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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서

O-RAN 차세대  
프론트홀 적합성 테스트
Open RAN으로 향하는 길
4G 이전 세대에서 무선 접속망(RAN)을 배포할 때에는 동일한 벤더의 공유형 독점 
네트워크 장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다중 벤더 네트워크의 경우 다양한 
벤더의 장비를 네트워크의 여러 부분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벤더의 장비가 
다중 벤더 네트워크의 특정한 부분에서 제대로 조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부분을 단일 벤더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따라 
무선 장치(RU) 제조업체는 베이스밴드 장치(BBU)의 제조업체와 동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한데 모여 LTE의 eNodeB(eNB)를 구성했습니다. 

O-RAN Alliance의 주도하에 전 세계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5G Open RAN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RAN Alliance가 정의한 5G RAN 아키텍처는 단일 벤더,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RAN을 여러 섹션으로 분해합니다. 상호 운용 가능한 표준들이 
이러한 섹션 간의 접점을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O-RAN Alliance는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장비 제조업체, 디바이스 
제조업체, 칩셋 공급업체를 
한데 모아 Open RAN을 
위한 표준과 권장사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민첩한 
RAN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개방형 인터페이스는 소규모 
벤더가 자체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개방형 인터페이스는 다중 
벤더 배포와 보다 경쟁력이 
있는 공급업체 에코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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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여러 벤더의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화: 프론트홀 인터페이스가 독점 일반 공용 무선 인터페이스(CPRI)에서 개방형 
이더넷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더넷을 통해 프론트홀 트래픽의 일반 규격 네트워킹 
장비를 사용한 물리적 노드 간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트래픽이 여분의 용량이 있는 노드와 새로운 베이스밴드 프로세싱 스타트업 
인스턴스로 전달됩니다.

• 가격: 시장 내 경쟁은 비용을 낮춥니다.

• 혁신: 이전에는 기존의 eNB와 상호 운용이 불가하여 소규모 무선 벤더가 네트워크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벤더의 eNB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규모 
벤더가 제공하는 혁신 기술을 배포할 수 없었습니다. 소규모 벤더는 완전한 RAN을 구축할 수 
있는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개방형 인터페이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혁신 속도: 소규모 기업은 대규모 기업보다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이동 통신 사업자들은 
소규모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여 혁신을 가속하고자 합니다.

• 제어 역량 향상: 새로운 네트워크 요소의 가상화를 통해 독점 인터페이스 없이 더 많은 
맞춤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5G O-RAN과 많은 경우의 LTE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O-RAN 중앙 장치(O-CU)는 RAN의 구성요소로 중앙화 및 가상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프로토콜의 패킷 데이터 변환 프로토콜(PDCP) 계층을 담당합니다. 북향 인터페이스는 
코어에 대한 백홀 네트워크이며 남향 인터페이스는 F1 인터페이스입니다. 

• O-RAN 분산 장치(O-DU)는 모든 베이스밴드 프로세싱, 스케줄링, 무선 링크 제어(RLC), 
MAC, 물리 계층(PHY)의 상단 계층을 담당하는 구성요소입니다. F1이 북향 인터페이스이고 
O-RAN 프론트홀이 남향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가상화는 일반적이지만 
FPGA나 그래픽 처리 장치(GPU)와 같은 가속기 형태의 하드웨어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 O-RAN 무선 장치(O-RU)는 PHY 계층 프로세싱의 하단 계층(예: 고속 푸리에 변환(FFT) 
/ 역 고속 푸리에 변환(IFFT), 빔 포밍)을 담당하는 구성요소로 여기에는 무선 송신기와 
수신기의 아날로그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O-RU를 가상화할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O-RAN Alliance의 한 작업 그룹은 규격 구성요소를 사용한 “화이트 박스”  
무선 구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선 구현을 통해 모두가 독점 구성요소 없이  
무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상화와 다릅니다.

