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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의 보급에 따라 무선 인터넷 이용은 가정이나 사무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고속열차, 버스 등

이동체내에서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2010년 대비 1,000배 이상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하여 통신사

업자의 이동통신망 구축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1]. 현재 국내 도시철도 전동차내에서는 이동통신 트래픽 분

산을 위하여 WiBro 기반의 이동 무선백홀망(이후, 백홀망)으로 Wi-F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유효전송속도가 약 10Mbps

이하이므로, 동시 접속자가 많은 경우에는 접속이 되지 않아 사용자의 불만이 매우 높으며, 고속철도(KTX)에서도 LTE(Long

Term Evolution)망을 백홀망으로 이용하여 Wi-F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슷한 실정이다. 이동통신망은 주파수효율, 스

펙트럼 대역폭, 셀 밀도 등에 의해서 기지국 수용용량이 결정 되므로 Small cell 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의

대도시는 이미 셀 반경이 50m에 근접하고 있어 이 기술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6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방식은 고속환경에서 64QAM의 고효율 변조방식이나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안테나 기술 등의 사

용이 어렵고,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역폭을 확장하여야 하지만 포화상태인 Cellular 주파수의 사용대역폭을 늘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아직까지 상업적 활용도가 적은 10GHz 이상의 밀리미터파 주파수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개

인당 1Gbps급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세대 5G 이동통신기술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시작되고 있다[2-6].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전동차에 1Gbps급의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MHN을 이용한 백홀망을 제안한다. 무선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AP(Access Point)를 차량에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의 지상 기지국과 이용승객들 사이에서 릴

레이(Relay)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동차 한 편성에 대하여 1.2Gbps 이상의 전송속도로 데

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WiBro백홀망 대비 100배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도

시철도의 무선망은 MHN 백홀망을 적용하고 전동차 내부의 유선망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All-IP 네트워크로 구성함으로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wireless backhaul technology based on MHN(Mobile Hotspot Network) which uses

a wide frequency band of millimeter wave to provide wideband Wi-Fi services for subway passengers. Performance analysis

of MHN up and down links, based on data: up and down links structure analysis of physical layer and simulation study of

the MHN wireless backhaul link model, show that the proposed MHN-based wireless backhaul network can transmit data

at a 1.2Gbps data rate and provide Internet service 100 times faster than that of conventional WiBro-based wireless back-

haul network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MHN technology is appropriate for subway mobile networks.

Keywords : Subway Train, Wireless Backhaul Network, MHN, Wi-Fi, mm Wave

초 록 도시철도 전동차 승객에게 초고속 Wi-F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밀리미터파 대역의 광대역 주파수

를 사용한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인 MHN(Mobile Hotspot Network)을 이용한 새로운 이동무선백홀망 구축기

술을 제안하였다. MHN의 상하향 링크 물리계층의 데이터 전송 구조에 대한 분석 및 이동무선 백홀 링크 모델

링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링크 성능을 분석한 결과, 1.2Gbps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기존의 WiBro

기반 이동무선백홀에 비해 100배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철도 무선데이

터망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도시철도차량, 무선백홀망, MHN, 와이파이, 밀리미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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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도시철도 전동차에서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7].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

서는 도시철도에서의 무선데이터서비스환경을 측정하였고, 3장에서는 도시철도에 적용하기 위한 MHN 시스템 구성을 제시

하고, 상하향 링크의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슬롯 구조 및 안테나 다이버시티 기법을 제안한

다. 4장에서는, MHN 백홀망 링크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상하향 링크의 성능을 분석하고 도시철도에의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하며, 5장에서는 결론을 정리하였다.

2. 도시철도에서의 무선데이터 서비스

서울지하철 8호선 17개역 구간의 전동차 객실 내에서 Wi-Fi 및 LTE망의 다운/업로드 속도를 각각의 단말과 노트북 PC

를 연결하여 Fig.1과 같이 측정 프로그램으로 측정한 결과, 개소에 따라 편차가 있었으나 Wi-Fi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7.9Mbps, 업로드 속도는 1.9Mbps이고, LTE의 다운로드 속도는 50Mbps, 업로드 속도는 15Mbps로 확인되었다. 측정결과는

Fig.2와 같이 구간별로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구조의 터널내부에서 반사파와 산란파에

의한 전파간섭 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8]. 또한 지하철 탑승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8호선에서 측정한 결

과이므로 객실당 수백 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의 서비스 속도는 더욱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WiBro 백홀망의 유효속도가 10Mbps이고, 객실내의 Wi-Fi 동시 사용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사용

자당 0.1Mbps 밖에 되지 않는다.

