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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고에서는 차세대 5G 이동통신 무선접속 후보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4G 이동통신 기술은 OFDM 전송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데이터 전송률 향상 및 서비스 다양화 등의 측면에서 큰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 하지만 4G에 비해서도 월등히 향상된 

성능을 추구하는 5G 이동통신 구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

파수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효율성 향

상을 위한 연구 중 하나로서 새로운 무선접속(Air Interface) 기

술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후보 기술들이 OFDM 기

술을 비롯한 다른 방식들에 대해 갖는 장단점을 분석한다.

Ⅰ. 서 론

4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Vision 권고서가 2003년 승인되어 

2012년 상세 규격이 발행 되었으며 현재 LTE를 중심으로 상용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1].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이동

통신을 위한 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으며 세계 각국

은 5G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5G 이동통신 개발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

에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7가지 측면에서 5G의 성능지표와 

목표치를 제안하였다[2].

5G 이동통신은 4G에 비해 최대 1,000배의 전송속도 실현

을 목표로 하고 있다. 4G 이동통신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물리

계층 전송 기술은 부반송파 간의 직교성을 이용하여 주파수 자

원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고속 전송을 구현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많은 양의 Sidelobe에 의한 누수전력 소모로 인해 최대의 

주파수 효율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ODFM으로는 5G 이동통

신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인식에 따

라 주파수 효율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주파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의 하나로서 무선접속 

기술, 즉 Waveform의 변형을 통한 새로운 물리 계층 전송 기

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Waveform 기술은 주파수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5G 이동통신

의 Connectivity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장에서는 Waveform의 변형을 통한 최신 무선접속 기술

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기술들의 동작 원리 및 기존 

OFDM 전송 기술과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각각

의 무선접속 기술의 특징과 그에 따른 적용 유망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5G 이동통신을 위한 무선접속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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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이 제안한 5G 성능지표[2] 그림 2.  5G 이동통신의 핵심기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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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G 무선접속 후보 기술

OFDM 전송 기술은 유선/무선 통신에서 많은 연구가 이

루어 졌으며 LTE, Wi-Fi, DMB/DVB 등 방송 및 통신 분

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4]. OFDM은 부반송

파(Subcarrier) 간 직교성을 유지하며 IFFT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와 FFT (Fast Fourier Transform)를 이

용하여 낮은 복잡도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파

수 선택적 페이딩 채널에서도 간단한 등화기(Equalizer)를 이

용하여 부반송파 별 채널 보상이 용이하며, 송수신 다중안테나 

기술(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을 적용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갖는다. 또한 OFDM은 각 부반송파 별 채널 상

태에 맞추어 적응형 변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전송률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5].

하지만 다중 사용자 접속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

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OFDM 기반의 다중사용자 접속 

기술인 OFDMA 방식은 사용자 간의 ICI (Inter-Carrier 

Interference)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단에서 신호의 완벽

한 동기를 필요로 한다[6]. 하지만 상향링크의 경우 각 사용자

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며 송신신호의 전파 시간 또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동기화를 획득하기 어렵다[7]. 매 심볼마

다 CP (Cyclic Prefix)를 붙임으로써 동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전송률 손실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OFDM 

신호의 Sidelobe 누수 전력은 인지 라디오(Cognitive Radio) 

시스템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8]. 

OFDM 신호의 Sidelobe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Filtered OFDM과 같은 해결책이 제안되었지만[9]-[10], 성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OFDM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한 새로운 Waveform 기반의 무선 접속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5G 이동통신 무선접속 

기술로 제안된 대표적인 기술로 FBMC (Filter Bank Multi-

Carrier), UFMC (Universal Filtered Multi-Carrier), GFDM 

(Generalized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BFDM 

(Bi-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을 

소개한다.

A. FBMC

OFDM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원형 필터 (Prototype Filter)는 

직각 Window를 사용하며, 부반송파 간의 직교성으로 인해 이

상적인 채널 환경에서 완벽한 복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적

인 다중경로 채널 환경에서는 CP가 삽입되어야 하고 이로 인

해 전송률이 저하되고 Sidelobe 누수 전력으로 인해 주파수 효

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Filtered OFDM에서는 Side-

lobe 누수 전력을 줄이기 위하여 Raised Cosine 필터를 적용

한 Window방식을 사용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이라 단언할 수 없

다. 이를 보완하고자 제안된 기술이 FBMC이다.

