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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I Network Lab 인사이트』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양자암호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 기술과 네트워크 신기술에 대한 동향을 간략하고 심
도 있게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o 본 연구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조성사업,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의 초연결지능형연구개발망 구축·운영사업의 연구과제 및 행
정안전부의 5G 국가망 구축 실증사업의 결과이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능률협회와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o 본 보고서의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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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IT 기술의 발전은 효율성, 경제성을 자연스러운 동력으로 추진된다.
네트워크와 이동통신과 같은 시스템도 IT 기술 발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 5G는 클라우드, NFV, SDN,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등 최신 IT 기술의
흐름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다양한 생태계의 네트워크 융합이 가능한 단일 무선 통신망이
등장한 것이다.

○ 5G는 다양한 산업을 생태계 차원으로 융합할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다. 관련 업계와 정부 등 모든 관련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 누구나 이 생태계에 참여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생태계
융합의 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 본 보고서에서는 이동통신 기술과 IT 기술 트렌드를 바탕으로 나타난 5G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과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정리하고, 5G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 본 보고서는 완료된 3GPP 5G 표준 아키텍처인 Release 15, 16 및 현재
진행중인 Release 17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더 나아가 Release 18부터
진행될 예정인 5G-Advance를 통해서도 이동통신을 통한 새로운 융합 산업
생태계의 확대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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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요 약
1.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사
○ 이동통신 기술은 약 10년의 간격을 두고 큰 발전을 해오고 있다. 1세대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무선 인터페이스, 2세대 이동통신은 디지털 무선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
3세대 이동통신은 국가 간 로밍이 가능한 글로벌 표준의 최초 시도였고, 4세대
이동통신은 인터넷을 무선으로 확장하기에 최적화된 패킷망을 통해 시스템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 서킷 스위칭이 패킷 스위칭으로 바뀌고,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는 기술 전환의
원동력은 효율성과 경제성이었다.

2. 최근 IT 기술의 발전 동향
○ IT 분야 발전의 가장 큰 트렌드는 IT 인프라를 소유에서 매니지드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환경이
모노리틱(Monolithic)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대규모 IT서비스
플랫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동작하는 그동안 하드웨어만으로 제공되었던 시스템이
상당 부분 추상화되어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고, 이를 가상화된 컴퓨팅 플랫폼
위에 탑재하여 운영되는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기술과
SDN(Software Defined Network) 기술이 보편화되었다.

3. 5G : 이동통신과 IT 기술 트렌드의 만남
○ 5G는 LTE 기술이 처음 등장한 이후 약 10년간의 IT 기술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5G 시스템은 그동안의 통신 시스템과 달리 대부분 기능이
소프트웨어화 되었고 가상머신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NFV의 형태로 제공된다.
○ NFV 구조의 5G 이동통신 시스템은 용량의 증가에 유연하고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산업계의 융합 서비스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성능과 용량을 제공하는
가상의 전용 네트워크의 구성이 가능해졌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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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G의 현재와 미래
○ 5G는 버티컬 산업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통신망의 특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버티컬 산업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핵심 중의 하나인 폐쇄성(기밀성)의
제공을 위해 5G는 기존 이동통신 시스템과 달리 특정 그룹 혹은 사용자가 직접
폐쇄망을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5G 아키텍처의 핵심인 CUPS(Control and User Plane Separation)를 활용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통신사 국사로 경유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활용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전용으로 활용하는 가상의 폐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5. 결론
○ 다른 모든 IT 기술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기술도 효율성과 경제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1, 2, 3, 4세대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5G 이동통신도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기술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5G 핵심기술을 통해 이동통신망은 가상의 다양한
전용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각 산업계에서 전용으로 설계,
구축, 운영 중인 전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빠른 속도로 5G로 대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과거 높은 진입 장벽일 수밖에 없었던 전용 무선 네트워크를
매우 경제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산업간 융합의 핵심 네트워크인 5G는 기존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많은 새로운 서비스와 다양한 응용 기술의 생태계를 생성
시킬 것이다.
※ 시사점
․ 모든 IT 기술의 발전은 효율성, 경제성을 자연스러운 동력으로 추진된다. 네트워크,
이동통신과 같은 시스템도 IT 기술 발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 5G는 최신 IT 기술의 흐름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다양한 생태계의 네트워크 융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집중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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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1.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사
○ 이동통신 기술은 대략 10년을 주기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하고 있다.
즉, 최근 40년간 약 4번의 큰 변화가 있었으며 대개 이를 다음과 같이 이동통신의
세대(Generation)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1 이동통신의 세대 변화 ]

