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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 기술 방향 

요  약

본고에서는 5G 이동통신에 대해 추진동기를 먼저 알아

보고, 무선액세스 측면에서 모바일 인터넷, D2D, 그리고 

M2M-Specific 기술로 분류하여 동향 및 방향에 대해 알아본

다. 또한 5G 코어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다양한 무선액세스를 

수용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Ⅰ. 서 론 

2007년도에 본격적인 스마트폰이 출현한 이 후로 모바일트

래픽은 폭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보다 스마트한 사용자 중심 

단말기기들(예, 폴더 태블릿, 안경폰)과 기기 간 통신(M2M: 

machine to machine) 단말기기들(예, 고도화된 센서, 진화된 

자동차 블랙박스)이 출현함으로서 모바일트래픽 폭증은 더욱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기들과 어울려 UHD(ultra 

high definition)와 홀로그램 같은 미래 서비스는 우리들로 하

여금 더욱 실감나는 세상을 맛보게 할 것이다. 5G 이동통신의 

추진 동기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모바일 트래픽에 대해 살펴보면, 모바일과 유선 네트워크 장

비의 메이저 업체인 에릭슨과 시스코는 매년 전세계 트래픽 측

정치에 기반하여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 예측치 보고서[1][2]

를 작성하고 있다. 에릭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분

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배 증가하

였다. <그림 1>은 2007년부터 2013년 1분기까지의 모바일 데이

터/음성 트래픽의 증가 추세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데이터 트래픽의 경우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스코의 보고서 또한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를 예측하

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측에 기반하여 10년 후의 모바일 데이

터 트래픽은 현재 대비 약 1000배 (210=1024)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폭증은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스마

트 기기가 널리 시장에 퍼지고, 이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기존 음성/문자에서 비디오와 같은 대용량 트래픽 서비스가 활

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에는 모바일 장치 증가 및 장치 

유형별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세가 정리되어 있다.

표 1.  모바일 장치 증가 및 장치 유형별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세 

장치유형 모바일 트래픽(장치) 증가 (CAGR)

스마트폰 81%	(20%)

태블릿 113%	(46%)

노트북 31%	(11%)

M2M	모듈 89%	(36%)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이런 증가 추세로 볼 때, 무선 네트워크의 용량이 획기적으

로 증가하는 새로운 무선전송 기술(NRAT: new radio access 

technology)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5G이동통신은 10년 세

대 주기로 보면 2020년부터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10년 동안 발전할 기술로 볼 수 있다. 즉, 2010년 

대비는 20년 동안 증가할 무선 네트워크 용량을 수용하는 기술

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2010년 LTE 대비는 1000배 이상 

1000000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이어야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하는 요인에는 기존의 네트워

크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기기들이 많아 짐에 따라 기기 간 직

접통신(D2D: device to device)이 활성화되는데, 이를 네트워

그림 1. 2007년에서 2013년까지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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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서 지원하면서 늘어나는 네트워크 트래픽도 한 몫을 할 것

이다. 

5G 이동통신의 무선액세스는 크게 모바일 인터넷, D2D 통신, 

M2M-Specific 기술들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트래픽이 네트

워크를 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과 D2D 통신으

로 분류할 수 있다. M2M은 모바일 인터넷과 D2D 통신 모두에

서 일어날 수 있다. M2M specific은 특별히 단말의 저전력 소

모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M2M 무선액세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면허대역을 이용하는 LTE-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와 비면허대역을 이용하

는 IEEE 802.11ah 혹은 IEEE 802.15.4g 등이 있다. 또한, 향

후에도 이들의 발전 형태나 다른 형태의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다.  

5G 이동통신에서 무선액세스는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에는 

무선액세스들을 엮어주는 5G 코어 네트워크도 중요해 질 것이

다. 이것은 먼저 무선 네트워크 측면에서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

해 면허대역과 비면허대역을 모두 통합 이용하고, 큰 셀부터 작

은 셀까지 다계층의 셀을 이용하는 무선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선의 끝이 WLAN/WPAN/femto cell

을 통해 무선화하기 때문에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합 이용

하는 구조가 중요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5G에서는 다양

한 유무선액세스를 통합하는 코어 네트워크가 새로운 무선전송

기술(NRAT)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2장에서 5G 모바일 인터넷을 설명한다. 여

기서는 중추네트워크, 2계위로 구성되는 MHN(mobile hot 

spot network), 그리고 이동형 개인셀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5G D2D 통신을, 4장에서는 5G 코어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5G 모바일 인터넷 

5G 모바일 인터넷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개인당 1 Gbps급 데

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며 최대 600 Km/hr의 이동속도에서도 

끊김 없이 Gbps 급의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구한다. <

그림 2>는 이동통신 및 WLAN계열의 방식별 이동속도와 데이

터 전송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현재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가코리아 네트워크 사업의 