그림 1은 3GPP가 gNodeB(gNB)라고 부르는 O-CU, O-DU, O-RU 통합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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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NB의 프로토콜 스택

적합성 및 상호 운용성 테스트
새로운 Open RAN을 구축하려면 엄격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eNB를  
3GPP의 요구사항에 따라 하나의 완전한 독립체로 테스트하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필요한 
테스트 지점은 UE와 백홀 인터페이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Open RAN과 분산형 RAN이 
도입됨에 따라 이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 구성요소를 따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운용성을 위해 구성요소의 조합을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합성과 상호 운용성 테스트는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보통 모든 
요소가 필요한 인터페이스 사양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 테스트를 먼저 완료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요소가 함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상호 운용성 테스트에만 의존하는 것은 차량 제조업체가 
테스트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조립하고 차량의 시동이 걸리고 주행이 가능한지만 
테스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합성 테스트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개별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개별적으로 테스트하는 경우 
테스트 장비가 주변의 네트워크 요소를 에뮬레이션하여 프로토콜의 모든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접근법을 사용하면 상호 운용성 테스트만 진행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Open RAN에서의 배포와 관련된 리스크를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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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테스트의 이점
• 테스트 중인 디바이스(DUT)를 명시된 용량의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 프로토콜 기능을 통해 인터페이스와 기능이 예상대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 상호 운용성 테스트에서는 불가능한 네거티브 테스트를 수행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테스트 과제
프론트홀 적합성 테스트
4G O-RAN과 5G O-RAN의 상호 운용성 테스트 방법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호 운용성 
테스트의 경우 gNB에 해당하는 장비의 조합을 테스트하는데, 4G에서 eNB를 테스트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적합성 테스트의 경우 O-RAN 적합성 테스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O-DU 적합성 테스트
O-RAN 프론트홀 프로토콜의 마스터 노드는 O-DU입니다. O-DU 남향 인터페이스에서는 제어 
및 사용자 평면 프로토콜 메시지가 O-DU에서 O-RU로 전송되며 라이선스 보조 액세스(LAA)
와 업링크 사용자 평면 데이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O-RU는 이러한 메시지를 승인하지 않으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합니다. 

F1 북향 인터페이스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이 무선을 통해 한 개 이상의 UE로 전송됩니다.  
F1 인터페이스는 O-DU에 데이터 포맷, 특정 프로토콜 요소 사용, 적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지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O-RAN 적합성에 대해 O-DU를 
테스트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제어해야 하는데, 전용 포트를 통해서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벤더의 무선이 지원하는 비연속 리소스 블록 할당(섹션 확장 6)을 테스트해야 하는 경우 
O-DU가 해당 섹션 확장을 C-평면 메시지에 포함시키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O-RAN 
적합성 테스트 사양에서는 O-DU의 테스트를 나중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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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U 적합성 테스트
O-RU는 O-DU에 대한 승인 없이 C-평면 명령을 이행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송신되는 데이터 전송 속도는 굉장히 빠르며 타이밍 허용오차 범위도 굉장히 
좁습니다. O-RU의 RF 반응을 분석하여 O-DU 명령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련 작업을 
이행했는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O-RU를 테스트하려면 O-DU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 O-RU가 방출하는 RF 에너지를 수신할 수 있는 벡터 신호 
분석기, 처리를 위해 O-RU로 전송되는 업링크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신호 소스가 
필요합니다. OTA(Over-The-Air) 테스트의 경우 챔버와 포지셔닝 시스템과 같은 
장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O-RU는 5G 또는 LTE 형식의 파형을 필요로 하는데, O-RU가 리소스 요소와 
리소스 블록을 파악합니다. O-RU는 O-DU가 보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리소스 
블록을 “제로 충전”해야 합니다. O-RU는 심볼로 표시된 리소스 블록의 위치와 제로 
충전할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4G처럼 단일 반송파 신호를 사용해 업링크나 
다운링크에서 O-RU를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O-RU는  
MAC, RLC, PDCP와 같은 프로토콜 계층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정교한 UE 
에뮬레이터와 풀 스택 DU 에뮬레이터의 에뮬레이션 기능(UE 모빌리티, 핸드오버, 
UE 연결 절차 등)을 통해 RU를 테스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장비를 사용하여 
테스트 장비를 작동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타이밍 허용오차 범위가 좁기 때문에 O-RU (DUT), O-DU 에뮬레이터, 신호 분석기, 
신호 소스는 일반 클럭에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O-RU는 동기식 이더넷 
연결과 O-DU 에뮬레이터의 S-평면 메시지를 통해 타이밍을 수신합니다. O-DU 
에뮬레이터와 O-RU를 동기화하면 전체 시스템에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O-DU 에뮬레이터는 적시에 신호 생성기가 RF 신호를 O-RU로 보내도록 
트리거합니다.

O-RAN 프론트홀 적합성 테스트 사양의 모든 적합성 테스트는 M-평면 관련 작업과 
S-평면을 통한 동기화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CU-평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CU-평면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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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ER 장비 무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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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U 적합성 테스트 설정
O-RU 적합성 테스트 솔루션에는 O-DU 에뮬레이터, 벡터 신호 분석기, 신호 소스가 포함됩니다. 
적합성 테스트 제품군은 수백 가지의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테스트 시퀀서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2는 O-RAN 적합성 테스트 사양에 존재하는 테스트 장비 
무선(TER)을 보여 줍니다.