FBMC는 OFDM보다 진화된 원형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CP

를 사용하지 않고 Sidelobe의 누수 전력을 줄이는 기술이다. 사

실 필터 뱅크 방식의 다중반송파 전송 방식은 OFDM 이전에 이

미 존재하던 기술로[11] 높은 복잡도로 인해 관심을 받지 못했

지만 DSP 기술의 발달로 최근 들어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하였

다. FBMC의 원형 필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는다. 첫째, 높

은 주파수 효율을 얻기 위한 복합 변조가 가능해야 하며 사용 

가능한 채널의 대역폭을 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어야 한다. 둘

째, 하나의 원형 필터만 사용하여 직교성을 유지해야 하며 거

의 완벽한 복원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원형 필터는 여러 가

지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IOTA  (Isotropic 

Orthogonal Transform Algorithm) 필터를 사용한다[12]. 

IOTA 필터는 OFDM의 직각 펄스와 달리 가우시안(Gaussian) 

펄스를 사용하여 직교 펄스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CP를 사용하

지 않고도 다중경로에 따른 ISI (Inter-Symbol Interference) 

및 도플러(Doppler) 효과에 따른 채널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ICI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림 3>은 IOTA 필터, Raised Cosine 필터 및 Nyquist 

필터의 스펙트럼을 비교한 것으로 Raised Cosine 필터는 

Sidelobe 누수 전력이 다른 필터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IOTA 필터를 사용했을 때 Sidelobe 누수 전력으로 인

한 간섭을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FBMC에서 주파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OQAM (Offset QAM) 변조 방식을 적용한 SMT 

그림 3.  IOTA, Raised Cosine, Nyquist 필터의 스펙트럼 비교[14]

DECEMBER·2014 | 107

주제 | 5G 이동통신을 위한 무선접속 기술



(Staggered Multitone) 방식 블록도를 보여준다[12]. SMT 방

식은 QAM의 허수 성분을 지연 시켜 인위적인 위상 차를 생성

하여 전송 효율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VSB 변조와 PAM 

변조 방식을 이용한 CMT (Cosine Modulated Multitone) 방

식도 존재한다[13]. CMT는 VSB 변조를 통해 주파수 간격을 줄

임으로써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FBMC는 비록 

높은 복잡도를 갖지만 Sidelobe 누수 전력이 없다는 점과 CP없

이 ISI와 ICI를 제거함으로써 높은 전송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전송 기술이다.

B. UFMC

OFDM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CFO  

(Carrier Frequency Offset)에 의한 성능 저하이다. CFO는 송

수신기의 오실레이터(Oscillator)의 오차나 도플러 확산 효과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반송파 간의 직교성이 손실되어 ICI

를 유발시킨다[15-19].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OQAM 

기반의 FBMC가 제안되었지만, 교차된 OQAM 심볼 간 간섭이 

존재하는 문제와[12], 다중 안테나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8]. FBMC가 각 부반송파 별로 필터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UFMC는 인접하는 부반송파 그룹을 만들고 부반송

파 그룹 별로 필터를 적용한다. [19]에서 UFMC의 원형 필터로 

FIR (Finite Impulse Response) Chebyshev 필터를 제안하였

다. UFMC의 필터는 OFDM의 CP 길이보다 짧은 필터를 사용

하기 때문에 <그림 5>에 나타나 있듯이 인접 채널에 간섭을 유

발하는 Sidelobe 누수 전력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인접 채널과 

직교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6>은 UFMC의 블록도를 보여

준다. UFMC 기술의 설계 기준은 FBMC와 Filtered OFDM의 

단점은 피하면서 대부분의 이점을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특성

이 OFDM이나 FBMC를 능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나

리오에 적합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C. GFDM

GFDM 의 블록 구조는 2차원 데이터를 분할할 수 있는 유연

성을 갖는 변조 방식으로 OFDM과 대조적으로 부반송파 별로 

여러 심볼을 전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DoF (Degree of Free-

dom) 이득을 얻을 수 있다[21],[22]. <그림 7>은 GFDM의 블

록 도를 보여준다. GFDM은 송신 신호에 조절 가능한 펄스 정

형 필터를 적용하여 ICI에 강인하다. 또한 Circular Convolu-

tion을 이용하여 부반송파 별로 원형 펄스를 블록 단위로 전송

함으로써 필터의 끝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송률 손실을 방

지할 수 있다. FBMC는 짧은 버스트(Burst) 전송에 있어서 많

은 수의 심볼을 형성할 수 있지만 연속하는 심볼은 다중경로 효

과로 인하여 시간 축에서의 등화기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문제

그림 4.  FBMC 블록도

그림 5.  UFMC 스펙트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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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하지만 GFDM의 원형 구조는 주파수 상에서의 등