3. 도시철도에서의 MHN 백홀망 구성

3.1 시스템 구성

밀리미터파(10GHz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Gbps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이 진행 중인 기

술은 소형셀 기반의 저속보행자 환경에서 사용자 단말과 기지국이 직접 밀리미터파로 송수신하는 1계위 시스템인 Giga Korea

의 5G 기술과, 백홀망은 밀리미터파로 송수신하고 이동체내의 액세스 링크는 기존의 6GHz 이하의 무선랜(Wireless LAN)

또는 펨토셀(Femtocell)을 이용하는 2계위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9]. 도시철도에 제안하는 MHN 백홀망의 구성도를 Fig.

Fig. 1. Pictures of the test for transmission speed.

 Fig. 2. Download speed test of Wi-Fi and LTE in Seoul Metro Line 8.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 기반의 도시철도 무선백홀망 구현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3호 (2015년 6월) 225

3에 보인다. MHN 백홀망은 차량용 밀리미터파 백홀망의 송수신 단말인 mTE(MHN Terminal Equipment), 기지국의 RF 및

안테나를 포함하는 mRU(MHN Radio Unit), 기지국 모뎀을 포함하는 mDU(MHN Digital Unit) 및 외부시스템과 연결을 위

한 mGW(MHN Gateway)로 구성된다. 하나의 mGW에는 다수의 mDU가 광케이블로 연결되며, mDU에는 여러 개의 mRU

가 연결된다[10]. MHN 시스템의 기본 주파수 대역폭은 125MHz로서, OFDM 전송방식을 사용하며. 대역폭 확장은 125MHz×N

배로 확장(Carrier Aggregation) 될 수 있다. 또한, 밀리미터파의 강한 경로손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안테나는 송수신 모두 빔

형성 기술을 사용한다. 이동국 단말(mTE)은 전동차 전후방에 별도로 장착되며, 각각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데

이터 수신이 가능한 구조인 Co-channel multi flow 구조 기반으로 무선채널 전송속도를 2배까지 향상시킨다. mRU 간격은

1km를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전동차 속도 100km/h 기준으로 평균 36초마다 한번씩 핸드오버가 발생한다. MHN 시스

템은 기본적으로 셀룰라 이동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정해진 선로를 따라 이동하는 도시철도의 이동환경에 적합한 구조

로 변형하여 끊임없는(Seamless) 핸드오버가 가능하도록 한다[11]. 즉, 전동차의 진행방향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점을 이용

하여, 진행방향의 핸드오버 예정 기지국으로 하여금 상향링크 신호 수신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핸드오버 지연을 최소화

한다. 또한 핸드오버 준비를 위해 이동국 단말(mTE)이 Target Cell Searching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향링크

동기신호(Synchronization Signal)를 설계하였다.

3.2 무선링크 슬롯 구조

MHN 백홀망의 상하향 링크는 기본적으로 OFDM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패킷 데이터 전송단위의 기본인 1개 슬롯 길이

는 1msec이고, 1개 슬롯은 40개의 OFDM symbol로 구성된다. OFDM 부반송파(sub-carrier)가 점유하는 스펙트럼폭은 180kHz

이고, 기본 대역폭 125MHz내에 600개의 부반송파(108MHz 점유)가 전송되며, 나머지 대역은 OFDM 신호의 Guard 밴드로

사용된다. 이러한 구조는 LTE 이동통신시스템의 무선전송 프레임 구조를 밀리미터파의 광대역 주파수 대역폭에 맞추어 최

적화한 구조이다. Table 1에 LTE 이동통신 규격과 MHN 백홀 무선링크 제안규격[12-14]을 비교하였다.

Table 1에서 알수 있듯이 MHN 시스템과 LTE방식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CP 길이로서 CP 길이는 delay profile의

최대 확산 지연(maximum delay spread)보다 커야 한다.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며 커버리지가 1km 정도인 MHN 시스템의 경

우 기존의 셀룰라 시스템에 비해 delay spread가 작다. Table 1의 MHN 백홀 시스템의 CP길이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였다. 또

한 MHN 시스템은 규격상 최대 500km/h까지 지원가능 하도록 규격이 설계하였으나, 도시철도 환경에서는 100km/h 미만

으로 적용한다.

