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2G부터	3G까지의	이동통신

은	음성	위주의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의	시작점을	제공하였던	반

면에,	4G	이동통신에서는	본격적인	

데이터	중심의	이동통신	서비스로

의	큰	변화를	이루었다.

요 약

본고에서는 다가올 미래 5G 이동 통신의 기술 동향, 핵심 기술 및 네트워크 구조변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Ⅰ. 서 론 

과거 2G부터 3G까지의 이동통신은 음성 위주의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의 시작점을 제공하였

던 반면에, 4G 이동통신에서는 본격적인 데이터 중심의 이동통신 서비스로의 큰 변화를 이루었다.

최근 콘텐츠별 무선 트래픽을 보면 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 몇 년 전만 해도 유

선 통신에서만 제공 가능했던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된 콘텐츠로 자리잡게 되는 큰 변화

가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패턴의 변화는 무선 네트워크가 3G에서 4G로 진화함으로써 전

송 속도가 급속도로 향상되었고,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서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서비스들이 활발히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 통신망의 진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

고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5G 이동통신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 본격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그림 1. 2021년까지 예상되는 IoT Device의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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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기술 발전방향
새롭게 펼쳐질 미래의 이동통신 세상, 무엇이 달라지는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고품질	멀

티미디어	서비스의	본격화,	IoT	서

비스	확산	등의	변화로	인해	기하

급수적인	무선	데이터	트래픽	발생

및	스마트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본격화, IoT 서비스 확산 등의 변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인 무선 데이터 트래픽 발생 및 스마트 기기가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 현재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로는 가용 주파수 확보, 안테나 기술의 

제약, Small Cell 구성 등 다양한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네트워크 혁신 및 진화를 위한 5G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전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논

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5G Forum(한국), ITU-R, 3GPP(유럽), 5GPP(유럽), IMT-2020(중국), ARIB(일

본), 등   전세계적 관련 단체에서 5G 네트워크에 대한 Vision 및 요구사항이 논의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Creative 

5G Mobile Strategy)'을 수립하여 5대 5G 핵심 서비스로 미래 SNS, 모바일 입체영상, 지능 서

그림 2. 5G 연구 단체 현황

그림 3. ITU-R에서 정의한 8개의 5G성능 KPI[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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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으로의	진화로	인해	

다가올	미래에는	①	초고용량	실감

형	데이터	서비스,	②	초실시간	처

리	서비스,	③	증강	현실	서비스,	④	

초연결(Hyper-Connectivity)	통신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스, 초고속 서비스, UHD/홀로그램을 선정한 바 있다.

현재 국내 5G 포럼 및 글로벌 사업자/제조사들이 논의하고 있는 5G의 주요 요구 사항은 ① 

4G 대비 1,000배 용량  증대, ② 언제 어디서나 개인당 Gbps급의 체감 속도 제공, ③ 사물인터

넷(IoT: Internet of Things) 시대 대규모 디바이스의 수용이다. 이 밖에도 초연결 통신, 초실시

간 처리, 가상화 네트워크 인프라,  All-IT 진화 및 에너지 절감도 예상된다.  관련하여 ITU-R

에서는 언급된 다양한 요구사항의 성능을 수치화하기 위한 8가지 (체감전송률, 최대전송률, 이동

성, 전송지연, 최대연결수, 에너지효율, 주파수효율, 면적당용량)을 정의하였다 [11].

Ⅱ. 본 론 

1. 5G 이동통신에 의한 서비스의 변화 

이러한 5G 이동통신으로의 진화로 인해 다가올 미래에는 ① 초고용량 실감형 데이터 서비스, 

② 초실시간 처리 서비스, ③ 증강 현실 서비스, ④ 초연결(Hyper-Connectivity) 통신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5G 이동통신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첫째, 5G 이동통신으로 대폭 증대된 전송속도로 인해 HD 해상도의 4배에 해당하는 4K-UHD 

(약40Mbps), 16배에 해당하는 8K-UHD (약160Mbps) 등의 초고용량 영상 콘텐츠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3D 영상 또는 홀로그램 서비스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5G에서는 네트워크의 지연 시간이 수 ms로 줄어들게 되면서 사용자가 생각하는 순간 

반응하는 양방향 초실시간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직접 찾아가기 

힘든 지역에서 환자 발생시 로봇을 통해 치료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 공장에서의 초정밀 자동화 

