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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스템 특징 및 상용화 기술 소개
박 병 성

에릭슨엘지

[그림 1] 기술별 모바일 가입자 수 전망[1]

Ⅰ. 서  론

2017년 1월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5G 주파수에 대
한 할당 계획이 마련된 이후, 지난 6월 3.5 GHz 대역 280 
MHz폭과 28 GHz 대역 2,400 MHz 대역폭이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이 되었으며, 12월 1일 첫 전파 송출을 앞두고 있
다. 한국은 ITU-R에서 정의한 5G 기술 규격인 IMT-2020의
비전을 비롯하여 프로세스, 기술 성능 요구사항, 평가방법
등 5G 기술을 정의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논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민/관/학/연이 함께 ‘5G 
포럼’을 출범하여 5G 상용화를 위해 기술 및 대외전략과 생
태계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다. 5G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NR(New Radio) 규격으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3GPP는 ITU-R의 IMT-2020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술 규격을 2019년 말에 마련하
여 ITU-R 승인을 위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G의
조기 도입을 위해 LTE와의 호환 상태에서 NR 규격을 지원
하는 NSA(Non Standalone)모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제공하
고 있다.

1단계 5G NR 표준의 완료와 이에 대한 상용화로 2019년
에는 5G의 대규모 시험 및 구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
며, 2023년에는 5G 가입 건수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2 
%에 해당하는 10억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1]. 현재
80 % 이상의 4G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 상황을 고려
하면 5G 상용화 이후 빠르게 5G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5G는 2030년에자동차, 제조업, 운송, 에너지등 10개 산업영
역에서 최소 43.3조 원의 가치 창출을 포함하여 47.8조 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며, 이는 GDP 대비 2.1 %에 수준
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2]. 또한, 2026년까지 이동통신 사
업자들은 5G에 의한 산업 디지털화로 6,190억 달러에 해당
하는 36 %의 추가 수익 기회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되는 등 5G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타산업과의 융합 서비
스 창출을 통해 4차 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2].

5G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과 규격을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기술적 요소가 많으
며,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5G 에
서소개되는주요기술과 5G 시스템구축시고려해야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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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G의 비즈니스 기회[2]

[그림 3] 3GPP의 NR 표준화 일정

소를 소개한다.

Ⅱ. 5G NR 주요 기술

4세대까지의 이동통신은 주로 이동 환경에서 무선 데이
터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된 반면, 5G에서는 전
송속도의 지속적인 증대뿐만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에서 지
원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수용이 가능한 무선

연결 제공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무선 데이터 서
비스(enhanced Mobile Broadband: eMBB)뿐만 아니라, 다양
한 응용에서의 대규모 사물 간 통신(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mMTC), 그리고 산업 자동화, 차량 간 통신
등의 저지연과 신뢰도가 엄격히 요구되는 고신뢰 저지연 서

비스(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URLLC) 
등의 사용자 응용 시나리오들도 5G를 통해 제공될 것이다. 
3GPP는 이러한 5G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무선접속 기술을
시장의 요구사항과 적용 가능한 사용자 응용 서비스에 따라

Release-15 기반의 1단계와 Release-16 기반의 2단계의 두 단
계로마련하여최종적으로 2019년 7월에 IMT-2020 후보기술
로 ITU-R에제출할예정이다. 1단계 규격에서는 LTE의 제어 
평면 시그널링을 활용하여 NR과 LTE가 공존하는 NSA 규
격을 2017년 12월에, NR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SA(Stand-
alone) 규격을 2018년 6월에 완료하였다. 이 후 Release-15의 

추가 규격(late drop)은 2018년 12월에, 2단계에 해당하는 Re-
lease-16 규격은 2019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2-1 아키텍쳐

Release-15 규격은 LTE를 기반으로 NR의 무선 접속망을
포함하는 EN-DC(E-UTRA-NR Dual Connectivity) 구조를 이
용하여 NSA를 지원한다. EN-DC는 기본적으로 LTE를 주
기지국으로 설정하고, LTE와 동일하게 EPC(Evolved Packet 
Core)를 사용하며, EN-DC 구조를 통해 NR 기지국 운용을
지원한다.

