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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7년 12월 원주~강릉구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250km/h급 철도통합무선망(LTE-R)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

었다. LTE-R은 음성 및 영상 통화, 고속 데이터 전송, 커버리지 이중화 및 DU 이중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UL, DL 
각 10MHz의 한정된 대역폭을 사용하므로 효율적인 무선자원 활용이 필요하다. 기존의 Unicast 방식은 주파수 효율

이 제안적으로 사용자 수가 증가할 경우 망 부하로 인하여 서비스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야 하는 LTE-R 특성 상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면 eMBMS를 통한 Multicast 방식을 적용하면 영상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수가 늘어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전 계산값과 시험을 통

해 LTE-R 망 부하를 고려한 Unicast 기반의 사용자 임계수를 도출하고 향후 LTE-R의 eMBMS 상용화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December 2017, the world’s first LTE-R for 250km/h high-speed railway was commercialized with the opening of 
Wonju-Gangneung high-speed railway. LTE-R has many advantages such as voice and video call, high-speed data 
transmission, coverage redundancy and DU redundancy. But it requires efficient use of radio resources because of a 
limited bandwidth of 10MHz for UL and DL, respectively. The existing unicast scheme has limited high frequency 
efficiency so when the number of users increases, service is limited due to the network load, which could be a problem 
for LTE-R in terms of stability and reli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multicast scheme via eMBMS can provide stable 
service even if the number of video users is high. This paper derives the number of unicast scheme users considering the 
LTE-R network with LAB test and calculation result, and proposes implementation plans and considerations for eMBMS 
commercialization on 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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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철도무선통신방식인 LTE-R의 세계최초 원주~강릉

구간 상용화를 시작으로 대용량 영상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무선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LTE-R 환경에서 한정된 대역폭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기 위한 영상전송의 임계치를 실험을 통해 확

인하고, eMBMS 기술 적용 전·후의 효과를 분석 제시

함으로써 향후 eMBMS 기술 적용시 필요성 및 시스템 

고려 사항, 구성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Ⅱ. eMBMS 기술

2.1. 기술 개요

eMBMS(evolved 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는 LTE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빅 데이터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전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일반적인 이동통신 기술은 하나의 전송단에서 하나의 

수신단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단대단 (point-to-point) 
통신 기술인데 반해, MBMS는 하나의 전송단에서 다수

의 수신단에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대다 (point- 
to-multipoint) 통신 기술이다[1]. eMBMS를 통해 대용

량의 콘텐츠를 네트워크 부하 없이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은 물론 도입 비용 최소화, 
다양한 신규 서비스(예: 실시간 방송, PTT) 적용 등의 

장점이 있다. Use Case로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MCPTT 
서비스가 있으며 표 1 및 표 2는 각 서비스를 Unicast 방
식 또는 eMBMS를 통한 Multicast 방식으로 사용 시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Table. 1 eMBMS Use Case 1 : Streaming Service

Service Streaming

Unicast

Multicast 
via 

eMBMS

Table. 2 eMBMS Use Case 2 : MCPTT Service

Service MCPTT

Unicast

Control Center

Ÿ No simultaneous indication to thousands of people 
in one area
Ÿ Number of users is more restricted for video calls

Multicast 
via 

eMBMS

Control Center

Ÿ Simultaneous indication to thousands of people in 
one area
Ÿ A Number of users can use video calls

2.2. 표준화 동향

2005년 완성된 3GPP Release 6에서 WCDMA 기술

에 기반한 방송 규격인 MBMS가 최초로 발표되었다. 
MBMS의 주요 목표 서비스는 스트리밍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등 이었으나, 대역폭 한계 등의 문제

로 상용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후 LTE 기반의 

eMBMS는 3GPP Release 9에서 새로이 규격화 되었다. 
eMBMS는 확장된 대역폭을 이용한 TV 서비스 및 

Diversity 기술의 하나인 MBSFN 기술을 이용한 고효

율 방송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Release 15, 16
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MBMS 관련 3GPP 표준화 동

향은 표3과 같다[2-8].

Table. 3 3GPP MBMS Standardization

Release Status Contents

6 Closed

Introduced MBMS to simultaneously transmit 
multimedia data to multiple UEs through 
UTRAN, which is the foundation of 
WCDMA system. 

