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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7년 스마트폰의 출현 이후로 모바일 데이터의 사용량
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17년
말 대비 2023년에는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이 10배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말에는 3.2 엑사바이트(Exabyte: 
1018 byte)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1]. 에릭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8배 급증해 월 107 엑
사바이트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2]. 107 EB는 전 세계
모바일 가입자가 10시간 동안 HD 비디오 스트리밍을 받는
데 필요한 데이터 수치이다. 또한, 2023년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20 % 이상이 5G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에릭슨이 비슷
한 시기에 대해 다소 다른 예측치를 내놓는 것은 모바일 데

이터 트래픽이 그만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30년에는 5G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도 2023
년부터 2030년까지 다시 10～100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할수 있다. 이런것은향후에안경 혹은 HMD(Head Mounted 
Display) 단말 기기의 발전과 함께 더불어 AR/VR, 홀로그램, 
360°, 6-DoF(Degree of Freedom) 등 서비스의 발전으로 그렇
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트래픽 증가는 필연적으로 시스템의 개선된 성능을

요구한다. 이동통신 시스템의 성능은 궁극적으로는 단위면
적당 제공하는 용량이다. 이것은 기지국의 밀집도, 스펙트
럼 효율(bps/Hz), 사용 대역폭, 사용 대역폭 갯수의 함수일
것이다. 기지국의 밀집도는 통신사의 투자비용과 관련이 있
어 기술적 규약 사항이 안되므로, 보통 스펙트럼 효율을 최
소 성능요구사항으로 규정하여, 해당 사용 대역폭의 용량을
계산하여 시스템 용량의 척도로 삼는다. 이것은 시스템의 최
대 전송속도로 나타나고, 이동통신의 세대별로 최대 전송속

도를 최소 성능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3]. 스펙트럼 효
율을 보면, 2세대 CDMA IS-95와 3세대 W-CDMA/cdma2000
은 QPSK를 사용하여 스펙트럼 효율이 약 0.5 bps/Hz 전후인
데, 이후에 16QAM/64QAM 등을 HSPA에 도입하여 2.88 bps/ 
Hz로 끌어올렸다. 또한, 4세대 LTE/LTE-A에서는 MIMO의
도입으로 스펙트럼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고자 하였으

나, MIMO는 이동통신의 모든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고

rich scattering 환경에서만 동작하므로 평균 용량을 그다지
증가시키지 않는다. 5세대는 4세대 대비 5배의 스펙트럼 효
율을 높이고자 하였고, 최근 5세대 표준의 골격을 보면 이
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고정형 빔형성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4]. 고정형 빔형성 기법은 개괄지에서 보면, 마치 부채꼴로
통신 영역을 나누는 것과 같아서 용량을 증대시키는 수단

이 되지만(이것은 과거 sectorization과 유사한 용량증대 효
과임), 건물, 가로수 등의 장애요인이 있으면 그와 같은 효
과가 매우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이동통신 세대를 거치면
서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기지국
밀집도, QAM, MIMO, 사용 대역폭, 고정형 빔형성 등이 있
다. 여기서 보면 MIMO와 고정형 빔형성은 부분적 효과를
나타내고, 가장 확실한 것은 사용대역폭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간섭제거 기술 등이 있지만, 이
제까지 효과가 미약하였고, 무간섭이 무선의 궁극적 목표이
므로, 향후에도 용량증대를 위해 계속해서 간섭제거 기술
등이 고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역폭은 이동통신 세대가 발전

하면서 점점 커져 왔다. 2세대 CDMA IS-95는 1.25 MHz, 3
세대 W-CDMA 5 MHz, 4세대 LTE 최대 20 MHz로 발전하
다가 LTE-A는 band aggregation 기술을 사용하여 20 MHz를
최대 5개를 묶어서 100 MHz까지 대역폭을 늘리게 되었다
(초기에는 5개였는데, 현재 규격상으로는 최대 32개를 묶을
수 있게 되었음). 3GPP에서 준비하는 5G는 캐리어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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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 GHz 이하에서는 LTE-A와 유사하게 최대 100 MHz까
지 대역폭이 존재하고, 6 GHz 이상에서는 최대 400 MHz까
지 대역폭이 존재한다. 물론 여기서도 최대 16개까지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대역폭이 늘어나면 주파수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사용 캐리어 주파수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1 & 2세대 캐리어 주파수는 700 혹은 800 
MHz 대역, PCS는 1.8 GHz, 3세대 W-CDMA는 2.1 GHz, 4세
대 LTE는 800 MHz/1.8 GHz/2.1 GHz 모두 사용할 수 있고, 
5세대에 대해서는 최근 3.5 GHz 혹은 28 GHz 대역을 고려
하고 있다. 향후에는 5G 시스템은 100 GHz까지 펼쳐질 예
정이다[5]. 그럼 과연 100 GHz까지 흩어져 있는 대역을 모두
5G에 사용하더라도 2030년 즈음에는 용량이 모자라서 새로
운 미래 통신 시스템(이를 테면 6G)을 필요로 할 것인가? 이
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다.
그 이유를 우선 간단하게는 향후에 펼쳐지는 몇 가지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향후에는
AR/VR, 홀로그램, 360°, 6-DoF 등과 같은 서비스의 발전, 안
경 혹은 HMD가 더 고도화되어 인간 친화적인 단말기기로
의 발전은 개인당 1 Gbps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 전송속도
가 필요하다. 사실 이런 요구사항은 기가코리아 사업에 대
한 요구사항이었고[6], 이런 개인당 전송속도를 보장하기 위
해, 기지국 당 100명 정도를 가정하여 최대 전송속도를 100 
Gbps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논의
하면서 5G 최소 성능 요구사항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최대
전송속도는 20 Gbps가 된 바 있다. 특별한 경우로 예를 들어
지하철 공간은 mobile hot spot 영역으로서 기지국에서 바로
단말기로 액세스가 되는 것보다는 중계기 혹은 이동무선백

