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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세대까지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6GHz 이하의 셀룰러 

주파수를 사용하며 저속 이동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다. 즉, 4세대 이동통신의 요구조건은 저속(3km/h)환경

에 최적화, 중속(~120km/h)까지는 좋은 품질을 제공

하며 고속(~350km/h)에서는 통신접속이 끊어지지 않

는 정도의 서비스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4세대 이동통

신의 요구조건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에 ITU-R 

및 3GPP 등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이다. 2007년 애플의 

iPhone이 출두한 이래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사용량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4세대 

LTE/LTE-A 이동통신 시스템까지 상용화가 되어 이동

통신 가입자들이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받고 있다[1]. 

한편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후에는 지하철/고속철 등

과 같은 그룹이동체 내에서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중

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림 1)은 모바일 인터넷 

이용빈도를 장소별로 나타낸다.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사용자들은 차량외부의 이동통

신망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동무선백홀

과 결합된 WLAN 혹은 펨토셀과 같은 차량 내 이동소형

셀 형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룹이

동체 내의 이동소형셀 지원을 위한 이동무선백홀 기술 동

향을 분석하고 향후 수 Gbps급 이상의 데이터 전송속도

를 지원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기반의 Mobile Hotspot 

Network(MHN) 이동무선백홀 기술을 소개한다.  

II. 국내외 동향  

1. 중국 

중국의 화웨이는 광저우, 쉔젠, 홍콩 등에 GSM-R 기

술을 도입한 이래 2010년 이후 상하이 고속열차에 LTE 

기반 백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속열차의 재

질이 전파가 잘 통과하지 못하여 차량 내부 신호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선로를 위한 전용 셀 구성을 통해 커버리

지를 확보하고 신호품질을 개선하는 방식을 선택하였

다. 하지만 LTE 주파수 대역은 6GHz 이하의 많은 다

른 방송 및 통신 방식과 공유하고 있는 점과 규격상으로 

대역폭이 20MHz×5로 제한되는 점이 백홀 용량의 한

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LTE-Advanced를 백홀 전용으로 

최적화할 경우에는 기존의 백홀에 비해 나은 성능을 보

일 것이 분명하다. 2014년 화웨이 자료에 따르면 최대 

430km/h로 달리는 상하이 고속열차의 30km 구간에서 

평균 25Mbps 데이터 속도를 제공한다[2].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몇몇 대도시에 지하철 Wi-Fi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중국의 Galaxy Valley 유한기술

회사는 2016년 상하이를 포함하여 중국 내 주요 도시에 

지하철 Wi-Fi 서비스를 시작하였다[3]. 2.4GHz 와 

5GHz 대의 ISM 대역 중 일부 대역은 열차와 외부 기지

국 시스템 간 백홀링크로 나머지 대역은 열차 내 AP와 

스마트폰 간 Wi-Fi 액세스링크로 사용한다. 이동환경

에서 백홀링크 용량은 최대 300Mbps 정도이며 이를 열

차 내 AP에 전달하여 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홀

링크의 무선전송기술은 IEEE 802.11ac에 기반하며 이

를 이동환경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열차 내 user 

data rate는 2Mbps 이상은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한 것

이 특징이다. 6GHz 이하의 ISM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

에 대역폭 등의 한계로 Gbps급 이상으로 백홀링크 용량

을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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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최근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Wi-Fi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채널

당 40MHz를 지원하며 열차에 80Mbps를 제공한다. 지

하철 내에서는 객차마다 AP를 설치하여 승객에게 Free 

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 Track line에 설치되는 안테

나 간격은 900m 정도이며 열차 위에 2개의 안테나를 

설치하여 2×2 MIMO를 지원한다. (그림 2)는 모스크바

에 설치된 지하철 Wi-Fi 시스템 개념도이다[4].  