시스템 및 센서,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브레이크장치 간의 연동이 필요한 자동 주행 차량 등 

기기간 통신 서비스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폭 증대된 전송속도와 및 초실간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 원격에 위치한 실제환경을 사

용자의 위치로 가져오는 Teleportation이 가능해짐으로써, 현실에 가까운 실감환경을 제공하는 

AR(Augmented Reality), VR(Virtual Reality)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넷째, 5G 초연결 기술을 기반으로 IoT, Connected Car, 각종 센서 및 다양한 IoT  Device 에 

대한 실시간 통신 및 제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5G 네트워크 주요 기술 

5G에서는 기존 4G 기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논의되고 있다. 5G에

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기술은 크게 아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초고주파 광대역폭을 활용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 기존 이동통신은 3GHz 이하의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수십 MHz 대역폭을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해야만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5G에

서는 센티미터파(3GHz~30GHz), 밀리미터파 (30GHz~300GHz)의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수백

MHz 이상의 광대역폭을 이용하여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초고주파 영역

에서 광대역폭으로 신호를 전송시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의 신호 전송이 가능한 반면, 전파의 경

로 손실이 기존 대비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슈가 발생된다. 

② 대용량 다중 안테나 기술 (Massive MIMO): 다수의 단말에게 별도의 용량을 갖는 신호를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빔 Stream으로 분리 및 전송하여, LTE의 MIMO 기술 대비 용량 증대 및 

48

정보와 통신 열린강좌



간섭 개선이 가능하게 된다. 

Massive MIMO 기술로 기지국에 고유 용량을 갖는 신호를 여러 안테나의 빔 Stream으로 방

사하더라도 실제로 수신 받는 단말은 단말 크기의 제약으로 내부에 다수 안테나 구현의 어려움이 

있기에 소수의 Stream만 수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지국에서 단말로 방사하는 안테나 빔 Stream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최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빔 패턴을 조정하고 각 빔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를 

조정하는 Beamforming 기술이 추가 적용된다.

③ Small Cell구성을 통한 네트워크 용량 증대 기술: 기존 Macro커버리지 영역 내에 Traffic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hot-spot이나 빌딩 내에Pico 및 Femto 와 같은 소형 기지국을 다수 

설치하여  HetNet (Heterogeneous Network) 기반 네트워크 용량을 증대하는 기술이다. 기존 

4G에서도 HetNet이 구성되었으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할 5G에서는 Small Cell 구성을 위한 

그림 4. 5G 이동통신에 의한 서비스의 변화[2]

그림 5. 5G네트워크 주요 기술[2]

SKT는	Mobile	World	Congress	’15	

에서	mmWave	기반	5G	초고속,	초

지연	전송	기술을	통해	Robot	실시

간	연동	Demo를	진행하여	전세계

적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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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Net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다수의 Small Cell을 동일 서비스 영역에 설치할 경우 cell 간 간섭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G에서는 이러한 Small Cell 망 내에서의 간섭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④ 혁신적인 이동통신 신호처리 기술: 기존 3G에서는 음성신호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

털 신호를 코드기반 대역확산 CDMA 방식을 사용하였고, 4G에서는 높은 전송속도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신호대 노이즈 성능이 우수한 직교 주파수 다중화 방식(OFDMA) 방식을 사용해왔으

나, 5G에서는 더 진보한 직교 주파수 다중화 방식과 전력 및 코드 다중화 방식을 추가하는 다양

한 방식의 신규 이동통신 신호 처리 기술(New Radio Access Technology)이 논의되고 있다. 

⑤ 5G 네트워크 운용 기술(5G Operation & Management): 5G 네트워크 운용 기술은 이동통

신망을 구성하는 장비(기지국, RRU 등)의 운용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자동화하여 네트워크 스

스로 최적의 초기 설정 및 운용, 자율적인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진 차세대 네트워

크 운용 기술이다. 기존 4G Network 에서는 LTE기반 자동 운용 기술 SON (Self Organizing 

Network)이 도입되었고 자동 구성(Self Configuration), 자동 최적화(Self-Optimization), 자

그림 6. 대용량 다중 안테나 기술[2]

그림 7. Small Cell 용량 증대기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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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복구(Self-Healing)을 지원하고 있다.