MHN 무선링크에서 하나의 슬롯은 Reference 신호와 데이터채널 및 제어채널로 구성되며, 상하향 링크의 구성은 약간 다

른 구조로 되어 있다. 하향링크 슬롯은 Fig. 4와 같이 구성된다. 하향링크에서 제어채널과 데이터 채널은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으로 구분되며, 제어채널은 40개의 OFDM 심볼 중 앞부분의 4개의 OFDM 심볼을 사용한다. 제어채널은 공통

시스템 정보 전송, 데이터 패킷 제어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데이터 채널은 나머지 OFDM 심볼(5~40)을 사용하여 데이터

Fig. 3. Wireless backhaul system based on MHN.

Table 1. Specifications of LTE and MHN backhaul network.

Parameters LTE MHN Backhaul

Bandwidth 1.4/3/5/10/15/20 MHz 125 MHz×N

Carrier spacing 15 kHz (Normal) 180 kHz

Symbol length excluding CP 66.7 µsec 5.56 µsec

CP length 4.7 µsec 0.69 µsec

Sampling rate 30.72 M sample 183 M sample

User experience data rate Less than 50 Mbps @ 20 MHz 1 Gbps @ 250 MHz

Target maximum vehicle speed 350 km/h 500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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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송한다. 제어채널은 QPSK 변조만 사용하고 있으나, 데이터채널은 상향링크 채널 feedback 정보에 따라 QPSK, 16QAM,

64QAM의 변조기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무선채널이 양호하지 않을 때는 QPSK 송신을 하고, 양호할 때는

64QAM 송신을 하여 데이터 전송속도를 채널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환시킨다. Reference 신호는 제어채널 및 데이터

채널 영역의 일부를 점유하는데, Reference 신호를 OFDM 주파수/시간 resource의 중간에 삽입하여 수신단에서 제어채널 혹

은 데이터채널 복조시 코히런트 복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수신기에서 Reference 신호로 무선페이딩 채널을

추정하여 데이터 복조 시에 채널 왜곡을 보상함으로써 복조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상향링크에는 송신 다이버시티가 적용되는데 송신되는 2개의 안테나에 대한 Reference 신호와 데이터 채널의 배치도를 Fig.5

에 보인다. 2개의 안테나로 전송되는 Reference 신호는 각각 짝수 및 홀수번째 부반송파로 전송하여 송신되는 Reference 신

호가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상향링크에서의 Reference 신호는 단말의 이동속도에 따른 도플러 주파수 천이에 의

한 성능 감쇄를 기지국에서 용이하게 보상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기존구조(LTE)에 비해 제안한 슬롯 구조의 장점은 첫

번째 밀리미터파의 광대역 스펙트럼을 사용하면서 Gbps 급의 고속데이터 전송에 유리한 구조이다. 두번째 장점은 특히 상

향링크 Reference 신호 구조와 관련되는데 시속 500km/h 환경에서도 도플러 shift에 의한 상향링크의 성능 감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 부분이 LTE 규격과 많이 다른 점이다.

3.3 안테나 다이버시티

MHN시스템의 차량용 단말(mTE)은 전후방 운전실에 각각 1대씩 설치하고, 하나의 단말에 2개의 안테나를 장착하여 다

이버시티 기법을 이용하여 지하철 터널과 같은 무선 페이딩 채널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구성한다. 단말에서의 수

신은 양쪽안테나로 들어온 신호를 디코딩 전에 심볼 단위로 컴바이닝하는 MRC(Maximal Ratio Combining) 방식을 사용하

며, 단말의 송신은 WCDMA, LTE 등 이동통신의 Alamouti encoding에 기반한 송신 다이버시티 기술을 사용한다. 상향링

크는 각각의 단말 안테나에 서로 직교한 Reference 신호를 송신하여 기지국 수신단에서 Alamouti decoding시에 2개의 단

말 송신 안테나 신호에 대하여 무선채널정보를 간섭없이 추출되도록 하며,상향링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심볼의 Alamouti

encoding된 송신신호는 인접한 두 심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Fig. 4. Downlink OFDM slot structure.

