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술표준이슈

3GPP RAN 제89차 기술 총회
이상욱 LG전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3GPP RAN(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Radio Access Network) 기술 총회는 FDD와
TDD 모드에서 3세대, 4세대,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표준단체이다. 작업그룹(working group)별로는, 물리 계층(RAN1), 프로토콜
계층(RAN2), 무선접속 노드 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RAN3), 단말, 기지국의 무선 성능
(RAN4), 그리고 단말 인증 테스트 규격(RAN 5)을 정의한다. 또한 이동통신사, 통신 관련 제조
업체, 기관 등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관련된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표준을 제정하고 승인
한다.
2020년 9월에 개최된 RAN 제89차 기술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취소되고 비대
면 전자회의 형태로 9월 14일(월)부터 18(금)까지 5일간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LG전자, 삼성전
자, ITL, ETRI, TTA, SK Telecom, KT, LGU+ 등 제조업체, 이동통신사 및 기관에서 참석했다. 의
장은 Nokia의 발라즈 버테니(Balazs Bertenyi)이고 부의장은 에릭슨의 스티븐 헤이즈(Stephen
Hayes), China Mobile의 쑤 샤오동(Xiadong Xu), NTT Docomo의 나가타 사토시(Satoshi
Nagata)이다.
RAN 89차 기술총회에서는 Rel-15 SIB24, Rel-16 기술 아이템 점검, Rel-17 표준 일정 및 RAN
WG4의 Rel-17 비주파수(non-spectrum) 기술 아이템 승인 등을 다루었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SIB 24 이슈
5G 기지국이 시스템 정보가 포함된 SIB1(System Information Broadcast 1)을 수신할 때 이
SIB24의 스케쥴링 정보가 SIB1에 있으면 기존에 시장에 풀린 단말의 일부는 SIB1을 디코딩하
지 못한다. 이 경우 SIB1을 내려보낸 셀을 차단된 셀로 간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AN2에서 오랫동안 기술논의를 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RAN 총회에 문제 해결을 의
뢰했다. 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9월에 기술적으로 합의된 CR(Change Request)을 승인하
자고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삼성의 CR이 승인되어 기술적 문제는 해결됐다. 관련 테스트 케이
스 제정을 위한 표준 논의도 RAN5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단말도 SIB24
를 수신할 수 있어 기존 단말의 SIB24 수신 문제가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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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각 작업그룹의 Rel-16 표준 진행 현황
RAN1의 MIMO와 positioning 관련 기술 아이템은 종료됐고 비면허 대역 5G 기술인 NRU(New
Radio-Unlicensed)는 2020년 12월로 표준 종료가 연기됐다. NR-U가 연기된 이유는 6GHz 대역
(5.925 ~ 7.125 GHz)의 표준 포함과 관련된 단말 RF 규격이 RAN4 표준에서 미국(6GHz 대역
비 면허 사용 허가)과 중국(6GHz 대역 비 면허 사용 계획 없음)간의 주파수 사용차이로 합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3 Rel-17 표준 일정
코로나19로 계속된 비대면 전자회의로 인해 하위 각 기술 그룹(RAN1/2/3/4/5)의 표준이 예상
보다 늦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2사분기 RAN 88 기술 총회에서는 애초에 예상했던 Rel-17 표
준 완료 일정(RAN1 기준)을 2021년 3월에서 2021년 9월로 6개월 연장했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종료일까지 표준 종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89차 기술 총회에서는
Rel-17 표준 완료 일정(RAN1 기준)을 2021년 12월로 3개월 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확
정은 2020년 12월에 개최 예정인 RAN 90차 기술 총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림 1][1]은 확정된 2020년 4사분기와 2021년 상반기 작업그룹별 회의 일정이다. 주목할 점
은 각 작업그룹 회의 이후 지역별 휴일을 고려하여 휴지기(Inactive period)를 정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11월 작업그룹 회의 이후 미국의 추수 감사절(2020년 11월 23일~29일), 2020년
12월 RAN 총회 이후 크리스마스 연휴(2020년 12월 21일~21년 1월 3일), 2021년 2월 작업그
룹 회의 이후 한국/중국의 음력 설 연휴(2021년 2월 8일~21일), 2021년 3월 RAN 총회 이후
부활절 연휴(2021년 3월 29일~4월 5일), 2021년 4월 작업그룹 회의 이후 일본의 연휴(2021년
4월 26일~5월 9일)가 해당된다. 휴지기에는 작업그룹 혹은 RAN 기술 총회의 이메일 상에서
어떠한 이메일 논의나 GTW(GoToWebinar – 3GPP 전자회의 도구)를 사용한 전자회의도 허락
되지 않는다.

