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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템

에서 사물인터넷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해 파일럿 지원 기회적 전송 기반의 새로운 임의 접속 기법을 제안한다. 제
안하는 기법은 임의 접속 절차 3단계에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때 다수 개의 상향링크 자원 중 하나의 자원을 임의

로 선택하여 기회적 전송을 하는 동시에 데이터 복호를 위해 각 데이터 패킷에 다중화하는 상향링크 파일럿 신호 또

한 임의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패킷 충돌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확률 모델을 이용하여 

패킷 충돌 확률 및 상향링크 자원 효율 관점에서 제안한 기법을 수학적으로 분석 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의 유효

성을 확인하고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ABSTRACT 

Recently, 5G cellular systems have been attracted great attention as a key enabler for Industry 4.0.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random access based on pilot-assisted opportunistic transmission to support internet-of-things (IoT) 
scenario in cellular networks. A key feature of our proposed scheme is to enable each of IoT devices to attempt 
opportunistic transmission of its data packet in Step 3 with randomly selected uplink pilot signal. Both the opportunistic 
transmission and the pilot randomization in Step 3 are effective to significantly mitigate the occurrence of packet 
collisions. We mathematically analyze our proposed scheme in terms of packet collision probability and uplink resource 
efficiency. Through simulations, we verify the validity of our analysis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our proposed 
schem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scheme outperforms other competitive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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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5G 이동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사물인

터넷 (Internet-of-Things; IoT), 자율주행, 클라우드와 같

은 다양한 서비스 지원의 핵심 기반으로써 중요한 역할

을 한다 [1]. 최근 사물인터넷 단말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기지국 (base station)이 수용해야 하는 사물 단말 

(IoT device)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
부분의 사물 단말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수면 모드 

(sleep mode) 상태에 있지만 상향 링크로 전송할 패킷이 

생성될 경우 임의 접속 (random access; RA)을 수행하여 

기지국과 연결을 맺게 된다 [2]. 각 기지국이 관할하는 

사물 단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기지국

에 접속을 시도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이
때 한정된 자원 (예: 프리앰블)으로 인해 자원 충돌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3]. 
수년 간 임의 접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충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3-5]. 
고정된 위치에 있는 사물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전파 지

연 시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

물 단말이 프리앰블 전송 후에 수신하는 임의 접속 응답 

(RA response; RAR)에 포함된 시간 정렬 (timing 
alignment; TA) 정보를 이용하여 자원 충돌 여부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3]. [4]에서는 서로 

거리가 충분히 떨어진 공간 그룹에게 동일한 프리앰블

을 할당하는 프리앰블 재사용 기법을 제안하여 자원 충

돌 확률을 낮추었다. [5]에서는 검출된 프리앰블로부터 

다수의 임의 접속 응답을 생성하고, 각 사물 단말에게 

다수의 응답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응답이 가

리키고 있는 상향링크 자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

하게 함으로써 자원 충돌 확률을 보다 낮추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셀룰라 IoT 네트워크를 위한 파일럿 

지원 기회적 전송 (pilot-assisted opportunistic transmission) 
기반의 임의 접속 절차를 새롭게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

법은 다수 개의 상향링크 자원 중 하나의 자원을 임의로 

선택하여 기회적 데이터 패킷 전송을 하게 함과 동시에, 
데이터 복호(decoding)를 위해 각 데이터 패킷에 다중화 

(multiplexing)되는 상향링크 파일럿 신호 또한 임의로 

선택하게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종래의 (conventional) 
임의 접속 절차 3단계에서의 패킷 충돌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확률 모델을 기반으

로 패킷 충돌 확률 (packet collision probability) 및 상향

링크 자원 효율 (uplink resource efficiency)을 이론적으

로 분석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이 종래의 임의 

접속 기법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고, Ⅲ장

에서는 제안하는 임의 접속 기법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

며 패킷 충돌 확률 및 상향링크 자원 효율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모의실험 결과를 도시한다. 마지

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시스템 모델 

Fig. 1 System Model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시스템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 (OFDMA) 기반의 단