‘밀리미터파 5G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과제의 목표치도 포함되

어 있다. 기가코리아 네트워크 사업은 5G의 새로운 무선전송기

술(NRAT)을 mmWave를 활용하여 실현하는 사업이다. 여기

서는 60 km/hr 이동속도까지는 셀당 최대 100 Gbps를 제공하

며 600 km/hr의 고속 환경에서는 셀당3.3 Gbps 이하의 데이

터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mmWave를 활용하여 이것이 5G 셀

룰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최근들어 삼성전자와 NYU(New 

York University) Wireless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3]. 한

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중추자

율 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mmWave를 사용하여 

셀룰러 및 D2D 통신에 적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추자율은 신경망 용어에서 유래하는데 중추 네트워크는 중추

신경망이 뇌의 제어를 받는 신경망과 같이 중앙 제어를 받는 네

트워크를  말하고 자율 네트워크는 자율 신경망이 스스로 움직

이는 것과 같이 중추 네트워크와는 별도의 D2D 네트워크를 말

한다.

본 장에서는 5G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주요 구성기술인 중

추네트워크, MHN/MHN-E 및 이동형 개인셀 기술에 대해 설

명한다 (MHN: Mobile Hot Spot Network, MHN-E: MHN 

Enhancement).

1. 중추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무선 네트워크의 용량(Capacity)은 주파수 효율, 

스펙트럼 대역폭, 그리고 셀 밀도 세가지 인자를 통해 결정된

다. 과거 무선 전송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주파수 효율 

향상은 지속되어 왔으나,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 증가 추세는 급

격히 감소하고 있고 이는 향상된 무선 전송 기술에 의한 주파수 

효율이 샤논 용량의 한계값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

록, 최근의 표준화 단체에서 small cell 기술이 가장 활발한 논

의 대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셀 밀도에 의한 용량 증대 노력은 

그림 2. 방식별 이동속도와 데이터 전송속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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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대도시의 경우 (예, 강남) 셀 

반경이 50m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셀 밀도에 의

한 용량 증대 역시 한계에 곧 다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파수 대역폭을 확장하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광개토플랜 1.0/2.0 정책을 통해 보

다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고 있다. 최근 들어, 60 GHz WPAN/WLAN 표준 기술 [4] 

개발 및 관련 제품 (특히, CMOS RF 구현 기술 실현)의 출시에 

힘 입어 10 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인 mmWave 주파수 대역

을 셀룰라 이동통신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밀리미터파는 통상적으로 10 GHz 이상 – 300 GHz 이

하 주파수를 통칭하는데, 엄격하게는 EHF (Extremely High 

Frequency) 대역인 30 GHz – 300 GHz 이하 주파수를 일컫

는다. mmWave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높은 경로 손실이 발생하

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과 상대적으로 넓은 대역폭에 

기인한다 (<그림 3> 참조). 즉, 짧은 파장으로 인해 수신 안테나

의 실효 개구면 크기(effective aperture size)가 작아 송신 신

호를 받아들이는 양이 작고 또한 사용하는 넓은 대역폭은 상대

적으로 높은 열잡음을 초래하여 SNR 값을 작게 만든다. 또한 

mmWave는 대기 산소 및 수증기에 의한 감쇄가 6 GHz 이하 

주파수에서보다 크게 발생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mmWave는 

실효 개구면 크기의 안테나를 사용하면 높은 경로 손실이 발생

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안테나 배열들에 의한 

높은 송/수신 안테나 이득을 활용해야 한다. mmWave의 짧은 

파장으로 인해 비교적 작은 폼팩터를 유지하면서 높은 배열 안

테나 이득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추 네트워크 원천 기술 개발은 LTE 대비 1000배 용량 증대 

실현을 위한 5G 지식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핵심 원천 기술을 연구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mmWave 

대역 분산형 빔 제어를 통해 네트워크 용량을 증대시키는 멀티 

레벨 토폴로지 기반 셀룰러 이동통신 기술 연구로 ‘120도 섹터 

셀당 최대 100 Gbps 용량을 제공’하는 것과 ‘22 bps/Hz 셀 평

균 스펙트럼 효율 제공’을 목표로 한다. <그림 4>에는 중추네트

워크의 개념도가 도시되어 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

추네트워크는 무선 망을 코어망과 연결하는 중추기지국과 비가

시거리 통신 영역에 대해 가시거리 통신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단계 중계기지국들, 그리고 상기한 중추기지국과 중계기지국

들에 의해 형성되는 분산 빔들을 활용하는 단말들로 구성된다. 

상기 단말은 일반적으로 5G/4G/WiFi 멀티모드로 동작될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직접통신을 수행하는 자율단말들을 중추네

트워크에 연결하는 거점단말 기능도 정의하고 있다.