전도성 테스트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FR1 무선에서 전도성 테스트 포트를 이용할 수 있거나 제조업체를 통해 해당 
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성 테스트 포트를 사용해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R1 무선에 대규모 안테나 어레이가 존재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모든 포트에 분석기를 배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빔 포밍을 측정하려면 
최소한 포트를 쌍으로 측정해야 하는데, 위상 및 진폭 차이를 측정하려면 최소 2개의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RF 스위치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테스트 장비에 대해 포트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간 필터링이나 빔 포밍 기능을 갖춘 채널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모든 포트를 
동시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출된 결과가 디지털 방식으로 신호 분석기/신호 소스를 
움직여 다양한 지점에서 빔 강도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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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A 테스트
FR1 OTA 테스트는 챔버가 크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FR1과 관련된 전도성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다수의 FR2 무선은 OTA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데 전도성 테스트 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FR2 챔버가 FR1 챔버보다 크기도 작고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무선 RF 측면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외에 테스트 구성은 전도성 테스트와 OTA 테스트가 
동일합니다.

적합한 테스트 선택 방법 
적합성 테스트 사양에는 M-평면, S-평면, CU-평면을 테스트할 수 있는 넓은 섹션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테스트 범주가 존재하는데, 다음 질문을 통해 특정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테스트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O-RU가 심볼 번호 증분 명령(symInc), 리소스 블록(RB), 또는 비연속 RB 할당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리소스 할당 작업을 진행합니까?

• 빔 포밍: O-RU가 기본적인 인덱스 기반 빔 포밍과 고급 빔 포밍 방법을 지원합니까?

• 압축: O-RU가 올바르게 I/Q 데이터를 압축 및 압축 해제할 수 있습니까?

• 지연 관리: 지연 범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O-RU가 올바르게 작동합니까?

• LTE: 무선이 4G LTE 무선인 경우 모든 필수 기능을 지원합니까?

• LAA: 무선이 LAA를 지원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O-DU 에뮬레이터
O-DU 에뮬레이터의 경우 테스트 엔지니어가 한 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실제 5G 파형을 구축해야 
합니다. 파형 생성 기능은 여러 신호 생성기에서 테스트 신호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유사합니다. 5G 프레임에서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파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형에는 동기화 신호, 다중 계층 다중 입력/다중 출력(MIMO), 복조 레퍼런스 
신호(DMRS), 물리적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 물리적 다운링크 공유 채널(PDSCH)이 
포함됩니다. 전력 레벨 제어, 업링크 및 다운링크 신호 구축, 3GPP 규격 프레임 자동 생성 기능도 
보유하고 있으며 O-RAN 적합성 테스트 사양에서 이들을 테스트 신호로 사용합니다. 또한 파형 
생성 기능으로 주파수 도메인 I/Q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8www.keysight.com을 방문하십시오	

해당 작업을 마치면 O-DU 에뮬레이터가 생성된 신호를 적합한 섹션 유형으로 자동 분류합니다. 
그런 다음 테스터가 압축 유형 및 방법과 같은 O-RAN 관련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합니다. 블록 
부동점, 빔 ID, 무게, 정적 또는 동적 방식 사용 여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선택적인 섹션 유형으로는 섹션 유형 0, 확장 안테나 반송파(eAxC) 값, 혼합 
Numerology, I/Q 전력 크기 조정 등이 있습니다. 

O-DU 에뮬레이터는 다운링크 신호를 인식하고 U-평면 및 C-평면 메시지를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업링크 신호를 인식하고 올바른 C-평면 메시지만 생성해야 합니다. O-DU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면 타이밍 관련 제약을 지정하여 무선 지연 범위의 경계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O-DU 에뮬레이터가 다운링크 C-평면 및 U-평면 메시지와 업링크  
C-평면 메시지를 하나의 테스트로 저장합니다. 테스트를 시작하면 신호 생성 단계에서 시간 
제약이 설정된 후에 O-DU 에뮬레이터가 O-RAN 프론트홀 패킷을 O-RU로 전송합니다. 또한 
프레임과 하위프레임 번호를 조정하고 실시간으로 합계를 확인합니다. 