일 셀 네트워크 (예: LTE/LTE-A)를 고려하며, 기지국은 

J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기지국은 복수

의 사물 단말과 기지국 사이 채널 정보를 기반으로 간섭 

제거 수신기 (zero-forcing receiver) 등 안테나 기술을 이

용하여 수신한 복수의 패킷을 동시에 복호 할 수 있다. 
이때, 동시 복호 가능한 최대 패킷 수는 기지국이 가지

고 있는 안테나 개수로 제한된다 [6, 7]. 
많은 수의 사물 단말들이 셀 안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가정한다. 상향링크로 전송할 패킷을 가진 단말

들을 활성화된 (active) 단말이라 하며, N개의 활성화된 

사물 단말이 동일한 임의 접속 채널 (RA channel; RACH)
을 이용하여 임의 접속을 시도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기지국이 사물인터넷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프리앰블 수는 M개이며, 각 사물 단말이 상향

링크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때 동기적 (coherent) 데이

터 복호를 위해 데이터 패킷 안에 상향링크 파일럿 신호

가 다중화되게 되는데, 이때 이용 가능한 파일럿 수는 P
임을 가정한다 [8]. 마지막으로, 기지국은 임의 접속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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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단계에서 수신한 신호를 이용하여 프리앰블을 검출

하게 되며, 검출된 프리앰블로부터 임의 접속 응답을 생

성하는데, 이때 하나의 프리앰블로부터 생성하는 응답 

개수는 R임을 가정한다. 

Ⅲ. 제안 기법

본 장에서는 먼저 제안 기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제안하는 임의 접속 기법의 절차에 관해 설명

한다. 마지막으로, 패킷 충돌 확률 및 상향링크 자원 효

율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

3.1. 주요 특징 

종래의 임의 접속 방법에서는 1단계에서 프리앰블 

충돌이 나더라도 기지국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단계에서 하나의 임의 접속 응답 (RAR)을 전송하게 된

다 [2]. 따라서, 1단계에서 동일한 프리앰블을 이용한 사

물 단말들은 수신한 RAR에 실려 있는 동일한 상향 링크 

허가 정보 (uplink grant; UG)를 이용하여 3단계에서 데

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상향

링크 자원을 이용하게 되며 그로 인해 데이터 패킷 충돌

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할 경우에, 기지국은 

임의 접속 절차 2단계에서 검출된 프리앰블로부터 R개

의 RAR을 전송하며, 각 사물 단말은 R개의 RAR에 각

각 실려 있는 R개의 상향링크 허가 정보 중 임의로 하나

를 선택하고, 선택한 상향링크 허가 정보가 가리키고 있

는 상향링크 자원에 임의로 선택한 파일럿을 다중화하

여 만들어진 임의 접속 절차 3단계의 데이터 패킷을 전

송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R개의 자원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패킷을 전송하는 기회적 전송 

(opportunistic transmission)은 1단계에서 동일한 프리

앰블을 이용한 다수의 사물 단말이 3단계에서 동일한 

자원을 이용하는 확률을 낮춰 패킷 충돌을 피하는데 기

여한다. 또한, 파일럿 랜덤화 (pilot randomization)는 다

수의 사물 단말이 기회적 전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
단계에서 동일한 자원을 이용한 경우에, 안테나 기술을 

이용하여 수신 패킷을 공간 도메인에서 분류하여 패킷 

충돌 확률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Fig. 2 Procedure of our proposed random access scheme

3.2. 임의 접속 절차 

그림 2는 제안하는 임의 접속 절차의 순서도를 보여

준다. 제안하는 임의 접속 절차는 4개의 단계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프리앰블 전송 (Preamble transmissions) : 각 

단말은 M개의 프리앰블 집합에서 1개의 프리앰블을 

임의로 선택하여 임의 접속 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2단계) 다중 임의 접속 응답 (Multiple random access 

response) : 기지국은 임의 접속 채널을 통해 수신한 

신호를 이용하여 어떤 프리앰블이 수신되었는지 검

출한다. 기지국은 프리앰블 검출 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검출된 각 프리앰블에 대한 응답으로써 R개의 