3. 미국 

Trackside 기술을 가진 주목할만한 기업으로 Fluidmesh

를 꼽을 수 있다. 2005년 MIT 연구원들이 창업한 기업

이다. 현재 160Mbps의 backhaul을 보유 중이며 2019년

까지 1.5Gbps backhaul을 목표로 하고 있기때문에 data 

throughput 측면에서 매우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Fluidmesh사는 자사의 기술을 FLUIDITY라고 명명

하였는데, OFDM 기반의 기술로써 다음의 특징을 갖는

다[5]. 

 

- MPLS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 

-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서 패킷 전송에 대해서 

priority와 reliability를 보장함 

- 간섭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우 성능이 높음 

- Latency와 jitter가 매우 낮음 

- Handover에 의한 데이터 손실이 없음 

- 주파수: 2.4~5.9GHz 

- 2×2 MIMO  

- 최대 throughput: 160Mbps 

- AES-128bit encryption 

- Wayside – 장거리 rail 설치 장비의 특성 

* RF 환경에 따라서 안테나 간격은 1~5km 사이 

* 22.5dBi 패널 안테나 사용 

- Wayside – metro rail 터널 구간 설치 장비 특성 

* RF 환경에 따라서 500~1000m 설치 간격 

* 9dBi 패널 안테나 사용 

 

(그림 3)은 열차 track side에 설치되는 FLUIDITY 시

스템의 안테나 구성도를 나타내며 (그림 4)는 열차에 설

치되는 on-board 구성을 보여준다. FM4200 MOBI 제

품으로써 객차 지붕에 sharkfin 안테나와 연결되고 차

량 내부에서는 스위치를 통해서 Wi-Fi AP와 연결된다.  

Fluidmesh 사는 Europe 지역에 70km 구간에 걸쳐서 

GSM-R 인프라를 활용하여 trackside 기지국을 설치하

였다. 최대 400km/h에 이르는 고속열차 구간이며, 

5GHz 주파수를 백홀 주파수로 이용하였고 백홀용량은 

100Mbps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미 지역에 160km/h 

속도의 일반열차에 대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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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METRO 터널 구간에 인프라를 구축하였으

며 육로가 아닌 해로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 예도 

보여주었다. New York의 Hudson, East River, Upper 

NY Bay 등을 운행하는 Ferry의 백홀을 구성하는 프로

젝트를 진행하였다. 열차 선로와 달리 Ferry가 운행하

는 해로에 백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

라서 무선 환경을 측정한 다음 매우 불규칙한 패턴으로 

안테나를 설치해야만 전체 커버리지에 서비스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Fluidmesh사의 이동무선백홀의 경우에도 6GHz 이하

의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주파수 확장에 한계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일본 

일본의 NTT는 고속열차와 지상의 무선 구간에서 

Leakage Coaxial Cable(LCX)을 이용하고 차량 내부에

서는 WLAN을 통해서 AP를 제공한다. NTT Series 

N700은 2009년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일본

의 신간센에 적용되었으며, 270km/h의 고속철도 이동

속도에서 2 Mbps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LCX는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슬롯이 있어 안정된 특성을 

가진 전파를 누설시키며, 전파 도달이 어려운 터널에도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전송범위가 17km 

이상인 LCX 송수신기 62개가 있어야 일본 전역의 신간

센에서 무선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며, 다른 세그먼트 간

에 끊김 없는 핸드오버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큰 

단점은 백홀 전송속도가 WiBro, LTE 백홀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는 점이다[6]. 

한편 무선 광통신을 신간센 고속 열차에서 고속 데이

터 전송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었

다. 일본의 게이오대학에서 제안하였으며, West Japan 

Railway Company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130km/h 속

도의 열차에 설치된 통신 탑재기와 지상에 있는 기지국 

간의 광통신을 통해서 566Mbps 속도의 전송 및 100m 

간격으로 설치된 기지국 간의 핸드오버까지 시연하였다. 

그러나 상용서비스까지 가기에는 안정성과 시장성 측면

에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 

한편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까지 나리타 익스프레스 

열차에 WiMAX 백홀을 이용한 Wi-Fi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최고 40Mbps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40GHz 

주파수를 백홀로 사용하기 위해 터널 등 열차환경에 대

한 전파특성 측정 등 연구가 진행 중이며 관련 결과를 

ITU-R WP5A에 기고하였다[7]. 