그와 동시에 O-DU 에뮬레이터가 신호 소스를 트리거하여 적절한 지연 후에 업링크 RF를 
전송합니다. O-RU는 지연을 통해 RF 신호를 인식하기 전에 수신한 업링크 C-평면 메시지를 
디코딩 및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호 분석기를 트리거하여 다운링크 RF의 분석을 
시작할 수 있으며 O-DU 에뮬레이터가 전체 테스트를 조정합니다.

트리거링은 시간 분할 듀플렉스(TDD) 무선을 테스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TDD에서는 
업링크와 다운링크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며 시간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O-DU 에뮬레이터와 테스트에 사용되는 나머지 테스트 장비 간의 테스트 조정이 필요합니다.

O-DU 에뮬레이터는 업링크 U-평면 메시지를 캡처하여 해당 메시지에서 주파수 도메인 I/Q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벡터 신호 분석기로 I/Q 데이터를 분석하여 리소스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평가하고 C-평면 메시지의 요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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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소스
신호 소스는 업링크 RF 신호를 생성하는데 이 신호는 O-DU 에뮬레이터에서 생성된 업링크  
C-평면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DU 에뮬레이터에서 생성된 C-평면 
메시지를 신호 생성기에 프로그래밍하여 정확한 사용자 평면(U-평면) 데이터가 RF 신호의 
리소스 블록과 맞춰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O-DU 에뮬레이터와 신호 소스 파형 소프트웨어가 
해당 정보를 공유합니다. 공유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신호 소스 장비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데이터가 사용된 모든 리소스 블록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C-평면 명령을 기준으로 디코딩된 O-RU가 올바른 리소스 블록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소스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초기 트리거 신호에서 정해진 시간을 통해 RF 출력을 
지연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지연 범위의 한계를 테스트하여 무선의 행동을 검증하면서 
마지막 C-평면 메시지부터 RF 송신의 시작에 이르는 범위의 지연을 조정합니다.

신호 분석기
신호 분석기는 DUT가 다운링크 방향으로 생성한 RF 신호를 수신합니다. 해당 신호를 디코딩 및 
복조하여 다운링크 신호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기능이 필수적인 이유는 
다수의 테스트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지정된 리소스 블록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석기의 
결과물을 통해 무선이 C-평면 명령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여 U-평면 데이터를 올바른 영역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신호 소스와 마찬가지로 신호 분석기는 구성 데이터를 O-DU 에뮬레이터와 공유하여 수동 
구성의 규모를 최소화합니다. 수백 가지의 테스트를 수행할 때 테스트 장비를 수동으로 구성하면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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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TA 테스트(좌측) 또는 전도성 테스트(우측) 관련 전체 테스트 시스템을 관리하는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의 예시 

O-RU

단일 프로브

다중 프로브

DUT
포지셔너

TC 개발

테스트
벡터 생성

DUT
컨트롤러

DUT
컨트롤러

관리 제어/
데이터

계측기
드라이버

캠페인 관리자 원격 데스크탑 - TaaS 결과 분석

챔버

흡수체

직접 측정

방사 테스트 전도성 테스트

NF-FF 변환
• 반사장치
• 렌즈

사양
분석기

복수 벤더의 플러그인 복수 벤더의 플러그인 복수 벤더의 플러그인

안테나 포지셔너
컨트롤러

O-RU

신호
발생기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

O-DU
에뮬레이터

테스트 시퀀서
테스트 시퀀서 엔진은 O-RAN에서 필요로 하는 수백 가지의 적합성 테스트를 자동화합니다. 
테스트 시퀀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O-DU 에뮬레이터, 
신호 소스, 신호 분석기를 제어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요소의 테스트 결과를 
수용합니다. 그림 3은 TER에 대한 전체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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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테스트와의 관계
3GPP 사양 38.141-1 및 38.141-2에 명시되어 있는 전도성 테스트는 전체 gNB를 필요로 
하는데, 3GPP가 O-RAN의 개방적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GPP는 O-RAN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무선을 베이스밴드 처리 장치와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O-RAN 프론트홀을 
검증할 때 3GPP 송신기와 수신기 테스트(3GPP 38.141-1/2 6장 및 7장)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O-RAN 적합성 테스트 사양에서 지정한 모든 테스트 파형은 3GPP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테스트 파형을 사용합니다. 페이로드 데이터 부분만 수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는 
3GPP가 지정한 것처럼 모두 제로가 아닌 의사난수 시퀀스에 해당합니다. 비제로 데이터를 통해 
올바른 데이터를 적합한 리소스 블록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그림 4는 업링크 및 
다운링크에 대한 3GPP 테스트 시퀀스를 보여 줍니다.