[그림 1] 2020년 4사분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표준 회의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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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는 합의된 Rel-17 표준 일정이며 2020년 12월에 개최될 제90차 RAN 기술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합의된 일정에 의하면 Rel-17 RAN1 작업그룹의 표준 완료는 2021년 12월,
RAN2/3/4 작업그룹의 Rel-17 표준 완료는 stage 3 freezing 일정인 2022년 3월, ASN.1
freezing은 2022년 6월로 연기되어서 RAN1 작업그룹 기준으로 2020년 9월 대비 3개월 더 연
장되며 최초 예정일인 2020년 3월 대비해서는 6개월이 더 연장되는 셈이다.

[그림 2] 3개월 연기된 Rel-17 표준 일정

2.4 각 작업그룹별 Rel-17 TU 현황
이번 회의에서는 Rel-17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작업그룹에서의 기술 아이템별 TU(Time
Budget)도 재조정되었다. TU는 한 회의장에서 기술 아이템별로 할당되는 논의 시간에 대한 가
상의 시간 예산 개념으로 1TU 는 대략 2시간에 해당되며 한 회의장에서 하루에 4개의 TU가
존재하고, 5일간 회의를 진행할 경우 20개의 TU가 확보된다. 하지만 작업그룹별로 동시에 진
행되는 회의장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총 TU 개수는 각 작업그룹별로 상이하다.

2.5 RAN4 비주파수 기술 아이템
이번 RAN 총회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RAN4 작업그룹의 Rel-17 비주파수 기술 아이
템을 승인하는 것이었다. RAN4의 경우 주파수 관련 기술 아이템은 2020년 6월 RAN 88총회에
서 결정되었으나 비주파수 기술 아이템은 약 2개월간의 이메일 논의 과정을 거친 후 RAN 89
총회에서 총 8개의 신규 기술아이템이 승인되었다. 기술 카테고리 별로는 RF(Radio Frequency)
관련 기술아이템 2건, RRM(Radio Resource Management) 관련 기술아이템 2건, 고속철도 관
련 기술아이템 2건, 수신 성능 관련 기술아이템 2건이 승인되었다.
RF 관련 기술 아이템 2건은, 7GHz 이하 주파수(FR1-Frequency Range 1: 410MHz ~
7125MHz)에서 SUL(Supplementary UL) 대역의 MIMO, 전송 스위칭 및 고출력 단말 관련된 RF
를 다루는 ‘RF enhancement in FR1’[2]과 초고주파 대역(FR2-Frequency Range2 : 24.25 GHz
~ 52.6 GHz)에서 대역 간 주파수 집성 및 송신 RF 회로의 교정(Calibration)을 위한 전송갭
(Gap) 등을 포함한 RF의 진화를 다루는 ‘RF enhancement in FR2’[3]이 해당된다.
RRM 관련 기술아이템 2건은, 이동 간의 단말 측정 패턴의 진화와 전송 신호의 안테나 포트
스위칭과 핸드오버 등에 관한 진화를 다루는 ‘RRM enhancement’[4] 와 ‘Measurement Gap
enhancement’[5] 가 해당된다.
고속철도 관련 기술아이템 2건은, FR1에서의 고속철도 관련 ‘FR1 High Speed Train (HS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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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주파 대역 고속철도에 대한 기술 아이템인 ‘FR2 HST’[7]이 해당된다.
수신성능 관련 기술아이템 2건은, 진화된 IRC(Interference Rejection Combining) 단말 수신기
와 기지국 256QAM 수신 성능을 다루는 ‘Demodulation Enhancement’[8], 단말의 1024QAM
수신 성능을 다루는 ‘DL 1024QAM in FR1’[9]이 해당된다.

3. 맺음말
RAN 제89차 총회에서는 비대면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논의와 전자회의 시스템(GTW)을
활용하여 많은 표준 진척을 이루었다. 그것은 시장에 나와 있는 단말의 동작을 지원하기 위한
SIB-24 이슈 해결과 Rel-17 표준 일정 합의, 작업그룹별 Rel-17 기술 아이템 논의 시간 확정
및 Rel-17 RAN4 비주파수 기술 아이템 승인 등이다. Rel-17 표준 일정은 2020년 12월 7일 ~
12월 11일에 비대면 전자회의 방식으로 개최될 RAN 제90차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12월 회의에서는 차기 Release에 대한 기술 아이템 제안에 관한 논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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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TA 저널 제192호
(코로나 이슈로 각 표준화기구의 표준화회의가 연기ㆍ취소됨에 따라 TTA 저널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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