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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LTE에서의 Licensed-Assisted Access 표준화 동향
손 일 수․이 종 호

가천대학교 전자공학과

요  약

LTE Licensed-Assisted Access(LAA)는 3GPP에서 진행되

고 있는 비면허대역을 활용하여 LTE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표준기술이다. LTE-LAA의 필요성과 표준의 진화 과정을 알
아보고, Listen-Before-Talk(LBT) 등 핵심 표준기술들을 소개
하였고, 특히, WiFi 등 기존의 비면허대역에서 동작하는 시
스템과의공정한공존(fair coexistence)를위해어떠한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3GPP 표준에서 논의되는 enhanced LAA를 통해 비면허대역
을 활용하는 LTE 시스템 기술의 진화를 전망해 보았다.

Ⅰ. 서  론

본고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3GPP Long Term Evo- 
lution(LTE) 시스템의 한진화방향으로서 비면허대역(unlicen- 
sed-band)에서 LTE를사용하는 Licensed-Assisted Access(LAA) 
표준화 동향을 알아본다.

2009년 첫 상용화 이후 3GPP Long Term Evolution (3GPP- 
LTE)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상업적 성공을 거
두었다. [그림 1]과 같이 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140개국이 LTE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도 상용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1년 7월
LTE 상용화 시대를 연 우리나라는 뛰어난 ICT 인프라를 바
탕으로 LTE 망과서비스가빠르게고도화되었다. [그림 2]에
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들은 LTE 무선망
커버리지와 전송속도에 있어서 타 국가와 비교하여 월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최근 3GPP-LTE 시스템은기술적인성숙과규모의경제를 

실현한 시장을 바탕으로 개인 간 휴대전화로서의 기능을 넘

어서서 점차 활용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일례로, 전 세계
적으로 노후화된 기존의 재난통신망을 LTE 기술에 기반한

[그림 1] 전세계 국가별 LTE 상용화 현황(밝은 색: 서비스 개
시, 어두운 색: 서비스 예정)[1].

Public Safety network(PS-LTE)로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
다[2]. 또, 사물인터넷 네트워크(Internet-of-Things; IoT)나 차량
간 통신(Vehicle-to-Vehicle; V2V)에 활용하려는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3],[4].
한편, LTE 기술 framework의 장점을 활용하여 활용 분야

를 넓혀가는 시도는 주파수에 있어서도 진행되고 있다.  최
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무선트래픽의 폭증으로 더 많은 주파

수 확보가 매우 시급한 해결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12년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190 MHz
의 주파수 대역폭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하지만,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기때문에, 추가주파수의공급속도는무선트래픽의증
가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LTE 시스템을 비면허대역에서 구
현하는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었다[5]. 다양한 비면허대역 중
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채널수가 많고, 기존의 비면허대역
기기들이상대적으로적게보급된 5 GHz의비면허대역이선
정되었다.
셀룰라통신기반인 LTE 시스템은면허대역(licensed-band)

에서 동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되었다. 때문에, 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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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TE 사업자별 커버리지와 전송속도[1].

대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

야 될 부분들이 많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면허대역은
면허대역과다르게주파수의 독점적인사용이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마다 규제는 상이하지만, 원칙적으로 비면허대
역에서 동작하는 모든 무선기기들은 공정한 공존(fair coexi- 
stence)을 추구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비면허대역에서
동작하는 LTE 시스템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5 GHz 대역에
서동작하는기존의 WiFi 기기들과혹은, 다른 LTE 시스템들
과 공존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준화 단
체인 3GPP에서는 LTE Release-12 및 5 GHz 대역에서 LTE 
시스템이 공존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연구하는 Licensed- 
Assisted Access(LAA) study item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
해 LTE 시스템이새로운기술적해결책의도입을 통해기존
의 WiFi 시스템 혹은 다른 LTE 시스템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확인하였다. 이후, Release-13을통해하향링크(downlink)
에서 필요한 LAA 기술을 표준화 하였고, 현재 Release-14에
서 상향링크(uplink)에서 필요한 LAA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Ⅱ. 본  론

본론에서는 비면허대역에서의 LTE 시스템이기존무선시

스템들과 공존하기 위한 기술을 알아본다. 먼저 5 GHz 비면
허대역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LTE-LAA 
표준화 기술을 소개한다.