화기 구현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다중경로 효과를 다중 심볼에 

걸쳐서 쉽게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GFDM의 특성으

로 인해 특히 상향링크 상황에서 대부분의 처리를 기지국이 부

담함으로써 단말의 전력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다. 또한 GFDM은 블록 단위로 시간 Windowing 기법을 적용

하여 <그림 8>과 같이 대역 밖으로의 누수 전력을 조절할 수 

있다[20]. 하지만 초기 정형 필터로 인하여 부반송파 간 직교

성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Self ICI와 Self ISI가 존재하고 불

완전한 동기는 다중접속의 경우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0.1ppm 이상의 오실레이

터 정확도가 요구되는데, 이는 현재 LTE 시스템 요구 조건의 

10-10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D. BFDM

랜덤 접속(Random Access)은 단말이 기지국과 연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단말이 한번 혹은 매우 적은 시

도로 물리 계층 Random Access 채널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

하는 방식이다. Random Access 채널은 상대적으로 긴 심벌 

길이 때문에 CFO에 매우 강인한 특성을 가져야 하고 또한 산발

적인 트랙픽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랜덤 

접속 시스템의 특성에 적합한 시스템이 BFDM이다[24].

그림 6.  UFDM블록도 

그림 7.  GFDM 블록도

그림 8.  GFDM 스펙트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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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BFDM의 송수신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BFDM

은 OFDM 송수신 펄스의 직교성을 이중 직교성 특성을 갖도

록 하는 기술로 송수신 펄스의 시간-주파수 상의 특징이 개별

적 직교가 아닌 쌍으로 직교하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BFDM은 OFDM과 같이 심볼 길이에 한계를 주는 전송에 있

어 CFO에 매우 강인한 특성을 갖는다. Sidelobe 누수 전력 억

제 관점에서 BFDM은 송신 원형 필터를 설계하는데 있어 다

른 접속 기술에 비해 유연성을 갖는다. [23]에서는 정합필터

(Matched Filter) 대신에 비정합필터(Mismatched Filter)를 

사용하였다. <그림 10>은 OFDM 시스템과 BFDM 시스템의 스

펙트럼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BFDM 기술은 인

접 채널에 큰 간섭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Guard Band를 이용하면 잔존 간섭도 크게 줄일 수 있다[25].

Ⅲ. 무선접속 기술 응용분야

본 장에서는 제 II장에서 소개한 무선접속 기술들의 특성에 대

하여 정리하고 각각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응용 분야에 대하

여 살펴본다. FBMC는 낮은 Sidelobe 누수 전력 특성에 따라 인

지 라디오 통신에 유리하고 또한 매우 효율적인 동기화 방식으

로 저지연(Low-Latency) 통신 및 셀 간 CoMP (Coordinated 

Multi-Point) 기술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송수신 필

터의 복잡도와 다중안테나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

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UFMC는 다양한 트

래픽 조건에 따른 유연성 있는 부호화 방식으로 적응적인 파형

을 생성하고 Filtered OFDM과 FBMC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대

부분의 장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Tactile Internet, MTC (Machine-Type 

Communications) 트래픽 수용, Fragmented 스펙트럼 활용, 

상량링크 Joint Reception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초기 연구 단계여서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GFDM은 기회적인 주파수 사용을 추구할 수 있

고 FBMC 필터의 끝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블록 

단위 전송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우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

어 선형 수신기 및 순차적 간섭제거(Successive Interference 

Cancellation) 등과 같은 수신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하기 쉽다. 

MTC와 같이 낮은 듀티사이클 (Duty Cycle), 매우 짧은 버스트 

전송을 요구하는 통신 시스템에 적합한 통신 기법으로 생각된

다. BFDM은 랜덤 접속 방식을 위해 제안된 기술로서 펄스 정형 

필터와 이중 직교성을 이용하여 긴 심볼 길이를 갖는 시스템에 

특화된 전송 기술이다. BFDM은 다른 통신 시스템에의 적합성

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은 위에서 설

그림 9.  BFDM의 블록도

그림 10.  BFDM의 스펙트럼[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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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무선접속 기술들의 특징 및 응용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5G 이동통신을 위한 무선접속 기술로 연구가 

진행 중인 FBMC, UFMC, GFDM, BFDM 기술의 구조 및 특

성을 살펴보고 기존 OFDM 기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

였다. 아직 5G 이동통신이 어떤 기술을 채택하여 어떤 방향으

로 구성될 지에 대한 논의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가별 주도

권 경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5G 이동통신 기

술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무선접속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무선접속 기술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5G 이동

통신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있어 우위를 선점하고 5G 이동통

신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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