RAR을 전송하게 된다. 각 RAR에는 프리앰블 인덱스 

(preamble index), 시간 정렬 정보, 상향링크 허가 정

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한 프리앰블로부터 생성

된 R개의 RAR은 동일한 프리앰블 인덱스, 시간 정렬 

정보를 가지지만 서로 다른 상향링크 허가 정보를 갖

게 된다. 각 사물 단말은 1단계에서 이용한 프리앰블 

인덱스와 RAR에 들어있는 프리앰블 인덱스를 비교

하며 R개의 RAR을 수신하게 된다. 
∙(3단계) 파일럿 지원 기회적 데이터 전송 (Pilot- 

assisted opportunistic data transmissions) : 각 단말은 

P개의 상향링크 파일럿 신호 중 임의로 1개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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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데이터 패킷에 다중화하고, 수신한 R개의 RAR이 

가리키고 있는 상향링크 자원 중 1개를 임의로 선택

하여 임의로 선택된 파일럿을 다중화한 데이터 패킷

을 전송한다. 
∙(4단계) 승인 (Acknowledgement): 기지국은 간섭 제

거 수신기를 이용하여 상향링크 자원을 통해 수신한 

임의 접속 3단계 패킷을 복호한다. 성공적으로 복호

된 패킷에 대하여 승인 메시지를 전송한다. 승인 메시

지를 수신한 사물 단말은 임의 접속 절차를 성공적으

로 종료하며, 그렇지 못한 사물 단말은 백오프 (backoff) 
시행 후 다음 임의 접속 채널에서 임의 접속 절차를 

재시도 한다.

그림 3은 R = 2, P = 2인 상황에서 제안 기법의 패킷 

충돌 완화 원리를 보여주는 예제이다. 그림 3(a)는 프리

앰블 검출 및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사물 단말 1과 사물 

단말 2는 임의로 프리앰블을 선택하였지만 동시에 프리

앰블 1번을 선택하게 되었고, 사물 단말 3과 사물 단말 4
는 동시에 프리앰블 3번을 선택하게 된 상황을 보여준

다. 그에 따라, 기지국은 프리앰블 1과 프리앰블 3을 검

출하게 되며, 각 검출된 프리앰블로부터 2개의 RAR이 

생성되고 있다 (R = 2). 그림 3(b)는 RAR을 수신한 사물 

단말이 3단계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물 단말 1과 사물 단말 2는 동일한 상향링크 파

일럿 신호를 이용하였지만 서로 다른 RAR을 선택하게 

되어 서로 다른 상향링크 자원을 이용하여 패킷을 전송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고 있다. 사물 단말 3과 사물 단말 

4는 동일한 RAR을 선택하여 동일한 상향링크 자원을 

이용하였지만, 서로 다른 상향링크 파일럿 신호를 이용

하였기 때문에 (P = 2) 기지국에서는 해당 패킷을 충돌

로 인지하지 않고 안테나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복호 할 수 있다.

3.3. 성능 분석

본 절에서는 제안한 임의 접속 기법의 성능을 패킷 충

돌 확률 및 상향링크 자원 효율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분

석한다. 시스템 모델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N개

의 사물 단말이 동일한 임의 접속 채널을 이용하여 임의 

접속을 시도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특정 사물 단말  

관점에서의 패킷 충돌 확률을 구하며, 시스템 관점에서

의 상향링크 자원 효율을 구한다. 

Fig. 3 An illustration for the packet collision mitigation 
mechanism of our proposed scheme when R = 2 and 
P = 2

사물 단말 는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물 단말이 사물 

단말 가 이용한 프리앰블, 상향링크 자원, 파일럿 신

호 모두를 동일하게 선택할 경우에만 패킷 충돌을 겪으

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충돌 없이 패킷을 성

공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패킷 충돌 확률은 다

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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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에서  
 




 



는 N-1개

의 사물 단말 중 n개의 단말이 동일한 프리앰블을 선택

할 확률을 나타내며, 
 



 


는 n개의 단

말 중 j개의 사물 단말이 동일한 상향링크를 선택할 확

률을 나타내고, 







는 동일한 상향링크를 사용하

는 j개의 사물 단말이 서로 다른 파일럿 신호를 선택할 

확률을 나타낸다.
상향링크 자원 효율은 기지국이 할당한 상향링크 자

원이 얼마나 낭비 없이 사용되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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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의 접속에 성공한 사물 단말 수 대 기지국이 사용

한 상향링크 자원의 양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2)

여기서, 는 임의 접속에 성공한 사물 단말의 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 (3)