2-1 5 GHz 비면허대역

비면허대역은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ISM) 목적으로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역은 2.4 GHz, 
5 GHz, 60 GHz 등이 있다. 상대적으로 저주파 대역인 2.4 
GHz는가장많은수의무선기기들이보급된대역이며, WiFi, 
Bluetooth, ZigBee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4 GHz는 사용할
수있는무선채널수가많지않고, 가장많은수의무선기기
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실제 달성할 수 있는 무선전송률은

높지 않다. 60 GHz 대역은 고주파 특성으로 인하여 전파의
직진성이 강하고, 전파 도달거리는 짧은 특성을 가진다. 60 
GHz 대역을 활용하는 무선표준으로 IEEE802.11ad가 있지만, 
작은 무선 커버리지로 인하여 활용서비스가 제한되는 단점

이 있다. 반면, 5 GHz 대역은 사용가능한 무선채널 수도 많
고, 상대적으로 동일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기기의 수도 적
기 때문에 공존을 위해 개별 기기의 무선전송률을 희생하지

도 않는다. 또, 60 GHz에 비해서는 양호한 무선 커버리지 특
성을보인다. 따라서, LTE-LAA 효용의극대화를위해 5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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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양한 LTE-LAA 구축 시나리오[5].

비면허대역이 선정되었다.
LTE-LAA에서 활용하는 비면허대역은 [그림 3]과 같이

5,150∼5,925 MHz까지를 대상으로한다. 5 GHz의 비면허 대
역은 크게 UNII-1, UNII-2, UNII-3 3개의 세부대역으로 나누
어진다. 각각의 세부대역에 따라 최대 출력파워와 공존방식
등 전파규정이 다르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UNII-2 대역
이다. 이 대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레이더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는 대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비면허대역에서는 공정
한 공존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해당 대역에서 우선순위를 가

지고 있는 기기(primary user)는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
서 이 대역에서는 Dynamic Frequency Selection(DFS) 동작을
필수로 수행하여야 하며, 레이더 등의 발견 시 즉시 다른 채
널로의변경을수행하여야한다. 무선기기들간의공정한공
존을 위해서 Listen-Before-Talk(LBT) 기능이 필수적이다. 유
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비면허대역에서 LBT 기능의 사

[그림 3] 5 GHz 비면허대역 스펙트럼[5].

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LBT 
기능의 사용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지만, 공정한 공존을 위
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6].

2-2 LTE-LAA를 위한 물리계층의 변화

3GPP는 LTE Release-13 LAA work item을 통해 LTE-LAA
를구현하기위한다양한물리계층의변화를표준화하였다. 
LTE-LAA는 기존의 Carrier Aggregation(CA) 기능을기반으로 
구현하는데, 제어신호는 primary cell인 면허대역으로만 전
송하고, 비면허대역은 secondary cell로만 설정 가능하여 데
이터 전송 시 보조로 쓸 수 있게 하였다. 즉, 기존의 면허대
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CA를 secondary cell에 한하여 비면허
대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CA에서와 마찬가지로 다
수개의 비면허대역 채널을 secondary cell로 설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 LTE-LAA에서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는 [그림 4]와 같다.