7 Closed
Added MBSFN transmission method,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of 
M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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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MBMS 구현의 필요성 검토

일반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전달은 

특정 지역 내에서 데이터 이용이 일시에 몰릴 경우 한

계가 있다[9]. 그림 1은 원주~강릉구간 철도통합무선망

(LTE-R)에서 IP 카메라와 상용 IP 카메라 APP을 휴대

용단말기에 설치하여 시행한 CCTV 스트리밍 시연 사

진이다. 그림 1과 같이 1 Cell에 있는 사용자 수가 적을 

경우 고속 환경에서도 Unicast 방식의 CCTV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LTE-R, PS-LTE 등 통합

공공망 사용자가 밀집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지점에서

의 Unicast 방식의 MCPTT 서비스 또는 CCTV 스트리

밍 서비스는 네트워크 부하가 생겨 영상품질 열화 및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LTE-R 환경에서 

한정된 자원(10MHz 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roadcast 방식의 솔루션인 eMBMS 도입은 필요하다

Fig. 1 CCTV Streaming Demonstration (2017.09.07.)

2.4. eMBMS 구현방안

2.4.1. 기 구축된 LTE-R 시스템 고려

eMBMS 기반 MCPTT 서비스는 많은 사용자가 몰리

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MCP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차 운행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용량의 영상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다. 그림 2는 eMBMS 기반 LTE-R 구성도(안)이다. 

Fig. 2 LTE-R Interface Diagram

eMBMS 기반 MCPTT 서비스의 LTE-R 상용화를 위

해서는 현재 구축된 LTE-R 시스템에 신규 구성요소인 

MCE, MBMS-GW, BM-SC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MCE장비 신규추가, MBMS-GW는 SAE-GW에 소

프트웨어 업그레이드, BM-SC는 PTT 서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eMBMS 연동을 위

해 MME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네트워

크 장비, 기지국 장비, 단말에 설정 변경 등이 필요하다.

2.4.2. 서비스 정책 고려

2.4.2.1. 무선자원 할당 정책

eMBMS는 3GPP Release 13을 기준으로 1 프레임당 

최대 6개의 하부 프레임을 전용 자원으로 할당이 필요

하다. eMBMS 전용 자원 할당 시 그림 3과 같이 LTE-R
의 DL 데이터 전송속도는 감소한다. 따라서 전체 

LTE-R의 가용 데이터 용량에서 철도운영을 위해 필요

한 각종 서비스(음성통화 및 문자, 신호데이터 전송, 
IoT서버시 등) 용량 및 우선 순위를 고려한 eMBMS 자
원할당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Release Status Contents

8 Frozen
Started eMBMS standardization to provide 
multimedia broadcasting service in LTE 
network.

9 Frozen Included eMBMS in the standard.

10 Frozen Added counting technology for grasping the 
number of UEs interested in multimedia 
broadcasting and technology for supporting 
the mobility of UE receiving broadcasting 
service.

11 Frozen

12 Frozen

Detailed standardization for MBMS 
improvement in progress.

13 Frozen

14 Frozen

15 Open

16 Open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2, No. 6: 903~909, Jun. 2018

906

Fig. 3 eMBMS Radio Resource Allocation Example 

2.4.2.2. 서비스 지역 설정

eMBMS는 DU 단위로 동일한 영상 서비스가 그림4
와 같이 일괄 제공된다. 현재 구축된 철도통합무선망

(LTE-R)은 끊김없는 서비스를 위해 RRU를 교번 배치

하였고, 이러한 RRU 교번 설치로 eMBMS 서비스 지역과 
DU 및 RRU 서비스 지역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eMBMS 설정시 이에 대한 세심한 조정 또한 필요하다.

Fig. 4 eMBMS Service Area Example 

Ⅲ. LTE-R 망 부하를 고려한 영상서비스 임계치 
계산

3.1. eMBMS 무선자원 할당

LTE는 한 프레임당 10msec 구간에서 10개의 하부 프

레임(subframe)으로 구성된다. 표준에는 그림 5와 같이 

10개의 하부 프레임 중 0, 4, 5, 9번 프레임은 eMBMS용
으로 할당되었다. 즉 전체 LTE-R 무선자원 중 최대 40% 
까지 eMBMS 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10]. 

applicable subframe

n/a subframe

Fig. 5 LTE DL Frame Structure

본 논문에서는 임계치 계산을 위해 최대 자원할당이 

가능한 4개의 하부 프레임(subframe)을 eMBMS 전용

으로 할당하였다. 

3.2. QoS 설정

QoS는 원주~강릉구간 철도통합무선망(LTE-R)과 

동일한 표 4와 같이 설정하여, 영상 PTT 그룹통화는 

QCI 2를, GBR (Guaranteed Bit Rate)은 UL 525 kbps, 
DL 840 kbps로 설정하였다. 