2018년 6월 완성된 Release-15 SA 규격에서는 SA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핸드오버 등이 포함된 기본적인 이동성을 지원

하며, 새로운 RRC(Radio Resource Control) 상태인 RRC inac-
tive 모드에 대하여 규격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EN-DC와는
달리 SA는 5G 코어네트워크인 5GC와 NR 기지국이 직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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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

(부반송파 간격)
FR1

(30 kHz)
FR2

(120 kHz)
시스템 대역폭 100 MHz 400 MHz
주파수 효율 98.28 % 95.04 %

<표 2> 시스템 대역폭에 따른 자원할당 비율[7]

[그림 4] EN-DC 구조[4]

[그림 5] NG-RAN 아키텍쳐[5]

부반송파간격

(kHz)
15 30 60 120 240

심볼길이(us) 66.7 33.3 16.7 8.33 4.17
CP 길이(us] 4.7 2.3 1.2 0.59 0.29
슬롯 길이(ms) 1 0.5 0.25 0.125 0.0625

<표 1> NR의 부반송파 간격 및 슬로 길이[6]

 

  

[그림 6] NR의 부반송파 간격

[그림 7] Bandwidth part

결되는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SDAP(Service Data Adaptation 
Protocol) 계층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5G NR 기지국인 gNB내에 상위 계층 기능 분리를 통해
신규 F1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였으며, gNB-CU내에서 제어
평면과 사용자 평면을 CU-CP(Central Unit - Control Plane)와
CU-UP(Central Unit  User  lane) 노드로 분리하고 E1 인터페
이스도 새롭게 정의하였다.

2-2 물리계층 설계

5G NR의 가장 큰 특징은 광대역 서비스 지원을 위해 동
작 주파수 영역을 초고주파 영역까지 확대한 점이다. NR 주
파수 영역을 6 GHz 이하인 FR1(450 MHz～6 GHz)과 24.25 
Hz 이상인 FR2(24.25～52.6 GHz)에서의 동작을 모두 지원하
며, FR1의 경우 100 MHz, FR2인 경우 최대 400 MHz까지의
광대역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의
광대역 폭을 지원하기 위해 15 kHz의 단일 부반송파 간격을

갖는 LTE와는 달리 <표 1>과 같이 다양한 부반송파 간격을
지원한다. 슬롯 구조도 LTE와 같은 14개 심볼 기반이외에
2/4/7 심볼 기반의 스케줄링(미니 슬롯)을 지원하여 저지연
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NR에서는 광대역 시스템 대역폭 내에서 사용자의 대역
폭을 다르게 운용하여 단말의 전력소모를 줄여주거나, 부반
송파 간격의 numerology에 따른 서로 다른 사용자응용 시나
리오를 지원할 수 있는 Bandwidth Part(BWP) 개념이 도입되
었다.

NR에서는 기존 LTE와 같이 CP-OFDM(Cyclic Prefix - Or-
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을 기반으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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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R 슬롯 포맷

[그림 9] 다중 빔 지원 SSB 전송 [그림 10] 5G 주파수 할당 결과

필터링 또는 윈도우 방식의 적용을 통해 기존 LTE 대비 보
호대역 구간을 절감하여 시스템 대역폭 내에서의 자원 활용

률을 LTE에서의 90 %보다 더 높은 98 %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LTE는 듀플렉스 방식을 FDD와 TDD로 구분하여 특정 서
브프레임에는 하향 또는 상향 신호 전송만 가능한 반면, NR
에서는 서브프레임에서 사용가능한 슬롯 포맷을 [그림 8]과
같이 제공하여 상하향링크구성의자유도를높였으며, 동일
슬롯내에서 상하향 배치도 가능한 self-contained 형태도 제
공한다[8].

2-3 다중 안테나 기술

기존 LTE에서지원되었던다중안테나기술은 NR에서더
욱개선되어한단말에최대 8 layer까지지원하며, MU-MIMO
를 위해 최대 12개의 직교 DMRS(Demodulation Reference 

Signal) 포트를 지원한다. MU-MIMO 성능 향상을 위해 LTE 
CSI(Channel Status Indicator) 코드북대비정확도가높은 Type 
II CSI 코드북이 도입되었다. 5G에서는 다중 안테나와 Radio
가 결합된 형태의 능동안테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빔관리 절차가 정의되었
다. FR1에서 최대 8개, FR2에서 최대 64개의 빔을 위한 SSB 
(Synchronous Signal Block)라 불리우는 동기 신호 블록이 전
송될 수 있으며, 다수의 빔에 대한 수신 신호 세기에 기반하
여 송수신빔을 추적해 최적의 빔을 선택하는 동작을 한다. 
SSB외에 CSI-RS, SRS(Sounding Reference Signal) 등의 단말
개별 신호를 통해 빔스위칭을 지원할 수 있다.

<표 3>은 LTE와 NR Release 15의 물리계층 비교를 나타
낸 것이다.