홀 개념으로 2단계로 단말기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7],[8]. 이 
경우, 지하철에 100～1,000명이 타고 있고, 각 사람에게 1 
Gbps를 보장하려면, 지하철에 이동무선백홀 형태로 데이터
를 제공하는 기지국의 용량은 100 Gbps～1 Tbps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5G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용량이다. 또한, 경기
장, 공연장등 많은 사람들이밀집된 형태로 있고, 각사람들
에게 1 Gbps를 보장하고자 할 때, 사람들 주변에 기지국을
많이 설치할 수는 없으므로 이 때 역시 대용량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그럼 100 Gbps～1 Tbps의 기지국을 5G 시스템으
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인가? 5G에 대한 가용주파수를 살펴
보면 20～80 GHz 대역에서는 약 30 GHz이다. 이 영역의 주

파수 특성상 이동무선백홀 형태로 스펙트럼효율 5를 넘기
기가 어렵다(64 QAM, polarization 사용 시에 5 정도가 나옴). 
따라서 5G의 가용주파수를 한 통신사업자가 다 사용한다
고 하더라도 150 Gbps 정도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므로 다
수 통신사들의 경쟁적 서비스 제공과 1 Tbps까지 전송속도
를 제공하려면, 더 많은 가용 주파수가 필요하다. THz 영역
(0.1～10 THz)로 가면 이런 데이터 전송속도가 가능해진다.
이런 발전 논리와는 별도로 과거 발전속도에 비교하여

보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9]. 여기서는
WiFi와 셀룰러 이동통신의 과거 세대의 데이터 전송속도의
발전양상을보고, 다음세대의전송속도를외삽(extrapolation) 
형태로 예측하여, 미래 통신은 1 Tbps까지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제공하려면 THz 영역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사실 이 논리가 그대로 맞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먼저 발전
시키면 향후에 서비스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2000년대에
펼쳐진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cdma2000, HSPA는 한
동안 killer application이 없어서 지지부진하다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활성화되었고, 이 스마트폰은 데이터
사용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4세대 LTE/LTE-A를 만드는
동인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차세대 통신은 THz 영
역을 사용하는 기술이 될 가능성이 많다. 
사실 THz 영역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IEEE802.15.3에서

다루고 있다. 2013년에 IEEE802.15 IGthz(Tera hertz interest 
group)에서 빠져나온 IEEE 802.15 WPAN Task Group 3-D 
100 Gbit/s Wireless(TG 3d 100 G)는 275～325 GHz에서 100 
Gbps 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75～325 
GHz는 아직 면허 혹은 비면허가 전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
지 않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이 대
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5년에 결성된

IEEE802.11ay(11ad의 후속)는 45 GHz 이상(우선은 60 GHz 
대역 고려)의 비면허대역에서 100 Gbps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10]. 이들은 아직 1 Tbps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있어, 미래를 위해서는 Tbps 급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
동안 비면허대역의 WiFi는 셀룰러 이동통신의 offloading 역
할을 하면서, 상보관계를 유지해 왔다. 데이터를 낮은 요금
으로 사용하는 것에 WiFi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의 문제점은 WiFi와 셀룰러 이동통신이 자연스럽게 서로 핸
드오버가 되질 않아서 사용자가 일일이 모드를 선택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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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THz로 가면 특정 응용(예, 이동무선
백홀)을 제외하면 대부분 작은 셀에서 초고속 대용량을 제
공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WiFi 서비스 영
역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만약 THz 기술이 작은 셀에서 낮
은 요금으로 고속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모드를
변경하는 불편없이 고속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상황은 THz 영역으로 가면 매우 방대한 주파수 영
역이 존재하므로 주파수 경매요금을 적절히 하여 통신투자

비를 증대시키면 가능한 시나리오로 여겨진다. 이렇게 사용
자에게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에서도 면허

대역의 THz 영역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면, THz 영역에 대해 5G 기술을 사용하면 안되는가? 

이런 질문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5G에서는 앞서 언급하
였듯이 캐리어 주파수를 100 GHz까지 고려하고 있으므로, 
5G 기술을 1 THz까지(혹은 작게는 400 GHz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혹자는 THz 영역에 RF 
transceiver가 개발되면 5G의통신기술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
다는견해를 갖기도 한다. 다른 혹자는 THz 영역이 mmWave 
영역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

다고 얘기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THz 영역은 RF 성격과
광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Transceiver
는 실리콘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광(photonics) 기반으
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는 좀 더 손쉬운 방법은 광기
반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는 실리콘 기반 기술이 성숙
되지 않고 있다. 통신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 체제로 하려면
실리콘 기반으로 가는 것이 필수일 것이다. 이런 구현 상의
어려움이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THz 영역으로 가면 수 GHz 
혹은 수십 GHz의 대역폭이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광대
역 저전력 무선전송기술, 그에 맞는 A/D 및 D/A converter, 
RF와 PHY 구조 등이 어려운 기술이 될 것이다. 또한, 전파 
특성이 mmWave와 다소 다르므로 이에 대한 분석 및 모델
링이 필요하다. 빔형성 기술은 mmWave와 마찬가지로 필수
기술이 될 것이지만, 안테나의 형태가 1/10～1/100로 작아
지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빔형성을 위한 ultra 
massive antenna 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이런 몇가지 새로운
기술 형태로 볼 때, THz 영역을 다루는 기술은 5G 기술이
그대로 사용되기는 다소 어렵다. THz 영역은 미래 통신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기반 기술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2장에서 통신의 역사 및 미래상을 논

의하여 이동통신 역사에 비추어 미래통신의 개념을 정리하

고, 3장에서는 THz 영역에 대한 주요 기술들의 현황을 소개
한다. 4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5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Ⅱ. 통신의 역사 및 미래상

