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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 세 대  이 동 통 신 은  O F D 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기술과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기술을 통하여 LTE 20 MHz 대역

에서 150 Mbps의 용량을 달성하

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은 저전력

으로 1000배의 용량 증대, 수많은 

IoT 디바이스 수용을 목표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 

저전력으로 고용량 증대를 달성

할 수 있는 5세대 이동통신을 위해

서 소형셀을 충분히 활용하고, 많

은 안테나를 사용하여 다수의 빔으

로 동시 전송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

하다. 또한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6 GHz 이하 대역 또는 밀리

미터파 대역을 포함한 6 GHz 이상 

대역의 주파수 자원에 대한 다각도

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5세대 이

동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여러 측면

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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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셀 기반의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유연한 진화

를 위해서는 초광역, 초고용량의 무선 백홀 기술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많은 안테나를 활용하여 다

수의 빔을 통해서 수십 km2의 초광역에서 Tbps급의 초

고용량을 지원할 수 있는 무선 백홀 기술을 설명한다. 

밀리미터파를 사용한 통신은 안테나 크기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안테나를 활용하여 빔 기반의 전송이 

용이하며,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넓기 때문에 용

량 증대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밀리미터파를 통

한 통신을 위해서는 정확한 채널 측정을 통한 채널 특성

의 파악이 중요하다. 3장에서는 28기가 대역의 밀리미터

파 채널 측정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많은 안테나를 활용하여 공간적인 이득을 얻는 기술

은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이다. 하지만, 안테나 개

수가 많아지면 안테나의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 4장에서는 패

턴/편파 안테나를 제안하고 이를 기

반으로 다수의 빔을 형성하여 공간

적 이득을 높일 수 있는 P2BDMA 

(Pattern/Polarization Beam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많은 안테나를 활용하는 것은 RF 

단의 복잡도와 baseband 단의 복잡도를 높일 수 있다. 

baseband 단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RF 단에서의 빔

포밍과 baseband 단의 빔포밍을 함께 고려하는 하이브

리드 빔포밍 기술과 함께 RF 단에서 모듈레이션을 수행

하는 단일 RF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5장에서는 다중 

스트림 지원 단일 RF 기술로써 빔공간 MIMO 안테나와 

load modulation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LoS(Line-of-Sight) 환경에서 편파 이득

을 통해서 DoF(Degree of Freedom) 2인 용량 이득을 얻

을 수 있다. 최근 LoS 환경에서도 DoF가 2 이상을 달성

할 수 있는 OAM(Orbital Angular Momentum) 기술이 

연구 되고 있으며, 6장에서는 관련 기술의 가능성을 살펴

본다. 

Ⅱ. 초광역 무선 백홀망 기술 

1. 개요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소형셀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 주파수 자원의 확장, 빔 기반의 전송 기술 등의 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형셀의 개수가 많아지면 

모든 소형셀 기지국을 유선으로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

고, 소형셀의 유연한 망 구축을 위해 무선 백홀망 구축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산간, 도서 지역 등 이동통신 커버

리지로부터 제외된 음영지역의 액세스 망을 지원하기 위

한 빔 기반 무선 백홀망 기술로써 무선 백홀 스위치와 고

정/이동 액세스 포인트로 구성되는 초광역 무선 백홀망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4].

초광역 무선 백홀망은 무선 백홀 스위치와 고정/이동 

액세스 포인트로 구성이 된다. 무선 백홀 스위치는 수천 

개~수만 개의 안테나 엘리먼트를 

가지는 대형 안테나 어레이를 통해

서 다수의 세밀빔을 지원할 수 있도

록 구성된다. 고정 액세스 포인트는 

실외의 경우 가로등에 부착이 되고, 

실내의 경우 가전 등에 장착이 될 

수 있다. 이동 액세스 포인트는 차량 등에 탑재되어 수백

개의 안테나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수신 빔포밍과 송신 빔

포밍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1>은 무선 백홀 스위치에서 이동 액세스 포인트

를 서비스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실외에 

차량은 이동 액세스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무선 백홀 스

위치로부터 수신 빔포밍을 통해서 고용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외 환경의 가로등은 고정 액세스 포인트

로서 무선 백홀 스위치와 연결될 수 있으며, 실내 환경의 

가전은 고정 액세스 포인트로서 무선 백홀 스위치와 연결

될 수 있다. UE (User Equipment) 또는 IoT (Internet 

of Things) 단말은 고정/이동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접속

망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선 백홀 스위치에서는 다수의 세밀빔으로 형성된 셀

에 있는 LoS (Line of Sight) 또는 NLoS (Non-Line of 

Sight) 환경에 있는 고정/이동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한

소형셀의 개수가 많아지면 모든 소형셀 

기지국을 유선으로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소형셀의 유연한 망 구축을 

위해 무선 백홀망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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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셀 내에 고정/이동 액세스 포인트는 다수의 안테

나를 활용하여 수신 빔포밍을 수행하고, 다중 스트림 수

신이 가능할 시에 MIMO 신호처리를 통해서 무선 백홀 

용량을 지원 받는다.

