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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으로 스마트폰이 리 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망에서 데이터 통신의 수요가 폭증하

고 있다. 이를 수용하기 하여  세계 으로 LTE-Advanced와 같은 차세  이동통신 서비스가 보 되고 

있다. 이러한 LTE-Advanced 기지국을 구 함에 있어서 DU(digital unit)와 RU(radio unit)로 분리된 형상의 

기지국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때에 DU와 RU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간인 Fronthaul 구간에 기존에는 

CPRI(common public radio interface)라는 디지털 통신 기술로 구 되어 왔으나, 폭증하는 데이터 수용을 

감당하기에는 그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구간을 아날로그 통신 기술인 RoF 

(Radio over Fiber)로 구 하여 폭증하는 송용량을 경제 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 다. 한, 

LTE-Advanced 이동통신망의 Fronthaul 구간을 RoF로 구 하기 한 기술 인 요구사항을 연구하 다.

ABSTRACT

Since smart phones are widely used globally, the demand for high-speed mobile communications are increasing. To 

accommodate the increased communication demand, the next-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such as LTE-Advanced are 

deployed. In the LTE-Advanced base stations, the base station schemes of Digital Unit (DU) and Radio Unit (RU) are widely 

used. Here, the link between DU and RU is called fronthaul link. In the current fronthaul link, a digital optical communication 

interface is used, which is called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CPRI). However, the CPRI link cannot support the increased 

mobile traffic efficiently.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n alternative technology based on the Radio over Fiber (RoF) to 

accommodate the increased mobile traffic econo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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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스마트폰이 리 보 되면서 이

동통신망에서 데이터 통신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1-4]. 이러한 데이터 통신수요를 맞추기 하여 국내

외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더 많은 이동통신 주 수를 

확보하고, LTE-Advanced 와 같은 차세  이동통신 서

비스를 확 하고 있다. 이러한 LTE-Advanced 기지국

을 구 함에 있어서 최근에는 그림 1과 같이 앙처리

부인 DU(digital unit)와 외부의 RU(radio unit)로 분리

된 형상의 기지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5-6]. 이 게 

DU와 RU로 분리된 형상의 기지국은 실내의 화국사

에 DU 를 두고, 설치비용  임 비용이 많이 드는 외

부에는 최소한의 RF 소자들로 구성된 소형의 RU 를 

설치하는 형태이다. 이 게 DU와 RU 로 분리된 형상

의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DU와 RU 사이를 연결하는 구

간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주로 이동통신망의 Fronthaul 

이라고 지칭하고 있다[7]. 

재 이러한 Fronthaul 구간에는 디지털 통신 기

술이 용된 CPRI(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OBSAI(open base station architecture initiative)라는 

표 기술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채  당 수십 MHz 의 

역폭을 가지고 최  8x8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로 동작하는 LTE-Advanced 표 을 

수용하기 해서는 각 RU당 수 Gb/s 이상의 CPRI 링

크가 수십 회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Massive MIMO 

라는 개념으로 수십 개의 MIMO 안테나를 사용하여 빔

포 을 하는 기술도 활발히 연구 에 있다[8]. 이러한 

기술을 구 하려면, 엄청난 송량의 CPRI 회선이 필

요한데, 이를 디지털 통신 기반의 CPRI 기술로는 수

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TE-Advanced 이동통신 망

에서 Fronthaul 구간을 아날로그 통신 기술의 일종인 

Radio over Fiber(RoF) 기술을 이용하여 구 하는 방

안을 연구하 다. RoF 기술을 이용하면 이동통신의 무

선 구간에 사용되는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신호를 그 로 아날로그 형태로 

송하여 요구되는 송량을 디지털 통신 기반의 

CPRI 기술에 비해 획기 으로 일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LTE-Advanced 이동통신 망에서 요구되는 

Fronthaul 구간의 송용량을 분석하고, 이를 RoF로 구

하기 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본 응용 시장에 뛰어

들고자 하는 RoF 송 시스템의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자 한다.

