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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의 이해

4G LTE의 시대가 도래했다. 전세계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이 LTE를
빠르게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4G LTE 서비스가
개시됐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현재 상용화된 4G LTE 서비스는
4G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이전보다 몇십 배 빠른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며…”
라고 시작하는 화려한 서술어들은
3G CDMA 서비스 때부터 이동통신업체들이 사용해 온 일상적인 문구가
되어버렸다. 과연 4G의 기준은 무엇이며, LTE는 무엇인가. 그간 4G의
표준 경쟁 상황과 LTE가 걸어 온 길을 살펴보고, 나아가는 방향을
짚어보자.

LTE란 무엇인가
LTE가 3.9G라 불리는 이유
LTE 기술과 기존 3G와의 관계
와이맥스와 승부한 LTE,‘승리’
4G의 미래 기술과 향후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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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LTE(Long Term Evolution) 서

2006년 첫 선을 보인 LTE는 경쟁 표준 기술인 모

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시한 통신업체는

바일 와이맥스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지만, 시장 경쟁

다름 아닌 LGU+다. 3G에서 4G 서비스

에서 승리를 거둬 현재는 전세계 이동통신시장의 사

로 가는 것인데, 왜 SKT나 KT보다 LGU+가 LTE를

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LTE는 3G 이동

앞세우는 것일까. 이유는 한 마디로 국내 3G 서비스

통신 기술에 비해 12배 이상의 빠른 전송속도 및 효

와 4G LTE 서비스는 다른 기술 표준이기 때문이다.

율성과 함께 전송 지연을 최소화한 것이 강점이다.

국

또한 4G LTE 전국망을 구축한 곳은 LGU+뿐이라

LTE의 특징은 단순한 음성 서비스나 모바일 웹 브

며, 다른 통신업체 LTE 망과의 비교 광고를 내세우

라우징뿐만 아니라 e-health, M2M, 애플리케이션

고 있다.

생태계(applications ecosystem)와 같이 새롭고 다
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데

그런데 4G LTE라는 단어 속 4G는 4세대의 의미

있다.

가 아니라 그냥 4G일뿐이다. 이름일 뿐이라는 얘기

3GPP에서 정의하는 LTE의 기술적 특징을 나열

다. 사실 이런 상황은 3G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데자

해보면, 다음과 같다.

뷰처럼 일치한다. 2G 업그레이드 기술을 통해 3G
서비스를 한다는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지켜봤던
상황과 같다는 것이다. 과연 LTE는 무엇이며, LTE

데이터 전송 속도 : 20MHz 대역폭 기준 하향링크 최대

가 경쟁 표준 기술인 와이맥스를 제치고 사실상 표준

전송속도 100Mbps, 상향링크 50Mpbs.

에 등극한 이유는 무엇일까.

접속 방식 : 하향링크는 OFDMA, 상향링크는 SCFDMA
/DFTS-FDMA 사용

2006년 첫 선을 보인 LTE, 급속도로 발전

시스템 : LTE는 EPS 구조로 MIMO 기술 및 다중 안테

기술적으로 말해 LTE는 GSM(Global Systems

나 기술을 지원하며, 시스템 접속부는 E-UTRAN, 중심

for Mobile Communications)의 업그레이드 기술

부는 EPC로 구성

로, 3GPP에서 표준화를 진행한 3.9G 이동통신 기술

주파수 효율 : LTE에서의 1Mbps 데이터 비용은 3G 비

이다. CDMA(Code Division for Multiple Access)

용의 1/5 수준

에 익숙한 국내에서 GSM은 조금 낯선 이름이지만,

채널 대역폭 : 1.25~20MHz의 대역폭 지원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20억 이상이 사용하는, 특히

낮은 전송 지연 : 작은 규모의 IP 패킷에 대해 10ms 이

유럽에서는 거의 3G 이동통신 표준으로 자리잡은

하의 낮은 전송 지연(latency) 및 셀 경계에서의 전송효

기술이다.

율 향상

GSM 기술인 HSPA(High-Speed Packet Acce-

All-IP 망 : 이용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커버리

ss)로부터의 자연스러운 진화로 보기 때문에 3GPP

지가 있는 곳이면 IP 기반의 망 접속이 가능하며, 기존

(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s)의

표준과 공존

개발자들은 이를‘오랜 기간의 진화’
라고 부르게 된

SONs 적용 : LTE의 구조는 SONs을 가능하게 해, 통신

것이다.

품질 향상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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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4G(IMT-Advanced) 기술의 국제 표준 기준으로

LTE가 3.9G라 불리는 이유
이렇게 짧은 LTE의 기술적 특징은 많은 의미를 내

이동 시 다운로드 100Mbps/업로드 62.5 Mbps, 고

포하고 있으며, 상당히 어렵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

정 시 다운로드 1Gbps/ 업로드 500Mbps의 전송 속

미를 모르면, 이해하기는커녕 읽기조차 힘들다.