5. 유럽 

유럽은 오래된 매우 복잡한 철도망을 가지고 있으므

로, 철도망을 관리하기 위한 이동무선백홀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Railway(GSM-R)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열차의 고속화에 따른 안전성을 보장하고, 철도

망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GSM-R은 

향후 LTE 기반 서비스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8].  

GSM-R 및 LTE-R시스템은 주 용도가 철도 제어용이

다. LTE를 이용한 moving relay의 개념은 (그림 2)와 같

다. 주요 기업들은 LTE 솔루션의 데모를 보였고, 완성

된 솔루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Alcatel-Lucent는 열차 내에서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

해 기존의 GSM-R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LTE-R 기술

을 2016까지 개발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LTE 전송기

술의 개선, 망 연동 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시작

하였다. 

이 회사는 InnoTrans 2014에서 LTE를 기반으로 한 

열차 Ground-to-Train 솔루션을 발표하였다. Alcatel-

Lucent는 데모를 통해서 운행 중인 열차에서 찍은 영상

을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LTE를 사용한 네트워크 

기술의 가능성을 부각했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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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kia는 GSM-R을 이용한 솔루션의 시장 주도 업체

이며, 2014년에도 폴란드에 GSM-R 기반 철도 네트워

크를 제공하였다. 

Nokia는 철도통신의 광대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GSM-R 수출 19개국의 철도시스템의 개혁을 추진 중

이다. FDD-LTE방식으로 시속 350km에서 최대 20Mbps

의 성능을 보고하였다.  

5. 한국 

가. WiBro 백홀 망을 이용한 서비스 

한국의 통신사업자 KT와 SKT는 WiBro 백홀 망을 

국내 주요도시의 지하철에 설치하고 지하철 각 차량에 

WiBro to Wi-Fi 변환장치를 두어 차량 내에서는 Wi-

F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Bro는 국제 표준 IEEE 

802.16을 만족하는 기술로써 IMT-Advanced 요구사항

을 만족하도록 진화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하철에

서 상용화된 WiBro 백홀망은 최대 20Mbps(평균 

10Mbps 이하)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하철 내 수백명 이상의 사용자가 10 

Mbps의 용량을 나누어 사용해야 하므로 서비스 품질이 

매우 저하되어 지하철 내 Wi-Fi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9]. 

나. LTE 백홀 망을 이용한 서비스 

고속철도 KTX에서도 무료로 Wi-F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X의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과 달리 LTE 망

을 사용하고 있다. 즉, LTE 망의 액세스 링크 중 일부를 

KTX의 릴레이 장치가 접속한 후 내부 승객에는 Wi-Fi

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LTE 이동통신망의 무선주파수 

자원을 열차 내 일반 사용자와 릴레이 장치가 나누어 써

야 하므로 Wi-Fi 서비스의 품질이 지하철과 마찬가지

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III. MHN 이동무선백홀 기술 소개 

1. 기본 개념 소개 

Mobile Hotspot Network(MHN) 이동무선백홀 기술

은 밀리미터파(10GHz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 스펙트럼

을 활용하여 고속 이동환경에서 Gbps 급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속도 400km/h 이상에

서도 Gbps 급의 이동무선백홀을 제공한다[1][10]. (그림 

6)와 같이, MHN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밀리미터파를 사

용하는 차량 외부의 이동무선백홀 링크와 6GHz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Wi-Fi 혹은 펨토셀을 이용하는 차

량 내부의 액세스 링크로 이루어진다.  

MHN 시스템은 밀리미터파 백홀 링크와 6GHz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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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액세스 링크로 구성되는 2계위 

시스템이다.  MHN 시스템은 차량에 탑재되는 밀리미

터파 백홀 송수신 단말인 MHN Terminal Equipment 

(mTE), 기지국 RF/안테나를 포함하는 MHN Radio 

Unit(mRU), 기지국 모뎀을 포함하는 MHN Digital 

Unit(mDU), 그리고 MHN Gateway(mGW )로 이루어

진다. 한 개의 mGW에는 여러 개의 mDU가 광케이블로 

연결되며, 마찬가지로 각 mDU에는 여러 개의 mRU가 

광케이블로 연결된다. 

