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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코어네트워크 기술전개 방향성

요 약 

본 고에서는 5G 시대를 대비한 네트워크의 기술전개 방향성

에 대하여 알아본다. 현재의 4G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서비스가 시작되었던 GPRS(General 

Packet Radio System) 기술을 승계하고 있으나, GPRS구조는 

향후 도래할 5G에 대응하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이동 통신 네트워크는 무선기술 세대별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해

결을 위한 기술전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5G 시대는 현재까지의 단순 데이터 전달 중심 서비스와는 다

르게 IoT, Mobile Cloud, V2X 등 다양한 액세스를 통한 다양

한 형태의 서비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를 위하

여 천배의 트래픽 수용, 천배의 디바이스 수용, ms 단위의 저지

연 등을 달성하는 것이 기술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별다

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5G 기술은 

mmWave, Massive MIMO 등의 무선전송기술을 중심으로 전

개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영역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제시되

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5년 ITU-R에서 ‘IMT Vision–Framework and overall 

objectives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IMT for 2020 and 

beyond(M.2083)’[1]를 통하여 5G의 서비스들이 어떤 것 들이 

있는가에 대한 시나리오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무선영역에서의 

기술적 목표가 발표된 바 있다. 

한편 네트워크 기술영역에 대하여는 NGMN, GSMA, 4G 

America 등의 단체를 통하여 기존 4G 네트워크의 다양한 기술

적 문제점들이 정리되었고 기존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와는 다른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제시된 바 있다

[2][3][4]. 그러나, 이러한 백서들은 공히 5G 네트워크의 구조를 

Cloud/가상화/슬라이싱 등의 기술을 통하여만 제시하였고 신

호체계, QoS제공구조, 이동성 제공구조 등 기본적인 네트워킹 

구조들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 기술은 향후 도래할 다양한 서비스

를 단일 네트워크 장비에서 종단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효율

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가상화 구조속에서 5G를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킹 기능들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SDN/NFV 기

반의 가상화 구조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구조에 대하여 많은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5G 서비스를 위하여 무엇(5G

를 위한 어떠한 네트워크 기능구조)을 가상화 할 것인가?’에 대

한 물음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기존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정

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네트워킹 구조 변화를 위한 5G 

기술전개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문제점 및 제약사항

본 절에서는 향후 도래할 다양한 5G 서비스의 수용에 있어 현

재의 네트워크(4G EPC)의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의 

그림 1. Usage scenarios of IMT for 2020 and beyond (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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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4G EPC(Evolved Packet Core)는 흔히 2.5G로 불리우는 

GPRS(General Packet Radio System)로부터[5] 시작되어 3

세대 Mobile Packet Core를 IP 기술기반으로 진화시킨 이동통

신 네트워크 기술이다. 4G EPC가 IP 기술기반으로 진화를 하

였다고는 하나 IP 기술은 패킷화된 데이터를 네트워크계층에서 

전달하기 위하여 이용될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IP네트워크 상에

서 GTP(GPRS Tunneling Protocol)를 기반으로 circuit-like

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GTP TEID(Tunnel Endpoint ID)를 

통하여 터널이 스위칭되는 네트워크로 일반적인 IP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특수목적 네트워크이다. 4G 네트워크에서는 사

용자 트래픽을 구별하기 위하여 단말단위로 하나 이상의 터널

(GTP 터널)을 형성하게 되며 이 터널은 기지국부터 PGW까지

의 구간에서 형성된다. 기지국을 빠져나온 사용자데이터(패킷)

는 무조건 GTP 터널에 싸여 PGW를 거쳐야 통신이 가능하게 

되며(PGW가 단말에 IP 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에 패킷의 IP주소

에 대한 적법성을 PGW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이유도 있다), 이

로 인하여 동일한 기지국에 연결된 단말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

서도 트래픽은 PGW를 거쳐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그림 2>.