중추네트워크의 중추/중계기지국들은 네트워크 용량 증대를 

위한 필수 기술로서 3D 빔형성 기술을 구현하는데, mmWave

의 광대역폭(최대 1 GHz)을 사용하고 다수의 빔들을 동시에 형

성함으로써 최대 100 Gbps 용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된다. 

한편 중추네트워크에서 고려되는 mmWave 대역은 직진성이 

매우 강해 비가시거리(NLOS: Non Line Of Sight) 환경에서는 

신호의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도심환

경에서는 도로, 주변건물, 가로수, 차량 등의 분포에 따라 비가

시거리 통신환경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비가

시거리 통신 영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

추 네트워크에서는 빔형성이 가능한 다단계 중계기지국을 이용

하여 기존의 비가시거리 통신영역에 대해 가시거리 통신환경을 

보장 가능한 멀티레벨 토폴로지 네트워크 환경을 도입 한다. <

그림 5>는 대전의 도심지 실제 건물들을 모델링하여 중추기지

국들로부터 발생되는 3차원 빔들이 건물들에 의해 봉쇄되는 현

상을 도시하고 이를 중계기지국들로 극복할 수 있음을 시뮬레

이션 결과로 도시하고 있다.

중추네트워크에서는 이외에도 다수의 RF 체인을 사용하는 빔

형성 시스템을 위한 캘리브레이션 기술 [5], OFDMA 프레임 기

반 위에서 단일 무선 자원을 둘 이상의 사용자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주파수 효율을 증대하는 NOMA (Non Orthogonal 

Multiple Access) 기술 [6], 그리고 고속 핸드오버 기술 등을 연

구하고 있다.

그림 3. mmWave 고경로 손실 유발 요인

(a)	Smaller	wavelength

(b)	Larger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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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HN(Mobile Hot spot Network)/MHN-E 

(Enhancement)

실내환경(혹은 보행자 환경)뿐만 아니라 지하철, 고속열차 및 

버스 등과 같은 고속이동체 내에서의 인터넷 서비스도 매우 증

대되고 있다. <그림 6>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고속그룹이동환경에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점점 중

요해지고 있는데 반해 기존의 이동통신방식은 저속 환경에 최

적화된 시스템으로 고속 이동환경에서는 데이터 전송용량이 저

속 환경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는 특징이 있다. 

기존 이동통신 방식이 고속 이동환경에서 전송률이 현저히 

저하되는 이유는 고속환경에서 기본적으로 64 QAM 등 High 

order 변조 방식 및 MIMO 기술 등의 사용이 어려워지기 때문

이다. 현재 국내 지하철에서는 Wibro기반 이동무선 백홀을 통

해 지하철내 WiF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대 20 Mbps의 

백홀 데이터 용량을 수백~수천명의 지하철 이용자가 나누어 사

용하기 때문에 지하철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만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는 LTE를 이동무선백홀로 사용

하고 차량 내에서는 WiFi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과 상황

이 별 차이가 없다.

64 QAM 및 MIMO등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전송속도를 늘

릴수 있는 방법은 대역폭을 늘리는 것인데 기존의 이동통신 방

식은 6 GHz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포화 상태

인 셀룰라 주파수 사용대역폭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

MHN기술은 밀리미터파(10 GHz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 스펙

트럼을 사용하여 고속 이동환경에서 Gbps 급 데이터 서비스 제

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300 km/hr 이상의 고속환경에서

도 Gbps 급의 이동무선백홀을 제공한다.

<그림 7>에서 보면, MHN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mmWave를 

사용하는 차량외부 이동무선백홀링크와 6 GHz 이하의 주파수

를 사용하며 WLAN 혹은 Femto 를 이용하는 차량내부 액세스

링크로 이루어진다.

일반 단말(스마트폰 등)이 직접 mmWave를 수신하는 중

추네트워크기술을 1계위 시스템이라고 하면 MHN 시스템은 

mmWave 백홀링크와 Sub-6GHz 액세스 링크로 구성되는 2

계위 시스템이다. MHN 시스템은 차량용 mmWave 백홀 송수

신 단말인 mTE(MHN Terminal Equipment), 기지국 RF/안

테나를 포함하는 mRU(MHN Radio Unit), 기지국 모뎀을 포

함하는 mDU(MHN Digital Unit), mGW (MHN Gateway)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mGW에는 복수개의 mDU가 광케이블로 

연결되며 mDU에는 여러 개의 mRU가 연결된다.