▶ 1세대 이동통신(1980년대) : 대중적으로 등장한 최초의 상업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 2세대 이동통신(1990년대) :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진화
▶ 3세대 이동통신(2000년대) : 이동통신 시스템의 최초의 국제 표준화 시도(IMT-2000)
▶ 4세대 이동통신(2010년대) : 서킷 스위칭(Circuit Switching)에서 패킷 스위칭(Packet Switching)으로 진화
▶ 5세대 이동통신(2020년대) : 리소스의 최적화 및 유연한 분배 기능을 통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맞춤형 통신망

○ 1세대 이동통신(1980년대)은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업용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선 접속 기술은 FDMA(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이 쓰였는데, 이는 특정 주파수 전체를 하나의
채널로 구분하여 하나의 호(Call)의 접속에 전적으로 할당하는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FM(Frequency Modulation) 라디오와 같은 방식으로 음성 신호를 아날로그 상태
그대로 주파수만 변환하여 전송한다.
○ 1세대 이동통신은 FM 라디오와 같이 각 채널로 구분된 주파수 자원을 통신
접속한 회선에 100% 할당해야 하므로 효율성이 매우 낮다. 예를 들어, 1세대
이동통신의 표준방식인 AMPS(Advanced Mobile Phone System)의 경우 각 통
신 접속마다 60KHz(30KHz 상향 + 30KHz 하향)의 주파수 자원을 점유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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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이동통신이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인 것에 반해 2세대 이동통신은 디지털
방식을 최초로 적용하였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 사용되던 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경우 1.23MHz 대역을 주파수 밴드로
사용하여 이를 코드 기반으로 분할 하여 63개의 채널을 생성한다. 즉 채널 당
약 20KHz의 주파수 대역 자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1세대 이동통신인 AMPS의
채널인 30KHz 보다 2/3의 주파수 자원만을 이용해 자원을 절약하게 되었다.
또한, 2세대 이동통신은 그 자체가 디지털 통신 기술이므로 1세대에서
FSK(Frequency Shift Keying)와 같이 신호처리를 위한 별도의 주파수 밴드도
불필요해졌다.
○ 2000년대 들어 이동통신 기술은 급격히 대중화되었으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 중 하나는 국가 간 그리고 사업자 간 통신방식 및 주파수의 차이에 따른 원활한
로밍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3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IMT-2000은 최초의 단일 주파수 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 로밍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즉, ITU(International Telecom Union)는 2.1GHz 부근의
밴드를 국제 이동통신 표준 주파수 대역으로 지정하고 무선 접속 방식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동통신 기술은 유럽의 제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과 미국의 제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이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며, IMT-2000은 결국
이 모두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를 중심으로 하는 3세대 이동통신 기술(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이 시장에서 채택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국내의
이동통신 3사 중 KT 및 SKT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채택되면서 점차 국제
로밍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 3세대 이동통신은 걷거나 정지 상태의 이용자들에게 최소 2Mbps의 데이터
접속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을 처리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4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한다. 4세대 이동통신은 3세대 이동통신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은
UTMS의 가장 큰 한계인 데이터 전송속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100년간 크게 변화가 없었던 코어 네트워크 기술인 서킷 스위칭(Circuit
Switching) 방식을 패킷 스위칭(Packet Switching)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 8 ❘

www.nia.or.kr

이동통신 표준화 및 기술 발전 동향

○ 서킷 스위칭 방식은 통신 당사자가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 각 교환기 구간의
물리적인 채널을 종단 간(End-to-End) 확보 하게 되며 통신 채널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메시지의 유무와 무관하게 해당 채널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게 된다.
이에 반해, 4세대 이동통신의 코어망에서 사용하는 패킷 스위칭 방식은 실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리소스만 점유할 수 있어 서킷 스위칭 방식과
비교해 효율성이 크게 증가한다.
[그림 2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 통신망 구조 비교 ]