Table. 4 PTT Media(Video) QoS Setting

Service Resource 
Type QCI

UL [kbps] DL [kbps]

GBR MBR GBR MBR

PTT 
Media 

(Video)
GBR 2 525 1024 840 1024

3.3. 단말 임계수량 도출

철도통합무선망(LTE-R)의 성능은 표 5와 같이 개활

지에서 RSRP –110dBm 기준 98% 이상 커버리지 및 

DL 평균 전송속도 35.950 Mbps를 만족한다. 

Table. 5 Wonju-Gangneung LTE-R Coverage & Data 
Throughput

Location Track Station
Major Facilities
(Signal Station,

Depot)

Track Area
Coverage

99.717%
(RSRP –110dBm 이상)

Avg.
Throughput

[Mbps]

DL 35.950 53.154 61.124

UL 15.304 19.755 20.419

설정값을 토대로 전계강도별 잔여용량의 평균을 

라고 정의하고, 영상 PTT 그룹통화 시 영상 지연이 

발생하는 단말 수량 을 원주~강릉구간 평균 DL전송

속도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



  
≓

이는 통해 eMBMS 도입전 기 구축된 철도통합무선망

(LTE-R)의 성능을 고려한 1 Cell에서의 이론적 동시 영상

서비스 가능 단말 임계수량은 약 41대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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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시험환경 시험

시험은 원주~강릉 철도통합무선망(LTE-R)와 동일

한 센터설비를 갖추고 있는 KT 연구개발센터에서 

eMBMS를 구현하여 시행하였으며, 시험환경에서 Unicast 
및 Multicast (eMBMS) 방식의 영상 서비스인 PTT 그
룹 영상통화 시험을 시행하였다.

4.1. 시험 개요

시험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및 절차는 그림 6 및 표 

6과 같다. eMBMS 기술 구현을 위해 구성요소인 MCE, 
MBMS GW, BM-SC는 시연용으로 임시 구성하였다. 
Unicast PTT 그룹에 휴대용단말기를 2대씩 추가 또는 

제거 후 영상 PTT 그룹통화를 시행하고 영상 지연 발생 

시 단말 수량을 기록하였으며, 전파환경을 고려한 전계

강도를 강전계·중전계·약전계로 조정하여 동일 시험을 

진행하였다. Multicast (eMBMS) 시험은 Unicast 시험 

완료 후 약전계 환경에서 단말 시료 총 80대(스마트폰

형·무전기형 각 40대, RRU당 가용 이용자수로 임의설

정)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Fig. 6 LAB Test Configuration

Table. 6 LAB Test Procedure

1) Set eMBMS Active on Samsung Access EMS
2) Adjust field strength(Strong·Moderate·Weak) by changing 

value of attenuator on Samsung Access EMS
3) Measure data throughput via DM by connecting Smartphone 

type UE to laptop
4) Add or remove two UEs(Smartphone/PTT type 1 each) 

to/from Unicast group on dispatcher
5) Make video PTT group call of Unicast group
6) Record the number of UE when video delay occurs
7) After Unicast test, make video PTT group call of Multicast 

(eMBMS) group of 80 UEs(Smartphone/PTT type 40 
each) under weak electric field.

4.2. 전파환경 측정

시험환경 전파조건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형 휴대용 

단말기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DM을 통한 전계강도에 

따른 DL 및 UL 데이터 전송속도를 10초씩 5회 측정하

였다. 표 7은 측정한 DL 및 UL 데이터 전송속도의 평균

값이다.

Table. 7 LAB Test Average Data Throughput

Field Strength (RSRP)
Average Data Throughput

DL UL

Strong (-88 dBm) 33,805 kbps 22,096 kbps

Moderate (-99 dBm) 28,792 kbps 22,363 kbps

Weak (-106 dBm) 26,270 kbps 22,178 kbps

4.3. 시험환경에서의 무선자원 용량 계산

1 Cell에서 개의 단말로 이루어진 Unicast 그룹의 

영상 PTT 그룹통화 시 DL 최소 전송속도, min
(kbps)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in   ×  (2)

여기서 은 영상 PTT 그룹통화 시 DL 

GBR(kbps)을 나타낸다. 그리고 영상 PTT 그룹통화 시 

1 Cell의 잔여용량(Free Capacity)   (kbps)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min  (3)

식 (2)과 (3)을 사용하여 시험환경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잔여 용량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RSRP 및 잔

여 용량이 감소할수록 영상품질 열화 및 지연이 발생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8 LAB Test Data Throughput & Free Capacity
Field 

Strength
(RSRP)