MHN 시스템의 최소 주파수 대역폭은 125 MHz이며 OFDM 

전송방식을 사용한다. 대역폭 확장은 Carrier Aggregation 형

태로 이루어지며 500 MHz 대역폭 사용시 최대 2.5 Gbps를 

400 Km/hr의 고속이동환경에서 이동백홀 링크로 전송 가능하

다. <그림 8>은 이런 Carrier Aggregation을 이용한 MHN의 

그림 4. 중추네트워크 개념도

그림 5. 중계기지국을 통한 중추네트워크 커버리지 확장

그림 6. 무선인터넷실태조사, 한국인터넷 진흥원(2012)

그림 7. MHN 시스템 개요: 열차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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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폭을 나타내고 있다.

mmWave의 강한 path loss 를 극복하기 위해 송수신 빔형

성 기술을 사용하며 특히 mmWave 수신 단말(mTE)은 2개 이

상의 빔을 동시 수신할 수 있어 LTE-A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Co-channel multi flow 수신이 가능하다 [7].

MHN 시스템의 다른 특징은 Co-channel multi flow에 기

반한 Seamless Group 핸드오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OFDM을 사용하지만 DS-CDMA 방식과 유사한 make-

before-handover가 가능하다 (LTE/LTE-A의 경우 break-

before-handover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수십 msec 이상의 

drop time이 존재한다).

MHN 서비스 시나리오는 첫번째가 지하철 환경이고 두번째

는 열차(고속열차 포함), 세번째는 버스(고속도로 환경), 마지막

으로는 모든 자동차(전국의 모든 도로)에 mmWave 수신기를 

장착하는 것이다. <그림 9>는 고속도로 환경에서의 MHN 적용 

시나리오를 나타내고 있다.

열차(지하철포함)환경에서는 하나의 mRU에 동시 접속하는 

mTE 수는 최대 2개 (상/하행선)이지만 고속도로 혹은 일반도

로 환경에서는 하나의 mRU에 수십 개 이상의 mTE가 접속될 

수 있다.

MHN 후보주파수는 12.75~13.25 GHz, 13.4~14 GHz, 

18.1~18.6 GHz, 18.975~19,185GHz, 71~76/81~86 GHz등

으로서 ITU-R에서 이동통신 업무로 분배되어 있거나 용도가 

미 지정되어 국내 자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주파수 등이 후보 주

파수가 될 수 있다. 한편, 27~29.5/38~39.5 GHz 는 1계위 시

스템(중추 시스템)에 우선 배분하는 것을 고려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동무선백홀은 기존의 셀룰라 방식인 

WiMAX, WCDMA, GSM, LTE 등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동백

홀링크의 전송용량이 국내환경과 비슷한 실정이다. mmWave

기반의 MHN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존 대비 100 배 이상의 전

송용량을 확보 할 수 있다.

MHN의 Enhancement 기술인 MHN-E 기술은 600 km/hr 

환경에서 최대 20 Gbps 급의 이동무선백홀 기술을 제공하므로

써 기가코리아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기술이다. 

MHN-E기술은 <그림 10>과 같이 mRU 및 mTE에서 circular 

스위칭 빔 기술 등 Advanced 빔형성 기술을 고려한다.

밀리미터파 이동무선백홀에 기반한 MHN 시스템을 선도 개

발하여 국내 지하철/열차 등에서 우선 상용화하고 이를 바탕으

로 국내 중소/중견업체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조

성하는 것이 MHN 기술개발의 목표이다. 개발된 MHN 시스템

을 기반으로 향후 서울 지하철 및 서울-평창 개량 열차노선에 

구축하여 시범 서비스를 보임으로서 한국의 IT 기술 위상을 국

제적으로 홍보하면 향후 관련업체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3. 이동형 개인셀

최근 3GPP 표준단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는 폭증하고 있는 모바일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소

형셀들을 매크로 셀 내에 배치하는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고

려하고 있다[8]-[10].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배치되는 소형셀 

수에 따라 소형셀 설치 및 운용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문

제점이 있다. 특히,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지역별로 최대 트

래픽 량이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설치 및 운용 비용 

측면에서 고정형 소형셀 설치 방안은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크로 기지국과 Gbps급 무선 백홀로 

그림 8. MHN 주파수 대역폭

그림 9. MHN 고속도로 서비스 환경

그림 10. MHN-E의 Circular 스위칭 빔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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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가능하며 사용자들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소형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선 백홀 기술은 매크로 기지국의 무선 백홀 용량에 

의해 네트워크 용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Gbps급 무선 백홀 기

술만으로는 네트워크 용량을 증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

한 이유로, 단말간 또는 이동형 소형셀 내에서 지역적으로 트래

픽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인프라 또는 비인프라 기반 단말 네트

워킹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서, 단말 네트워킹이란 단말간 

직접 통신, 이동형 소형셀 간 로컬 메쉬 라우팅을 통한 단말간 

통신, 그리고 이동형 소형셀 내 콘텐츠 캐쉬를 탑재하여 단말들

이 지역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술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동하는 소형셀 기술에서 단말 네트워킹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형 소형셀에서의 콘텐츠 캐쉬 