이러한 GTP기술은 전통적으로 회선기반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환경에 패킷기반의 데이터 통신서비스의 요구가 있었

고, 데이터 통신망에서 회선서비스와 같은 사용자별 과금을 위

하여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사용자단위의 분리가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단말(사용자)단위의 트래픽을 하나 또는 복수개의 논

리적 터널을 통하여 분리함으로써 과금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

어 내고, 회선단위의 이동서비스의 편리성을 데이터 네트워크

에 접목시켜 터널 단위의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회선기반 

서비스를 모사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5G시대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

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

트래픽 수용용량 증대를 위하여 LTE에서는 CoMP, CA등의 

기술이 적용되었고, 5G를 위하여는 Massive MIMO, In-Band 

Full duplex, Millimeter Wave, UDN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무선접속구간의 트래픽수용용량 

증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패킷코어영역에서는 장비증설

을 통한 용량증대 이외에 별다른 기술적/구조적 진전이 없는 상

태이다. 특히, 4G EPC는 기지국 이후의 데이터가 GTP터널을 

통하여 무조건 PGW를 거쳐야 통신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사용

자 트래픽의 특정노드로의 집중도가 심화되는 구조이며 특히, 

1,000배의 트래픽 용량 증대를 예상하고 있는 5G 네트워크가 

기존의 방식을 승계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EPC는 동일 지역내에서의 통신을 

위하여도 트래픽이 항상 원거리의 PGW를 거쳐야 통신이 되는 

구조이다. VoLTE와 같은 트래픽량이 크지 않는 경우는 큰 문

제점이 없겠지만, 향후 대용량/대규모 트래픽(VR 등)트래픽의 

유통이 보편화 될 경우에는 유통경로가 원거리이고, PGW로 집

중이 되어야 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PGW의 분산배치를 통한 트래픽 집중도의 해소가 가능

하다[6]. 그러나, 현재 규격 상태에 기반한 PGW의 분산 배치로

는 사용자 이동성과 관련된 한계점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3GPP의 규격은 사용자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단말의 

Power-on)될 때 특정 PGW로 연결되고, 이 상태에서 사용자

가 원거리로 이동을 하더라도 단말이 네트워크와의 접속이 끊

어지지 않는 이상 해당 사용자의 트래픽은 초기 접속시 연결된 

PGW로 보내진다. 즉, PGW 간의 이동성과 관련된 규격이 없

는 상태로 초기접속시 결정된 PGW가 사용자의 이동시에도 사

용자 트래픽의 Anchor-point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트래픽 경

그림 2. 4G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 경로

그림 3. 분산 EPC구조상의 Mobility Anchoring

https://www.mobile-cloud-networking.eu/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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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최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네트워크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되는 구조이다[7].

2. 신호체계가 과도하게 복잡한 구조

IP 기술기반의 인터넷(유선)과 달리 이동통신 네트워크 자체

가 사용자 단말의 고속 이동성 처리, 이동에 따른 트래픽 경로

의 빠른 재설정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단말의 접속상태, 

단말의 이동상태 등을 네트워크(제어)에 제공해주는 신호체계

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EPC의 신호체계는 과도한 

오버헤드를 초래하는 구조이다. 하나의 예로 Idle mode의 단말 

상태에서 Instant Messanger를 통하여 ‘.’하나를 전달하기 위

하여 900byte 가량의 신호트래픽이 발생된다. <그림 4 (a)>는  

Idle mode 상태의 단말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송 

수신 단말과 네트워크 사이의 신호절차이고[7], <그림 4 (b)>는 

송신 단말에서 측정한 신호데이터의 량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도한 신호체계는 EPC가 IP 네트워크 상에서 회

선서비스를 모사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Instant 

Messanger와 같은 Connection-less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도 항상 회선(GTP tunnel)을 확보한 후, 이를 기반으로 

Connection-oriented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

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과도한 시그널링 절차

는 서비스 개시 이전의 지연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러한 지연이 

향후 도래할 촉각서비스(Tactile Service)등에 문제가 될지의 

여부도 고민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조적 한계

다양한 서비스들이 Cloud를 기반으로 전개될 것이고, 빠른 

컨텐츠의 분배 및 저지연 서비스 등을 위하여 Cloud, 서버 등은 

Edge로 전진배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며, GSMA에서 발간된 

백서[3]에서도 저지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컨텐츠가 가입

자쪽으로 전진배치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EPC 규격 상에서 이러한 Cloud 및 컨텐츠서버 등의 전진배치

를 위하여는 SGW와 PGW의 기능이 적절하게 합쳐져 GTP 트

래픽을 Offload 시키는 LGW(Local Gateway)와 같은 별도의 

네트워크 장비가 존재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의 

복잡도 증가를 초래한다.

