 통신 기술이

다. 이처럼 동일한 데이터를 다수의 수신단에 동시에 전송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방송’이다. 즉, MBMS는 셀룰라 네트워크를 

이용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MBMS는 release 6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즉, WCDMA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는 UTRAN을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

를 다수의 사용자 단말에 동시에 전송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release 7을 통해 MBMS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MBSFN 전송 방식이 추가되었다. MBSFN에 대한 설명은 추후

에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3GPP가 release 8을 통해 LTE를 표

준화하면서 LTE 네트워크에서도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eMBMS에 대한 표준화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완료된 release 9에 eMBMS를 표준에 포함시켰다. 이후 2013

년 1월 현재까지 두 번의 release (즉, release 10과 11)를 완

료하는 동안 eMBMS를 위한 주요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 멀

티미디어 방송에 관심있는 사용자 단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counting 기술, 방송 서비를 받는 사용자 단말의 이동성을 지

원하기 위한 기술 등이 그것이다. 현재 release 12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eMBMS를 위한 추가 기능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3. Broadcast와 Multicast

eMBMS라는 이름 안에 비슷하지만 다른 두 단어가 공존한다. 

즉, broadcast와 multicast가 그것이다. Broadcast는 ‘방송’으

로 번역할 수 있지만 multicast는 적합한 국문 단어가 없어 일

반적으로 ‘멀티캐스트’라고 표현한다. 방송과 멀티캐스트는 하

나의 전송단에서 다수의 수신단으로 동일한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다수의 수신단이 갖는 속

성에 따라 방송과 멀티캐스트를 구분할 수 있다. 즉, 방송이란 

‘불특정’ 다수의 수신단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반면 멀티캐스트

는 ‘특정’ 다수의 수신단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멀티캐스트는 일

반적으로 사용자 단말 중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

는 단말들의 그룹2을 생성하고 그룹 내 모든 단말이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반면, 방송은 수신단이 누

구인지 관심을 갖지 않으며 간혹 어떤 수신단이 데이터 수신에 

실패하더라도 전송단은 신경 쓰지 않는다. 따라서 방송에 비해 

멀티캐스트는 수신단말의 그룹을 형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추가

적인 기능으로 인해 보다 복잡한 시스템 구조를 갖는다 [1,2].

WCDMA기반의 MBMS는 방송과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모

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후 LTE 기반의 

eMBMS 표준화 과정에서 멀티캐스트 서비스는 제외되었고 현

재 eMBMS는 방송 서비스만을 지원한다. 이는 시스템 구조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3GPP의 표준화 방향에 부합한다. 따라서 

eMBMS는 모바일 IP TV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수신 사용자의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거나 사용자 단말의 채널 상황을 

고려하는 동적 무선자원관리 기법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Single Frequency Network (SFN) 전송기술

eMBMS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소로 MBSFN 기술

을 꼽을 수 있다. SFN이란 서로 다른 전송단이 같은 주파수를 

통해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네트워크를 뜻한다. 즉, 

MBSFN은 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여러 기

지국에서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셀룰라 네트워크가 갖는 기본적인 속성은 넓은 지역을 여러 

셀로 나누고 각 셀마다 기지국을 하나씩 설치하여 데이터를 송

2	 이러한	그룹을	멀티캐스트	그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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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셀룰라 시스템을 통해 MBMS

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여러 셀에 걸쳐 동

시에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인접한 여

러 셀을 하나의 큰 셀과 같이 동작시키는 것이다.