•로컬 메쉬 라우팅을 위한 이동형 소형셀 간 사이드홀 

•개인 단위 네트워크 구성 

•단말간 직접 통신 지원 

본 고에서는 앞서 정의한 단말 네트워킹을 실현하기 위해 필

요한 기능들을 탑재한 소형셀을 이동형 개인셀이라 한다. 이동

형 개인셀은 추가적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접속 가능하도록 

셀룰러, 블루투스, 그리고 와이파이와 같은 Multi-RAT 접속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림 11>에 있는 이동형 개인셀 개념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동형 개인셀은 사용자 및 차량들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 이동형 개인셀은 무선 백홀을 통해 4G/5G 기지국, 피코/펨

토셀, WiFi AP와 통신이 가능하다. 

• 이동형 개인셀은 주변 개인셀과 사이드홀을 통해 통신이 가

능하다. 

• 이동형 개인셀은 콘텐츠 캐쉬 및 로컬 메쉬 라우팅을 통한 

단말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앞서 기술한 이동형 개인셀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이동형 개인

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기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Gbps 급 이동 무선 백홀 및 사이드홀 기술

Gbps 급 무선 백홀 및 사이드홀 전송을 위하여, 이동형 개인

셀에서는 NCT (New Carrier Type, Sub-6GHz) 전송 기술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NCT 전송 기술에 관한 무선 백홀 및 사

이드홀 표준 규격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선 백홀 

및 사이드홀에 관한 인터페이스, 전송 기술, 링크 설정 및 유지 

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동형 개인셀에서는 

다음의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 이동 백홀링크 용량 증대 및 reliability 향상 기술

• 이동 사이드홀 링크 형성 기술 및 용량 보장 기술

3.2 N-scale 용량 증대 기술

[9]–[17]에서 제시한 성능분석 결과들을 분석해보면, 고정

형 소형셀과 매크로 기지국 간 간섭에 의해 CRE (Cell Range 

Expansion) 및 ABS (Almost Blank Subframe)와 같은 간섭 

제어 기술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소형셀 수가 증가하더라도 네

트워크 용량이 소형셀 수의 0.2배만큼만 증가한다. 

반면, 간섭제어 기술이 적용되면 소형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용량이 소형셀 수의 0.5배만큼 증가함을 분석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간섭 제어 기술에 의해 네트워크 용량이 크게 향

상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용량 증대를 위해서는 간

섭 제어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동형 개인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소형셀에 비

해 다양한 간섭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개인셀 이동에 의한 개인셀 액세스 링크 간 간섭

• 개인셀 이동에 의한 사이드홀 간 간섭 

• 백홀-사이드홀 간 간섭 

• 매크로-개인셀 액세스 링크 간 간섭

이러한 간섭요인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이동형 개

인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개발한다. 

• 이동 환경에 적합한 실시간 동적 간섭 제어 기술

• 이동 환경에서의 협력 전송, Multi-Connectivity 기반 링

크 용량 증대 기술

또한, 이동형 개인셀에서는 네트워크 용량 증대를 위한 방안그림 11. 이동형 개인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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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산 콘텐츠 캐슁 및 로컬 메쉬 라우팅을 이용한 오프로딩 

기술을 개발한다. 

3.3 이동형 개인셀의 에너지 절감 기술

이동형 개인셀은 사용자들에 의해 휴대가 가능하고 다양한 무

선 디바이스들이 개인셀과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

이 한 번의 충전으로 장시간 이동형 개인셀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이동형 개인셀 및 접속 단말의 소모 전력 절감 기술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주요 기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동형 개인셀이 전송이나 수신 중에도 전력 소모를 감소

시키기 위한 최적 DTX (Discontinuous Transmit) / DRX 

(Discontinuous Receive) 기술 

• 최소 에너지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Idle 상태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Idle-state 통신 기술

• 이동형 개인셀의 하향링크 전력제어 기술을 통한 Cell 

Breathing 기술

이동형 개인셀의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1) 기술적 측면 

이동형 개인셀은 단말 간 직접 통신, 개인셀 간 로컬 라우팅을 

통한 개인셀 접속 단말들 간 로컬 통신, 그리고 로컬 콘텐츠 공

유등과 같은 단말 네트워킹을 실현하기 위한 원천 기술들을 포

함한다. 