4. WiFi 등 이종 네트워크 연동의 한계

최근 LTE-WiFi 간의 효율적인 연동을 위하여 비면허 대

역에서 LTE를 사용하게 하는 LTE-U(LTE in Unlicensed)/

LAA(Licensed Assisted Access)와 기존의 WiFi를 LTE

의 PDCP계층을 통하여 통합하는 LWA(LTE-WiFi Link 

Aggregation)에 대한 규격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11][12]. 그

그림 4.  EPC 신호체계(service Request) 및 신호데이터 량

송신측의 신호처리 과정 수신측의 신호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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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전세계적으로 포설되어 있는 기존의 WiFi는 어떠한 방

식으로 연동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기존 WiFi

에 대한 연동 솔루션은 ePDG(evolved Packet Data Gateway)

를 통한 연동, TWAG(Trusted WLAN Access Gateway)를 통

한 연동방법 등이 있다[13][14]. ePDG를 이용하는 경우 PMIP, 

MOBIKE, IPSec 등의 부가적인 프로토콜이 요구되어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하며, 단말의 프로토콜 스택의 변경을 요구하

고 있어 적용의 한계가 있다. 한편, TWAG는 비신뢰구간이었던 

WiFi 영역을 신뢰구간화 하여 IPSec 등의 필요성은 제거하였다

고는 하나 역시 부가적인 장치들이 요구되어져 네트워크 구조

의 복잡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존 WiFi를 통합 운용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고민되어져야 할 것이다.

Ⅲ. 5G 네트워크 기술전개 방향성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GPRS로부터 상

속된 기술들로 인하여 5G 이후 미래통신환경을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우선, ‘GTP가 왜 등장하

였을까?’에 대한 이유를 재고찰 해볼 필요가 있다. GPRS가 등

장하였던 당시의 IP 라우터에는 회선망과 같이 사용자 트래픽

을 사용자별로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전통적으로 회선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이동통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

용자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이 네트워크 내에서 패킷형태로 혼

재되는 IP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 트래픽을 구별하고 회선과 

같이 과금을 하는 기능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IP 

패킷들을 사용자 단위로 터널링을 시키고 터널을 기반으로 제

어하는 방안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패킷망 상에서 사용자 트래픽을 하나의 플로우(패킷흐름)

으로 인식하여 구분하고 플로우 단위도 QoS가 제공될 수 있는 

IP Flow 기술이 보편화 되었다. 따라서, 패킷망 상에서 사용자 

트래픽을 구별하기 위한 터널링 기법이 더 이상 필수적으로 요

구되어지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 

한편, 이동성 제공 측면에서의 GTP 기술은 사용자 트래픽을 

터널단위로 구별하고 그 터널을 ID 기반으로 제어하여 터널 ID 

정보의 교환만으로 터널경로를 변경시켜 패킷 데이터의 이동서

비스를 회선서비스처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WiFi와의 연동 및 Offload를 위하여 GTP

터널 내의 트래픽을 플로우 단위로 WiFi 영역으로 핸드오버 시

키는 IFOM(IP Flow Mobility) 규격이 만들어 졌고, 이는 더 이

상 터널단위의 이동성 제공이 장점으로만 남을 수 없다는 이야

기가 된다.

 이러한 IP Flow 기술은 기존 GTP 기반의 이동통신 네트워

크의 기술적 혁신이 가능한 주요한 단초가 된다.

1. 5G 네트워크 기술전개 방향성

다양한 단말,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액세스를 수용하여야 하

는 5G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전개가 이

루어 져야한다. 

첫째, 2G/3G/4G 등 무선기술의 세대별 진화에 따라 네트워

크 또한 반복적으로 신설되어야 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무선

기술의 세대별 진화와 무관하게(최소한의 변경 만으로) 네트워

크의 운용유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에게 다양한 액세스를 통한 유연한 서비스 경험

의 제공을 위하여 액세스 기술(5G Radio, WiFi, 유선 등) 특성

에 무관한 공통의 이동성 제공구조, QoS 제공구조, 트래픽 제

어구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5G, WiFi, 유선 

가입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Access Agnostic한 단일 네트

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5G 시대에 1,000배 이상의 트래픽 폭증이 예상되어지