각 테스트 사례에 설명된 대로 물리적 다운링크 
공유 채널(DCI가 아닌 모든 PRB)이 테스트 
데이터로 채워집니다.

DCU 정보는 모든 슬롯의 첫 심볼에 있는 
처음 세 개의 PRB입니다. DCI 데이터는 모두 
제로로 설정됩니다.

각 슬롯은 복조 레퍼런스 신호(빨간색)와 
사용자 데이터(녹색)를 포함하는 심볼 2와 
11을 제외한 다운링크 데이터를 각 심볼에 
포함합니다.

•

•

•

3GPP NR-FR1-TM1.1 FDD 테스트 신호

그림 5.  다운링크 테스트 신호

주파수 분할 테스트 신호

각 테스트 사례에 설명된 대로 물리적 업링크 공유 채널(파란색으로 
표시된 모든 PRB)이 테스트 데이터로 채워집니다.

UCI(Uplink control information) 또는 SRS(Sounding 
reference signal)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별 슬롯은 DMRS 신호만 포함하는 심볼 2와 11을 제외한 업링크 
데이터를 각 심볼에 포함합니다.
•

•

•

그림 4. 업링크 테스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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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 WG4 적합성 테스트 사양은 O-RAN 프론트홀 표준을 통해 O-RU의 적합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해당 테스트 설정은 3GPP 송신기 및 수신기 성능, O-RAN 적합성과 관련해 무선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3GPP의 경우 테스트가 테스트 모드의 gNB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O-RAN은 O-DU 에뮬레이터를 사용해 무선을 테스트하며 테스트 모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O-DU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3GPP 제8장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O-DU 에뮬레이터에는 없는 MAC 계층 프로세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솔루션
키사이트의 O-RAN 프론트홀 테스트 솔루션은 전체 O-RU 테스트 및 적합성 인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솔루션이 한 개 이상의 키사이트 PXI VXT-II 트랜시버를 보유하고 있어 
DUT에서 RF 신호를 생성 및 수신할 수 있습니다. PXI 섀시가 추가적인 트랜시버를 수용하여 
다중 포트 테스트가 가능하고 FR2 OTA 테스트를 위한 업컨버터도 지원합니다. O-DU 
에뮬레이션 FPGA 플레이어는 O-RU에 대해 초당 펄스(PSS) 신호를 트랜시버에 전송할 수 있는 
트리거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10 / 100 MHz

eCPRI 
Ethernet

O-DU 에뮬레이터 플레이어

PTP

10 / 100 MHz

O-RU
선택적 트리거/PPS

PXIe 트랜시버

트리거/PPS

M9410A M9300A
레퍼런스 모듈

그림 6.  키사이트 O-RU 테스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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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RU 테스트를 위한 키사이트 모듈러 트랜시버 플랫폼 

해당 솔루션은 키사이트의 5G NR용 PathWave Signal Generation 소프트웨어, Open 
RAN Studio, 5G NR용 키사이트 89600 VSA 소프트웨어, 키사이트 KS8400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thWave Signal Generation은 Open RAN Studio와 
키사이트 M9410A 벡터 트랜시버의 송신을 위한 5G 파형을 생성합니다. 

자동 구성으로 업링크에 대한 C-평면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 키사이트 M9410A VXT PXIe 
벡터 트랜시버(VXT)는 동일한 PathWave Signal Generation 구성을 사용해 업링크 RF를 
생성합니다. 캡처한 업링크 I/Q 데이터는 O-RAN 메시지에서 추출되어 분석을 위해 벡터 신호 
분석기로 보내집니다. PathWave Signal Generation 소프트웨어 구성 파일이 자동으로 
필요한 구성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벡터 신호 분석기를 설정합니다. 분석기는 오류 벡터 크기
(EVM)와 같은 RF 관련 파라미터를 측정합니다. 또한 신호를 디코딩 및 복조하여 U-평면 
데이터가 VXT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판별합니다.