UE
Number

DL min. 
Throughput

DL Avg. 
Data 

Throughput

Free 
Capacity

Strong
(-88dBm) 38 31,920 kbps 33,805 kbps 1,885 kbps

Moderate
(-99dBm) 32 26,880 kbps 28,792 kbps 1,912 kbps

Weak
(-106dBm) 28 23,520 kbps 26,270 kbps 2,750 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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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표 9와 같이 eMBMS 적용전 Unicast 영상 

PTT 그룹통화 시 영상 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말 

수량은 강전계에서는 38대, 중전계에서는 32대, 약전계

에서는 28대였다. 즉, 전계강도가 낮을수록 영상을 동

시에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말 수량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eMBMS 적용 후 약전계 환경

에서도 총 80대 단말로 시행된 Multicast (eMBMS) 영
상 PTT 그룹통화 시 영상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함

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적용전·후 52대(200% 향상)
의 단말 접속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able. 9 LAB Test Result Summary

No.
Field 

Strength 
(RSRP)

Scheme
Number of UEs when video 

delay occurs
Smartphone PTT Total

1 Strong 
(-88 dBm) Unicast 19 19 38

2 Moderate 
(-99 dBm) Unicast 16 16 32

3
Weak (-106 

dBm)

Unicast 14 14 28

4 Multicast
(eMBMS)

No video delay with 80 UEs 
(Smartphone/PTT type 40 each)

그림 7~9은 전계강도별 DM에서 측정한 시험환경 

RSRP 값이며 표 10~13은 시험 항목별 상세 시험 결과

이다.

Fig. 7 RSRP: Strong Electric Field (-88 dBm)

Fig. 8 RSRP: Moderate Electric Field (-99 dBm)

Fig. 9 RSRP: Weak Electric Field (-106 dBm)

Table. 10 Unicast Test: Strong Electric Field(-88 dBm)

Field
Strength

Strong 
(-88 dBm) Scheme Unicast

Procedure

- Make video PTT group call by adding 
smartphone/ptt type UE one by one each 
(eMBMS inactive group)

- record the number of UEs when video delay 
occurs

Result Video delay occurred with 38 UEs
(Smartphone/PTT type 19 each)

Table. 11 Unicast Test: Moderate Electric Field(-99 dBm)

Field
Strength

Moderate
(-99 dBm) Scheme Unicast

Procedure

- Make video PTT group call by adding 
smartphone/ptt type UE one by one each 
(eMBMS inactive group)

- record the number of UEs when video delay 
occurs

Result Video delay occurred with 32 UEs
(Smartphone/PTT type 16 each)

Table. 12 Unicast Test: Weak Electric Field(-106 dBm)

Field
Strength

Weak
(-106 dBm) Scheme Unicast

Procedure

- Make video PTT group call by adding 
smartphone/ptt type UE one by one each 
(eMBMS inactive group)

- record the number of UEs when video delay 
occurs

Result Video delay occurred with 28 UEs
(Smartphone/PTT type 14 each)

Table. 13 Multicast Test: Weak Electric Field(-106 dBm)

Field
Strength

Weak
(-106 dBm) Scheme Multicast

(eMBMS)

Procedure - Make video PTT group call
(eMBMS active group)

Result No Video delay with 80 UEs
(Smartphone/PTT type 40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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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평균 데이터 전송속도

약 35Mbps를 고려할 때 eMBMS 적용전 Unicast 영상 

PTT 그룹통화가 가능한 단말 임계치는 이론값 41대와 

실험값 38대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약전계 환경을 고

려하면 이론값 41대와 실험값 28대가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Ⅴ. 결  론

eMBMS 기반 MCPTT 서비스 시험을 통해 LTE-R 
성능이 고려된 전계강도 등 조건 및 사용자 수에 따른 

유니캐스트 방식의 한계점과 멀티캐스트 방식을 이용

한 유니캐스트 방식의 한계 극복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시험 결과에서와 같이 약전계 구간의 전파환경을 고

려하면 동시 영상전송은 28대 이상을 넘지 못한다. 이는 

LTE-R 기지국 간격 1km구간에서 사고 발생 시 다른 서

비스(음성, 문자 및 신호데이터, Iot 서비스 등)에 필요한 

데이터 할당을 고려하면, LTE-R 영상서비스를 통해 사

고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에는 

필요한 데이터 가용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철도통합무선망(LTE-R)은 음성 및 데이터 전송 신

뢰성과 안정성뿐 아니라 영상을 통한 실시간 현장파악 

등 활용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정된 주파수 

대역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대용량 영상통

화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eMBMS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판단된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eMBMS 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LTE-R 서비스별 용량

을 정하여, 영상서비스 용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특

히 기술적으로 구현시 DU서비스 지역과 eMBMS 서비

스 지역이 상호 충돌되지 않도록 기지국 설정방안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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