도로 최종 확정했다.

우선 데이터 전송 속도부터 의미를 풀어보자. LTE

ITU 산하 전파통신총회, 즉 3GPP(3rd Genera-

는 20MHz 대역폭 기준으로 최대 다운로드 전송속

tion Partnership Project)가 지정한 4G는 초고화

도는 100Mbps, 업로드 속도는 50Mpbs다. 하향, 상

질의 울트라 HD급 동영상 및 3D 콘텐츠를 이동통신

향은 다운로드, 업로드의 의미로 사용된다.

단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이

LTE가 4G가 아닌 3.9G라는 데에는 바로 이 전송

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2015년 상용화를 목

속도에 있다. LTE에는 4G에서 사용될 대부분의 기

표로 하고 있다. ITU의 4G 표준을 부합하는 기술이

술들을 적용했지만, 아쉽게도 전송 속도가 4G 국제

앞으로 나올 LTE-Advanced와 와이맥스 2다. 물론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기존 3G인 CDMA

와이맥스 2는 ITU가 지정한 기술 표준이 아니다. 와

2000이나 WCDMA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SDA

이맥스 2 관련 기술 표준을 정하는 곳은 IEEE

(3.1~14.4Mbps), EV/DO-rA,B(5.8Mbps) 비해서

802.16m이다.
ITU가 LTE와 모바일 와이맥스는 4G가 아니라고

는 엄청나게 빠른 것이다. 그래서 3.5G라 부르지 않

못 박은 것은 2010년 10월 말이었다. 당시 ITU는

고 3.9G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3G냐, 4G냐의 세대별 구분을 전송 속도를 기준으

IMT-어드밴스드(Advanced)라고 불리는 4G 기술

로 하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표준 평가를 완료했다. ITU 측은 4G로 LTE 어드밴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는 2012년 1월말, 이동통

스드(LTE-advanced)나 IEEE 802.16m의 와이맥
스 2(WIMAX 2)를 기반으로 한 와이어리스MAN

그림 1. 이동통신 세대별 발전

출처, ETRI

2
IDG Korea

I D G

Te c h

LTE

R e p o r t

(Wireless MAN) 두 기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또한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단일 반송파 전송 방식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만, 주파수 영역에서 채널 등화기를 구현함으로써
OFDMA 수 신 기 와 마 찬 가 지 로 이 퀄 라 이 저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지금까지도 LTE 서비스나

(equalizer)의 복잡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와이맥스(국내에는 와이브로)를 4G로 홍보하고 있
다. 이에 통신 서비스 관계자들은“이는 LTE나 와이

사실 이런 내용들은 너무 어렵다. 접속 방식에 대

맥스가 과거의 3G 서비스보다 훨씬 진화했다는 것

해서는 LTE의 접속 방식은 3G와는 다른 새로운 방

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것”
이라며, ITU의 4G 기준을

식이 적용됐으며, 이와 3G 기술간의 호환성 문제가

애써 무시했다. 실제로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대변인

LTE 서비스 품질과도 연관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제프리 넬슨은“ITU의 현재 기술 정의는 전 세계적

무방하지 않을까.

으로 LTE 서비스를 진행 중인 업체들의 계획에 큰

LTE의 네트워크는 EPS(Evolved Packet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이라며,“업계는 실제 제품과

System) 구조로 되어 있다. LTE 사용자가 인터넷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고 일축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 LTE 기지국(eNB) -

했다.

S-GW(Serving Gateway) - P-GW(PDN Gateway) - PDN 구간을 거쳐 인터넷으로 접속된다.
EPS는 이런 LTE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설치되는 시

LTE 기술과 기존 3G와의 관계
그 다음은 접속 방식이다. LTE의 하향링크는

스템으로, 접속 시스템과 IP 기반의 코어 네트워크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

인 EPC(Evolved Packet Core)로 구성되어 있다. 이

tiple Access) 기술을, 상향링크는 SCFDMA(Single

를 관장하는 기기가 MME(Mobility Management

-Carrier Frequency-Division Multiple Access)/

Entity)다(그림 2 참조).

DFTS-FDMA(Discrete Fourier Transform

LTE의 EPC(Evolved Packet Core) 네트워크 구

Spread-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

조는 모두 IP 기반으로 이뤄져 있다. 기존 3G 방식

술을 사용한다라는 의미다. LTE의 이런 접속 방식이

에서는 데이터 통신을 위해 IP 망과 별도로 음성통화

기존 방식과는 다른 4G를 위한 전송 방식이다.