2. 성능 평가

초광역 무선 백홀망 기술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10 

km2의 영역에서 400 개 안테나 엘리먼트로 구성된 무선 

백홀 스위치를 1 대를 중심으로 35 대의 고정 액세스 포

인트가 있는 환경에서 무선 백홀 스위치-이동 액세스 포

인트 간 SINR 및 주파수 효율을 구하여 성능 분석을 진

행하였다. 이때, 빔의 사이드로브 제어를 통해 빔 간 간섭

을 -30 dB까지 제거한 세밀빔 설계를 활용하였다. 채널

모델의 경우, long-term fading 모델은 3GPP SCM[5]의 

path loss model을 인용하였고, short-term fading 모

델은 one-ring model[6]을 확장하여 활용하였다. 

빔 당 1 W의 전송 전력을 이용할 경우 빔 간 간섭을 고

려하여 주파수 효율을 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

림 2>의 각 결과 값은 30 번 도출해낸 결과값의 평균을 

구한 값이다. <그림 2>를 보면 빔 간 간섭을 제거한 결과 

평균 5 bps/Hz 이상의 주파수 효율 성능을 달성하였다. 

1번과 7번 빔, 29번 과 35번 빔을 보면 성능이 열화된 것

을 볼 수 있는데, 세밀빔 설계에서 빔의 각도가 수직/수

평 방향으로 중심각에서 멀어져 빔 이득이 줄어들어 발생

한 결과로 보인다.

3. 향후 계획

앞으로 대형 안테나 어레이 무선 백홀 스위치의 안테나

를 전부 사용한 세밀빔으로 셀을 형성하는 방식뿐만 아니

라, 안테나를 여러 개의 서브 어레이로 나누어 사용하여 

그룹빔으로 셀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

정이다. 세밀빔과 그룹빔을 함께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빔포밍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하이

브리드 빔포밍 기술 검증 시뮬레이터 및 검증 시스템을 

구현하여 고정/이동 액세스 포인트를 대상으로 좀 더 효

율적이고 넓은 커버리지에서의 실제적인 초광역 무선 백

홀망 기술 성능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Ⅲ. 밀리미터파 전송 기술 

1. 개요

5세대 이동통신에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용량의 데이

터 전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 용량의 증대는 넓은 주

파수대역을 확보함으로써 이룰 수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4세대 이동통신 대역에서는 광대역의 주파수를 얻

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대역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밀리미터파 대역이 제안되고 있으며 후보 

주파수군으로는 27 GHz, 28 GHz, 38 GHz, 60 GHz 대

역 등이 있다[2-3].

밀리미터파 대역을 5세대 이동통신에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채널 측정 및 모델링을 통해서 채널 특성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밀리미터파 채널 모델

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중에 있다. 이번 장에서는 후

보 주파수들 중 특히 28 GHz 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채

<그림 1> 초광역 무선 백홀망 서비스 시나리오

<그림 2> 각 빔별 주파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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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측정에 대한 측정 시스템과 측정 환경에 대해서 소개

한다.

2. 채널 측정 시스템

28 GHz 대역에 대한 채널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시스템

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28 GHz 대역은 기존 

셀룰러 대역에 비해 공기에 대한 손

실이 크므로, 수백 미터 범위의 신

호를 검출하기 위해 송수신단에 24.5 dBi의 이득을 갖는 

10도 빔 폭의 혼 안테나를 이용하였다. 무지향성 안테나

처럼 전범위에서 신호를 송수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송신

단과 수신단을 자동 회전 모듈에 부착하여 전 방향을 스

캔하며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채널의 임펄스 응답은 송

신단에서 250 Mcps (Mega chip per second) PN 신호

를 발생시키고, 수신단에서 PN 신호의 상관 특성을 이용

한 슬라이딩 상관기를 이용해 구한다. 송수신단의 시간 

동기는 함수 발생기 (function generator) 와 유선 케이

블을 통해 맞춰지며, 이를 통해 10도 간격으로 측정된 각

각의 채널 정보들을 합쳐 하나의 전 방향 정보를 구할 수 

있다. 