Fig. 5. Uplink OFDM slo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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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심볼구간에서는 첫번째 안테나로 s1이 송신되고 두번째 안테나로는 이 송신되며, 두 번째 심볼 구간에서는 첫번째

안테나로 s2이 송신되고 두번째 안테나로는 이 송신된다. *는 complex conjugate이다. 기지국 안테나에서 수신된 첫번째

심볼 r1 및 두번째 심볼 r2는 각각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α1은 이동국 단말의 첫번째 안테나와 기지국 안테나간의 무선채널성분을 나타내고, α2는 이동국 단말의 두번째 안

테나와 기지국 수신안테나간의 무선채널성분을 나타낸다. 두개의 인접한 수신심볼 r1 및 r2로부터 수신기는 원래의 신호 s1

및 s2를 아래와 같이 추정한다.

(3)

여기서,  및 는 무선채널에 대한 추정치로서 Fig. 4의 Reference 신호를 이용하여 추정되는 값이다. 식(1)과 식(3)은

3세대 셀룰라 이동통신(WCDMA)과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사용되는 Alamouti encoding 및 decoding 알고리즘으로써,

MHN 시스템에서도 상향링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4. 시뮬레이션 및 성능분석

4.1 링크 모델링

MHN 백홀망의 상하향 링크는 데이터 채널 링크를 중심으로 Fig. 6과 같이 모델링하여 나타낼 수 있다. 

Fig. 6. Link model of MHN wireless backhaul network.

송신안테나를 통해 송출되는 OFDM 심볼의 시간 연속적인 신호 s(t)는 CP길이를 포함한 심볼 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모

델링할 수 있다.

 (4)

여기서, N은 FFT size 이고, TCP는 CP 길이이며, 는 부 반송파 간격(subcarrier spacing), ak는 부 반송파에 실리는 변조

심볼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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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G 이동통신에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고 있으며, 3GPP에서는 2015년 9월부터 밀리미

터파 채널 모델연구가 진행 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하철 8호선 터널구간에서 31.5GHz 테스트 시스템으로 전파

환경을 측정하여 Rayleigh 페이딩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LOS가 보장되지 않는 지하철 터널환

경에서 Rayleigh 페이딩이 일어나는 이유는 터널이 Wave Guide역할을 해서 많은 다 경로 성분이 수신단에 도달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시스템 분석 시 사용하는 tapped-delay line모델에 기반한 Rayleigh 페이딩 환경을 적용하였다. 지하

철 터널의 채널 특성을 시뮬레이션 할 경우, 무선 채널의 임펄스 응답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여기서, ai는 지하철 터널에서 송신 안테나로부터 송출된 신호가 수신 안테나에 도달하는 경로들의 크기(path amplitude)를

나타낸다. 하나의 경로는 무수히 많은 분산파의 중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경로 크기 ai에 대해 시변 페이딩(Time-

varing fading)현상을 유발한다. 이것은 다음 식과 같은 도플러 스펙트럼을 갖는 이동통신에서의 Rayleigh 페이딩으로 나타

낼 수 있다[15].

(6)

여기서, fD(=v/λ)는 차량의 이동국 속도 v와 밀리미터파의(31.5GHz) 파장의 함수로 주어지는 최대 도플러 천이(maximum

Doppler shift)이다. 상대적인 지연확산(relative delay spreads)은 0, 10, 30, 40, 60, 100ηsec로 정의하였다.

4.2 상하향 링크 성능 분석

Fig. 6의 무선링크모델을 이용하여 MHN 백홀망의 상하향 링크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에 적용된 MHN 상하향 링크의 무선전송 관련 주요 파라미터를 Table 2에 보인다. Table 2의 OFDM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링크 성능을 분석한 결과, 하향링크의 성능은 Fig. 7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수

신 안테나에서의 비트 당 신호 대 잡음비(Es/No)이고 세로축은 BLER(Block Error Rate)이며, 3개의 그래프는 각각 QPSK,

16QAM, 64QAM으로 전송했을 경우의 Es/No값에 따른 BLER을 나타낸다. 여기서, BLER 10-1 은 하향링크에서 데이터 패

킷을 10개 보냈을 때 평균 1개의 패킷이 에러가 난다는 의미이고, 10-2는 100개를 보냈을 때 1개가 에러가 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하향링크에서 BLER이 10-1이기 위해 요구되는 Es/No은 변조방식에 따라 다르며, QPSK방식에서 1dB, 16QAM방

식에서 6.5dB, 64QAM에서 11 dB임을 알 수 있다. MHN 시스템에서는 에러가 난 패킷은 재전송(HARQ)을 통해 복구한다. Fig.