<그림 1>은 MBSFN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 1>의 좌측 그림

은 7개의 기지국이 하나의 수신단을 향해 동시에 데이터를 전

송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7개의 기지국이 같은 데이터를 

같은 주파수를 통해 동시에 전송하므로 이상적인 경우 수신단

말은 같은 신호를 7번 중첩해서 수신하게 되고 수신단말의 입

장에서 <그림 1>의 우측과 같이 7개의 서로 다른 작은 셀이 아

니라 하나의 큰 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MBSFN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사

용자 단말들에 동일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각 

셀의 경계지역은 기지국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인접 셀 기지국

과 상대적으로 가까워 수신 신호의 품질이 악화되기 쉬우나 인

접 셀 기지국에서도 동일한 신호가 전송되므로 여러 기지국으

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중첩하여 수신 신호의 품질을 향상3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이러한 이득과 함께 MBSFN은 극복해야 할 과제 또

한 안고 있으며 eMBMS의 여러 요소 기술들은 이 과제를 극

복하기 위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MBSFN은 심각한 다중경로 페이딩 현상을 야기한다. 즉, 여러 

전송단이 동시에 전송하더라도 각 전송단과 수신단 사이의 거

리 및 지형지물의 특성에 따라 각 전송단에서 출발한 신호가 다

양한 거리와 방향의 전송경로를 통해 수신단에 도착하게 된다. 

이때 각 전송경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전송된 신호

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시간에 도착한다. 따라서 MBSFN을 통

해 심각한 수준의 지연확산 (delay spread)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전송된 신호성분은 수신신

호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연

3	 	이러한	이득을	macro-diversity	gain,	혹은	cooperation	diversity	gain이라	
한다.

을 가지고 도착하는 신호성분은 오히려 간섭으로 작용해 수신 

신호대잡음비 (SNR)를 열화 시킨다.

따라서 MBSFN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경로 

페이딩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지연되어 도착한 신호성

분이 수신단에 간섭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

해 eMBMS는 LTE의 일반적인 CP보다 긴 extended CP를 사

용한다. 다중경로 페이딩이 발생하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전

송된 신호들이 지연을 가지고 수신단에 도착해 중첩되는데, 각 

경로의 지연에 의해 인접한 심볼간에 간섭이 발생한다.4 ODFM

은 이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매 심볼마다 심볼 보호구간인 CP

를 시간영역에서 삽입한다. 즉, 경로지연이 CP 길이보다 작으

면 상호 중첩되는 과정에서 간섭으로 작용하지 않고 수신 신호

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반면 어떤 경로를 통해 도착한 신호가 

CP길이보다 늦게 도착하면 중첩 과정에서 심볼간 간섭이 발생

하여 수신신호의 품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지연확산에 강인하

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CP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CP의 길이가 길어지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간이 줄

어 전송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채널 상황에 맞는 적절

한 CP를 설정해야 한다.

표 2. LTE의 OFDM 파라메터

Configuration
CP length in 

samples
CP length in μs

Normal	CP Δf=15	kHz

160	for	1st	symbol

144	for	other	

symbols

5.2	for	1st	symbol

4.7	for	other	

symbols

Extended	CP
Δf=15	kHz 512 16.7

Δf=7.5	kHz 1024 33.3

<표 2>는 LTE가 지원하는 CP이다 [4]. 현재 LTE 시스템은 

두 종류의 CP를 지원하는데, normal CP와 extended CP가 그

것이다. Normal CP는 일반적인 LTE 서비스, 즉 유니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것이고 extended CP는 eMBMS를 위한 것으로 

eMBMS는 extended CP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유니캐스트 전송을 위한 normal CP는 부반송파간 

간격 (Δf)이 15 kHz이며 그 길이는 4.7 μs와 5.2 μs로 매우 작

은 값이다. eMBMS를 위한 extended CP는 다시 두 종류로 나

뉘는데, 부반송파간 간격이 15 kHz인 것과 7.5 kHz인 것으로 

구분된다. 부반송파간 간격이 15 kHz인 extend CP는 eMBMS

를 유니캐스트와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전체 사

용자 단말 중 일부의 단말에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

지 단말에는 유니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ormal CP

4	 이를	심볼간	간섭,	즉	inter-symbol	interference	(ISI)라	한다.