3. 채널 측정 환경

28 GHz 대역에 대한 채널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

한 환경에 대한 채널 측정과 채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장

에서는 채널 측정을 위한 실내 환경, 실외 환경, 도심 환

경에 대해서 기술한다. 

실내 환경에 대한 측정은 KAIST의 KI 빌딩에서 이루

어졌다. 빌딩의 중앙은 비어 있으며 지상 5층이다. 이는 

소규모의 쇼핑몰과 유사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a)>는 채널 측정이 수행된 송수신단의 위치를 표기한 

빌딩 구조 도면을 나타냈으며 빌딩 

3층에서 바라본 내부 전경을 <그림 

4(b)>에 나타냈다.

실외 환경에 대한 측정은 KAIST 

교내에서 이루어졌다. 송신단은 

KAIST 내의 전자동 4층 세미나실

<그림 3> 채널 측정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4> 실내(KAIST KI빌딩) 측정 환경

(a) KI빌딩 측정 위치

(b) 3층에서 바라본 빌딩 내부 전경

밀리미터파 채널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채널 측정과 채널  

분석이 필요하며 실내 환경, 실외 환경, 

도심 환경에 대한 측정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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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 되었다. <그림 5(a)>는 채널 측정이 수행된 송수

신단의 위치를 표기한 평면도이며, <그림 5(b)>는 송신단 

위치에서 바라본 전경이다. 

마지막으로 도심 환경에 대한 측정은 대전 월평동의 이

마트 트레이더스 근방에서 이루어졌다. 송신단은 워커

힐 모텔의 5층에 설치되었다. <그림 6(a)>는 채널 측정

이 수행된 송/수신단의 위치를 표기한 평면도이며, <그

림 6(b)>는 송신단에서 바라본 워커힐 모텔 부근의 전경

이다. 

4. 향후 계획

현재 설명된 채널 환경들에 대한 측정 결과들을 바탕으

로 경로 손실을 분석하고, 시간 지연 확산, 초과 지연 평

균, 송신 각도 범위, 수신 각도 범위, 클러스터 개수 등의 

공간 채널 모델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도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값들은 기존 환경에 대한 추가 측정과 새로운 환

경에서의 측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계속 보완될 

예정이다.

Ⅵ.   패턴/편파/빔 기반 전송 (P2BDMA) 

기술 

1. 개요

P2BDMA (Pattern/Polarization Beam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은 패턴/편파 안테나를 활용하여 

다수의 빔을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에 많은 안

테나를 활용하여 용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어레이 기반의 안테나를 활용하여 다수의 빔을 생성하는 

시스템의 경우, 단위 안테나 간의 거리가 반 파장 간격으

로 배치되어 많은 안테나를 사용할 때 안테나 시스템의 

필요한 공간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 통신 시스템에

서는 안테나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2001년 반사와 산란이 많은 환경에서 전기장 및 자기

장 안테나를 이용하여 point-source antenna에서 채널 

용량이 DoF 6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으며[7] 임의의 공간

으로 확장하였을 때 N 배의 패턴/편파 이득을 얻을 수 있

음을 밝혔다[8]. 이를 바탕으로 공간 이득과 더불어 패턴/

편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패턴/편파/빔 기반 전

송 기술이다. 이는 패턴/편파 특성이 다른 안테나를 작은 

<그림 5> 실외(KAIST 교내) 측정 환경

(a) KAIST 교내 측정 위치

(b) 송신단에서 바라본 전경

<그림 6> 도심환경(대전 월평동) 측정 환경

(a) 월평동 측정 위치

(b) 송신단에서 바라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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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집적하므로 한정된 공간을 이용하여 채널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본 기술을 통하여 한정된 공

간에서 많은 안테나를 활용하고, 저복잡도로 많은 빔 전

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용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다. 

2. 성능 분석

패턴/편파/빔 기술의 이득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패턴/

편파/빔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안

테나 개발 및 패턴/편파/빔이 고려

된 채널 모델을 제안하고 성능 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7(a)>는 패

턴/편파 안테나 기반 시스템의 송

수신 구성과 다이폴 안테나 기반 송수신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b)>는 각 송수신 구성 환경에서 측정된 채

널을 활용하여 달성 가능한 용량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

해 기존 MIMO 안테나와 비교하여 차지하는 크기가 적

지만, 패턴/편파 안테나 기반의 집적 안테나 구조가 전송 

용량 측면에서 이득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a)>는 제

안하고 있는 또 다른 패턴/편파 안

테나이며, <그림 8(b)>는 여러 가지 

채널 환경에서의 용량을 비교하고 

있다. 