이로 인하여, 이동형 개인셀 원천 기술들은 향후 도래될 것으

로 예상되는 인프라 또는 비인프라 기반의 사용자 중심 네트워

크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적 측면

최근 모바일 트래픽의 폭증으로 인해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기

지국 설치 및 운용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현재 모바일 트래픽의 폭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중

인 고정형 소형셀 설치 방안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반면, 이동형 개인셀은 무선 백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

다. 또한, 무선 백홀로의 트래픽을 다양한 오프로딩 기술로 분

산시키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 처리 용량도 유선 백

홀로 연결한 소형셀 환경과 유사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

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저비용으로 무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5G D2D 통신 

급격히 성능이 향상된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정보를 생산·

소비하는 5G단말기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바일 인

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셀룰러 네트워크와는 독립적으로 네

트워크를 구성하여 인접 단말기와의 직접 통신으로  서비스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예상된다. 

D2D통신은 급증하는 트래픽을 처리하는 기지국의 부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트래픽 오프로딩의 장점으로 재조명되고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단말간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하

여 통신함으로써 무선신호가 지역적 범위 내에 영향을 미치므

로 전송속도 증가, 전력소모 감소, 주파수 재사용에 의한 자원

활용도 증가 등의 이점이 기대된다. 이런 D2D기술은 현재 크게 

3GPP에서 논의되는 인프라기반 면허 대역을 사용하는 직접통

신기술과 IEEE 802.15.8에서 개발되는 비인프라기반 직접통신

기술로 분류된다. 향후에 5G D2D 기술도 출현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림 12>는 D2D 통신에 대해 데이터 전송속도와 거리로 

분류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D2D 무선통신 기술은 사용자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무선 전

송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커버리지에 따른 D2D 기술 분류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광역 (Wide Area) D2D 통신

- 커버리지: < 1 km

- 주파수 대역: 면허/비면허 대역 (< 11 GHz)

그림 12. D2D 통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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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ce Scalability 지원

- LTE-D2D, IEEE 802.15.8 PAC

(2) 협역 (Local Area) D2D 통신

- 커버리지: < 100 m

-   주파수 대역: 면허/비면허 대역 (mm Wave, NCT(New 

Carrier Type, Sub-6 GHz)

(3) 초 근접거리 (Near Field) D2D 통신

-   커버리지: < 10 cm

-   주파수 대역: 비면허 대역 (60 GHz)

-   ZING, TransferJet

여기서는 IEEE 802.15.8 PAC와 초 근접거리에서 고속 전송

이 가능하게 하는Zing 및 D2D통신 시에 대상 인식을 손쉽게 하

는 시선통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다.

1. IEEE 802.15.8 PAC(peer aware communications)

PAC의  D2D 통신 방식은 기지국 및 네트워크 기능에 의존적

인 집중형 방식을 탈피하여 분산형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

은 무선접속이 제공하는 PHY/MAC의 연결방식과 응용에 대해,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들이 분산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을 의미한

다. 기존 WiFi P2P(peer to peer) 방식의 단말기 네트워킹이 있

으나, 이 방식은 집중형으로 개별 단말기의 이동성, 밀집 단말기

의 무선채널 접속, 전력절약에서 성능적인 한계를 갖는다.

단말기가 서비스 제공의 중심으로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공

유기능을 포함하여 인접단말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

로 단말기 네트워킹이 발전한다. 이것이 그림 3-2에 나타나 있

다. 단말기들이 상호 연결되고 정보교환을 수행하여 사용자에

게 개인클라우드 서비스, 쇼셜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워크 서

비스, 스마트드라이빙 서비스, D2D기반 M2M및 IoT(internet 

of things) 서비스 등의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

존 에드혹망은 연결을 단말기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네트워킹

을 구성하였으나, 향후 단말기 네트워킹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단말기가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

으로 진화된다. 특히 유무선 통신연결을 사용하여 단말기 네트

워킹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네트워킹의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한다.

PAC에서 논의되는D2D통신의 분산방식 무선접속기술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기가 분산방식으로 무선채널을 활용

한다. 단말간 분산방식 동기기술을 사용하여 특정 단말기의 의

존성을 낮추면서, 동기방식으로 무선접속을 구성한다. 무선접

속에서 시간에 따라 단말기/서비스 탐색, 링크설정, 스케쥴링 

및 트래픽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을 프레임으로 구성한

다. 특히 다수 단말기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한된 

무선자원을 비충돌방식(contention-free)으로 사용한다.

응용서비스 관점에서는 동일한 응용서비스를 포함하는 단말

기를 식별하는 것이 D2D 통신에 의한 연결을 제공하는 것과 함

께 일반적으로 단말기 네트워킹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단

말기 네트워킹 플랫폼이 <그림 14>과 같이 제공된다. 단말기/

서비스 탐색과 그룹통신과 이기종 무선접속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상위계층에게 제공한다. 플랫폼이 지원하는 무선접속프

로토콜은 면허/비면허 대역의 D2D 통신을 종류에 상관없이 제

공하는 특징을 갖는다. 응용프로그램은 모바일 네트워킹(MN: 

mobile networking)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cess interface)를 사용하여 개발되어 단말기 이동성 및 무

선채널의 가변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서비스 기능만으로 구성

되는 특징이 있다.