그림 1. MBSFN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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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부반송파간 간격을 갖도록 설계하였다.5 이 경우, 

extended CP의 길이는 16.7 μs이고 normal CP에 비해 약 세 

배 이상 길어 다중경로 지연에 보다 강인하다.

eMBMS을 위한 extended CP 중 부반송파간 간격이 7.5 

kHz인 경우는 유니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eMBMS만

을 서비스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부반송파간 간격을 절반으

로 줄이면 각 부반송파의 폭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심볼의 길

이가 길어져 CP의 길이도 길게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CP 길이

는 33.3 μs로 normal CP에 비해 7배에 달한다. 따라서 다중경

로 페이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부반송파간 간

격이 7.5 kHz인 extended CP가 release 11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버전의 표준은 eMBMS만을 단독으로 서비스하는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6 

<그림 2>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SFN의 효과이다. 본 

결과는 <그림 1>과 같은 셀 모델에서 중심 셀에 무작위적으로 

위치한 사용자 단말이 수신하는 신호의 평균 SINR, 즉 Signal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의 누적분포 (CDF)이다. 채

널 모델은 Rayleigh 페이딩과 경로손실을 적용했으며 셀 반

경은 2km, 각 기지국의 전송전력은 40dBm을 가정했으며  

16.7μs의 CP를 사용하였다. 중심셀에 위치하는 수신단말들은 

각 7개의 기지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신호를 중첩하여 수신하는

데, 전송 경로에 따라 일부 신호는 간섭신호가 되는 반면 일부 

신호는 수신 SINR을 향상시킨다. 결과적으로 <그림 2>에서 보

5	 	부반송파간	간격이	동일하다는	것은	부반송파의	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부반송파간	간격이	7.5	kHz인	extended	CP는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추
후	발표된	release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는 바와 같이, SFN을 통해 낮은 SINR영역이 크게 개선된다. 

이는 eMBMS의 extended CP와 SFN을 이용해 기존의 셀룰라 

시스템이 셀 경계 영역에서 인접 셀로부터의 간섭으로 겪는 수

신 SINR 열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eMBMS 서비스 영역 및 구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MBMS는 MBSFN을 통해 넓

은 영역의 사용자 단말에 동일한 IP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

신 SNR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

들의 집합을 ‘MBSFN 영역’이라 한다. eMBMS는 최대 256개

의 MBSFN 영역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셀은 8개까지의 서로 

다른 MBSFN 영역의 멤버가 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MBSFN 영역에 속하지만 유니캐스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셀

을 reserved 셀이라 한다.

<그림 3>은 eMBMS 서비스 영역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셀 1~10은 MBSFN영역 #0에 속하고 셀 8~16은 MBSFN 영

역 #255, 셀 17~20은 MBSFN 영역 #5에 속한다. 셀 4번은 지

리적으로 MBSFN 영역 #0의 멤버이지만 유니캐스트 서비스만 

제공하기 위해 reserved 셀로 지정하였다. 또한 셀 8, 9, 10은 

MBSFN 영역 #0과 #255에 모두 속한다. 한 셀은 최대 8개까지

의 MBSFN 영역에 속할 수 있다.

<그림 4>는 eMBMS의 구조를 나타낸다 [5]. eMBMS를 위해 

추가된 요소는 BMSC, MBMS-GW, MCE이다. BMSC는 IP 

방송의 소스로 사용자에게 전송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

고 MBMS-GW는 이 컨텐츠를 각 eNB에 전달하여 사용자에

그림 2. SFN을 통한 수신신호의 품질 향상

그림 3. eMBMS 서비스 영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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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송하도록 한다. 각 셀에 하나의 eNB가 있고 여러 eNB를 

하나의 MBMS-GW가 제어하므로 MBSFN 영역에 속한 eNB

들의 동기를 맞추고 IP 방송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MBMS-GW가 담당한다. 또한 MCE는 원활한 eMBMS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원관리를 수행하는데 MBMS-GW와 같

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각 eNB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6. eMBMS 채널 구조

eMBMS의 채널구조는 <그림 5>와 같다. 두 개의 논리채

널 MCCH와 MTCH가 전송채널인 MCH에 매핑되고 MCH는 

PMCH라는 물리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eMBMS를 구성하는 모

든 채널들이 기지국에서 사용자 단말 방향의 채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eMBMS에는 상향링크 채널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 단말의 피드백 정보가 기지국 방향으로 제공되

지 않고 이로 인해 피드백 기반의 HARQ도 지원되지 않는다. 