Ⅲ. 5G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3-1 5G 주파수 할당

K-ICT 스펙트럼 플랜에 계획된 5G 주파수 대역 중 3.5 
GHz 대역 280 MHz 대역폭과 28 GHz 대역 2,400 MHz 대역
폭이 지난 6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되었다. 각 사업자
들은 3.5 GHz 대역에서 최대 100 MHz 대역폭으로 5G 서비
스를 시작하게 되며, 28 GHz 대역에서는 최대 800 MHz의
대역폭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본 배치를 기반으로 5G NR 
기술 기준과 시험 방식이 마련되어 5G 상용화를 위한 기술
적, 제도적 토대가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9]～[11].

3-2 Synchronous TDD

5G로 할당된 3.5 GHz 대역과 28 GHz 대역은 상하향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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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NR

주파수 대역 6G Hz 이하 6 GHz 이하 (FR1), 
24.25 GHz 이상 (FR2)

대역폭 1.4, 3, 5, 10, 15, 20 MHz FR1: 5, 10, 15, …, 100 MHz
FR2: 50, 100, 200, 400 MHz

부반송파간격 15 kHz
FR1: 15, 30, 60 kHz

FR2: 60, 120, [240] kHz
슬롯내 심볼 수 14 2, 4, 7, 14

프레임구조
Type 1: FDD
Type 2: TDD Unified framework of FDD/TDD with bi-directional slot

MIMO
다양한 전송모드

(OL/CL-MIMO SFBC, SM) 
단일전송모드(LTE TM9 유사)

Multi-beam operation
채널코딩 Turbo Coding, TBCC LDPC, Polar Code

Waveform
DL: CP-OFDM

UL: DFT-s-OFDM
DL: CP-OFDM

UL: CP-OFDM, DFT-s-OFDM
광대역지원 반송파집성(CA) 광대역 Carrier, BWP

<표 3> LTE와 NR Release 15 물리계층 비교

[그림 11] TDD 간섭 시나리오

크를동일 대역에서구현하는 TDD 시스템을기반으로 한다. 
2-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R 시스템은 다양한 슬롯 포맷
을 제공하며, 사업자의 운용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상하
향 링크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인접 지역 또는 인접 대역
에서 상하향 링크 설정이 상이할 경우, [그림 11]과 같이 인
접 시스템의 하향링크가 기지국 수신단에, 또는 인접 단말
의 상향링크가 단말의 하향 수신링크에 간섭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대역과 같은 인접 대역간에
물리적인 격리 기법을 적용하거나, 상하향 링크사이에 동기
를 맞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데이터 밀집
지역 등에 서로 다른 사업자들의 장비가 같이 구축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5G NR의 상하향 링크 패턴을 동일하게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SA로의 진화나 응용 서비
스에 따라 적절한 TDD 패턴을 공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TDD를 적용하는 5G NR 시스템은 상하향 링크 자원 비
율과 링크 성능 기법에 따른 주파수 효율에 따라 [그림 12]
와 같이 성능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단일 캐리어로 5G 
NR을 구현할 경우, 상향 링크에 의해 5G NR의 커버리지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향 링크 성능
개선 방안이 요구되며, 상향 링크 자원 비율을 높여주거나, 
저주파 대역과의 연동을 고려할 수 있다.

3-3 Advanced 안테나 기술

많은 안테나 소자를 RF 단과 결합한 형태의 Advanced 안
테나 기술은 LTE 때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높은 주파수 대
역 사용과 개선된 기술 및 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5G NR에
서는 Massive MIMO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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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band
(FR1) UL DL Duplex 

mode

n1 1,920～1,980 MHz 2,110～2,170 MHz FDD
n2 1,850～1,910 MHz 1,930～1,990 MHz FDD
n3 1,710～1,785 MHz 1,805～1,880 MHz FDD
n5 824～849 MHz 869～894 MHz FDD
n7 2,500～2,570 MHz 2,620～2,690 MHz FDD
n8 880～915 MHz 925～960 MHz FDD
n12 699～716 MHz 729～746 MHz FDD
n20 832～862 MHz 791～821 MHz FDD
n25 1,850～1,915 MHz 1,930～1,995 MHz FDD
n28 703～748 MHz 758～803 MHz FDD
n34 2,010～2,025 MHz 2,010～2,025 MHz TDD
n38 2,570～26,20 MHz 2,570～2,620 MHz TDD
n39 1,880～1,920 MHz 1,880～1,920 MHz TDD
n40 2,300～2,400 MHz 2,300～2,400 MHz TDD
n41 2,496～2,690 MHz 2,496～2,690 MHz TDD
n50 1,432～1,517 MHz 1,432～1,517 MHz TDD
n51 1,427～1,432 MHz 1,427～1,432 MHz TDD
n66 1,710～1,780 MHz 2,110～2,200 MHz FDD
n70 1,695～1,710 MHz 1,995～2,020 MHz FDD
n71 663～698 MHz 617～652 MHz FDD
n74 1,427～1,470 MHz 1,475～1,518 MHz FDD
n75 N/A 1,432～1,517 MHz SDL
n76 N/A 1,427～1,432 MHz SDL
n77 3,300～4,200 MHz 3,300～4,200 MHz TDD
n78 3,300～3,800 MHz 3,300～3,800 MHz TDD
n79 4,400～5,000 MHz 4,400～5,000 MHz TDD
n80 1,710～1,785 MHz N/A SUL 
n81 880～915 MHz N/A SUL 
n82 832～862 MHz N/A SUL 
n83 703～748 MHz N/A SUL
n84 1,920～1,980 MHz N/A SUL
n86 1,710～1,780 MHz N/A SUL