2-1 통신의 역사

1980년대에 1세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명 벽돌폰이 세
상에 선보인 이래로 이동통신은 10년 주기로 세대를 변경
하면서 발전해왔다. 발전의 동인은 크게 서비스 측면과 기
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세대는 서비스
가 강해서 어떤 세대는 기술이 끄는 힘이 강해서 세대를 달

리하였다. 1980년대의 아날로그 이동통신은 고정 유선 통
신에서 이동 통신으로 출발하는 의미가 있었고, 이동 중 음
성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하였다. 이 후 이동 음성서
비스는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TDMA 혹은 CDMA 기
술들이 이끌어 2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1990년대에 펼쳐졌
다. 2000년대에 서비스가 펼쳐졌던 3세대는 처음에는 유선
ISDN 서비스를 무선화하는 목표로 출발하였다. 즉, 이때부
터 mobile에 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
였다. 병행하여, 3세대에서는 기술적으로 universal radio를
부르짖었다. 이동 음성 서비스가 대중적이 되면서, 세계 어
느 곳에서나 같은 단말기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로

밍 서비스가 중요시되었고, 이런 마음이 universal radio를 표
방하게 되었다. 이 덕분에 2세대에서 용량 및 셀 배치에 기
술적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CDMA 기술이 더 발전되어
3세대에서 W-CDMA가만들어지게되었고, 현재는 W-CDMA
가 3세대의대표기술이됨으로써어느정도는 universal radio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2000년대끝무렵인 2007년에스마트폰이나오면서, mobile 
internet이 본격화되었다. 사실 3세대에서는 HSPA로 mobile 
internet을 준비하였는데, 이것의 쓰임새는 그다지 많지 않았
다. 스마트폰은 WiFi를 탑재하여 비면허대역에서 빠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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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동통신의 세대 및 서비스 변화

터 전송속도를 즐기게 하였다. 이것이 어찌 보면 스마트폰
을 활성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동 단말기에 WiFi가 탑재되면서, WiFi가 이동통신 서비스
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시작하였다. 스마트폰에 의한 mobile 
internet의 활성화에 힘입어 더욱더 모바일 데이터 전송속도
를 높이는 서비스가 요구되었고, 이에 의해 mobile broad-
band 서비스와 기술이 4세대를 이끌게 되었다. 넓은 대역
폭과 높은 데이터 전송속도에는 CDMA보다는 OFDMA기
술이 더 적당한 이유로 4세대는 OFDMA 기술을 사용하여
LTE/LTE-A가 만들어졌고, 이것들은 2010년대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논리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더 요구하는 5G에 대
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5G의 ITU-R 공식명칭은 IMT-2020이다. 이 공식 명칭은
2015년 6월 ITU-R회의에서 명명되었다. ITU-R은 이렇게 각
세대별로 공식명칭을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세대별로 서비스와 최소 성능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즉, 이것을 보면 무엇이 그 세대의 특징이 되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다. 5G는 4G와는 달리 서비스 측면에서 세가
지 축을 규정하였다. Mobile internet(초고속), massive con-
nectivity(초연결), low latency(저지연, 고신뢰)가 그것이다. 
이 세가지에 대해 합쳐서 8가지의 최소 성능 요구사항을 규
정하였다. 4G까지는 초고속 서비스와 이에 해당하는 최소
성능 요구사항 예로 사용자 최대 전송속도 등의 규정에 그

쳤지만, 5G에서는 초연결에 해당하는 단위면적 당 최대 기
기 연결 개수를 새로 규정하였고, 고신뢰에 해당하는 전송
지연을 매우 작게(4G 10 ms → 5G 1 ms) 규정하고 있다. 이
런 것들은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공장자동
화, 자율주행차 등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요구사항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5G를 타 산업과의 융합 시 주요 인프
라로 사용되는 5G vertical eco-system을 표방하고 있다. 한
편, 4차 산업혁명이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되
었고, 이의 대표기술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증강/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을 언급하고 있는
데, 공교롭게도 이에 대한 기술분야 혹은 서비스가 일부 5G 
vertical eco-system에서 내세우고 있는 산업분야와 일치하여, 
5G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

[그림 1]은 이런 이동통신의 세대변화를 서비스 관점에서
재배열한 것이다[11]. 여기서 보면 1세대와 2세대는 mobile(음

성서비스)로 묶여 있고, 3세대와 4세대는 mobile broadband 
(mobile internet, 데이터)으로 묶여 있다. 5세대는 이와는 달
리 mobile internet의발전된형태와이에더하여 2가지(mMTC, 
URLLC)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Mobile internet
의 대표 서비스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증강/가상현실이 나타
나 있다. 물론 이런 서비스는 타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mMTC은 IoT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써 농업과 생활
에 적용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URLLC는 교통산업의 자
율주행차에서 매우 주요한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에서 5G 기술은 기반 인프라 기
술이 되고, 미래에는 이에 대한 것이 심화되면서 기술적 요
구사항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상
/증강현실에는 3-DoF가 거론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6-DoF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12]. 이것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곳이지
만, 마치 사용자가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그곳의 환경을 모
두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거론되
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결합되면서 차세대 통신의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과 생활 분야에 사용되는 센서
는 더욱 고도화되어 인공지능이 가미된 IoT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자율자동차는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 제어, 예를 들어
초저지연 및 사방팔방의 비전 통신에 의한 제어를 통해 더

욱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로봇 개념
이 가미된 드론, 날으는 자동차 등을 위한 공중통신, 미래에
점점 중요해지는 수자원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수상 혹은 수

중 통신, 땅속을 이용하는 지중 통신 등이 미래 통신에서 더
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용량이 요구되므로 THz 영역의 통신기술을 발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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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상부호화에 따른 전송속도와 대역폭 [그림 3] 커넥티드 카 및 소요 데이터 양

것이 필요하다[13]～[18].