<그림 9>는 MANGO communication 사에서 개발한 

Software Defined Radio (SDR) 기반 WARP 보드를 바

탕으로 제작된 LTE 기반의 PHY 기술을 적용한 송수신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패턴/편파 안테나와 다이폴 안테나의 용량 비교

(a) 검증 시스템의 안테나 구성

(b) 채널 용량의 비교

<그림 8> 패턴/편파 안테나의 다양한 환경의 채널 환경에서의 용량 

분석

(a) 패턴/편파 안테나

(b) 채널에 따른 용량 분석

<그림 9> 다수의 WARP 보드로 구성된 32개 안테나 지원 실험시제품

패턴/편파 안테나 특성을 이용하여  

다수 안테나를 좁은 공간에 집적하고  

반파장 간격의 어레이를 형성하여  

다수의 빔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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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해당 연구는 실제 이동 통신망의 상용 모뎀과 단말을 

연동한 상태에서 기존 4G 기술과 비교를 위한 성능 테스

트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

행하여 앞으로의 미래 5G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Ⅴ. 단일 RF 전송 기술 

1. 개요

기존 MIMO 지원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스트림을 전송

하기 위해서 RF chain의 개수는 스트림의 개수만큼 필

요하게 된다. 따라서, RF 단의 비싼 비용과 복잡도가 늘

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다중 스트림 전송을 위한 MIMO 지원이 되면

서 단일 RF 기술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

다[9].

2. 빔공간 MIMO 안테나

<그림 10(a)>는 단일 RF로 다중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는 빔공간 MIMO 안테나 8개가 집적된 안테나이며,  

<그림 10(b)>는 제안된 안테나의 전류분포를 보이고 있

다. 해당 안테나는 active 안테나와 주변의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parasitic ele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parasitic element의 임피던스를 조절함에 따라 안테나

의 방사 패턴이 변화하게 된다. <그림 11>은 parasitic 

antenna에 인가되는 임피던스에 따라 각 방사 패턴의 

correlation이 매우 낮은 방사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3. Load modulation 시스템

Load modulation 시스템은 임피던스에 직접 I, Q 신

호를 인가함으로써 RF 단에서 modulation이 되도록 설

계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서 다중 스트림들간 전력

등의 자원 공유가 가능하다. 안테나들간의 correlation은 

최소로 디자인하고, 각각의 안테나는 50 옴으로 모델링

이 되며, 파워앰프를 공유하여 각 스트림에서 독립적으로 

impedance loading 방식으로 I 및 Q 신호를 생성한다.  

<그림 12>는 2-stream BPSK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다[10]. Carrier source에서 sine wave를 생성하고, 파워 

분배기를 통해 각 스트림에 전달한다. 임피던스 로딩 보

드가 baseband 신호에 따라 적절한 임피던스값을 만들

어주고, 그 임피던스와 안테나 50 옴의 결합으로 안테나

에 흐르는 전류를 modulation해 준다. 각 스트림이 독립

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파워를 많이 소비

<그림 10> 단일 RF 지원 안테나 및 전류분포

(a) 단일 RF 지원 안테나 (b) 전류 분포

<그림 13> Load modulation용 안테나<그림 11> 임피던스에 따른 안테나 방사 패턴

<그림 12> Load modulation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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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곳에 power allocation을 해줄 수 있고, 이는 시스

템 전체 peak to average power ratio (PAPR) 측면에

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림 13>은 load modulation을 위해서 제작된 안테

나를 보여준다[11]. 총 8개 스트림을 

지원하며, 각 안테나간 correaltion

은 5 % 미만으로 설계되었다. 측정

된 각 안테나의 S11 특성은 약 -15 

dB로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 14>는 제작된 

6-port 임피던스 로딩 보드를 보여준다. RF switch를 

통해 임피던스를 선택할 수 있고, 각각의 조합에 의해 안

테나에 흐르는 전류의 magnitude와 phase를 제어할 수 

있다. 제작된 보드는 16 QAM modulation level을 지원

하며, 각 스트림간의 isolation 문제를 6-port 구조를 통

해 해결하였다.