IP 방송 서비스를 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MTCH를 통

해 전송되고, MTCH를 디코딩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정보는 

MCCH를 통해 전달된다. 대표적인 제어정보로는 MTCH에 

사용된 MCS와 MBMS에 할당된 서브프레임의 정보가 있다. 

eMBMS는 상향링크 피드백 채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적인 LTE 서비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단말의 채널 상황에 따른 

동적 MCS할당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eMBMS는 IP 방송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시스템 차원에서 결정된 MCS를 바꾸

지 않고 사용한다. 그 결과 일부 사용자 단말은 방송 수신에 실

패할 수 있으나 수신에 실패한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

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6>은 eMBMS 채널의 매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와 같

이 하나의 MCCH는 여러 MTCH의 제어정보를 동시에 전송

할 수 있다. 즉, 서비스 제공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방

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드

라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방송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컨텐

츠에 따라 데이터율이 다르고 데이터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

러 MTCH에 나누어 전송하고 각 MTCH의 제어정보는 하나의 

MCCH를 통해 전송한다. 하나의 MCCH로 최대 28개까지의 

MTCH를 관리할 수 있다. 하나의 MCCH와 여러 MTCH는 하

나의 MCH에 할당되고 하나의 MCH는 하나의 PMCH에 매핑

되어 전송되는데 한 MBSFN 영역에 최대 15개까지의 PMCH를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6>에서 N의 최대값은 28, K의 

최대값은 15가 되어 하나의 MBSFN 영역에서 전송할 수 있는 

MTCH의 개수는 최대 420개이다. 이를 하나의 셀 관점에서 살

펴보면, 한 셀은 최대 8개의 MBSFN 영역의 멤버가 될 수 있으

므로 한 셀이 받을 수 있는 MTCH의 수는 총 3360개가 된다.

7. 무선 프레임의 구조

eMBMS는 LTE 기반의 서비스이므로 LTE가 지원하는 무선 

프레임 구조를 모두 지원한다. 따라서 TDD와 FDD 모드를 지

원한다 [4]. 

그림 4. eMBMS 구조

그림 5. eMBMS 채널구조

그림 6. eMBMS 채널의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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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FDD 모드의 무선 프레임 구조이다. 하나의 무선 

프레임은 10개의 서브프레임으로 구성되고 각 서브프레임은 두 

개의 슬롯으로 구성된다. 한 슬롯의 길이는 0.5ms이므로 하나

의 서브프레임은 1ms가 된다. LTE 시스템은 서브프레임 단위

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1 TTI는 1 서브프레임의 길이인 1ms이

다. LTE 시스템은 시간영역에서 유니캐스트 서비스와 eMBMS 

서비스를 다중화한다. 즉, 10개의 서브프레임을 유니캐스트용 

서브프레임과 eMBMS용 서브프레임7으로 나누어 할당한다.  

<그림 7>의 10개의 서브프레임 중 0, 4, 5, 9번 서브프레임은 

동기 및 페이징과 같은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어 eMBMS를 위

해 할당될 수 없다. 따라서 eMBMS는 최대 6개의 서브프레임

을 사용할 수 있다 [6].

하나의 MBSFN 서브프레임은 다시 비-MBSFN구간과 

MBSFN구간으로 구분되는데, 비-MBSFN구간은 제어정보, 

즉 MCCH 정보가 전송되고 MBSFN 구간에서는 데이터 정보인 

MTCH가 전송된다.

7	 	이를	MBSFN	서브프레임이라	한다.