2. Zing과 시선통신

광역 D2D 통신 기술은 앞서 설명한 수천개의 디바이스간 통

신을 지원하는 PAC 직접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발전할 것으

로 전망하며, 협역 D2D 통신 기술은 Sub-6GHz 대역 이외에 

mmWave 대역의 새로운 광대역 무선전송 기술을 채용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초 근접거리 D2D 통신 기술은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부 사업으로 연구하고 있는 차세대 

NFC 기술인 Zing 기술에 기반하여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Zing 기술은 10 cm 이내의 근접거리에서 60 GHz 비면허 대역

을 이용하여 수 G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저전력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8].
그림 13. 단말기 네트워킹 확장

그림 14. 단말기 네트워킹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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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D2D 서비스로는 시선통신 UX 서비스[19], 이동형 개인셀 

서비스, 근접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

으로 예상하며, 이 중 시선통신 UX 서비스는 D2D 활성화를 위

한 전방위(Front-end)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 15>에서

와 같이 시선통신 UX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달리 서버나 통

신망을 통하지 않고도 보이는 대로 상대를 선택하여 전화번호

나 IP 주소와 같은 상대방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면에 보이는 대상(사람, 간판, 기기)과 통신할 수 있

는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로서 가전, 모바일폰, IT기기의 통신디

바이스의 페어링 기술에 적용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보는 통신

대상을 직접 연결 시켜 새로운 형태의 근접 모바일 서비스를 창

출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Ⅳ. 5G 코어 네트워크 

5G 의 무선 구간은 중추, 자율, MHN, 개인셀 등 다양한 무

선기술이 혼재된 heterogeneous network이 예상된다. 따라

서 5G 코어 네트워크는 새로운 5G 액세스와 기존의 다양한 액

세스를 통합 수용하여 액세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끊김 없는 서

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WiFi 등과 같은 Hot 

Spot뿐 아니라 유선 액세스까지 통합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통

해 유-무선의 구분이 없이 사용자들에게 최적 방법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G 코어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은 서비스 관점 (T: Top-

Down), 무선 액세스 관점 (B: Bottom-up), 네트워크의 진화

관점 (E: Evolution)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T1) OTT(Over The Top) 서비스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 

간의 비지니스 모델을 지원하여야 한다[20]. 현재의 네트워크

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QoS 및 과

금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어 OTT 사업자 서비스의 제어가 불가

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QoS/QoE, 과금, 

서비스 특성에 맞추어 원하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구

성할 수 있도록 하여 두 주체간의 상호 연계를 통한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T2) 유무선구분 없이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단말 (무

선 또는 고화질 유선 단말)로의 연결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

의 다양한 상황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네트워크

에서는 이종 액세스간의 선택의 경우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되

며 동일 액세스 상의 셀 선택의 경우 무선신호 품질에 의해 결

정되어, 다양한 액세스의 선택이 가능하게 될 5G 네트워크에

서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 액세스의 선택기능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5G 코어 네트워크에서는 단말의 상태, 사용자 

상태, 주변상태, 네트워크 상태를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20]. 

(T3) 유선/무선단말 간의 빠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

워크 기반의 단말 및 세션의 이동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3GPP 의 경우 무선 액세스 간의 구조를 정의하고 있으며 유선 

액세스의 경우 QoS 연동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선단말과 무선

단말 간의 네트워크 레벨의 이동성 지원과 같은 유무선 통합제

어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멀티스크린 서

비스는 서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단말간의 빠른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T4) 이동 단말은 접속하는 액세스 종류와 관계없이 한 단말

에 대해 동일한 단말로 인지 하여야 한다. 현재는 접속하는 액

세스 망에 따라 서로 다른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로 인한 서비스 

연속성 및 이동성 지원이 어렵다. 

(B1) 매크로셀, 스몰셀, 개인셀, 릴레이, HetNet, 등 다양한 

무선액세스가 중첩 혼재된 상황에서 동일한 타입의 셀 및 이종 

셀 간의 끊김없는 이동성을 제공하여야 한다[21]. 현재 네트워

크 기술은 매크로 셀간의 핸드오버 제공에 집중되어 있으며 스

몰셀(WiFi 등)과 매크로셀 간의 핸드오버는 지원되고 있지 않

다. 5G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매크로셀 및 스몰셀이 혼재된 

상태를 가정하고 있으며, 또한 모바일 릴레이를 통해 다양한 단

말이 접속될것으로 예상된다. 5G 코어 네트워크는 이런 복잡한 

그림 15. 시선통신 UX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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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끊임 없는 이동성을 제공 하여야 한다. 