○ 서킷 스위칭 통신망은 통신 채널 수립 중 물리적인 연결이 유지되므로 통신 품질이
보장되는 반면, 전송 데이터가 없을 때도 사용 중인 채널은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 한편 패킷 스위칭 통신망은 전송 메시지가 패킷 형태로 변환되어 가용한
경로를 통과 후 전달되면 그 즉시 해당 경로는 자유롭게 되어 다른 패킷의 전송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패킷 스위칭은 물리적인 통신 자원을 서킷 스위칭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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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IT 기술의 발전 동향
○ 최신 IT 기술의 주요한 트렌드 중 하나는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술은 과거 모든 IT 자원을 사업장 내에 직접 소유하고 운영했던 방식과 달리 전체
IT 자원 혹은 일부의 자원을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고 그것을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그림 3 관리범위 구분에 따른 클라우드 방식 비교]

○ 위 그림과 같이 각 관리주체의 관리범위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이 구분되며,
On-Premise 방식이 전통적인 IT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IT 시스템
환경은 하드웨어부터 네트워크, OS, 보안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인프라 및 플랫폼을
직접 구축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경우 서버 하드웨어,
네트워크와 같이 하드웨어 인프라는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고
가상화 기반에 OS의 설치부터 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IaaS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하드웨어의 설치를 위한 공간을 포함한 물리적인
어떠한 시스템의 소유도 하지 않으며 가상으로 제공되는 인프라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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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aS 및 SaaS의 경우도 유사한 개념으로 직접 소유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 경우, OS와 같은 플랫폼, 심지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클라우드 기술은 그동안 전통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했던 공통적인 하드웨어 준비 절차와 관리의 부담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IT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리소스의 투입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서비스 구축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림 4 모노리틱 및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

○ 클라우드와 함께 IT 서비스의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IT 시스템은 위 그림의 왼쪽과 같이 모노리틱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노리틱 구조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시스템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기본적으로 전체 시스템이 같은 개발 환경을 통해 한꺼번에 빌드된다. 따라서
작은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더라도 전체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운영 중 일부분에
버그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이에 반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전체 서비스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나눈 후
각 서비스 간 상호 교환이 필요한 메시지 및 인터페이스만 정의하고 각각의 세부
시스템(마이크로 서비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말한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활용할 경우,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큰 영향 없이 작은 부분에만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대역폭이 늘어나고 서비스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할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상 리스크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핵심 구조가 마이크로 서비스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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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는 CI/CD(Continuous Integration/Continuous Deployment)
즉, 지속적 통합과 배포의 개발 환경과 결합 되어 최신 인터넷 기반 서비스 개발의
표준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중단없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서비스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일반적인 IT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네트워크 시스템도 하드웨어 인프라가
솔루션과 분리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전용으로 개발된 반도체를 기반으로 전용
하드웨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맞춤형 펌웨어와 전용 OS 등을 통해 구성되었던
네트워크 장비가 최근 하드웨어 인프라와 솔루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분리가
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추세이다.
[그림 5 SDN의 구조 ]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ware Defined Network; SDN)은 이러한 최근의
네트워크 솔루션 트렌드를 한 단어로 설명해준다. SDN은 인프라스트럭처 계층과
그 상위 컨트롤 및 응용계층이 분리된 상태에서 물리 계층과 데이터 처리 계층을
분리하여 범용 하드웨어를 필요한 만큼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컨트롤 계층은 소프트웨어 형태(컨트롤러)로 범용 하드웨어 기반 가상화
플랫폼 기반으로 동작한다.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와 연동되어 동작하는 어떠한
서비스도 가능하며 컨트롤러와 애플리케이션의 연동 방식은 RESTful API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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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와 웹 서비스 간 통신과 같은 구조이다. 흔히 업계에서 SDN의
컨트롤러를 기준으로 오픈플로우 등 하위 인프라스트럭처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사우스바운드(Southbound) 인터페이스로 부르며, 상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과의
웹 API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노스바운드(Northbound) 인터페이스로 부르고 있다.
○ L3 스위칭, L4 로드 분배기, 방화벽 등 네트워크 솔루션들은 이제 고유한 기능만
추출되어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제공되고 범용 가상화 플랫폼에서 동작한다.
이러한 가상화된 플랫폼은 전용 하드웨어가 아닌 X86 구조의 저렴한 범용 하드웨어에
탑재되며, 이와 같은 범용 인프라스트럭처는 클라우드를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최근 네트워크 제품은 순수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6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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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G: 이동통신과 IT 기술 트렌드의 만남
○ 4세대 이동통신에서 처음으로 패킷 스위칭 방식이 도입된 것은 통신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진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프라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기반의 시스템을 직접 도입하여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0년 이후 SDN과 NFV 기술이 데이터
네트워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2020년을 목표로 상용화를
추진하였던 5G 시스템은 인프라의 가상화 기술과 유연한 리소스의 배치가 가능한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 트렌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5세대 이동통신은 기존 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A에 비해 20배 증가한
대역폭 및 1/10로 감소 된 지연시간(latency) 그리고 최대 100배 증가한 에너지
효율성 등을 목표로 개발된 기술이다. 5G의 또 하나의 큰 목표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융합 서비스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유한 성능이 각각 제공되는 전용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나의 거대한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논리적인
개별 망으로 구분해야 하고, 그 각각의 개별 망의 성능과 필요 리소스가 유기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설계 기반이었던 전통적인 모노리틱
구조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 이러한 배경에서 5G는 통신망 시스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기능을 분리하여
아키텍처 설계를 진행하였고, SDN과 같이 논리적으로 인프라 계층, 컨트롤 계층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통신망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게 되었다. 또한 각각의
네트워크 기능은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재설계 되었고, NFV 형태의 소프트웨어
형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표준화된 구조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7]은 Release-15에서
완성된 3GPP의 5G 시스템 아키텍처의 기본 구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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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G 시스템 아키텍처 (Release-15) ]