LTE-LA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리계층에서의 큰 변화
가 불가피하였다. 기존 LTE의 물리계층 프레임 구조는 Fre- 
quency Division Duplex(FDD) 방식을 위한 Type 1과 Time 
Division Duplex(TDD) 방식을 위한 Type 2만 존재하였으나, 
Release-13에서는 LTE-LAA로 설정하는 비면허대역 carrier를 
위해 새롭게 Type 3를 정의하였다. LTE-LAA를 위한 물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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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프레임 Type 3는기능의불필요나제약때문에기존에정
의된 물리계층 채널들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PDSCH: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인 PDSCH는 기존에
는 subframe 경계에서만 시작되었지만, LTE-LAA에서는
무선채널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slot 경계에서도 시
작할 수 있게 됨.
․PDCCH: 기존에는 subframe 맨 앞에서 4개의 OFDM 심
볼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LTE-LAA에서는 slot 맨 앞의
3개까지의 OFDM 심볼로 제한됨.
․PHICH: 기존에는상향링크의 HARQ feedback 용도로사
용되었지만, LTE-LAA에서는무선채널점유의불확실성
으로 HARQ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PBCH/PMCH: LTE-LAA의활용시나리오측면에서 single 

frequency network이나 multicast 시나리오는필요도가떨
어지므로 LTE-LAA에서 PBCH/PMCH는 사용되지 않음.
․PSS/SSS: 기존에는 동기화를 위한 PSS/SSS는 항상 sub- 

frame 0번과 5번에서전송되었지만, LTE-LAA에서는 무
선채널점유의불확실성때문에그외의 subframe에서전
송될 수 있음.
․PUCCH: secondary cell에서의상향링크무선채널점유가 
불확실하므로 HARQ의 ack/nack과 채널상태보고는 항
상 primary cell에서 PUCCH로 보고함.
위와 같은물리계층의변화는근본적으로 secondary cell인 

5 GHz 대역의채널을독점적으로사용하지못한다는점에서 
기인한다. 한편, 이와 같은제약은 무선자원관리나 채널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PSS/SSS/CRS와 같은
신호들은 기지국에서 주기적으로 전송되며, 사용자 단말의  
동기화, 채널측정등의기준이된다. LTE-LAA에서는주기적
으로 약속된 타이밍에 이러한 제어 신호들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Release-12에서정의된 Discovery Reference Signal 
(DRS)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DRS는 PSS/SSS/CRS
를 포함하는 제어신호로서 원래 Release-12에서 small cell의
활용을 위하여 정의된 것이지만, LTE-LAA로 확대 적용되었
다. DRS는 40 ms마다주기적으로전송되도록한다. 이때, 무
선채널 점유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전송 타이밍은 보장

할수없게된다. 따라서 [그림 5]와같이사용자단말에게 Di- 
scovery Measurement Timing Configuration(DMTC)라는 시간

[그림 5] DMTC 설정과 DRS의 전송[5].

구간을설정하여사용자단말이해당구간내에서 DRS를복
호 시도할 수 있도록 한다.

2-3 LTE-LAA의 공존 메카니즘

LTE-LAA는 5 GHz 비면허대역에서 동작 시 공존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였다. 5 GHz 대역의 가
용한 채널들 중에서 LTE-LAA의 secondary cell로 사용할 채
널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이다. 동일 채널에 공존하
는 무선시스템 간에는 시간자원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혼

잡한 채널의 선택은 전송률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되도
록 덜 혼잡한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LTE-LAA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LTE 시스템에서는 해당 채널에서의 Re- 
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RSSI) 측정값의 비교를 통해
표준 내에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동일채널내에서동작하는무선시스템 간의 공존을 위하

여 LTE-LAA는 기존에 WiFi에 적용된 LBT 원칙에 기반하여 
무선채널점유를결정하게된다. 이러한과정을 Clear Channel 
Assessment(CCA)로 지칭하며, 그 구현방법으로 일정 신호레
벨이상의신호를검출하는 energy detection 방식을가정하였
다. [그림 6]에서는 LTE-LAA의무선채널점유메카니즘을보
여준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주요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Random backoff: LTE-LAA 기기는채널이 idle한것을판
단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임의로 선택한 N개의
CCA slot 동안 대기해야 함. 이때, 임의의 숫자 N은 0부
터 contention window(CW) 사이의 정수이며, 한 개의
CCA slot은 WiFi와의 공정성을 위해 9 μs로 설정됨.
․Energy detection:  Random backoff 기간 중 일정 신호레
벨이상의신호를검출하게되면 backoff는중단되고, 이
후 채널이 다시 idle로 판단되면 backoff 과정을 재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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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TE-LAA의 공존성 향상 방법[7].