는 바, 이의 수용을 위하여 트래픽 집중화 구조에서 탈피 트래

픽을 분산수용 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네트워크 자원의 소모를 막기 위하여 Local Routing이 유연하

게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구조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넷째, 모든 서비스 및 콘텐츠가 이와같이 분산된 네트워크 

그림 5. 컨텐츠 서버가 전진배치 되기 어려운 EPC 구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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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에서 제공될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용자가 이종의 액세스 간을 이동 시에도 원할한 서

비스가 유지되도록 이종 네트워크 간의 끊김없는 이동성이 제

공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네트워크 자

원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Mobility Anchor Point로 인하여 트래픽 경로가 최

적화 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하는 비효율

적 구조에서 탈피, 고정적인 Mobility Anchor Point가 없는 새

로운 이동성 제공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최대한 

제거하여 m-MTC(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IoT등 Connection-less Service 수용이 용이한 경량 신호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며, 액세스(5G Radio,  WiFi, 유선 등) 특성에 무관

한 공통의 신호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덟째,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용, 다양한 서비스의 빠른 제

공, 물리적으로 단일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종단

간 제공 등을 위하여 가상화 및 슬라이싱 구조가 적용되어야 한

다(다만, 본 고에서는 가상화 및 슬라이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범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림 6>은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전개되어야 할 새로

운 5G 네트워크의 개념도를 나타낸다[8]. CGW(Converged 

Gateway)는 5G, WiFi, Fixed 액세스를 동시에 수용하는 게이

트웨이로 기본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은 IP Flow 기술을 사용하

여 처리되고, 5G와 같은 3GPP 계열, WiFi, Ethernet과 같은 

IEEE 계열의 액세스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액세스 융합기능

(Converging Function)이 존재하여야 한다. 

UCE(Unified Control Entity)는 5G 네트워크 제어를 담당

하는 제어장치로 액세스 특성과 무관하게 트래픽 제어, QoS 

제어, 이동성 제어, 과금 등이 가능한 공통 신호(Common 

Signaling)체계가 탑재된다.

또한, 제안하는 5G 네트워크는 가상화 구조에 빠른 적용을 

위하여 사용자트래픽과 제어신호 트래픽이 완전히 분리되는

(Control Plane 과 User Plane의 분리) 구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5G 네트워크 표준화 현황

ITU-T의 SG13에서 5G의 네트워크 관련 표준화를 수행하

기 위한 전 단계로 2015년 4월 신설된 ‘Focus group on IMT-

2020’ 산하의 High-level network architecture 그룹을 한국

이 주도하여 본 고에서 제시한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기술

적 한계를 포함 19개의 Technology Gap을 도출하였다[9]. 

한편, 3GPP SA2에서는 5G 네트워크 요구사항 및 구조에 대

한 연구를 위하여 ‘Study on Architecture for Next Genera-

tion(NextGen), TR 23.799’이라는 Study Item이 만들어져 현

재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으며 2016

년 12월 결과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액세스 기술에 의존도

를 최소화 하면서 3GPP 및 non-3GPP 액세스를 수용하는 

‘Common Core Network’를 표방하고 있으며 GTP와 같은 베

어러 제어가 없는 Flow 기반의 QoS 제어구조, 이동에 따른 경

로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이동성 제어구조, 시그널

링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Session Management 방

안 및 슬라이싱 구조 등에 대한 이슈정리와 대안 솔루션을 찾아

가고 있는 중에 있다[10]. 이는 본 고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유무선 융합 5G 네트워크 개념도

JUNE·2016 | 7

주제 | 5G 코어네트워크 기술전개 방향성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기술적 한계를 정

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G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분야가 제외된)네트워크 기술전개 방향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유무선 액세스에 무관한 단일 네트워크 구

조는 사용자에게 끊김없는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네트워크 투자비용의 절감, 단일 

네트워크 운용에 따른 운용비의 절감 등을 통하여 투자대비 수

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투자/운용비의 

절감은 사용자의 통신비용 인하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기준으로 볼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이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GPP에서 조차 5G를 위한 Study Item인 

‘NextGen’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많은 부분의 내용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문제점들

에 대하여 많은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아직 5G 네트워크의 구조가 구체화/정형화 되지 못한 

채,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향성

을 기본으로 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기술적 논의와 아이디

어가 집결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5G 네트워크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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