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연구진, NI 솔루션으로 

5G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 시연 성공

엔지니어 및 과학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내쇼날인스트루먼트(ni.com/korea, 이하 NI)가 

국내 연구진과 기업이 NI 솔루션을 활용하여 개발한 5

세대(5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전이중

(Network Full Duplex Radio)과 밀리미터용(28GHz) 

초소형 렌즈 안테나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채찬병 

연세대 교수팀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회글로브컴 2016(IE 

EE GLOBECOME 2016)의 NI 부스에서 네트워크 전

이중 기술과 새로운 RF 렌즈를 선보였다.

채 교수팀은 NI의 리드유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

으며, 이번 개발과 시연을 위해 NI의 소프트웨어인 랩

뷰(LabVIEW)와 PXI 기반의 mmWave 트랜시버를 사

용했다. NI mmWave 트랜시버 시스템은 채널 사운딩

부터 최대 2GHz 대역폭의 리얼타임 양방향 통신 프로

토타이핑까지 다양한 통신 연구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다. 아울러 랩뷰 커뮤니케이션즈 시스템 디자

인 스위트(LabVIEW Communications System Design 

Suite)는 FPGA 기반의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5G 통신을 위한 복잡한 알고리

즘을 빠르게 개발하고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다. 

(왼쪽부터) 센서뷰 김병남 박사, 내쇼날인스트루먼트 이안웡 박사,  
연세대 채찬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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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교수팀 연구진이 사용하는 전이중 통신은 같은 주

파수 대역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동시에 사용하여 주파

수 효율 및 속도를 두 배로 높이는 기술이다. 기존 주

파수를 두 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글로벌융합공

학부 채찬병 교수와 연구진은 2014년 12월에 실시간

전이중 시스템, 2015년 12월에 LG전자와 함께 실시간 

다중입출력(MIMO) 전이중 시스템, 2016년 10월에는

광대역 전이중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시연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인 네트워크 전이중 기술은 단일 통신 링크

에서 검증되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전이중 기술이 네

트워크에 적용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연세대 연구진은 국내 기업센서뷰(대표 : 김병

남)와 공동 개발한 28GHz 대역의 밀리미터파 시스템

에 적용된 RF 렌즈도 새롭게 선보였다. 28GHz 대역은 

전파 특성이 좋지만, 파장이 짧은 고주파의 특성상 현

재 사용되고 있는 LTE 시스템의 2GHz 대역에 비해 상

당한 경로 손실이 발생한다. 이 RF 렌즈는 돋보기로 

빛을 모으는 것처럼 전파를 더욱 잘 모아주어 안테나 

이득을 증가시키며, 전파 출력을 높여 전파 도달 거리

를 늘려준다. 특히 기존의 73GHz 대역 노키아시스템

보다 초소형으로 28GHz 대역에서 구현한 기술력이 높

게 평가되었다.

이번 기술 개발과 시연 성공으로 한국이 차세대 이동

통신 표준화를 주도하고, 관련 기술을 앞서 상용화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시연에는 

화웨이, 페이스북, 퀄컴, 노키아 등 세계 유수 회사의 

연구진과 석학들이 방문하여 기술 토론을 펼칠 만큼 관

심이 집중되었다.

채찬병 교수팀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ICT) 

명품인재양성사업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

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전이중 및 RF 렌즈 기반 밀리미

터 시스템 연구를 수행했다.

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지난 40년간 계측의 방법을 

혁신시킴으로써 전 세계 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테스트, 

컨트롤, 임베디드 디자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시스템 

설계, 프로토 타입, 배포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

다. 전 세계 3만개 이상의 기업에서 NI의 개방된 그래

픽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와 모듈형 하드웨어를 

채택하여 제품 개발 시간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증대

하여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소재한 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미국 본사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의 지사에서 7,000여 명

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일

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15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왼쪽부터) 연세대 김수민 연구원, 채찬병 교수, 심민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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