그림 1. DU와 RU로 구성된 LTE-advanced 기지국
Fig. 1 LTE-advanced base stations composed of DU 

and RU

Ⅱ. LTE-Advanced Fronthaul 의 필요 
송용량 분석

표 1은 재 국내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

는 주 수 역폭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자별로 보유한 

주 수 역폭이 조 씩 차이가 나지만, LTE-Advanced 

서비스를 하여 DL(downlink)과 UL(uplink)을 포함하

여 최  80 MHz의 주 수를 확보한 상태이다. 

표 1.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주 수 역폭 보유 
황

Table 1. Frequency bandwidths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Mobile

Service 

Provider

A B C

Total 

bandwidth

(DL+UL)

60 MHz 70 MHz 80 MHz

이 에서 가장 많은 역폭을 가지고 있는 80 MHz

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기 으로 3 섹터, 8x8 

MIMO를 구 하는 하나의 LTE-Advanced RU당 

Fronthaul 구간에 필요한 CPRI 용량을 계산하면 표 2

와 같다. 표 2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LTE-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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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해서는 하나의 RU당 약 120 Gb/s의 엄청

난 통신용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를 2.5 

Gb/s의 통신 회선으로 구 한다면, 총 48 회선이 필

요한 엄청난 용량이다. 한, 여러 개의 RU 를 하나의 

링 형태의 망으로 연결하고 있는 기존의 이동통신망에

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여분의 백업

용 용량을 고려하면 실제 구 시 필요한 통신용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표 2. LTE-advanced 이동통신망 fronthaul 구간에 
필요한 CPRI 용량

Table 2. Required CPRI traffic for LTE-advanced 
fronthaul link

Item Value

Bandwidth of 

radio channel
20 MHz

Frequency allocation 2 ch.

Sampling rate for 20 MHz 

channel
30.72 MHz

IQ sample width 16 bits for I & Q

Line coding 8B/10B

MIMO antenna 8x8

Number of sectors 3 sectors

Required CPRI capacity for 

LTE-Advanced Fronthaul

30.72 MHz * 16 bits * 2 (I 

& Q) * 8 (MIMO) * 3 

(sectors) * 2 (ch.s) * 5/4 

(8B/10B coding) * 2 (DL & 

UL)

= 117.96 Gb/s

Ⅲ. Fronthaul 구간을 한 RoF 시스템의 
필요 송용량

앞 에서 보듯이 MIMO 안테나의 개수가 늘어나고 

채  역폭이 늘어난 LTE-Advanced 서비스를 해

서는 엄청난 용량의 CPRI 회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량을 기존의 통신망으로 수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를 아날로그 통신 기술의 일

종인 RoF를 이용하여 구 하고자 한다. 표1과 동일한 

조건에서 LTE-Advanced의 Fronthaul 구간을 RoF 로 

구 하 을 때에 필요한 아날로그 통신용량을 계산하

면 표 3과 같다. 

RoF 시스템에서는 무선 구간의 아날로그 OFDM 신

호를 그 로 보내므로, 무선 구간의 채  숫자와 섹터 

수, MIMO 안테나 수만이 곱해져서 최종 으로 96 개

의 20 MHz 채 이 필요하다. 이를 단순히 산술 으로 

계산하면 총 1920 MHz의 아날로그 채 이 된다. 하지

만, 20 MHz 채 마다 이격거리가 필요하므로 실제로 

구 할 때에는 이보다 더 많은 아날로그 채  역폭이 

필요하다.

표 3. LTE-advanced 이동통신망 fronthaul 구간에 
필요한 아날로그 RoF 통신용량

Table 3. Required RoF system for LTE-advanced 
fronthaul link

Item Value

Bandwidth of 

radio channel
20 MHz

Frequency allocation 2 ch.

MIMO antenna 8x8

Number of sectors 3 sectors

Required analog channels 

for RoF system

20 MHz * 8 (MIMO) * 3 

(sectors) * 2 (ch.s) * 2 (DL 

& UL)

= 96 * 20 MHz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사용되는 CPRI 의 규격을 잘 

모르는 연구자라면 표 3의 결과가 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CPRI의 용량 에 무선 구간의 

OFDM 신호이외에 DU와 RU간에 필요한 제어채 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을 해서는 이러한 

제어채 을 RoF 시스템에서도 보내주어야 한다. 이러

한 제어채 은 아날로그 형태로 보내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디지털 통신의 형태로 보내주어야 한다. 

