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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는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요  약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 
te), TC(Technical Committee), RRS(Reconfigurable Radio 
Systems)에서는 소프트웨어 모뎀 기반 멀티모드 단
말기의 연구 및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모뎀 기반 멀티모드 단말기는 SDR(Software Defined 
Radio) 기술을 바탕으로 단말기 플랫폼에 독립적인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함으로써, 하나의 단말
기에서동시에다양한이동통신표준을이용할수있

는 차세대 단말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TC RRS에서
정의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의 리소스 공

유 방법과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형태에 따른

멀티모드 단말기의 분류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여
러 개의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멀티모드 단말기의 아키텍처와 인터페이스에

대해 소개한다.

Ⅰ. 서  론

SDR(Software Defined Radio) 기술은 이동통신 시
스템을 소프트웨어 기반의시스템으로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이동통신 시스템을 하나의 단말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 2G, 3G, 4G, LTE(Long 
Term Evolution)-Advanced 등과 같은 여러 통신방식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1]~[3]. 즉, SDR 기
술은 무선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통

해 단말기에서 무선 인터페이스의 재구성을 가능하

게 하며, 이를 통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이동
통신표준기술들을사용자의요구및망관리자에의

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통신표준기구인 ETSI(European Telecommuni- 

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서는 CR(Cognitive Radio)/ 
SDR 기술 연구 및 표준개발을 담당하는 RRS(Recon- 
figurable Radio Systems)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 
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TC RRS에서는 SDR
과 CR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인 RRS에 대한 표준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4].

[그림 1]은 ETSI TC RRS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프
트웨어모뎀기반멀티모드단말기의개념에대해나

타낸다[5].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프트웨
어 제공자(3rd party)가 소프트웨어 모뎀과 같은 라디
오 어플리케이션을거래할수있는 Radio App Store에
업로드 해둔 뒤, LTE, Mobile WiMAX(World Inte- 
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등과 같은 다양한
통신 표준 규격을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을 이용하여

Radio App Store에 접속하고, 원하는 통신 표준 규격
의 모뎀 코드를 단말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통신 규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게 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Ⅱ장에서는

멀티모드 단말기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ETSI TC 
RRS에 대해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TC RRS에서 정
의한 멀티모드 단말기의 분류에 대해 소개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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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프트웨어 모뎀 기반 멀티모드 단말기 개념

리고 Ⅳ장에서는 단말기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라디

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모드 단말기

의 아키텍처를 제시한 뒤,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ETSI TC RRS의 개요 

RRS는 SDR과 CR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 특히 RRS는 DSA(Dynamic Spectrum 
Access)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무선 환경에 대
해 무선 장비 및 네트워크가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RRS 관련 표준 개발은
ETSI 산하 RRS 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TC 
RRS의 활동은 RRS 표준의 실현 가능성 연구, RRS
의 정의 및 요구조건 정의, 그리고 타 표준 및 이동
통신 기술과의 연계 및 공동 기술개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TC RRS는 4개의

WG(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4].
WG1에서는 RRS 표준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CR/ 

SDR 기술의프레임워크개발을수행하고있으며, 특히
RRS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WG2에서는 TC RRS에서 사용될 수 있는 SDR/CR 
장비(모바일 단말기, 무선 기지국 등)의 표준 아키텍
처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표준 아키텍처의 요구사

항 및시나리오에대한조사및정의하고, 인터페이스
와 프로토콜과 같은 RRS 관련 기능을 정의함으로써
멀티모드 단말기의 아키텍처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WG3에서는 RRS에 관련된 Security, Certification, 
Declaration of Confirmity 등 RRS의 무결성 검증에 관
련된 조사 및 표준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WG4에서는 상업용, 개인용, 군사용

응용 프로그램간의 효율적인 공존을 보장하는 RRS 
기술을 평가 및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다.

TC RRS는 매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유
럽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
의 기업에서도 참여하여 RRS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멀티모드 단말기의 표
준은 WG2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이내에 표
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2] ETSI TC RRS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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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멀티모드 단말기의 분류

ETSI TC RRS에서는 소프트웨어 모뎀 기반 멀티
모드 단말기를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8가
지로 분류하였다[5]~[7].