MHN 시스템의 최소 주파수 대역폭은 125MHz이며 

OFDM 전송방식을 사용한다. 반송파 결합(carrier 

aggregation)에 의해 대역폭 확장이 가능하고, 500MHz 

대역폭 사용 시 400km/h의 고속 이동환경에서도 최대 

2Gbps 이상을 이동무선백홀 링크로 전송 가능하다. 

MHN 시스템은 밀리미터파의 높은 경로 손실을 극복

하기 위해 송수신 빔형성 기술을 사용하며, 인접한 두개

의 mRU는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

를 그룹이동체에 제공(Single Frequency Multi-Flow: 

SFMF)함으로써 데이터 효율을 증대시킨다[11]. 

MHN 이동무선백홀 무선전송기술 중 주요 기술은 고

속(최대 500km/h) 환경에서 끊김 없는 Fast 핸드오버

를 제공하기 위한 하향링크 동기신호 구조, Fast 인접셀 

탐색 알고리즘, 그리고 차량의 일정한 이동방향을 고려

한 효율적인 핸드오버 알고리즘 및 고속 이동에 따른 도

플러 쉬프트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상향링크 파일

롯 구조 설계 및 이를 이용한 기지국 수신단의 주파수 

옵셋 보상기술 등이 있다. 

한편, MHN 기술은 20~40GHz에서 동작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동무선백홀은 기존의 셀룰러 방식인 

WiBro, WCDMA, GSM, LTE, IEEE802.11ac 등을 사

용하고 있어서 이동무선백홀 링크의 전송용량이 국내환

경과 비슷한 실정이다. 밀리미터파 기반의 MHN 방식

을 사용할 경우 기존 대비 100배 이상의 전송용량을 확

보할 수 있다. 

2. MHN 기술 시연 및 상용화 추진 현황 

ETRI는 국책과제로 MHN 이동무선백홀기술을 2012

년부터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SKT, KT, 세종텔레콤, 회명정보통신, 

아트웨어, KMW, 클레버로직, HFR, 에스넷ICT와 공동

으로 개발 진행 중이다. 2015년 6월 세종시 국도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하여 무선링크의 용량 시험 및 기술 시

연을 수행하였고 2015년 12월에는 ETRI 내부에 4개의 

mRU를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한 시연을 보였다.  

한편 2016년 1월에는 지하철 8호선 일부 구간의 달

리는 열차환경에서 세계최초로 mmWave 이동무선 백

홀 기술을 선보였다. 시연에 사용된 주파수는 31.5~ 

31.75GHz(250MHz BW) 시험 주파수를 사용하였으며 

mRU는 5개를 지하철 8호선 잠실~송파 구간에 설치하

였고 mDU 및 mGW는 잠실역 통신실에 설치하여 

mRU와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시연하였다. 

(그림 7)에 지하철 8호선 터널벽면에 설치된 mRU 및 

운행 중인 8호선 열차 기관실 창문 안쪽에 설치된 mTE

를 보였다. 

현재 MHN 기술의 지하철에 적용을 위해 공동연구기

관을 중심으로 상용화 준비 중이다. 지하철에 적용될 경

우 상용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11월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FACS)으로 할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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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주파수인 24~26.5GHz 대역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1차 상용제품은 비용측면을 고려

하여 SFMF 기술은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에 주

파수 대역폭을 500MHz를 사용하여 기가급의 백홀 전

송속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3. MHN-E 및 응용 기술(MHN-car, MHN-drone) 

ETRI에서는 MHN 기술의 후속으로 MHN enhance-

ment 기술을 개발 중이다. MHN-E 기술의 주요 특징

은 대역폭을 1GHz까지 확장하고 MIMO 기술 및 SFMF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 10Gbps/train까지 백홀 전송용

량을 증대시킨다. MHN-E 기술의 개발은 2018년 2월

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개발 완료 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여 300km/hr 이상의 고속환경(KTX 구간)에 적