․CW size: 가장 최근에 수신한 하향링크 데이터의 80 % 
이상에서 복호에러인 NACK이 발생하면 LTE-LAA는
무선채널에서 충돌(collision)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CW size를 두 배로 높임. 그 이외의 경우는 충돌이 없
는 것으로 판단하여 CW size를 최소값으로 초기화함.
․제어신호: DRS와 같은 제어신호를 전송할 때는 random 

backoff 절차를 거치지 않고 25 μs의 짧은 시간 동안만
CCA 후 바로 제어신호를 전송함.
․우선순위: 전송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4개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설정됨. 우선순위(p)는 CCA
의 defer slot 수(m), 최소 CW size(CWmin), 최대 CW size 
(CWmax), 최대채널점유시간(Tmcot)들의 조합으로 설정됨.

LTE-LAA는 WiFi와 공정한 공존을 추구하기 위해 표준
내에 LBT를 도입하였지만, 공존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추가하였다. 그 방법으로 [그림 6]과 같이 LAA sub- 
frame의 시작점을 제한하는 방법과 freezing period를 설정하
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Freezing period는 LTE-LAA 기기
가 어떠한 신호도 전송하지 않고, CCA 동작도 멈추는 기간
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은 표준에 근거한 동작이 아니라, 
설정에 의해 임의로 동작할 수 있는 구현 기술이다. 이 기능
을 통해 LTE-LAA 기기는 공존하고 있는 WiFi에 freezing pe- 
riod 동안 자발적으로 채널을 양보해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절한 freezing period 설정을 통해 subframe 시작점을 조절
하여 공존성을 향상시키는 장점도 있다.

5 GHz 비면허대역의 가장 큰 장점들 중 하나는 사용가능
한채널의수가많다는것이다. 기존 5 GHz 비면허대역을사
용하는 IEEE802.11ac 시스템의경우에는 20 MHz 채널을 8개
결합하여 총 160 MHz의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

<표 1> LTE-LAA의 우선순위 클래스

우선

순위 (p) m CWmin CWmax
Tmcot

(ms)
CW allowed 

sizes

1 1  3 7 2 {3,7}

2 1  7 15 3 {7,15}

3 3 15 63 8 or 10 {15,31,63}

4 7 15 1,023 8 or 10 {15,31,63,127,
255,511,1023}

었다. 마찬가지로 LTE-LAA도 다수의 5 GHz 채널을 secon- 
dary cell로연결하여사용할수있다. Release-13의표준상으
로는 총 5개의 carrier를 carrier aggregation으로 사용할 수 있
으므로, LTE-LAA의 secondary cell로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은
4개이다. 비면허대역에서다수의채널을동시에사용하기위
해서는 단일 채널에서의 CCA 방식보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
하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IEEE802.11ac 시스템에 기 도입된
방식이다. 하나의 채널에서 정식으로 random backoff를 포함
한 CCA를수행하고, 이채널에서의전송가능시점기준으로 
짧은구간동안에 idle 상태인채널이있으면그채널을사용 
가능하다고판단하고, carrier aggregation 전송을수행한다. 이 
방법은 LBT에 대한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식으로 CCA를 수행하지 않은 채널에서의 공정한 공존성

[그림 7] LTE-LAA의 다수채널접근 방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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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은모든 LTE-LAA 대상채널에서정식으로 random back- 
off를 수행하고, 모든 채널에서 전송 가능한 시점까지 기다
렸다가 carrier aggregation 전송을 수행한다. 이 방법은 모든
채널에서 공정한 공존성을 보장하지만, 다수의 채널을 동시
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전송