○ 5G 시스템 아키텍처 중 아래의 RAN(Radio Access Network) 및 UPF(User
Plane Function)는 실제 사용자 트래픽을 전송하는 인프라 계층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SDN 구조에서 제어하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AMF(Access and
Mobility Function)와 SMF(Session Management Function)가 수행한다.
AMF는 RAN으로 통칭하는 5G 기지국(gNodeB)에 대한 SDN 구조의 컨트롤러
역할을 제공하며, SMF는 실제 사용자 패킷의 전달을 처리하는 L3 스위치의
인프라 계층을 처리하는 UPF 장비의 컨트롤 기능을 제공한다. AMF와 SMF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구현된 시스템이며, 각각 RAN과
UPF와 N2, N4 제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동한다.
○ 한편 AMF와 UPF는 [그림 5]의 노스바운드 인터페이스의 구조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조가 기존 LTE와 차이점은 다양한 통신 서비스
기능들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위로 분할되고 이를 NFV의 기술을 통해
추상화된 소프트웨어 방식의 솔루션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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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5G 시스템 아키텍처 (Release-16) ]

○ [그림 7]에서 NSSF(Network Slice Selection Function), NEF(Network
Exposure Function), AUSF(Authentication Server Function) 등 코어망의
네트워크 버스를 공유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바로 이들 NFV로 제공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다. 여느 IT 서비스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들 VNF(Virtualized Network
Function; 가상화된 네트워크 기능)들은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개별적으로
유지보수 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운영 중 추가되거나 폐기되기도 한다. 3GPP는
5G 표준화 진행 단계에 따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VNF의 형태로 추가하고 있다.
[그림 8]은 3GPP Release-16의 시스템 아키텍처이다. Release-15와 비교해서
NSSAAF(Network Slice Specific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Function)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동통신 사업자는 3GPP 표준 아키텍처에 표시되지
않은 다양한 VNF를 필요에 따라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각 VNF 간 그리고
인프라 계층을 제어하는 컨트롤러인 AMF 및 SMF와의 통신은 RESTful API
방식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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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G의 현재와 미래
○ 5G는 현재까지 각 세대별 이동통신 시스템의 변화와는 다른 차원의 혁신이 진행 중이다. 앞서 소개한
SDN, 마이크로 서비스, NFV 기술이 이동통신 시스템 구현 기술과 만나면서 5G는 비로소 많
은 버티컬 산업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통신망의 특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구간의 통신
서비스를 처리하는 리소스는 필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각 산업의 기업
이나 기관이 요청하는 품질의 준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확보는 산업간 융합이
가능하게 해 주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 생태계의 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 5G가 버티컬 산업이나 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기관이 요구하는 통신망의 특성 중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폐쇄성(기밀성)의 제공이라는 점이다. 5G는 특 정 그 룹
혹 은 기 업 의 통 신 사 용 자 망 을 이동통신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어하거나 관리
하는 대신 각 그룹이 직접 폐쇄망을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SDN과 NFV 기술을 활용한 5G 아키텍처의 핵심인 CUPS(Control
and User Plane Separation)를 활용하여 건물 내 스몰셀 등을 구축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통신사 국사로 경유하지 않고 기업이 폐쇄망의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해졌
다. 또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기관이나 기업의 특정 사
용자만이 전용으로 활용하는 가상의 폐쇄망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이렇게 산업 분야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것은 표준화 측면에서도 강조되었는데, 5G
의 첫 단계 표준화인 3GPP Rel-15는 5G가 제공하는 새로운 요구기능 중 첫 번째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Rel-16을 통해 Vertical & LAN을 지원
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구성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5G의 TSN(Time Sensitive
Network) 지원, 5G LAN 타입 서비스 그리고 NPN(Non Public Network) 등이 그것
이다. 3GPP의 Vertical & LAN 지원 기술을 통해 각 산업 분야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 5G 네트워크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모든