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밀리미터파 기반 MHN 이동무선백홀 기술은 첫번째 

적용 타겟은 그룹이동체의 이동경로가 일정한 열차 환

경이지만 향후 고속도로/일반도로 환경의 버스나 자동

차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MHN-car). 5G 이동통신에서

는 mmWave를 셀룰라 액세스 링크로 사용할 계획이지

만 mmWave의 전파감쇄 특성상 이동체 내에 사용자 단

말이 직접 외부의 기지국으로부터 mmWave를 수신하

여 통신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일반도로의 버

스나 승용차 내 단말이 향후 기가급의 데이터 서비스를 

받으려면 MHN 이동무선백홀 시스템 형태로 되어야 할 

것이다.  

밀리미터파 이동무선백홀기술의 또 다른 적용 분야는 

moving 소형셀 혹은 moving CATV를 위한 drone용 이

동무선백홀 분야이다(MHN-drone). (그림 8)에 MHN-

car 및 MHN-drone 개념도를 보였다. 

VI. 국내외 표준화 현황 

1. TTA 

ETRI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제안한 모바

일 핫스팟 네트워크(Mobile Hotspot Network: MHN)를 

위한 밀리미터파 기반 이동무선백홀 기술의 국내 표준

화 과제가 2014년 6월 3일에 채택되었고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ETRI는 자체 개발한 MHN 이동무선백홀 

전송 규격을 TTA 국내 표준 초안으로 2015년 4월29일

에 제안하였고, TTA 표준화 그룹 WG9061과 PG906의 

위원회 의견 수렴 및 검토와 표준 문서 수정 보완 작업 

등의 일렬의 표준화 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16일 제

87차 표준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국내 표준으로 제정되

었다[12][13][14]. 

2. 3GPP 

5G 이동통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GPP에서는 2015년 9월에 3GPP RAN 5G 

Workshop을 개최하였으며, 새로운 5G 표준화의 방향

을 설정하였다[15]. 이어서 TSG RAN에서 ‘New Radio’ 

접속 기술 표준화를 시작하였고 TSG SA에서 ‘Next 

Generation’ 코어 기술 표준화를 시작하였다. New 

Radio 접속 기술은 기존 LTE 및 LTE-A와 하위 호환성

을 유지하지 않는 대신 IMT-2020에서 제시한 5G 요구

사항 및 사용 사례(Use case)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6]. Next Generation 코어 기술은 다

양한 사용 사례 및 구축 시나리오와 다중 RAT 간 연동

이 지원되는 새로운 구조의 정의를 목표로 한다.  

2016년 3월에 승인된 New Radio 접속 기술 SI(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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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에서 다양한 물리 계층 기술에 대한 초기 단계 평

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변조, 파형, 다중 접속, 채

널 부호화, MIMO 기술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17].  

한편, 다양한 5G 구축 시나리오 중 MHN 기술과 가

장 관련성이 높은 High Speed 시나리오 표준화가 5G 

New Radio에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High Speed 시나

리오에서는 4GHz 또는 30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

여 고속 열차 트랙을 따라 끊김없는 커버리지를 제공하

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18]. 객차 내 사용자 단

말 접속은 4GHz 대역에서는 기지국과 직접 연결 되며 

30GHz 대역에서는 차량에 설치된 Relay를 거쳐 기지국

과 연결 되는 방식을 고려한다. 

그러므로 ETRI는 밀리미터파 대역인 30GHz 대역을 

대상으로 고속 열차에 대용량 백홀 전송 제공이 가능한 

MHN기술을 3GPP 5G New Radio의 High Speed 시나

리오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

여 2016년 4월 RAN1#84bis 회의에서는 MHN 관련 

High Speed 시스템 구조 및 구축 시나리오를 기고하고 

발표 하였다[18]. 이어 2016년 5월 RAN1#85 회의에서

는 High Speed 기술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설정에 참

여하여 시스템 가정 및 파라미터 설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19]. 향후 회의에서는 합의된 파라미터를 