를 위한 CS(Circuit Switch) 망을 가지고 있다. 3G

OFDMA,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이라는 이

휴대폰을 사용해 음성통화를 할 때는 유선 전화기와

어려운 단어는 오늘날 이동통신 기술이 4G로 나아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부각됐다. 이 기술은 수

하지만, LTE는 네트워크 구조가 모두 IP 기반으로

학적으로 직교하는 다수의 주파수 채널을 통해 고속

이뤄져 있어 CS를 이용한 음성통화 서비스가 불가능

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다. 하나의 부 반송파를

하다. LTE 단말기로 음성통화를 하려면 CSFB나

사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존 전송 방식과 달리 다

VoLTE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수의 부 반송파를 사용해 데이터를 병렬로 전송하는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는 다중

다중화 방식인 OFDM(Orthogonal Frequency

의 입출력이 가능한 안테나 시스템을 말한다. 기지국

Division Multiplexing)을 기반으로 한다. 한 마디로

이나 사용자의 안테나를 2개 이상으로 늘려 데이터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

를 여러 경로로 전송하고 신호를 받는 쪽에서 각각의

중 접속 방식으로, 고속 데이터 전송에 강점이 있다.

경로로 수신된 신호를 검출해 간섭을 줄이고 각각의

SCFDMA 방식은 다중 경로의 영향을 제거할 수

전송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원래

있는 OFDMA 방식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OFDMA

무선 LAN의 전송속도와 도달 거리를 업그레이드하

의 단점인 높은 PAPR(Peak-to-Average Power

고자 나온 것으로, 속도(4~5배)뿐만 아니라 도달거

Radio)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리(4배)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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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TE 네트워크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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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넷매니아즈 기술문서, <LTE 네트워크 구조>

E-UTRAN(Evolved-UMTS Terrestrial Radio

술들이 사용된다. VoLTE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Access Network)는 LTE 기지국(eNodeB)들의 집

통화가 가능하다면 LTE 단말에서 더이상 3G를 지

합체다.

원할 필요가 없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최근
VoIP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VoIP는

LTE와 관련된 음성통화 관련 기술
현재 SKT, LG U+의 LTE는 CSFB(Circuit

음성통화를 위해 CS 망이 아닌 데이터 통신망을 사

Switched Fallback) 방식을 사용해 음성통화 서비

용한다. OTT(Over-the-top)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스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데이터 통신은 LTE로 하

VoLTE와 유사하지만 LTE에 최적화된 솔루션은 아

고 음성통화는 기존 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

니므로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해서는 반드시 사용자 단말기에서 LTE와 기존 방식

현재 국내 4G LTE 음성통화 서비스는 기존 3G

인 3G 혹은 CDMA를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 LTE

망을 활용한 CSFB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망에 접속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려고 시

LG U+를 필두로 LTE만 사용하는 VoLTE 방식이

도하면 다시 3G 망으로 접속해서 음성통화를 연결

차츰 도입될 것이다. 그 와중에 사용자들은 자신의

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간 전환에 필요한 시간이

선택에 따라 OTT 방식으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을

있어 3G 휴대폰에 비해 약간 통화 연결이 느린 문제

것이다. 사실 OTT와 VoLTE의 핵심 기술은 거의 동

점이 있다.

일하지만 LTE 망에 최적화된 VoLTE가 더 좋은 품
질의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VoLTE(Voice over LTE)는 LTE의 IP 망에서 음
성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IMS(IP Multimedia
Subsystem)을 이용해 음성을 디지털 패킷 데이터로

LTE vs. 와이맥스, 표준 경쟁에서‘LTE 완승’

변환, 전달한다. PC 에서 많이 사용하는 VoIP 기술

모바일 와이맥스, 국내 서비스명 와이브로 또한 시

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LTE 망에서 최적의 음성

장을 장악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2004년에 개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QoS 지원 등 여러 기

한 모바일 와이맥스는 2006년 LTE가 첫 선을 보일

4
IDG Korea

I D G

Te c h

LTE

R e p o r t

때, 이미 상용화 시점에 다다랐다. 초기 선점을 통해

면서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세이볼

4G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드는“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LTE가 전 세계적인

완전히 LTE에 밀려났다.

4G 기술로 채택될 것이며, 오랜만에 전 세계가 데이
터와 향후의 음성 서비스를 위한 단일한 표준을 채택

와이맥스가 이동통신시장에서 거의 사장된 것은

하게 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고 말했다.