2-2 미래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이 그동안 mobile internet
의 데이터 트랙픽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면 향후에
는 어떤 기기가 이 역할을 할 것인가? 여전히 폴더 스마트
폰과 같은 스마트폰의 고도화 기기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을 증가시킬 것인가? 간단히 생각하면 2면이 접히는 폴더
스마트폰은 현재 대비 2배의 트래픽을 증가시킬 것이며, 4
면이 접히는 것은 4배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어느 정
도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폭발적인 증가는 안
경 및 HMD가 편리하게 만들어질 때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안경 혹은 HMD에 IMAX와 같은 화면이 펼쳐지고, 
6-DoF와 같이 대상 주변의 거의 모든 환경이 화면으로 준비
되어 제공된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매우 편리하고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폭발적인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예

상된다. 앞으로 고도화된 안경을 이동 시에도 착용하여 데
이터도 보고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 되면, 더욱 그
럴 것이다. [그림 2]는 영상 부호화에 따른 전송속도 및 차
지하는 대역폭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보면, 
6-DoF는 압축 시에 200 Mbp부터 비압축시에는 5 Gbps까지
증가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영상 부
호화가 고도화될수록 차지하는 대역폭이 증가하여, 점점 넓
은 대역폭의 통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기술이 이대로 가면 안경과 HMD에 의해 폭발적

인 증가가 예상되는가? 우리는 스마트폰이 어떤 이유로 모
바일 트래픽을 증가시켰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UI(user interface)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용자가 화면을 보다 더 편리하고 자유자재로 볼 수 있
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안경과 HMD 기술 분
야에서도 보다 편리한 UI가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랫동
안 보고 있어도 메스꺼움이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이런 영상 부호화의 발달과 UI의 발전은 여러 산업분야

에서 관련 콘텐츠를 즐기도록 할 것이다. 특히 커넥티드 카
는 자율주행, 투명 디스플레이, 안경 및 HMD의 발전 등을
통해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림 3]은 커넥
티드 카에 n명이 탑승할 때 약 10 Gbps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차량 내 각자가 홀로
그램, 6-DoF 등을 즐기고, 차량 내/외의 블랙박스 영상의 네
트워크 전송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치이

다. 어쩌면 이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 양이 필요하게 될 가능
성이 있다. 도로에서 보면 차선 수, 차량 간 거리 등을 고려
할 때, 이런 차량들이 한 기지국 당 10대～수십대 존재한다
고 하면 그 기지국에서 필요한 용량은 100 Gbps～1 Tbps로
짐작할 수 있다.
이동통신의 각 세대의 최대 전송속도는 낮은 이동속도에

서 제공된다. 예를 들어 4G LTE/LTE-A 경우는 3 km/h에서
최대 1 Gbps를 최소 성능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다. 300 km/h
에서는 대략 100 Mbps 정도로 낮은 전송속도를 요구한다. 
이런 이유는 높은 이동속도에서는 무선통신의 채널 환경이

다소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나온 후에는 차량에
서도 많은 모바일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버
스 등에서 보면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매우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움직이는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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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동무선백홀과 4G/5G의 상보관계 [그림 5] 미래 통신에서 cell 간 관계 및 사용자 요구사항

용자가 존재하는 경우, 높은 이동속도에서 대용량의 데이
터를 요구하게 된다. 4G LTE/LTE-A 자체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어서 특별히 대용량의 이동무선백홀을 사용하여 2단
계로 사용자를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는 예로
mmWave 대역 중에 25 GHz를 사용하여 지하철 혹은 기차
에 이동무선백홀개념으로 대역폭 500 MHz를사용하여 1.25 
Gbps를제공하는것을나타내고있다. 이렇게 1.25 Gbps를제
공하면 높은 이동속도에서도 낮은 이동속도에서 제공되는

최대 전송속도와 유사한 속도가 되기 때문에 이동속도와

관계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5G에 가서도 적용된다. 5G는 낮은 이동속도에서 최대 20 
Gbps이므로, 예로 THz 영역인 250 GHz를 사용하여 대역폭
5 GHz로 20 Gbps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서비스
측면에서 5G의 상보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5G에서 단말에
서비스하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이동속도와는 관계없이 제

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THz 영역은 6G 통신으로 본격 사용
되기 전이라도 5G의 상보 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위에 몇 가지의 통신 미래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미래

상은 향후에 차츰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는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전국 어디에서
나 4G 서비스가 된다. 통신사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지불
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큰 불편 없이 모바일 데이터를 즐길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은 4G를 통해 제한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고, 집에서는 유선 인터넷에 연결된
WiFi를 통해 데이터를 즐길 것이다. 그러다가 혹시 WiFi가
꺼진 상태인지 모르고, 영상을 즐기다가 통신사로부터 4G 
데이터가 거의 소진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화들짝 놀라서

그때서야 WiFi를 사용하게 되고, 혹시 이마저도 지나가면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가장 불편한 점
이다. 이런 점에서 사용자의 한결 같은 요구사항은 낮은 통
신요금으로 무한정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이다. 유선
인터넷에서는 일찌감치 낮은 정액 요금제가 실현이 되어, 
우리는 유선인터넷 혹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WiFi를 맘껏
즐기고 있다. 그러면 왜 이동통신에서는 유선과 같은 낮은
요금으로 정액요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동통신에서 제공하는 용량에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향후 사용자는 [그림 5]와 같이
large cell, small cell, moving cell과는 관계없이 낮은 요금으
로 그들 서로 간에 seamless service가 보장되면서, multi Gbps
를 제공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기
본적으로 주파수 대역폭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하
여 유선의 끝에 있는 비 면허대역 서비스도 면허대역으로