NR band 
(FR2) UL DL Duplex 

mode

n257 26,500～29,500 MHz 26,500～29,500 MHz TDD
n258 24,250～27,500 MHz 24,250～27,500 MHz TDD
n260 37,000～40,000 MHz 37,000～40,000 MHz TDD
n261 27,500～28,350 MHz 27,500～28,350 MHz TDD

<표 4> 5G NR 운용 대역 (2018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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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5G NR 3.5 GHz 시스템의 거리별 링크 성능(예)
(상하향 링크 비율=4:1 가정)

3.5 GHz 대역의 경우, 보통 32 또는 64개 트랜시버를 가지
며, 28 GHz의 경우, 수백개의 안테나 소자를 활용하여 빔포
밍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Advanced 안테나 기술은
TDD 및 고주파 사용에 따른 커버리지 감소를 보완할 수 있
으며, 다중 사용자에 MU-MIMO를 적용할 경우, 시스템 성
능을 높일 수 있다. 반면에, 급격한 안테나 소자의 증가와
광대역폭의 사용은 DU(Digital Unit) 간 프론트홀 구간의 성
능 및 용량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3-4 저주파 대역 활용

상향 링크에 제한되는 TDD 기반의 5G NR의 커버리지를
보완하기 위해 저주파 대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NSA와 같이 제어 신호 전송을 LTE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UL만 NR로 정의된 SUL과의 연동도 가능하다. 또
한, 5G NR 규격은 LTE-NR in-carrier co-existence 형태로
LTE 대역 내 NR 전송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저주파 대역
의 활용은 NR 커버리지의 확대뿐 아니라, 고용량 NR 대역
의 offloading 기능으로 전체시스템성능을향상시켜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NR 운용이 가능한 대역은 <표

4>와 같이 국내에 할당된 3.5 GHz 대역(n78)과 28 GHz 대역
(n257)뿐 아니라, SUL(Supplementary Uplink)이 가능한 대역
도 정의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자의 진화 계획에 따라 기존
LTE 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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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5G 일정

Ⅳ. 5G 시스템 상용화 준비 현황

초기 5G 상용화 시스템은 2018년 6월에 완성된 3GPP 5G 
NR 1단계 규격을 기반으로 구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상용화 규격이전에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새로운 대역에

서의 신규 기술 검증을 진행하며, 특히 5G 시스템에서의 초
고주파 대역과 Massive MIMO를 위한 Advanced 안테나 시
스템적용을위해프로토타입구현과다양한현장시험이진

행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응용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은 상용화 이후로도 지속적으

로 고민해야 할 요소이다. 5G NR 표준 진행상황에 따라
NSA 기반의 5G 초기 시스템은 2019년 전후로 공급될 것으
로 보이며, 이후 5G 코어망 도입과 함께 SA로의 진화와 2단
계 NR 규격기반으로 IMT-2020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 공급이 이어질 것이다.

Ⅴ. 결  론

한국은 3.5 GHz 대역과 28 GHz 대역을 5G용으로 동시에
공급하는 첫 번째 국가이며, 지난 6월에 주파수 경매를 통
해 5G 주파수를 성공적으로 할당한 바 있다. 또한, 기술기
준과 시험방식을 마련하는 등 5G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요
건을 마련하여 12월 1일 전파 송출 및 상용화를 눈앞에 두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3GPP 5G NR 기술의 특징과 시스
템 관점에서 5G 상용망 구축 시 고려사항 및 준비 현황을
기술하였다. 5G가 내포하는 다양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통해 전통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타산
업과의 융합 서비스 창출을 통해 사회 경제적 영향이 클 것

으로 예상되는 바, NSA 기반의 초기 상용화 이후에도 지속
적인 기술 진화와 서비스 발굴로 5G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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