기존의 CPRI 규격에서 CPRI 총 송량의 1/16은 제

어채 이다. 따라서, 표 2에서 계산한 값의 1/16인 7.37 

Gb/s는 RoF 구 시에도 별도의 디지털 통신채 로 

송하여야 한다. 이를 요약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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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LTE-advanced 이동통신망 fronthaul 구간에 
필요한 디지털 제어통신량

Table 4. Required digital control traffic for 
LTE-advanced fronthaul link

Item Value

CPRI link traffic 117.96 Gb/s

Ratio of control channel in 

CPRI
1/16

Required digital control 

channels in RoF system

117.96 Gb/s ＊1/16

= 7.37 Gb/s

따라서, 최종 으로는 RoF 시스템에서 하나의 RU 

당 표 3에서 계산된 96 개의 20 MHz 아날로그 채 과 

표 4에서 계산된 7.37 Gb/s의 디지털 채 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값들은 DL과 UL의 용량을 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방향으로는 에서 계산한 값의 

반이 된다. 즉, DL이나 UL의 한쪽방향만을 고려한다면, 

48 개의 20 MHz 아날로그 채 과 3.69 Gb/s의 디지털 

채 을 수용할 수 있게 구 하여야 한다.

Ⅳ. LTE-Advanced 이동통신망의 Fronthaul 
구간에 허용되는 EVM 값

Fronthaul 구간을 아날로그 통신기술인 RoF 로 구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날로그 통신신호의 품질이 

되겠다. OFDM 신호에서 신호의 품질을 나타내는 가장 

요한 척도는 EVM (error vector magnitude) 이다. 

LTE 련 통신표 을 정하는 단체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정한 LTE- 

Advanced 표 에서는 64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신호에 해 DU에서부터 무선 구간에 도

달할 때까지 총 8 %의 EVM을 허용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CPRI 구간만의 EVM 허용치가 아니라, 

digital IF combining, crest factor reduction, 디지털 

predistortion, RF up conversion, 워 증폭기의 왜곡 

등 RU에서 발생되는 모든 왜곡을 포함한 EVM 허용치

이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LTE-Advanced 표 에서 8 %의 EVM 허용치를 정하

고 있다고 하더라고 RoF 시스템에서 8 %의 허용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CPRI 용량을 일 수 있는 기술측면에서 RoF 

시스템과 경쟁 계에 있는 CPRI 압축기술과 비교를 해 

본다면, 40 % 정도의 압축률에서 1.5 % 정도의 EVM

을 보이고 있다[9]. 따라서, CPRI 압축기술과 비교우

를 보이려면 이정도의 EVM 값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아날로그 통신망에서 비선형성

을 이는 것이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2 %의 EVM 허

용치가 당할 것으로 단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TE-Advanced 이동통신망에서 

Fronthaul 에 필요한 통신용량을 분석하여 기존의 

CPRI 규격으로는 하나의 RU 당 약 120 Gb/s에 해당하

는 막 한 통신용량이 필요함을 밝 내었다. 따라서, 이

를 경제 으로 구 하기 하여 아날로그 통신 기술

인 RoF 를 이용하여 구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LTE-Advanced 의 Fronthaul 을 RoF 로 구 하기 

해서는 총 96 개의 20 MHz 아날로그 채 용량이 필요

하고, 여기에 디지털 제어채 이 총 7.37 Gb/s가 필요

하다. 이 값들은 DL 과 UL 을 모두 포함한 용량이므로 

한쪽 방향으로는 이의 반이 필요하다. 여기에 여분의 

용량을 고려해야 RoF 시스템에 필요한 총 송용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날로그 채 의 허용 EVM 값은 

CPRI 압축기술과 비교를 해본다면 2 % 정도의 값이 

당할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은 LTE-Advanced 이동통

신망의 Fronthaul을 RoF 시스템으로 구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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