대체하여 사용자가 가입한 통신사의 제어 하에 무한정의 데

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가능
하게 하려면 대역폭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THz 영역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사실 비면허대역을 사용하는 WiFi의 초기 기술적 장점은

셀룰러 이동통신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여, 보다 더
높은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장점은 세
대가 변할수록 이동통신 캐리어 주파수가 높아지고, 대역
폭이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현재는 5G와
IEEE 802.11ad 혹은 11ay를 비교하면, 캐리어 주파수와 최대
대역폭들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향후 THz 영역으로 이동
통신 기술이 넓어지면 비면허대역이 갖는 장점은 더욱 작아

지거나 오히려 역전될 수 있다. 미래에는 면허대역과 비면
허대역 간에 비즈니스 영역을 고려하여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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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파수대대기감쇠특성(출처: http://www.dotseven.eu/
concept-objectives.html)

150 GHz 이하 102～109.5 GHz, 111.8～114.25 GHz,
130～134 GHz, 141～148.5 GHz

150～200 GHz
151.5～164 GHz, 161～174.5 GHz

191.8～200 GHz

200～300 GHz
209～226 GHz, 231.5～235 GHz,
238～241 GHz, 252～370 GHz

<표 1> 이동통신용 후보 주파수Ⅲ. 주요 기술

3-1 Tera Hertz 채널 특성

밀리미터파 대역은 산소분자 공진에 의한 대기 감쇠, 
그리고 강우 감쇠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불가능

한 주파수로 분류되었다. 특히 24 GHz와 60 GHz 대역이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대역으로 분
류된 것도 산소 분자에 의한 감쇠가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가 1 km 이내로 짧아지면서대기 감쇠, 강우 감쇠가큰 영향
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
고 NYU,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는 밀리미터파 대역
을 이동통신에 활용하기 위한 전파 채널 모델 기술과 개념

검증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밀리미터파 5G 기술
개발을 주도하였다.

THz 대역의 전파 채널 특성도 밀리미터파 대역의 특성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6]은 주파수 대 대기 감
쇠 특성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림으로부터 대기 감쇠가

10～20 dB/km 대역의 주파수는 100～370 GHz 대역 정도이
다. 그 위의 주파수는 대기 감쇠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밀리미터파 이동통신 시스템 구현 기
술 수준을 감안한다면 5G 이후의 미래통신 주파수 대역은
100～370 GHz 대역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ITU-R에서 논의되고 있는 100 GHz 이하 대역에서 이동
통신용으로 가용할 수 있는 대역폭은 약 30～40 GHz폭 수
준이었지만, 100～370 GHz 사이의 대역에서 가용할 수 있

는 대역폭은 약 190 GHz 폭이다. <표 1>은 ITU-R에서 분배
된 이동용 주파수 대역을 보여준다. 하지만 275 GHz 이상
대역은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고, 현재 ITU-R에서 용도
지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러므로 100 GHz 이하 대역에서 활용 가능한 주파수 폭

대비 약 6배의 주파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초광대역폭의 신
호를 전송하기 위한 기본적인 특성, 특히, 물질에 의한 반사, 
회절, 투과 등 THz 전파 특성을 분석하고, 이동통신에 적합
한 전파 채널 모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 안테나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안테나 복사 신호의 빔폭은 주파수

에 반비례하고, 안테나 이득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28 GHz 대비 280 GHz 대역을 사용
하면 안테나 빔폭은 1/10으로 줄어들고, 안테나 이득은 20 
dBi 증가한다. 그러므로 THz 대역 통신은 펜슬 빔 형태의
안테나 복사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빔형성 기술이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신호를 전달하는 매질의 손

실도 함께 증가하므로 신호 전달 전송선의 손실이 매우 증

가한다.
[그림 7]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른 RF 신호 전송선의

손실을 보여준다. 100 GHz 이하 대역에서는 마이크로스트
립 라인, 동축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나, 100 GHz 이상
대역에서는 이와 같은 전송선의 손실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밀리미터파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 안테나 기반 빔형성 기술을 THz 대역에 사용
하려면 고성능 유전체 기판 제조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지
만 오히려 금속 기반 혼 안테나 등은 크기는 파장에 비례하

므로 안테나 부피는 매우 작아진다. 따라서 금속 혼 기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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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파수 대 신호 전송선의 손실 비교

[그림 8] 주파수 대역에 따른 신호 발생 기술

[그림 9] 반도체 공정 가격 대 전력 비율[19]

열 안테나 기술이 THz 통신에 사용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
진다. 하지만 금속기반 혼 배열 안테나는 송수신 칩과의
집적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금속 기반
혼 안테나와 송수신 칩과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제조

기술도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은 칩과 안테나 집적화의 새로운 길을 만
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Hz 대역의 경로 손실을 보상하고, 섹터 커버리지를 넓
히기 위하여 다중 빔 안테나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
나 다중 빔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안테나 사이드 로

브 레벨의 크기이다. 안테나 사이드로드 레벨은 간섭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낮은 사이드
로브 레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안테나 설계 기술이 필요

할 것이다.