(E1) 향후 예상되는 1000 배 트래픽 폭증을 수용하기 위해 네

트워크 GW(gateway) 기능이 사용자 전면으로 배치되어 장비

당 처리용량을 최소화 하면서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

는 분산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22][23]. 현재 3GPP 모바일 코

어 네트워크의 경우 고정된 P-GW 를 중심으로 한 계층적 중앙 

집중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트래픽 폭증에 따른 네트워크 확장

성의 측면에서 취약하다. 

분산구조 기술은 단순히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 수 증가가 아

닌 근본적인 구조 변환을 필요로 한다. 즉 전진 배치로 인해 

GW 간의 이동이 빈번해 질 것이 예상되나 현재 네트워크의 구

조에서는 단말의 접속이 새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P-GW 및 단

말 IP 주소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P-GW 간의 이동성 제공이 어

렵다. 분산구조로 전환 시 예상되는 앵커링 GW 및 단말의 IP 

주소 변경 시에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

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유럽의 FP7 MEVICO 프로젝트[22]에서

는 시그날링 부하의 폭증을 예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Ultra 

Flat Architecture (UFA) 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분산 네트워크 

구조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분산 구조상의 이동성 제어기술[24]

을 적용하여 이동 단말이 IP 주소를 변경하며 GW를 이동할 때

에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발전시

키고 있다. 

트래픽 폭증과 함께 시그날링의 폭증도 동시에 수용하여야 한

다. 시그날링 트래픽은 M2M보급에 따른 단말수의 급격한 증

가, always-on-app의 증가에 따른 idle 상태 단말 페이징, 셀

사이즈 축소로 인한 빈번한 핸드오버 수행 등의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데이터 트래픽 증가율의 1.5배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그날링 분산 및 경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시그날링 부하를 가상화 기반의 데이터 

센터로 수용하여 유연하게 시그날링 부하 폭증을 해결하기 위

한 기술이 필요하다. 

 (E2) 코어네트워크를 물리적 인프라의 변경 없이도 가상

화 기술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자유롭게 코어 네트워크가 구

성 및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야 한다[23][25]. 현재의 이동

코어 네트워크는 제어기능과 데이터 플레인 기능이 결합된 장

비로 이루어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및 용량증설이 어려운 고

비용 구조이며 이에 따라 콘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의 

분리를 통한 가상화 기반 인프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기반의 가상화와 합쳐

진 개방제어 기술은 데이타센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점차 확대 되고 있으며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EPC: Evolved 

Packet Core)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 EPC 가상화 기

술은 기존의 기능요소를 가상머신 상에 구현하는 수준에서 구

현 가능성을 보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SDN 기반의 

모바일 코어로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3]. 이러한 움

직임에 따라 미국의 벨랩 중심으로 진행 중인 CellSDN[25] 에

서는 GW에서 middle box 및 제어기능 분리를 통해 개방제어 

기능을 가진 상용스위치 기반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모바일 코

어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기술이 연구 중이며 MEVICO 에서는 

GW 기능 가상화를 통해 논리적 GW 와 분산 배치된 개방제어 

스위치 기반의 데이터 플레인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스위치를 

OpenFlow 기반의 개방제어를 통해 미래 모바일 코어네트워크

를 구현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26].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예상되는 5G 코어네트워크의 개념은 

<그림 16>와 같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무선 액세스 및 유선 액세스를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이들간의 자유로운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 UFA기반의 분산 구조를 통해 폭증하는 트래픽을 효과적으

로 수용한다. 

• SDN/NFV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킹 기술을 통

해 물리적 인프라의 변경 없이도 자유롭게 코어 네트워크가 

구성 및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한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5G 이동통신에 대해 추진동기 및 무선액세스와 코

어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다. 무선액세스는 크게 모바

일 인터넷, D2D, M2M specific 기술로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모바일 인터넷과 D2D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무선액세

스 측면에서 좁은 의미로는 5G 이동통신이라 함은 새로운 무선

전송 기술(NRAT)을 의미하는데, 특히 여기서는 모바일 인터넷 

그림 16. 5G 코어네트워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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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서 mmWave 를 활용하는 중추네트워크와 MHN, 무선

백홀 및 단말 네트워킹을 가지는 이동형 개인셀 기술에 대해 알

아보았다.  D2D 기술로는 비면허대역의 IEEE 802.15.8 PAC

와 Zing, 직관적 대상인식 기술인 시선통신에 대해 좀 더 자세

하게 설명하였다. 5G 코어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무선액세스를 수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설

명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기술 상황 및 방향을 볼 때 5G 이동

통신은 무선액세스 측면에서는 용량을 증대하기 위한 NRAT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코어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다양한 유무선

액세스를 수용하는 네트워킹 기술이 실현되어 이 두 가지가 어

우러지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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