<그림 8>은 MBSFN 서브프레임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LTE 

시스템에서 하나의 OFDM 심볼과 한 개의 부반송파로 이루어

진 최소 자원의 단위를 resource element (RE)라 한다. 그림에

서 가장 작은 사각형 한 개가 RE이다. 이런 RE가 여러 개 묶여

있는 기본 단위를 resource block (RB)이라 하는데, 그림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 중간 크기의 사각형이 RB이다. 한 RB에 

몇 개의 OFDM 심볼과 몇 개의 부반송파가 할당되는지는 사용

된 CP의 길이와 부반송파간 간격에 의해 결정된다.

표 3. RB 파라메터

Configuration # of subcarriers
# of OFDM 

symbols

Normal	CP Δf=15	kHz
12

7

Extended	CP
Δf=15	kHz 6

Δf=7.5	kHz 24 3

<표 3>에 RB 파라메터를 표시하였다 [4]. <그림 8>의 예는 부

반송파간 간격이 15 kHz인 extended CP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하나의 RB는 6개의 OFDM 심볼과 12개의 부반송파로 

이루어진다. 

한 슬롯을 구성하는 RB의 개수는 시스템의 대역폭에 의해 결

정된다. 

표 4. 채널 대역폭과 RB의 관계

Bandwidth 

[MHz]
1.4 3 5 10 15 20

# of RBs 6 15 25 50 75 100

채널의 대역폭과 RB 개수의 관계는 <표 4>와 같다 [4]. <그림 

8>은 10MHz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한 슬

롯에 총 50개의 RB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 슬롯에 6x12x50=3600

개의 RE가 할당되고 하나의 서브프레임에는 3600x2=7200개의 

RE가 할당된다. 이중 첫 두 심볼은 비-MBSFN 구간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MBSFN 구간에 사용된다.

MBSFN 구간에 사용되는 MCS에는 제약이 없다. 다만, 상향

링크 피드백 채널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채널 상황을 고려한 동

적 MCS 선택 방식은 사용되지 않는다. MBSFN 구간에 사용

될 MCS는 네트워크 측에서 결정되며 한번 결정된 MCS는 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림 8>과 같은 환경에서 64QAM을 

사용하여 최대로 전송할 경우 한 서브프레임에 약 36000bit을 

전송할 수 있어서 순간적으로 약 36Mbps의 전송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10개의 서브프레임 중 최대 6개의 서브프레임을 

eMBMS에 할당할 수 있으므로 eMBMS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그림 7. 무선 프레임 구조 (FDD)

그림 8. MBSFN 서브프레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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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률은 평균적으로 약 20Mbps가 된다. 이는 64kbps 방송채

널 300개 또는 256kbps 방송채널 78개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용량이다.

8. 다중 안테나 전송

eMBMS는 다중 안테나 전송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MBSFN이 갖는 다중경로 페이딩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eMBMS는 MBSFN을 통해 심각한 다중경로 페이딩을 겪는다. 

그런데 다중 안테나 전송 기술을 사용할 경우 더욱 많은 다중경

로 전송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MBSFN은 extended CP를 사용하여 다중경로 전송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어느 정도 획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추가적인 다중경로는 시스템의 복잡도를 높일 뿐 수신 

신호의 품질 향상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완료된 표준 상에서는 다중 안테나 전송 기술

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 진행될 표준화 과정에서 추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9. Counting 프로세스

Release 10에서 eMBMS에 새로이 추가된 기능으로 

counting 프로세스가 있다 [5]. Counting이란 MBSFN 영역에 

있는 사용자 단말 중 제공하고자 하는 방송 서비스에 관심 있는 

사용자 단말의 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

자에게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다. Counting 프로

세스는 네트워크에서 먼저 시작된다. 즉, MBSFN 영역에 속한 

eNB를 통해 counting request를 각 사용자 단말에 전송한다. 

Counting request는 MCCH의 제어정보 속에 담겨 사용자 단

말에 전달된다. 