SON 기술을 통해 이전 세대 네트워크 대비 운용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장비에서 실시간 

통계 제공 및 처리가 어렵고, 장비 단위 통계는 가능하나 가입자, 서비스 단위 통계 수집이 어렵

다. 최근 SK Telecom 등 주요 사업자 및 장비업체를 중심으로 LTE/LTE-A 네트워크에서 Big 

Data Analytics 등 IT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로그나 이벤트 정보를 가

입자, 서비스 단위로 분석하여 운용 기술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향후 

5G 네트워크에서는 가입자, 서비스 단위 실시간 통계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운용 기술이 

더욱 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 품질 향상 및 네트워크 운용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5G 네트워크 구조의 혁신

만약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양이 폭증하고 제한속도 또한 매우 높아진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는 더 이상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내 트래픽의 양과 전송속도가 지금보다 수 백배 또는 수 천배로 늘어난다면, 현재의 네

트워크 인프라 역시 변화된 환경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것이며, 변화에 최적화되어 혁신적으

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5G시대에는 사용자, 트래픽 및 전송속도가 폭증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

그림 8. 혁신적인 무선 신호처리 방식[2]

그림 9. LTE 이동통신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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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네트워트에서는	①	Flat네트워

크	구조,	②	S/W의	가상화	(Virtual-

ization)		및	모듈화	(Modularization),	

③	개방형	(Open)	네트워크로의	진

화로의	혁신이	기대되고	있다.

화에 최적화 되기 위하여, 현재 4G네트워크가 혁신적으로 진화되어야 할 영역은 크게 아래 세가

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Flat네트워크 구조: 교통 인프라를 설계할 때, 인프라의 구조적인 이유로 생기는 병목구간

을 최소화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계층적인 (Hierarchical) 구조를 가진 4G네트워크는 트

래픽이 상위 한 구간으로 모여서 병목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폭증하

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산되어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 Flat한 네트워크 구조로 진화해야 한

다[6][8][9]. 이러한 Flat네트워크는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짧은 응답을 요구하는 서비스 (예. Tactile Internet 서비스 등)에 더 적합하다.

② S/W의 가상화 (Virtualization) 및 모듈화 (Modularization): 교통 인프라에 설치되어 각종 

서비스 및 전반적인 인프라 운영에 사용되는 톨게이트, 카메라, 교통정보 수집장치들과 같은  장

비들은 도로와 일체화 되어 설치되고 운영된다. 만약 환경이 변하여 장비가 교체, 업그레이드, 

또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면, 적지 않은 교환, 업그레이드, 철거, 또는 재설치 비용이 발

생하게 된다. 5G환경에서는 새로운 네트워크 기능 및 서비스들의 등장 및 통신 패러다임의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가 발생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H/W에서 S/W기능만을 분리하

여 신속, 유연 및 비용효율적인 네트워크 기능의 설치, 업데이트, 철거, 재설치를 가능하게 해주

그림 10. 네트워크 운용기술 진화 방향 

그림 11. 현재 이동통신망 구조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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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트워크 기능(Network Function)의 가상화 [7][10]가 진행 될 것이며, 가상화 된 S/W 내 세

부기능들을 모듈화 (Modularization)하여, 하나의 S/W내에서조차 필요한 세부기능만을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기능의 가상화 및 모듈화는 전반적인 S/W 및 세부기능

들을 동적인 수요에 따라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게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③ 개방형 (Open) 네트워크로의 진화: 교통 인프라의 장비 및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교통 인프

라 관리자에 의해 제안, 설치 및 운영된다.  유사하게, 네트워크 기능 및 서비스들 또한 네트워크 

운영자에 의해 제안, 설치 및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보다 보수적이고 보안이 강화

된 운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Industry의 필요성에 의해 빠르게 생겨나는 혁신적인 

(Innovative) 서비스들을 네트워크에 도입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었다.  하

지만, 가상화를 통한 네트워크 분리 및 보안기능들이 강화되면서, 제3자 (예. Over-the-top) 서

비스 제공자에 대해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개방함으로 인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동시에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5G 기술 동향 및 5G로 인한 미래 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5G 핵심 기

술과 향후 네트워크 진화방향을 살펴 보았다. 5G 서비스가 도래할 가까운 미래에는 이전과 다

른 초고속, 대용량, 초연결, 초실시간의 서비스가 제공 가능 하여 모든 디바이스가 5G네트워크

를 통해 연결되어 고객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발굴과 창의적 Ideation을 통해 새로운 세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2. 5G 네트워크 구조 진화 방향

5G	기술을	통한	미래	혁신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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