는 검출된 프리앰블 개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4)

Ⅳ. 모의실험

본 장에서는 제안한 임의 접속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Matlab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모의

실험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표1에 나열되어 있다. 제안

하는 기법은 종래의 임의 접속 기법[2]과 다중 응답 기

반의 임의 접속 기법(multiple RA responses; MRAR)[5] 
의 일반화된 방식으로 동작한다. 따라서, 종래의 임의 

접속 기법[2]은 제안하는 기법을 R=1, P=1인 상황에서 

동작시키는 것과 동일하며, MRAR[5]은 제안하는 기법

을 R>1, P=1인 상황에서 동작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제
안 기법의 성능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종래의 임의 

접속 기법[2]과 MRAR[5]의 성능을 함께 표시하였다. 
모든 그림에서 선과 마커는 각각 분석과 모의실험 결과

를 나타낸다.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 Value

Number of antennas at the BS (J) 4

Number of IoT devices per RA slot (N) 1∼20

Number of available preambles (M) 20

Amount of assigned resources per detected 
preamble (R) 1, 2, 4

Number of uplink pilot signals (P) 1, 4

그림 4는 다양한 (R, P) 조합에 대하여 임의 접속을 

시도하는 사물 단말의 수(N)에 대한 패킷 충돌 확률()

을 보여준다. 경쟁에 참여하는 사물 단말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패킷 충돌 확률이 증가하며, 종래의 임의 접속 

기법 (R=1, P=1)의 성능이 가장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MRAR 기법 이용시 (R=2 or 4, P=1), R 값이 커짐에 따

라 추가로 경쟁하는 상향링크 자원의 양이 많아지므로, 
패킷 충돌 확률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 기법

을 이용하는 경우에 (R=1, 2, or 4, P=4), 동일한 상향링

크 자원을 두 개 이상의 사물 단말이 동시에 이용하더라

도, 사물 단말들이 서로 다른 상향링크 파일럿을 이용하

는 경우에 안테나 기술을 이용하여 패킷 복호가 가능하

기 때문에, 동일한 R의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MRAR 기
법보다 항상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Fig. 4 Packet collision probability for varying the number 
of contending IoT devices per RA slot

그림 5는 다양한 (R, P) 조합에 대하여 임의 접속을 

시도하는 사물 단말의 수(N)에 대한 상향링크 자원 효

율( )을 보여준다. 종래의 임의 접속 기법 (R=1, P=1)의 

경우에는 경쟁에 참여하는 사물 단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패킷 충돌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림 3 참조), 
상향링크 자원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

만, MRAR 기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R=2 or 4, P=1), 패
킷 충돌로 인하여 할당된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줄어

들지만, 검출된 프리앰블에 대해 R개의 상향링크 자원

을 할당하는 형태가 되므로 자원 효율이 떨어지며, 이는 

R 값이 커짐에 따라 효율이 더욱 감소한다. 제안 기법 

사용시 (R=1, 2, or 4, P=4), 두 개 이상의 사물 단말이 임

의 접속 1단계에서 동일한 프리앰블을 이용하고 임의 

접속 3단계에서 동일한 상향링크 자원을 이용할지라도, 
파일럿 랜덤화 기법에 의해 패킷 복호에 성공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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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MRAR 기법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기법은 동일한 상향

링크 자원을 이용하더라도 공간 도메인에서 안테나 기

술을 이용하여 패킷 복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

한 파일럿 양이 충분하다면 ≤   상향링크 자원으로

도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다 [8].

Fig. 5 Uplink resource efficiency for varying the number 
of contending IoT devices per RA slot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셀룰라 네트워크에서 사물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파일럿 지원 기회적 전송 

기반의 새로운 임의 접속 절차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임의 접속 절차 3단계에서 데이터 패킷을 전송

할 때 다수 개의 상향링크 자원 중 하나의 자원을 임의

로 선택하는 동시에 데이터 복호를 위해 각 데이터 패킷

에 다중화되는 상향링크 파일럿 신호 또한 임의로 선택

하게 함으로써 패킷 충돌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

다. 패킷 충돌 확률 및 상향링크 자원 효율에 대하여 수

학적인 분석을 하였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의 타당

성과 다른 경쟁 기법 대비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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