이 요청을 받은 사용자 단말 중 이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

용자 단말은 RRC counting response message의 형태로 

eNB에 응답한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 단말은 반드시 eNB와 

connected 모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eMBMS가 불특정 다

수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송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엄밀한 관점에서 보자면 eMBMS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는 ‘불특정’한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용

자 단말은 LTE 시스템에 접속된 상태로 MCCH 정보를 언제든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Counting 프로세스는 

이렇게 접속된 사용자 중에서 방송 서비스를 수신할 사용자의 

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Ⅲ. eMBMS 서비스 시나리오

1. Mobile IP TV

eMBMS의 주요 타겟 서비스는 모바일 IP TV 방송 서비스이

다. LTE는 방송 서비스를 동기화된 스트리밍 오디오와 비디오

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한 요구사항은 여러 종류의 컨텐츠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채널 변경시 사용자가 느끼는 수준

의 지연이 2초 이하, 코딩 수준의 지연은 1초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성을 지원하여 핸드오버가 발생하더라도 끊김이 발

생해서는 안된다 [8,9]. eMBMS는 가변 전송률의 특징을 갖

는 트래픽을 위한 통계적 다중화 기술 및 무선 자원관리 기능

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서 소개한 counting 프로세스를 통해 

활성화되어 있는 사용자 단말 중 방송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

는 단말의 수를 파악하여 유니캐스트와 방송에 할당된 서브프

레임을 조절하는 기능 등, 모바일 IP TV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또한 release 11에 이동성 

지원을 위한 일부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추후 완료될 release에서 이동성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MCH에 최대 28개의 MTCH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컨텐츠를 다양한 품질로 서비스하여 사

용자의 환경과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즉, 같은 

영화라도 데이터율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MTCH를 통해 전송

하면 사용자 단말의 채널상황 및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2. 단대다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eMBMS는 mobile IP TV이외에 일반 데이터 전송에도 효율

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최

근의 이동통신 환경에서 음성 및 멀티미디어 트래픽 이외에 급

증한 트래픽은 데이터 트래픽이다. 현재 모든 데이터 트래픽은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유니캐스트 방식은 모

든 개별 사용자 단말을 위해 별도의 무선 자원을 할당하고 관리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네트워크에 큰 부담을 유발한다.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중 동일한 데이터를 많은 사용자에게 전송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유니캐스트 방식 대신 멀티캐스트 방식을 사용

하면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이 일정한 주기로 발생

하고 많은 사용자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경우 eMBMS를 

활용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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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고에서는 3GPP의 표준화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mobile IP 

TV 전송을 위한 최신 기술인 eMBMS의 기술적 특징 및 서비스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현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3세대를 거쳐 

4세대로 진화하고 있으며 진화의 핵심은 음성 전송 및 데이터 

전송에서 멀티미디어 전송으로 옮겨가고 있다. Release 6에서 

시작된 MBMS는 현재 release 11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

나 여전히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발전 가

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실제로 eMBMS에 대한 활

발한 표준화 활동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4세대 이동통신 시스

템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LTE-A와 함께 eMBMS는 차세

대 mobile IP TV 전송기술의 핵심 표준이 될 전망이다.

부 록 – 약어

MBMS : 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eMBMS : evolved-MBMS

3G : 3rd Generation

4G : 4th Generation

B3G : Beyond 3G

3GPP :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MT-2000 :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2000

LTE : Long Term Evolution

LTE-A : LTE-Advanced

UMTS :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UTRA : 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UTRAN :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E-UTRA : Evolved UTRA

GSM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WCDMA :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HSDPA :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UPA : High Speed Uplink Packet Access

OFDMA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MBSFN : MBMS over Single Frequency Network

CP : Cyclic Prefix

MCCH : Multicast Control Channel

MTCH : Multicast Traffic Channel

MCH : Multicast Channel

PMCH : Physical Multicast Channel

HARQ :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MCS : Modulation and Coding Set

eNB : Evolved NodeB

BMSC : Broadcast/Multicast Service Center

MBMS-GW : MBMS Gateway

MCS : Multicell/multicast Coordination Entity

TTI : Transmit Time Interval

RE : Resource Element

RB : Resource Block

RRC : Radio Resourc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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