3-3 프론트엔드 디바이스 기술

THz 디바이스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THz 신호
발생 기술이다. 위상 잡음이 적은 고성능 신호 발생은 THz 
대역 활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림 8]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THz 신호 발생은 광학 기반과 전자기반 기
술로 나눠질 수 있다. 광학 기반 THz 신호 발생 기술은 QCL 
(Quantum Cascade Laser), 2개의 laser 신호를 photo mixer로
혼합하여 THz 신호를 발생하는 기술 등이 있으며, 전자기반
THz 신호 발생 기술로는 Gunn 등 다이오드 기반 신호 발생
기술, 화합물 및 Si 반도체 기반 체배 기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학 기반 THz 신호 발생 기술의 가

장 큰 문제는 낮은 출력이다. 출력을 개선하기 위해 QCL 
기반의 신호 발생 연구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00～370 GHz 대역에서는 QCL 기술로 고출력 신호원을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반면, 동 주파수 대역의 경우, 전
자 기반 THz 발생 기술이 더 선호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밀리미터파 5G 이동통신에도 사용되고 있는 Si CMOS 
기반의 주파수 체배 기술은 모뎀과의 집적 등을 고려할 때

통신 기술의 주요 디바이스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림 9]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현재 Si CMOS 공정 기술

은 28 nm 프로세스가 주력이지만, 14 nm 및 7 nm로 공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THz 디바이스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미래 통신에서 사용하는 100 
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능동소자로서는 Si 계열에 RF 
CMOS(SOI 포함)와 SiGe HBT를 비롯하여, 화합물 반도체의
GaAs HEMT가 그 중심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서 InP 기반의 HEMT, HBT, MHEMT, GaN HEMT 등이 연
구되고 있다. Si 소자 기술들과 화합물 반도체 소자 기술들
이 더욱 발전된 칩 레벨 혹은 포장 레벨의 이종기술들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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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테라헤르츠 빔포밍에 의한 용량증대 사용 예

[그림 10] Wireless backplane: 100 Gbps board-to-board link with 
beamsteering[21]

합된 모습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Si 소자는 그 scaling이 계속되어서 현재 14 nm 선폭 공정

에서 7 nm에 까지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이상의 scaling
으로는 소자 특성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으며, 경제성도 없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서 FD-SOI 기술은 초고속, 
고 전력, 저 전력소모, 그리고 저 잡음 고주파 소자와 회로
특성을 얻기 매우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개발될
7 nm FD-SOI CMOS 공정에서 예상되는 fT와 fmax가 적절
한 전류 밀도에서는 약 500 GHz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100～250 GHz 이하의 대역폭에서는 현재의 소
자 개념 및 회로 기술로 증폭기, 주파수 신호원, 믹서 등을
적절한 전력을 소모하면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그러나 250 GHz 이상의 대역은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
는 증폭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600 GHz 이상의 fmax
가 구현되어야 하므로 Si 소자기술로 기존의 증폭기 회로
개념을 사용하여 구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증폭기가 없어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의 통신에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대역에서 증폭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합물 반

도체 기반의 소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집적회로는 그 제어 회로나 바이어스회로

들은 다시 Si CMOS로 구현해야 하므로 단일 칩 회로가 불
가능하여 그 사용이 이득과 전력이 커야 하는 고성능 전력

증폭기, 스위치 혹은 저 잡음 증폭기 등으로 제한될 것이
다[20].
따라서 현재의 CMOS 소자의 발전의 한계까지를 고려하

여 예상하면 일반적인 6G 이동통신의 중심 주파수는 100～
250 GHz 정도가 되고, 단거리 고용량 그리고 고정형 무선
통신에서는 200～250 GHz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폭기가
필요 없는 초 단거리(수 m 이내)의 무선통신에서는 250～
350 GHz를 사용할 것으로 소자의 발전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

3-4 Ultra Massive MIMO

MIMO 기술은 4세대 LTE/LTE-A에서 8개 정도 안테나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상 안테나 갯수를 사용하는 것은 4세
대에서는 안테나 전체 크기가 매우 커지므로 한계가 있다. 
Massive MIMO 기술은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이상의 안테나

를 사용하여 주파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5세대의 mmWave 사용하면, 수십 개의 안테나를 사용할 때
는 어느 정도 안테나의 크기가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30 
GHz(파장은 1 cm) 사용 시에 수십 cm2에 수십 개의 안테나

를 넣을 수 있다. THz 영역 예를 들어 300 GHz(파장은 1 
mm)를 사용하면 파장이 30 GHz 대비 1/10이므로 같은 면적
에 100배의 안테나 개수를 넣을 수 있으므로, 수십 cm2에 수

천 개의 안테나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테라헤르츠파는 아
주 짧은 파장을 이용한 대규모 MIMO 안테나 구현에 유리
하다. 또한, 테라헤르츠파가 갖고 있는 감쇠 특성을 보상
하기 위한 기술로 Ultra-Massive MIMO 기술이 문제 돌파 기
술이 될 수 있다. 응용 예로, 각종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ATCA(Advanced TCA) 등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보드 간의
통신이 현재는 Rapid IO 등 Ser-Des 칩을 사용한 10 Gpbs 고
속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나, 테라헤르츠의 빔포밍
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100 Gbps 급의 보드 내 P2P 연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21]. 근거리 무선통신에서도 massive 
MIMO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방식에 비교하여 3차원
으로 SDMA(Spac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구사함으로써
수십 배의 전송 효율 증대가 가능하다.

[그림 10], [그림11]과 같이 테라헤르츠파 환경에서 빔포
밍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인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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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 square uniform plasmonic nano-antenna array[41]

[그림 13] Hybrid 빔형성 ultra massive MIMO antenna

스트립 형태와 금속 재료 안테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

록 해주는 나노 그래핀 등이 ultra massive MIMO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되고 있다([그림 12])[22].
종래의 금속 재질의 안테나를 대신하는 그래핀을 사용하

는 안테나는 금속 재질의 안테나보다 뛰어난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저전력 설계가 가능하여 저전력, 고성능
안테나 구현을 가능하게 하여 테라헤르츠파의 특성을 고려

한 ultra massive MIMO 시스템의 구현에 적합한 기술로 제
시되고 있다. [그림 13]은 용량 증대를 위해 아날로그 빔포
밍과 디지털 빔포밍을 결합한 형태에서 massive 안테나의
부분을 나누어 각각 빔형성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작은 크기에서도 많은 안테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

분적인 빔형성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THz 영역에서는
매우 융통성 있는 빔형성 기술이 가능하다.