[그림 3]에서 세로축은 멀티모드 단말기에서 동작

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의 리소스 공유

방법에 따른 분류를 나타낸다. 또한 가로축은 라디
오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형태, 즉 단말기 플랫폼에
의존적인 실행코드의 형태로 배포되는 경우와 단말

기플랫폼에독립적인소스코드나중간형태(Interme- 
diate Representation, IR)의 코드로 배포되는 경우에
따른 분류를 나타낸다.
플랫폼 독립적인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란 라디

오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시 멀티모드 단말기에서 내

에서 플랫폼에 맞는 컴파일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

어모뎀을의미한다[8]. 이렇게 되면하나의라디오어
플리케이션으로도 각 단말기 플랫폼에 최적화 된 소

프트웨어 모뎀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각 멀티모드 단말기의 분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ETSI TC RRS에서 정의한 멀티모드 단말기의
분류[6]

① MDRC-0: 재구성이 불가능한 단말기로 단일 이동
통신 표준만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의미한다.

② MDRC-1: 멀티모드 단말기에서 동작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리소스 공유가 불가능하여

정해진 리소스만을 사용하는 단말기를 의미한다. 
이때 라디오어플리케이션은 ASIC(Application Spe- 
cific Integrated Circuit)과 같은 하드웨어 모뎀 칩의 
형태로 멀티모드 단말기에 탑재되어 있다.

③ MDRC-2: 멀티모드 단말기에서 동작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들이 미리 정해진 형태로 리소스를

공유하여 동작하는 멀티모드 단말기를 의미한다. 
이 때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은 실행코드 형태로

배포된다.
④ MDRC-3: 멀티모드 단말기에서 동작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들이 리소스를 공유하되, 각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 차지하는 최대 리소스 양이 결정

되어 있는 멀티모드 단말기를 의미한다. 즉, 새로
운라디오어플리케이션이실행될때단말기의리

소스 양과각라디오어플리케이션이최대로필요
로 하는 리소스 양을 비교하여 라디오 어플리케

이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라디오 어플
리케이션은 실행 코드 형태로 배포된다.

⑤ MDRC-4: 멀티모드 단말기에서 동작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들이 리소스를 공유하면서 각 라디

오 어플리케이션이 차지하는 리소스 양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멀티모드 단말기

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리소스 공유에 제한이
적은 경우가 된다. 이 때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은
실행 코드 형태로 배포된다.

⑥ MDRC-5: MDRC-2의 멀티모드 단말기와 동일하
지만, 단말기 플랫폼에 독립적인 소스 코드나 중
간단계의 코드 형태로 배포되는 라디오 어플리케

이션이지원 가능한멀티모드단말기를의미한다.
⑦ MDRC-6: MDRC-3의 멀티모드 단말기와 동일하
지만, 단말기 플랫폼에 독립적인 소스 코드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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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멀티모드 단말기 아키텍처

간단계의 코드 형태로 배포되는 라디오 어플리케
이션이지원가능한 멀티모드 단말기를 의미한다.

⑧ MDRC-7: MDRC-4의 멀티모드 단말기와 동일하
지만, 단말기 플랫폼에 독립적인 소스 코드나 중
간단계의 코드 형태로 배포되는 라디오 어플리케

이션이지원 가능한멀티모드 단말기를의미한다.

Ⅳ. 멀티모드 단말기 아키텍처

본 절에서는 TC RRS에서 표준화 되고 있는 멀티
모드 단말기의 아키텍처를 소개한다. TC RRS에서는
단말기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단말기 내에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재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멀티모

드 단말기를 [그림 4][8],[9]와 같이 통신 서비스 계층

(Communication Services Layer, CSL), 라디오 제어 프
레임워크(Radio Control Framework, RCF), 통합 라디
오 어플리케이션(Unified Radio Applications, URA), 
RF(Radio Frequency) 부로 구성하고, 각 계층 사이의

인터페이스를각각멀티라디오인터페이스(Multiradio 
Interface, MURI), 통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인터페
이스(Unified Radio Application Interface, URAI), 재구
성 가능 RF 인터페이스(Reconfigurable RF Inter- face, 
RRFI)로 정의하였다[8]~[10].

4-1 멀티모드 단말기의 계층 구조

멀티모드단말기는다음과같이통신서비스계층, 
라디오 제어 프레임워크, 통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RF 부 4가지 계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4-1-1 통신 서비스 계층[11]

통신서비스 계층은 Administrator, MPM(Mobility 
Policy Manager), Networking Stack, Monitor의 4가지
entity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entity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Administrator: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인스톨(ins- 

tall)/언인스톨(uninstall) 및 인스턴스(instance)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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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를 제어한다. 또한 현재 동작하는 라디오 어
플리케이션의 상태나 목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MPM: 무선 환경 상황에 따라 멀티모드 단말기에
서 동작할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라디

오 어플리케이션의활성화(activation)/비활성화(dea- 
ctivation)을 제어한다.
∙Networking Stack: 단말기에서 송수신할 사용자 데
이터를 제어한다.
∙Monitor: 멀티모드단말기사용자를위해라디오어
플리케이션의상황정보(context information)를 제공
한다. 또한 Administrator나 MPM과같이다른 entity
에게 상황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한다.

