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통신] Broadcast/Unicast 다중화 표준화 동향
3GPP2 TSG-C WG3에서는 7월 회의에서 합의된 3G 진화 시스템의 기본틀에 기반한 요소
기술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요소 기술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술은 다중
안테나 기술, 부분 주파수 재사용(FFR:Fractional Freqeuncy Reuse), 방송 지원, VoIP의 효
율적 지원을 위한 그룹 자원 할당, LDPC 채널 코딩, 제어채널 상세 설계와 같은 부분들이
다. 그 중 방송(broadcast) 트래픽을 unicast 트래픽과 다중화하는 기술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Broadcast/Unicast 다중화
Unicast를 지원하는 OFDM 시스템에서 broadcast를 다중화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
식들이 논의되고 있다.
· 시간다중화(TDM)
· 주파수다중화(FDM)
· 중첩(Superposition)
· 다중안테나를 이용한 다중화
TDM은 시간 슬롯별로 broadcast와 unicast를 분리하여 할당 하는 것이다. Unicast가
hybrid ARQ를 사용함에 따라 일정 주기의 재전송이 발생하게 되고 특정 슬롯을 주기적으로
방송에 할당하게 된다.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폭이 커지는 경우 broadcast에 할당되는 자원
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FDM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FDM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broadcast에 할당하는 것이다. 동일한 트래픽이 다수의 셀에서
전송되므로 이를 간섭없이 수신하기 위해 broadcast OFDM 심볼에 unicast보다 큰 cyclic
prefix 길이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unicast와 broadcast간에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Unicast
와 broadcast 부반송파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unicast와 broadcast 대역간 주파수 보
호 대역을 설정해야 한다.

<그림 1> Broadcast/Unicast의 중첩

Superposition은 <그림 1>과 같이 unicast를 지원하는 신호와 broadcast 를 지원하는 신호
를 중첩하여 전송하고, 단말은 broadcast 신호를 간섭제거하여 unicast 신호를 수신하게 된
다. Broadcast는 SFN(Single frequency network)을 이용하여 높은 coverage를 보장하게 되
므로, 단말은 broadcast를 신호를 제거하기가 용이하다. superposition되는 unicast 신호는
간섭제거기를 장착한 단말에게 전송되는 신호가 스케쥴링 된다. Superposition되는 신호들
간의 간섭으로 인한 제어신호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어신호가 전송되는 부반송파
는 superposition하지 않는다.

<그림 2> 다중안테나를 사용한 중첩

<그림 2>는 다중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unicast와 broadcast 신호의 중첩을 나타낸다. 각
layer를 unicast 혹은 broadcast 단일 신호로 운영할 수도 있다. 다중 layer를 broadcast에
사용하는 경우 throughput 증가와 broadcast coverage 감소와의 상관관계는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표준 진행 방향
3GPP2에서는 1xEV-DO를 위해 2004년 OFDM에 기반한 Enhanced BCMCS(broadcast and
multicast service)표준을 제정한바 있어 E-BCMCS에 사용된 기술들이 다시 논의되리라 예
상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unicast와 broadcast의 다중화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
며, 12월 3GPP2 회의에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GPP2는 내년 상반기 표준 완
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술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할 경우 기술논의를 위한 추가 작
업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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