Ⅵ. OAM 전송 기술 

1. 개요

Orbital angular momentum (OAM)은 linear 

momentum과 spin angular momentum (SAM)과 함

께 모든 전자파가 갖고 있는 momentum의 하나로서 

momentum 보존 법칙의 의하여 원거리까지 보전하

여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12-14]. 이 기술을 통해 line-

of-sight (LoS) 환경에서도 이론적으로 무한 개 mode

를 간섭 없이 전송이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millimeter 

wave[15-16]와 light beam 통신분야[17]에서 연구결과가 보

고되는 등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Radio communication에서의 OAM기술에 대한 연

구는 2012년 이탈리아의 Padova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처음 2개 mode를 spiral phase plate (SPP) 안테나와 

Yaki 안테나를 사용하여 442 m 거리에서 2.4 GHz 대

역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

고됨에 따라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 OAM 신호를 생

성하는 데에 UCA 안테나를 사용하여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선 시뮬레이션[13]과 수학적 분석[14]을 통해 증명됨

에 따라 UCA를 사용한 OAM 기술도 함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UCA를 사용하는 OAM 생성기술이 UCA 안

테나 element 수만큼의 mode들을 하나의 UCA 안테나

로 생성 가능하지만 그 전송된 multi-mode 신호들을 

Rayleigh distance보다 가까운 거

리의 수신기에서만 error 없이 복

호가 가능한 한계성을 보임에 따라, 

UCA OAM 기술의 feasibility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

태이다.

2. 성능 분석

<그림 15>는 UCA OAM 시스템의 mode capacity와 

error performance를 분석하기 위한 송수신 안테나 모

델이다. 성능 분석을 위해서 <표 1>에 있는 시스템 파라

빔공간 MIMO 기술을 통해 단일 RF로  

다중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다.

<그림 14> 6-port 임피던스 로딩 보드

<그림 15> 송수신 안테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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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를 고려하였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송수신 거리에 따른 mode

별 수신 SNR과 mode capacity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16>에서 T-R distance가 70m 이

상이 되면 mode 0를 제외한 모든 

mode들의 SNR이 0 dB이하가 되

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림 16>은 이 

region에서 mode 0를 제외한 모든 

mode들의 capacity가 1 bit보다 작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17>에서 T-R distance가 큰 값을 가지는 region

에서 mode 0가 SISO 시스템에 비하여 18 dB의 SNR 

gain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SNR gain에 의해 mode 0

가 SISO 시스템 보다 mode capacity가 1.5 bit만큼 더 

큼을 보여주며, 10 m 거리까지 5개의 mode들(mode 0, 

±1, ±2)이 6 bit이상의 mode capacity를 가짐을 나타

낸다.

3. 향후 계획

본 장에서는 UCA OAM 기술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이 새로운 전송방식이 LoS 채널환

경에서 갖는 mode capacity를 분석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LoS 

환경에서 수신 UCA 반경이 λ/2일 

때 반경이 4λ인 송신 UCA를 통해 

10 m이상의 거리에서 5개의 mode를 전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UCA OAM 기술이 갖는 

유효전송거리의 제약 문제는 다양한 공간 활용 방식을 통

해 개선할 계획이다.

Ⅵ. 향후 연구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을 위해서 여러 측면에

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기술하였다. 5세대 이동통신은 

많은 안테나를 활용하여 다수의 빔을 기반으로 저전력으

로 용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또

한 점차 셀들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으며, IoT (Internet 

of Things)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말이 다양해지고, 기지

국과 단말의 구분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화되고 있는 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선 백홀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용량 증대를 위해서 넓은 주

파수 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6 GHz 이하 대역 또는 6 

GHz 이상의 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전송 기술도 5세대 이

동통신에서는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량 증

대를 위해서는 넓은 주파수 활용과 함께 다수의 빔을 동

시에 전송하는 기술이 중요해지며, 이는 무선 백홀 기술, 

밀리미터파 전송 기술, 소형셀 기술에 모두 활용될 수 있

UCA를 사용한 OAM 기술의 성능을 

mode capacity와 유효 전송거리 측면에

서 고찰하였다.

<그림 16> Mode별 수신 SNR

<그림 17> Mode capacity vs. T-R distance

Category Parameter value

송신 UCA N = 8, R
TX 

= λ/2, ø
TX 

= 0

수신 UCA N = 8, RRX=λ/2, j = 0, ø
TX 

= 10

송신신호
Carrier frequency = 5 GHz

Total 송신 power (Nσ2
s
) = 15.2185 dBm

수신기 noise level AWGN power(σ2
n
) = -122.2391 dBm

<표 1> System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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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많은 안테나를 활용하는 빔기반 공간 활용 전

송 기술에서 RF 단의 복잡도와 baseband 단의 복잡도를 

줄여주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

털 빔포밍과 아날로그 빔포밍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

드 빔포밍은 baseband 단의 복잡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일 RF 기술은 RF 단의 복잡도

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

로 LoS 환경의 전송시 용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OAM 

기술은 무선 백홀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

망한 기술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다양한 5세대 

관련 기술들은 여러 측면에서 융, 복합화됨으로써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위한 기반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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