4-1-2 라디오 제어 프레임워크

라디오제어프레임워크는 CM(Configuration Mana- 
ger), RCM(Radio Connection Manager), MRC(Multiradio 
Controller), RM(Resource Manager), FC(Flow Contro- 
ller)의 5가지 entity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entity는 다
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CM: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인스톨/언인스톨 및
인스턴스 생성/삭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동작에 필요한 라디오 파

라미터들을 관리하기도 한다.
∙RCM: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활성화/비활성화를
수행하고, 여러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플로우(data flow) 연결을 관리한다.
∙MRC: 동시에 실행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간
에 발생되는 주파수 자원의 스케쥴링을 담당한다.
∙RM: 동시에 실행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들이
한정된 단말기의 메모리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C: 사용자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거나 데이터
플로우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1-3 통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통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은 멀티모드 단말기에

서 동작하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들의 집합이다. 통
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라디오 어

플리케이션들은 단말기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라디오 
제어 프레임워크가 제어할 수 있도록 공통된 특성을

가진다. 즉, 여러 개의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 존재
하더라도 라디오 제어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는 모

두 동일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으로 취급하여 멀티

모드 단말기 내에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4-1-4 RF 부

멀티모드 단말기의 RF 부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원할 수 있는 SDR을
위한 RF 트랜시버 및 안테나를 포함하는 부분이다. 
특히 하나의 RF 회로에서 동시에 동작하는 여러 개
의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4-2 멀티모드 단말기의 주요 인터페이스

앞에서 기술한 각계층 사이에는 소프트웨어 활용

성및확장성을보장하기 위해다음과같이 3개의주
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였다.

4-2-1 멀티라디오 인터페이스

멀티라디오 인터페이스는 RRS 표준을 준용하는
멀티모드 단말기가 모든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에 대

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방법을 제공한다. 멀
티라디오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Administrative Services: 멀티모드 단말기에 새로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톨, 인스턴스 생성 등
멀티모드 단말기의 재구성에 관련된 서비스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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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 이때라디오어플리케이션의인스톨및 인
스턴스 생성은 단말기가 런타임(run-time) 중이더
라도 단말기 재구성이 요구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Access Control Services: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라
디오 어플리케이션의 무선 링크 형성을 제어하는

서비스가 해당된다. 또한 무선 환경 정보의 모니
터링, 데이터송수신에 필요한네트워크 구성을 지
시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Data Flow Services: 멀티모드 단말기의 네트워크
스택에관련된서비스가해당된다. 즉, 멀티모드단
말기 내에서 어떠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으로 재

구성되더라도 단말기의 데이터 링크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4-2-2 통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통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동작하는 운영체제에 대하여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동작할 수 있도

록 해준다. 즉, 통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모든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은 동일한 서비스의 접근

과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4-2-3 재구성 가능한 RF 인터페이스

재구성 가능한 RF 인터페이스는 라디오 어플리케
이션에상관없이단말기의 RF 부를 독립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단말기가 물리적으로 허용하
는 RF 대역 내에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RF 부를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
스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TSI TC RRS에서 표준화하고 있
는 멀티모드 단말기의 표준현황에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단말기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라디오 어플리케

이션을이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모뎀기반멀티모

드단말기의구조에대해소개하였다. TC RRS에서는
재구성 가능한 멀티모드 단말기를 라디오 어플리케

이션 간의 리소스 공유 방법과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의 배포 형태에 따라 8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또
한 단말기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라디오 어플리케이

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통신 서비스 계층, 라디오 제
어 프레임워크, 통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RF 부로
구성되어 있는 멀티모드 단말기의 아키텍처를 정의

하였으며, 각 계층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각각 멀티
라디오 인터페이스, 통합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인터
페이스, 재구성 가능한 RF 인터페이스로 정의하여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상호 운용성, 호환성 및 이
식성을 가능하게했다. 본논문에서소개한멀티모드 
단말기의 개념은 차세대 단말기 시장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동통신 표준의 활용도를 높여 전체

적인 모바일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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