다운링크에서 PathWave Signal Generation은 키사이트 Open RAN Studio Builder가 
캡슐화한 5G NR 파형을 생성합니다. Open RAN Studio Builder는 키사이트 Open RAN 
Studio Player가 자극 패킷을 DUT로 전송하기 전에 O-RAN 관련 파라미터를 자극 패킷 집합에 
추가합니다. PathWave Signal Generation 소프트웨어는 다운링크 VXT를 구성하는 실행 
중인 벡터 신호 분석기에 대한 구성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키사이트의 Open RAN Studio Explorer는 테스트 도중에 캡처한 O-RAN 패킷을 검사합니다. 
모든 디코딩 기능을 갖추었으며 사용자가 패킷 데이터와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도메인 I/Q와 성상도 다이어그램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M9037A PXIe 고성능 임베디드 
컨트롤러
• Intel i7-4700EQ 2.4 GHz 

프로세서
• 4-슬롯 PXIe 컨트롤러 모듈
• 최대 16GB RAM 메모리

M9410A VXT PXIe 벡터  
트랜시버(VXT2)
• 벡터 신호 생성기 및 분석기
• 380 MHz ~ 6 GHz
• 최대 1.2 GHz BW

M9019A PXI 섀시
• 총 18개 슬롯: PXIe 하이브리드 슬롯  

16개, PXIe 타이밍 슬롯 1개, PXIe 
시스템 슬롯 1개

• 다중 섀시 전력 시퀀싱 및 전면 패널 
외부 트리거 입력/출력

• 초고성능 Gen 3 PCIe 스위칭, 2링크 
(8개, 16개) 시스템 슬롯 및 하이브리드/
타이밍 슬롯 8개

M9300A PXIe 레퍼런스 모듈
• 5개의 100 MHz, 1개의 10 MHz,  

1개의 OCXO 출력 제공

http://www.keysight.com/us/en/software/application-sw/signal-studio-software.html
https://www.keysight.com/kr/ko/product/U5040BSCB/open-ran-studio-for-o-ran-radio-unit-o-ru-testing-and-validation.html
https://www.keysight.com/kr/ko/product/U5040BSCB/open-ran-studio-for-o-ran-radio-unit-o-ru-testing-and-validation.html
http://www.keysight.com/us/en/software/application-sw/89600-vsa-software.html
http://www.keysight.com/en/pd-2747943-pn-KS8400A/test-automation-platform-developers-system
http://www.keysight.com/en/pd-2747943-pn-KS8400A/test-automation-platform-developers-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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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RAN Studio Builder를 사용하면 패킷을 전송하는 플레이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레이어가 캡처된 파일에서 수신 및 송신한 모든 패킷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기록하므로 타이밍 
범위의 가장자리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업링크 송신을 위해 VXT로 트리거를 송신할 시점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VXT를 활용하면 관련 신호 전송 전에 트리거를 수신했을 때 지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8.  O-RU 테스트와 검증을 위한 Open RAN Studio로 테스트 자동화

5G NR용 PathWave Signal 
Generation  
 

Open RAN Studio  
Builder

Open RAN Studio  
Explorer

5G NR용  
PathWave  
Signal Generation 

Open RAN Studio  
Player

Open RAN Studio  
Capture

5G 
O-RU

FR1 
전도성 

무선

FR1 및 FR2 
OTA  
무선 

5G NR 변조 측정 

O-RAN/eCPRI 프로토콜 
디코딩 

O-RAN 규격 CUS 자극 
구성

3GPP 규격 5G NR  
파형 생성

IQ Extractor(선택 사항)

이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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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 제품,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키사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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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중 벤더 RAN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만들려면 여러 계측기를 한데 모아 두고 몇 번의 호출을 
진행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O-RU의 경우 각 섹션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한계까지 테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면 무선 장치를 
철저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O-RAN 규격 무선을 테스트하는 경우 테스트 프로토콜을 
넘어서야 하는데, 무선은 그 어떠한 상태 메시지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5G 파형이 
포함되어 있는 올바른 프로토콜 메시지를 통해 무선을 손쉽게 시뮬레이션하십시오. 그런 다음 
프로토콜 측면을 활용하여 무선 RF 측면의 상황을 측정 및 조정하십시오. 올바른 테스트를 
통해 요구사항에 적합한 네트워크 장비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Open RAN 및 5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 키사이트 5G 솔루션 – 온라인 

• U5040BSCB Open RAN Studio – 온라인 

• Open RAN Studio – 데이터 시트 

• 5G O-RAN 소프트웨어 솔루션 – 온라인

http://www.keysight.com/us/en/solutions/5g.html
https://www.keysight.com/kr/ko/product/U5040BSCB/open-ran-studio-for-o-ran-radio-unit-o-ru-testing-and-validation.html
http://www.keysight.com/us/en/assets/3120-1115/data-sheets/open-RAN-studio.pdf
http://www.keysight.com/us/en/cmp/2020/5g-o-ran-softwar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