통하여 새로운 High Speed 제안 기술을 평가할 예정이

며, High Speed 제공을 위한 Numerology, MIMO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3. IEEE 802 

한편 최근 IEEE 802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를 위한 밀리미터파 기반의 이동무선백

홀 관련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4년 11

월 ETRI가 IEEE 802.15 working group (WG)의 wireless 

next generation(WNG) 회의에서 ‘mobile wireless 

backhaul for fast moving cells’이란 제목의 기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관련 표준화 활동을 제안하였다 [20]. 발

표 후 IEEE 802.16 WG 의장 Roger Marks와 IEEE 

802.15 WG 의장 Bob Heile의 지지 하에 IEEE 802.15 

WG 내부 논의를 거쳐 high rate rail communications 

(HRRC)란 명칭의 표준화 그룹을 생성하였고 ETRI가 

본 표준화 그룹의 의장직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표준화 그룹은 Interest Group(IG), Study Group 

(SG), Task Group(TG) 중 가장 초기 단계인 IG에 해당

하고[21], 2015년 1월에 열린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현재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IEEE 

802.15 IG HRRC 회의는 현재 IEEE 802.15 WG과 

IEEE 802.16 WG의 협력 하에 공동회의 형식으로 진행 

중에 있고 실제 표준개발을 수행하는 표준화 단계인 TG

의 직전단계 SG로 승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뿐만 아

니라 IG HRRC 회의에서는 향후 규격 개발 시 고려되어

야 할 무선채널 모델과 핵심 후보 기술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ETRI와 IEEE 802.16 

WG을 제외한 주요 참여사로는 중국의 북경교통대학

(BJTU)과 대만의 ITRI가 있으며 BJTU는 2015년 9월

과 11월 회의에서 각각 터널 환경과 도심 환경에서의 

고속철 이동통신시스템을 위한 ray-tracing 채널 모델

링 결과에 대해 기고 및 발표하였다[22][23].  

아울러 ETRI에서도 IG HRRC 회의의 의장직을 꾸준

히 수행함과 동시에 관련 기술 동향, 후보 기술, 그리고 

ETRI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시연 결과 및 관련 측정 결

과 등을 기고하였고[24], 이를 통해 IG HRRC 표준화 

활동 추진을 위한 참여사를 추가 확보하고 2016년 11월 

plenary 회의 혹은 2017년 3월 plenary 회의에서 SG로 

승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V. 결론 

최근 가상/증강 현실(VR/AR) 서비스가 보급 단계에 

돌입하면서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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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은 

VR/AR 컨텐츠가 게임과 동영상 등이 중심이 될 가능성

이 크지만 시장이 확대되면서 문화, 의료, 교육 등 폭 넓

은 영역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VR/AR 서비스가 보편화될 경우 이동통신 데이

터 트래픽의 폭증이 예상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정/

사무실 등 고정 영역뿐만 아니라 열차 혹은 버스 등 대

중교통 승객들에도 확대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인 지하철/고속철/버스 등의 그룹이동체를 위한 기

존의 이동무선백홀 기술 및 현재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밀리미터파 기반의 MHN 이동무선백홀 기술을 소개하

였다. 

밀리미터파 이동무선백홀에 기반한 MHN 시스템을 

선도 개발하여 국내 지하철/열차 등에서 우선 상용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중견업체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하는 것이 MHN 기술개발

의 목표이다. 개발된 MHN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서

울 지하철 및 고속열차 노선에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IT 기술 위상을 국제적으로 홍보하

면 향후 관련업체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많은 기

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약어 정리 

FACS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GSM-R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Railway 

IG Interest Group 

LCX Leakage Coaxial Cable 

mDU MHN Digital Unit 

mGW       MHN GateWay  

MHN Mobile Hotspot Network 

MHN Mobile Hotspot Network 

MHN Mobile Hotspot Network 

mRU MHN Radio Unit 

mTE MHN Terminal Equipment 

SFMF Single Frequency Multi-Flow 

SG Study Group 

TG Task Group 

UE  User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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