구성요소 간 촘촘한 연결(Connectivity)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3GPP는 2022년 완료를 목표로 Rel-17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Rel-17은 새로
운 버티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NPN, TSN, TSC(Time Sensitive Communication)
등의 고도화를 위한 스터디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에서 추진중인 일종의
NPN인 ‘특화망’ 등의 시도와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더욱 많은 버티컬 생태계가
5G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경제적인 방법으로 산업간 융합을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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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최근 IT 트렌드는 제공하고자 하는 IT 서비스 기능 본연에만 집중하고 그 밖의
기능은 클라우드로 대변되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와 관리 없이 임대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임대할 경우 직접 소유방식과 비교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하드웨어 인프라의
리소스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낭비 없이 정확히 필요한 리소스만
투입할 수 있게 된다.
○ 이런 클라우드 기술의 트렌드는 IT를 넘어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하드웨어 스택을 통해 구성하던 네트워크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추상화되고 이를 또 가상화하여 가상머신,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동통신 시스템 영역도 느리지만 오랫동안 진화해 가며, 아날로그 무선 인터페이스가
디지털로 바뀌고, 서킷 스위칭 방식의 코어망이 패킷 스위칭 방식으로 바뀌는 등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동력은 효율성과 경제성이다.
아날로그에 비해 디지털이 어느 면에서는 음성 품질에 저하가 불가피하고,
서킷 스위칭 방식에 비해 패킷 스위칭 방식이 회선의 품질 보장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보다 많은 가입자를 수용하고 같은 물리적 자원을 통해 더 빈틈없는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있다.
○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구축되고 있는 5G 시스템도 이러한 IT 와 통신의 진화
동력인 효율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5G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한 통신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5G 이전까지 이러한 수요는 각각 전용으로 설계된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었다.
그동안 대용량 센서 디바이스를 위한 광대역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LPWA(Low Power Wide Area) 네트워크 혹은 NB-IoT 등을 고려했었다. 자율
주행이나 차량 간 통신용 고신뢰 네트워크를 위해 IEEE 등에서 DSRC(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를 연구해 왔다. 철도 차량과 선로 간 통신을 위해
그동안 완전히 독립적인 통신 시스템인 GSM-R이나 LTE-R 등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전용 통신 시스템의 문제는 개발하는 시스템의 저변이 넓지 않다는 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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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좁은 범위의 목적을 위해 개발하는 시스템의 생태계는 기술 진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참여자와 시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운영상 비효율은 당연한 결과이다.
○ 5G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산업계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제공한다. 즉, 가상화된 유연한 인프라의 구조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을
각각의 독립적인 폐쇄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기술이
가능해졌다. 5G LAN 타입 서비스 등 버티컬을 위한 다양한 폐쇄망 기술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28GHz 대역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소형 기지국으로 불리는
스몰셀을 활용하여 프라이빗 네트워크(Private Network)를 구성할 수 있다.
○ 센서 네트워크는 5G의 mMTC(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기술로
궁극적으로 통합될 것이다. V2X(Vehicles to Everything)는 결국 5G의
C-V2X(Cellular V2X)의 기술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독자 시스템으로 구축된 LTE-R은 5G가 제공하는 FRMCS(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이제 산업계에
서 각각의 전용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아도, 아날로그 휴대전화가 디지털로
전환되었을 때 약간의 음질 저하를 시장이 수용하였듯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5G를 통해 가상의 전용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폐쇄망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높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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