3-5 저전력 변복조 방식

이동통신의 무선전송방식은 세대별로 변하여 왔다. 무선
전송방식은 크게는 다중접속방식과 변조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다운링크와 업링크가 다소 다를 수 있는데, 다운링
크 다중접속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1세대 FDMA, 2세대
TDMA와 CDMA, 3세대 CDMA, 4세대와 5세대는 OFDMA
가 사용되고 있다. 변조방식은처음 음성 위주일 때는 QPSK
만 도입되다가 데이터 전송이 중요해지면서 16 QAM, 64 
QAM, 1,024 QAM까지 사용되고 있다. 다중접속방식 변화의
이유는 앞서 이동통신 역사를 살필 때 언급한 바 있다. 여기
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3세대 CDMA로 통일될 때는 용량
및 셀 배치의 기술적 장점이 주효했다. 4세대에서는 대역폭
이 커지면서 CDMA로 할 때는 rake receiver의 복잡도를 감
당하기가 어려워 OFDMA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향
후 캐리어 주파수를 THz 영역으로 하고, 대역폭이 수 GHz 
혹은 수십 GHz가 될 때, 여전히 OFDMA가 유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여전히 OFDMA가 사용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역폭이 커지므로 이에 맞는 저전력의 다중접속방식 혹은

변조방식을 고려하는 것이다.
5G를 준비하고 있는 3GPP는 2018년도 6월에 New Radio

를 위한 규격 초안을 완성한 바 있다. 여기서 보면 6 GHz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 400 MHz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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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SOA MDL[34]

것을 16개까지 집성할 수 있다(carrier aggregation). 이에 따
라 제조업체들은 그것에 맞는 ADC/DAC를 준비하게 될 것
이다. 보통 AD 샘플링 율은 대역폭의 4배 정도를 가지므로, 
1.6 G sample/sec의 ADC가 필요하다. 현재 이런 수준은 단말
에 적절한 전력 소비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23]. 사실 얼
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말에 수 G sample/sec의 ADC를 만
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다. 그동안의 반도체 공정의
발달로 고속 저전력 단말 ADC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이 향후에 대역폭이 수 GHz 혹은 수십 GHz가 되고, 이것들
을 집성하는 기술이 단말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미래 통신에 예측된다면 THz 영역 통신에서도 OFDMA가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고, 더군다나 향후라도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
이 통설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광대역 폭과 THz의 특성에
맞는 간단한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THz 영역은 전파 특성 상, 짧은 거리 통신에 유리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THz를 나노네트워크 기술에 이용하자
는 움직임이 있다[24],[25]. 나노 네크워크의 소자는 그 크기가
수 um이고, 그들 간의 거리도 매우 짧다. 이들의 응용으로
는 의류에 존재하여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있

다. 이런 응용에서는 소자의 크기도 매우 작기 때문에, 복잡
한 변조 방식보다는 간단한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을 위하
여 짧은 펄스를 이용한 변조 방식과 다중접속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26]. 사실 UWB를 위해 짧은 펄스를 이용한 변조 방
식이 고려된 바 있다[27]. 이렇듯이 나노 네크워크를 위해 짧
은 거리에 대해 제안한 것이라도 향후에는 THz 영역 이동
통신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짧은 거리가 아닌 경우
(약 10 m 고려)에 대해 펄스 변조 방식을 제안한 것도 있다
[28]. 펄스 형식이 아닌 변조 방식에 대해서는 낮은 THz 영역
(300 GHz 이하)에서는 다양한 변조 방식이 실험되고 있다. 
125 GHz를 사용하여 ASK를 사용하여 200 m 거리에서 10 
Gbps를 실험한 바 있고[29], 240 GHz를 사용하여 8 PSK 방식
으로 40 m 거리에서 30 Gbps를 보여주었고[30], 237 GHz를
사용하여 16 QAM으로 20 m 거리에서 100 Gbps 실험한
바 있다[31]. THz 영역에 대해 분석적 방법에 의해 MQAM과
MFSK를 비교하여, 거리가 짧을 때는 전력 소모 면에서

MQAM이 유리하고, 그 이상 거리에 대해서는 MFSK가 유

리하다는 결과도 있다[32]. 이 밖에도 거리에 따라 대역폭을
달리 할당하는 변조방식을 제안한 바도 있다[33].

3-6 채널 코딩

컨볼루셔널 코드가 2세대 이동통신에서 사용되었고, 3세
대에서는 보다 더 Shannon bound에 접근한 Turbo code가 채
택된 바 있다. 4세대 LTE/LTE-A에서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
에서 Turbo code가 사용되었다. 한편, IEEE 802.16 계열에서
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여 고속 데이터 전송에 유리한 LDPC
가 사용되었다. 최근 2018년 6월에 5G를 위해 만든 3GPP 
Rel. 15 규격을 보면, 데이터 채널에서는 고속 및 병렬 처리
로 인한 지연에 유리한 LDPC가 채택되었고, 제어 채널에
대해서는 작은 데이터 처리 시에 성능 및 지연에 유리한

polar code가 채택된 바 있다. 이런 추세는 THz 영역을 사용
하는 미래통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보다
복잡하지만 성능이 우수한 채널 코딩이 나오면 아마도 미

래 통신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THz 영역에서
는 매우 짧은 거리에서 간단한 기기로 통신하는 응용이 많

을수있다. 이런경우는채널의변화가심하지않으므로 line 
coding 같은 간단한 채널 코딩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Ⅳ. 개발 동향

4-1 국내 및 해외 개발 동향

테라헤르츠파를 사용하는 무선통신에 대해 통신 소요량

이 증가하는 미래의 근거리 및 이동통신영역에서의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Hz 무선통신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과 고출력 저잡음의 회로설계

기술, 2～3 THz를 지원하는 HEMT(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 RTD, UTC-PD(Uni Traveling Carrier Photodiode), 