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4 LTE-LAA 테스트베드 결과

LTE-LAA의 상용화 관련하여 Qualcomm은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Qualcomm은 [그림 8]과 같이 2015년
11월에독일의 Nuremburg에위치한자사연구소에서 Release- 
13 기반의 LTE-LAA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고, 실험결과를
도출하였다[8]. 이실험을통해 LTE-LAA가 WiFi와공정한공
존성을달성하면서도높은전송률향상을이룰수있음을보

였다.

2-5 LTE-LAA의 진화

LTE-LAA를 통해 비면허대역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3GPP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LTE Release-14에서
enhanced LAA(eLAA) 표준화를 통해 LAA 기능을 더욱 향상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림 9]). Release-14 eLAA 
표준화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Uplink LBT: 상향링크에서 LA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향링크 LBT를 수행하여야 함. 상향링크 LBT를 수행
하기위한 scheduling, PUCCH 설계등의논의가필요함.
․Multi-carrier: Release-13의 LTE-LAA에서는 기존 carrier 

aggregation의 제약에 따라 총 5개의 carrier를 사용할 수
있었음. LTE-LAA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5 GHz 비
면허대역의되도록많은 carrier를사용하는것이필요함. 
LTE-LAA가 총 640 MHz 대역폭에해당하는 32개의 ca- 
rrier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
․Dual connectivity: LTE-LA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동일공간에설치되어있지않거나, non-ideal back- 
haul로 연결된 기지국 간에서도 면허대역과 비면허대
역의 LTE-LAA 지원이 가능해야 함. 이러한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선환경 변수값, 동기요구조건 등의

[그림 8] Qualcomm이 구축한 LTE-LAA 테스트베드[8].

[그림 9] Release-14에서의 LTE-LAA 진화방향[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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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필요함.
․Complexity reduction: 고속데이터 전송을 위해 다수의

carrier를 사용함에 따라 HARQ 등 프로토콜의 최적화, 
연산복잡도의 최적화 등이 요구됨.

Ⅲ. 결  론

본고에서는 비면허대역을 활용하는 LTE-LAA의 표준화
동향을 알아보았다. LTE-LAA는 폭증하는 무선트래픽을 적
은 투자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

문에통신사업자들을중심으로큰관심이집중되고있다. 이
러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LTE-LAA는 이른 시일 내에 상
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LTE-LAA는 부족한 주파
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핵심기술로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주목해야할 기술이다.

참 고 문 헌

[1] An OpenSignal Report, 2015, https://opensignal.com/
[2] T. Doumi, M. Dolan, S. Tatesh, A. Casati, G. Tsirtsis, K. An- 

chan, and D. Flore, "LTE for public safety networks",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vol. 51, no. 2, pp. 106-112, Feb. 
2013.

[3] R. Lascoux, "3GPP IoT Standardization Status", ETSI M2M 
Workshop, Nov. 2015, http://www.3gpp.org/news-events/3gpp- 
news/1766-iot_progress.

[4] 조한벽, "V2X 국제 표준화 현황", TTA Journal, vol. 160, 
No. 07/08, pp. 37-42, 2015년 7월.

[5] 3GPP TR36.889, "Study on License-Assisted Access to Un- 
licensed Spectrum", Jun. 2015.

[6] ETSI EN 301 893, Harmonized European Standard, "Broad- 
band Radio Access Networks (BRAN); 5 GHz high perfor- 
mance RLAN", 

[7] A. Mukherjee et al., "Licensed-assisted access LTE: Coexi- 
stence with IEEE 802.11 and the evolution toward 5G", in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vol. 54, no. 6, pp. 50-57, 
Jun. 2016.

[8] Qualcomm, "Leading the path towards 5G with LTE Ad- 
vanced Pro", https://www.qualcomm.com, Jan.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