8은 상향 링크에서의 Es/No값에 따른 BLER을 나타낸다. 상향링크에서 BLER이 10-1이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Es/No은 각

각 QPSK에서 2.5dB, 16QAM에서 7dB, 64QAM에서 12.4dB임을 알 수 있다.

Fig. 7과 Fig. 8에서 상/하향 링크의 BLER 커브의 기울기가 다른 이유는 Fig. 4 및 Fig. 5에 보여진 상/하향 링크의 reference

신호의 배치 차이 때문이다. 즉 상향링크 및 하향링크 모두 코히런트 복조를 수행하게 되는데(Reference 신호로 먼저 채널

을 추정한 후 데이터 복조시 채널 성분을 보상하여 복조하는 것을 코히런트 복조라 한다) 이때 Reference 신호의 배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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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s for link level simulation.

Parameter Value

CP length 0.69 usec (128 samples)

Symbol length excluding CP 5.56 usec (1024 samples)

Carrier spacing 180 kHz

Channel model Rayleigh fading

Sampling rate 183 M sample/Hz

FFT size 1024

Vehicle speed 100 km/hr

Code rate 1/3 (Turbo code)

Type of modulation QPSK, 16-QAM, 64-QAM

Diversity for down-link 1x2 Rx diversity

Diversity for up-link 2x1 Tx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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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따라 채널 추정성능이 바뀌고 채널추정 성능에 따라 복조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하향링크간 BLER 커브의 기울

기 및 performance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Fig. 7 및 Fig. 8에 보인 링크 성능 분석결과는 송신 전력이 동일하다는 조

건하에 분석된 것으로서, 상향 링크에서는 이동국 단말의 송신안테나가 2개 이고 증폭기도 2개 사용함에 따라 송신전력이

최대 3dB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MHN 무선링크의 커버리지(coverage)는 하향링크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링크 버짓 분석

링크 성능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MHN 백홀망의 링크 버짓을 분석함으로써, 기지국 배치 간격과 주어진 대역폭 조건에서

도시철도 차량에 제공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전송속도를 산출하고 WiBro 기반의 백홀망과 전송속도를 비교 분석한다. 링

크버짓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철도에 적용된 MHN 백홀망의 RF 관련 주요 파라미터를 Table 3에 보인다.

기준 주파수는 현재 개발중인 MHN 시스템이 사용하는 주파수인 31.5~31.75GHz 이고 대역폭은 250MHz이며, 송신전력

1W를 기준으로 64QAM 변조 및 1/3 code rate를 적용하여 Reference 신호 및 제어채널 추가분을 고려하면 하향 링크에서

약 400Mbps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하향 링크에서 BLER 10-1, 10-2에 대한 요구 Es/No은 Fig. 7로 부터 각각 11dB 및

15.5dB이다. Table 3에서 Rx 수신감도(Sensitivity)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ensitivity = −174dBm + 10Log(BW in Hz) + NF + Req.SNR[dB] (7)

여기서, Req.SNR은 BLER 10-2 혹은 BLER 10-1에 대해 Fig. 7로부터 제시되는 값이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커버리지는

Fig. 7. Downlink performances. Fig. 8. Uplink performances.

Table 3. MHN Parameters for link budget analysis.

Classification Definition Remark

Frequency (fGHz) 31.5~31.75 GHz

Bandwidth (BW) 250 MHz

Type of modulation 64QAM

Code rate 1/3

Data rate(1 mTE) 400Mbps

Req. SNR

(Down link)

15.5 dB BLER 10-2

11 dB BLER 10-1

Tx power 20 dBm

Tx antenna gain (Gtx) 22 dBi

Rx antenna gain (Grx) 22 dBi

Noise figure (NF) 8 dB

Rx sensitivity
66.5 BLER 10-2

71 BLER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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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링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Fig. 7만을 사용하였다. 수신신호 세기(Rx Signal Strength)는 다음의 수식으로 주어지며

Rx Signal Strength = Tx power + Gtx + Path Loss + Gtx[dB] (8)