특집…미래통신을 위한 Tera Hertz 기술 동향

20

[그림 15]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된 VCO-Q 변조를 적용한 254 GHz 송수신 시스템[35]

[그림 17] 독일 Duisburg 대학 106 Gb/s 16QAM 무선전송 시험[37]

[그림 16] 스웨덴 Netlab의 0.4 THz에서의 106 Gb/s 16QAM 무선전송 시험[36]

SBD(Schottky Barrier Diode) 등의 디바이스 개발, 디바이스
의 연결 등 패키징 기술 및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 기술 등

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1단계의 가능성 테스트에 집중
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Photonics와 RTD(Resonant Tunneling Diode) 중심의 디바이
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항공대에서도 THz 무선전
송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는 2016년 ASK 변조 기반의 VCO-Q 변조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Netlab에서는 0.4 THz 대역에서 16 QAM 106 

Gb/s 전송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으며[36], 독일의 Duisburg 대

학의 Optoelectronics 연구소에서는 328 GHz 대역에서 64- 
QAM-OFDM 변조방식을 사용한 59 Gbps 전송속도로 HDTV 
전송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37].
독일 프라운호퍼 IAF 연구소는 2012년 16 QAM의 전송

시험을 통해 100 Gbps 전송 시스템 시연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UC Berkley 대학은 2012년 260 GHz에서 Chip-to- 

Chip으로 10 Gbps 전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미국, 유럽, 일
본, 미국 등 각국은 테라헤르츠 기술이 향후 6세대 이동통
신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을 예상하고, 보안, 의료, 통신, 산업
용 등 다양한 응용분야 중심으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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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독일 Fraunhoper IAF, KIT의 100 Gbps 전송 시스템[38]

[그림 19] UC Berkley의 64 nm CMOS 기반 260 GHz Cip-to-Chip 전송 시스템[39]

[그림 20] 히로시마 대학의 300 GHz 대역의 전송 시스템[40]

일본 히로시마 대학은 2016년 300 GHz 대역에서 여러
개 채널별로 다른 QAM을 적용한 시험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4-2 향후 개발 방향

5세대이동통신에서상용서비스가준비되고있는 mmWave 
영역에서의 기술개발에 이어 Tbps급 전송 서비스 시대에 필
요한 초광대역 사용이 가능한 THz 영역에 대한 연구가 더

욱 활발해지고 있다. THz 영역은 주파수 특성을 최대한 활
용하여 보드 간 연결 통신, Kiosk Download, 차세대 무선랜, 
Tbps급 이동무선백홀,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미래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초광대
역 사용에 필요한 signal power를 지원할 수 있는 고효율 대
출력 테라헤르츠 소자의 개발, 저전력 변조방식, 전송 효율
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Ultra massive MIMO에 의한 SDMA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안테나 기술 등이 필수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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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또한, 포토닉스적인 접근 및 RF적인 테라헤르
츠 무선통신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테라헤르츠 소자 개

발이 무선통신 시스템 기술의 발전에 앞서 선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근거리에서 Tbps 전송
속도를 지원으로 다양한 AR/VR 및 홀로그램 서비스를 가능
하게 하고, 이런 서비스는 고도화된 안경 및 HMD 단말기기
의 발전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서비스의 혁신
을 위해 THz 영역에 대해 나노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다양
한 초고속 통신 디바이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 먼저 현재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트래픽 현

황 및 전망을 살펴보았고, 그동안의 이동통신 핵심기술의
발전에 비추어 보건대, 용량을 늘리는 기술로 대역폭 증가
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360°, 6-DoF, 홀로그
램 등 영상부호와 발전과 안경 혹은 HMD 단말기기의 발전
은 향후에 기지국 당 Tbps급의 용량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통신의 미래상으로 커넥티드 카와 지하철 등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량, 그리고 미래의 작은 셀, 큰 셀, 이동 셀(무빙 셀)
에서 낮은 요금으로 seamless 서비스를 요구하는 형태를 통
하여 알 수 있었다. 5G 이동통신이 100 GHz까지 펼쳐있는
mmWave 대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0.1～10 THz 영역(작게는 400 
GHz까지)이 미래통신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추론
하였다. 

THz 영역에 대해 먼저 전파 특성을 살펴보았고, 직진성
을 더 갖고 공기 중의 감쇠 현상이 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안테나 기술은 매우 중요하며, 5G에
서는 대세가 패치 안테나이나, THz 영역은 크기가 더욱 작
아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직직성을 이용한 펜슬 빔형태를

만들기 위해 혼안테나의 사용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특
성은 ultra massive MIMO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형
태의 빔형성 기술을 나오게 할 것이다. 프론트엔드 기술인
증폭기, 주파수 신호원, 믹서는 THz 영역신호 발생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기술이다. 100～250 GHz는 Si 기반으로가능
한데, 그 이상은 Si 기반 증폭기의 한계로 화합물반도체 기
반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광대역을 사용하므로 전력소비

가 더욱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대비한 저전력 변조방식 혹
은 다중접속방식이 중요하게 된다. Femtosecond 구간을 갖는
pulse 형태의 변조방식도 다시 조망하게 될 것이며, 거리에
따른 적응적 변조방식도 고려될 것이다. 채널코딩은 그동안
의 방식이 고도화될 것이고, 짧은 거리 응용에는 보다 간편
한 코딩방식을 재조망할 것으로 사료된다.

THz 영역은 이동통신이 10년 주기로 발전하는 것을 유
지하면 향후 10년 후, 혹은 5G가 보다 더 오래 가면 10년 이
상에서 펼쳐질 기술로 보여진다. 이 영역의 기술 중 안테나, 
RF 프론트엔드, Ultra massive MIMO, 저전력 변조방식 등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매우 기초 기반적인 기술이 요구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초 기반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차분히 추진하고, 장기 투자에 의한 산업화 로드맵
을 계획하면, 기반이 튼튼한 기술 강국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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