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빠르고 친환경적인 5G 출시:  

확장은 가속화하고 에너지는 절약하는 최신 mMIMO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향후 몇 년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기술 인텔리전스 회사인 

ABI 리서치는 2021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9년 23엑사바이트에서 

2025년 1331엑사바이트로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 97%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무선 통신사들은 이미 5G와 5G의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G는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증가된 시스템 용량, 데이터 처리량 및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은 시장에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네트워크 

운영자는 5G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현재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향후 운영 

비용을 보호해야 합니다. 

 

mMIMO의 중요성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증가하는 트래픽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5G 기술 중 하나는 mMIMO(Massive 

MIMO)라고 불리는 안테나 형식입니다. 이는 다중 안테나 요소의 배열을 사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하는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mMIMO 를 배치하면 스펙트럼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mMIMO 를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고 간섭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인 빔포밍과 함께 사용할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 결과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연결 속도가 빨라지고 더 나은 최종 

사용자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G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됨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는 성능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NXP 는 동일한 패키지 크기로 두 배의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RF 엔지니어가 도시 및 교외 

지역에 배치 및 은폐하기 쉬운 소형, 경량, 기지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짐 놀링(Jim Norling), NXP 라디오 파워 하이 파워 솔루션 부사장 겸 총괄 책임자 

 

기존 사이트의 더 높은 성능으로 인해 mMIMO 는 5G 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이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수요에 따라 mMIMO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ABI 리서치의 12 월 보도 자료는 



                                                              

mMIMO 배포가 2020 년 200 만 미만에서 2026 년까지 3,200 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T8R(8 전송, 8 수신)보다 큰 어레이를 사용하는 모든 mMIMO 솔루션은 16T16R 부터 32T32R 

및 64T64R 까지 "대용량"으로 분류됩니다. 16T16R 포맷은 제한된 용량을 제공하며 주로 지방 지역의 5G 

커버리지에 사용됩니다. 더 많은 5G 신제품들이 오늘날의 환경에서 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32T32R 과 64T64R 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64T64R vs. 32T32R mMIMO 

 
도시 밀집지역의 대규모 MIMO 5G 커버리지 

 

고층 아파트나 도심처럼 5G 배치가 매우 밀집된 도시 환경에 집중된 지역에서는 64T64R mMIMO 형식이 

선호됩니다. 64T64R 이 가장 큰 용량 잠재력을 제공하며, 커버리지 및 스펙트럼 효율성 면에서 가장 큰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64T64R 기술은 가능한 것 그 이상의 최첨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솔루션 개선은 에너지 소비량, 크기 및 

무게 측면에서 높은 가격에 제공되는데, 에너지 효율과 생산량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 개선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에서 저층 빌딩이 있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일 경우 32T32R 이 훨씬 더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64T64R 에 비해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출력 파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MIMO 구성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더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라, 대부분의 네트워크 운영자의 목표는 용량을 증가시키되 총 투자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최대 용량과 커버리지가 필요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64T64R 이 최상의 옵션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시 및 교외 지역에서는 가입자가 더 적은 용량과 적용 범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32T32R 이 더 지배적일 것입니다. 



                                                              

 

NXP 의 새로운 5G GaN 전용 mMIMO 솔루션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2T32R/64T64R DMS 제품 팩트 

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친환경적인 옵션 찾기 

mMIMO 는 기존 셀 사이트를 재사용하고, 이미 4G 에 내장된 멀티밴드 기능을 활용하며,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비용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력 소비량에 대한 의문은 항상 제기됩니다. mMIMO 를 사용하면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바이트당 필요한 전력량이 줄어들지만, 기지국 자체는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5G 기지국은 4G 기지국에 비해 최대 3 배의 에너지를 

동일한 커버리지에 소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증가는 운영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옵션을 찾는 것은 mMIMO 칩셋이 이전 제품보다 더 작고 가벼우며 에너지를 덜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하드웨어를 최적화하고 첨단 알고리즘을 활용해 mMIMO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송 신호의 수평 및 수직 확산에서 무게 계수와 조정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빔 포밍 기술의 최적화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섭이 적고 스펙트럼 효율성이 높으며 특정 영역에서 

대규모 사용자 그룹을 더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또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트래픽이 적을 때 네트워크의 다양한 요소를 

껐다가 트래픽이 증가하면 다시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트래픽 수준을 감안할 때, AI 는 

소비자 경험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소비와 네트워크 성능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찾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함에 따라 알고리즘이 데이터 트래픽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NXP 접근 방식 

NXP 는 mMIMO 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안테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설계 전문성, 프로세스 노하우 및 구축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셀룰러 기술의 오랜 

리더로서, NXP 는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과 실제 운영 경험을 mMIMO 제품 포트폴리오에 활용합니다. 

 

최근 RF 전력 개별 32T32R 솔루션의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한 우리는 이제 32T32R 및 64T64R 작동을 

지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64T64R 솔루션과 동일한 크기의 패키지에 들어가는 우리의 32T32R 

솔루션은 두 배의 전력을 제공하고 초고밀도 도시 지역을 넘어 커버리지를 확장합니다. 5G 를 덜 밀집된 

도시 및 교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32T32R 솔루션은 64T64R 솔루션에 비해 더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도시 및 교외 지역에 쉽게 배포할 수 있는 더 작고 가벼운 5G 라디오입니다. 

https://www.nxp.com/docs/en/fact-sheet/DMS5G3264FS.pdf
https://www.nxp.com/docs/en/fact-sheet/DMS5G3264FS.pdf


                                                              

표 1: 32T32R 와 64T64R 포트폴리오 특징들 

 

NXP는 5G mMIMO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질화 갈륨(GaN) 제조시설에서 생산해 효율을 높입니다. 

최적화된 GaN 프로세스는 보다 간단한 설계를 위한 통합을 늘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GaN은 동일한 

패키지에서 두 배의 전력을 제공하므로, 보다 작고 가벼운 5G 라디오를 구축하기 쉽습니다. 

 

NXP mMIMO 솔루션은 완전히 통합된 모듈과 함께 최대의 설계 유연성을 제공하며 가장 빠른 출시 

기간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NXP의 5G 액세스 엣지 포트폴리오 

안테나에서 프로세서에 이르기까지 NXP는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강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프라, 산업 및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최적화된 성능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에는 무선 데이터 링크, 고정 무선 액세스 및 소형 셀 장치를 위한 Airfast RF 

전력 솔루션 제품군과 멀티 코어 프로세서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 

여기서 DM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평가판과 함께 최신 mMIMO 개별 제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디테일들 

 

https://www.nxp.com/docs/en/fact-sheet/DMS5G3264FS.pdf


                                                              

표 2: NXP 의 최신 5G mMIMO 개별 제품 및 서비스들 

 

 
표 3: NXP 의 최신 5G mMIMO 평가판 제품 

 

또한 NXP 가 어떻게 mMIMO 와 차세대 셀룰러를 개선하는지 5G 전용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NXP 반도체 소개 

NXP®반도체(나스닥: NXPI)는 혁신을 통해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NXP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용 보안 연결 솔루션의 선도 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및 IoT, 모바일, 통신 

인프라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XP는 60년 이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3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21년 매출은 미화 110억 6천만 불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nxp.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nxp.com/applications/enabling-technologies/connectivity/5g-access-edge-technologies:5G
https://www.nxp.com/applications/enabling-technologies/connectivity/5g-access-edge-technologies:5G
https://www.nxp.com/docs/en/brochure/NXP-NTAG-22x-DNA-Brochur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