여기서, Path Loss는 경로손실로서 자유공간 모델을 사용하면 식(9)와 같이 주어진다. 서울지하철 8호선 터널환경에서의 측

정 결과 터널에서의 경로손실은 자유공간에서의 경로손실과 유사하였으며, 이는 터널이 도파관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Path Loss = 92.45 + 20log fGHz + 20log dm[dB] (9)

여기서, fGHz는 MHN 주파수이고, dm은 미터 단위의 송수신 거리이다. 최종적인 링크 버짓 계산에서 Margin은 다음 식과 같

이 주어지며, 거리에 따른 Margin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Margin = Rx Signal Strength − Sensitivity[dB] (10)

Table 4로부터, 기지국과 이동국 간의 전송거리가 2km일 경우 1/3 code rate의 64QAM이 동작 가능하며, 대역폭 250MHz

에서 전동차 앞뒤의 이동국은 각각 400Mbps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체 전동차에서는 800Mbps의 데이터

전송을 구현할 수 있다. 전송거리가 1km일 경우에는, Margin이 8.1~12.6dB 로서 1/2 code rate의 64QAM 동작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전송속도가 600Mbps가 된다, 열차 전후방 운전실 각각의 이동국이 서로 다른 지상국을 통해 지상과 통신 할

경우, 합계 1.2Gbps의 데이터 서비스를 전동차에 제공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MHN 이동무선백홀 기술을 적용하여 기지국 안테나를 터널내부에 1km 간격으로 설치한다면, 전동차 한

편성에 1.2Gbps 이상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현재의 유효속도 10Mbps 이하 Wibro 백홀망에 비해 120배의 데

이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확장되는 무선백홀의 데이터 전송속도에 따라서 열차내의 Wi-Fi 품질도 향상

되어야 하므로 열차내의 Wi-Fi AP는 IEEE 802.11ac규격을 적용하여 최대 1Gbps 이상까지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MHN

시스템은 대역폭을 확장하거나 MIMO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백홀 데이터 전송속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열

차 환경(지하철/KTX)은 LOS환경과 NLOS 환경이 혼재하는 환경으로서 향후 LOS 환경 및 NLOS 환경에 모두 만족하는

advanced MIMO 기술 등이 추가로 연구 되어야 한다. MHN 시스템은 2x2 MIMO방식을 도입할 경우 주파수 효율을 2배

로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250MHz의 대역폭으로 2.4Gbps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파수 효율이 10bps/Hz에 근접

하므로, 대역폭을 1GHz까지 늘릴 경우에는 MHN 백홀망의 전송용량이 10Gbps까지 확장되어 수 백명 이상의 도시철도 승

객이 동시에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결 론

도시철도 지하구간 전동차에 초고속 Wi-Fi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밀리미터파 광대역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MHN

백홀망 적용을 제안하고, MHN 백홀망 상하향 링크의 성능 및 링크버짓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MHN 기지국과 이동국간 전송거리가 1km일 경우에, 대역폭 250MHz에서 약 600Mbps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전

동차 전후방에 각각 이동국을 설치하고 서로 다른 기지국을 통해 통신할 경우에는 총 1.2Gbps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즉, MHN 이동무선백홀 기술을 적용하여 기지국 안테나를 1km 간격으로 설치하면, 전동차 한 편성에 1.2Gbps급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유효전송속도가 10Mbps 이하인 Wibro 백홀망에 비해 120배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2) 지하철 터널의 경우 2×2 MIMO방식을 적용하면 주파수 효율을 2배로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MIMO방식을 적용할 경

우에는 250MHz 대역폭으로 2.4Gbps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이때 주파수 효율이 약 10bps/Hz가 되기 때문에, 대역폭을

1GHz까지 늘릴 경우 백홀망의 전송용량을 10Gbps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Table 4. Link budget analysis of MHN system.

Classification
Distance

250 m 500 m 750m 1 km 2 km

Rx signal strength -46 -52.4 -55.9 -58.4 -64.4

Margin (BLER 10-2) 20.5 14.1 10.6 8.1 2.1

Margin (BLER 10-1) 25 18.6 15.1 12.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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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기술은 5세대 이동통신기술의 일부로서, 철도와 같은 고속그룹이동체를 위한 무선통신기술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

다. 향후, 광대역 신호처리 및 RF 구현기술과 Robust Group 핸드오버 기술, Advanced 빔 형성 및 MIMO 기술 개발을 통

한 성능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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