사실이지만 여전히 효용 가치가 높으며, 일부에서는
데이터 전송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미국에서는 와이맥스가 채택되지 않은 또 다른 이

계 최초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SKT, KT가

유는 오직 스프린트만이 초기에 해당 기술을 도입했

LTE 서비스를 하고, 미국의 와이맥스 지원 스프린트

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프린트는 지난 2006년 버라

가 자체적인 LTE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

이즌과 AT&T가 자체적인 LTE 망을 도입하기에 앞

며, 러시아의 통신업체 요타도 대대적인 와이맥스 확

서 4G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한다면 무선 데이터 시

산 계획을 접고 LTE로 전환했다. 특히 와이맥스 개

장에서 경쟁력 있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인텔이 와이맥스를 세계적인

전략으로, 50억 달러를 들여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

표준 4G 기술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와이

면서 와이맥스에 승부를 걸었다. 하지만 버라이즌이

맥스 지원을 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중단하

지난해 38개 시장에 LTE 망을 도입하면서 버라이즌

면서 와이맥스의 향후 개발이 불안정해졌다.

과 AT&T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려
는 스프린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게다가 2011년 초 PC World가 실시한 속도측정
시험에서 버라이즌의 LTE 망이 스프린트의 와이맥

또한 지난 2005년 넥스텔과 합병된 이후로 넥스텔

스 망을 능가하면서 전세는 역전됐다. 해당 시험에서

아이덴(Nextel iDEN) 망을 도입하면서 지난 수년 동

버라이즌의 노트북용 LTE 에어카드(Air Card)는 평

안 수백만 명에 달하는 무선통신 가입자를 잃게 된

균 6.5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한 반면, 스프

스프린트의 재정 문제도 한 몫 했다. 여기에 스프린

린트의 와이맥스 서비스는 3M~6Mbps 정도의 다운

트의 와이맥스 망을 구축하는 협력사 클리어와이어

로드 속도를 기록했다. 속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와이맥스는 미국 내에

것으로 생각되지만 PC World는 스프린트의 와이맥

서 소비자 단말기를 위한 지배적인 무선통신 기술로

스 네트워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했

채택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 이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위치에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했다.

국내 와이브로 활성화, 가능할 지‘의문’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로서의 와이맥스는 이미 죽

국내 와이브로는 데이터 통신만을 지원하는데, 음

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와이맥스가 소비자 단말

성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USB 모뎀이나 브리지

기 영역에서 몰락한 이유는 간단하다. IT 업계는 통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와이브로 신호를 와이파이로

일성을 좋아하며 와이맥스는 통신업체들로부터 실질

변환해 데이터 트래픽을 분산하는 보조망으로 활용

적인 4G 모바일 데이터를 위한 표준으로 자리잡을

하는 것이 전부다.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단말기 제조업체들

정부 주도로 와이브로를 중점 육성한 국내 시장에

의 경우도 제조사별로 상이한 기기를 제조하거나 하

서조차도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6년 세

나의 기기가 2종류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도록 개발하

계 최초로 상용화한 후 5년간 와이브로에 대해 통신

기보다는 기기의 LTE 무선모듈과 칩셋만 교체하며

업체 스스로가 활성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복수의 통신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와이브로 사업권 3장 가운데 하나는 반납된 상황

무선통신 분석가 앤디 세이볼드에 따르면 와이맥

에서 SKT와 KT의 와이브로 투자는 소극적이었다.

스는 세계 곳곳의 통신업체들이 점차 LTE를 도입하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LTE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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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내 와이브로 사업자인 SKT와 KT는 이 서비스

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펨토셀(Femtocell)을 포함

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해 3G 멀티모드와 4G 기능을 지원하는 장비를 개발

것이다. 올해 3월,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펨토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 속에 등장하는

앞두고 있지만 양사 모두 와이맥스 2 망 고도화를 위

꿈의 모바일 속도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방식

한 추가 투자 계획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2월 초, 방송

이다. 특히 실내 커버리지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와이브로와 LTE를 병행 발전

물론 광고 속에 등장하는 속도는 사용자가 기지국

시킨다는 방침을 확정, 오는 4월까지 와이브로 활성

(Cell Tower)에 매우 근접해 있으면서 망에 회선 경

화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구체

쟁(Contention)이 거의 없을 때라는 최상의 시나리

적인 활성화 방안과 함께 관련 투자촉진 내용도 포함

오를 가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종종 기지국에서 멀리 위치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와이브로에‘010’식별번호를 부여해

고 있으며, 데이터 중심적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

와이브로 음성서비스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

터의 등장으로 네트워크 혼잡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

이다. 와이브로망은 현재 데이터통신용으로만 활용

워졌다.

하고 있지만 식별번호가 부여되면 m-VoIP를 이용

이 기술은 작은 무선통신 기지국으로 먼 곳까지 완

해 저렴한 인터넷전화 수준요금으로 이동전화를 이

전한 네트워크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 펨토셀은 무

용할 수 있게 된다.

선 주파수를 재사용해 상대적으로 작은 셀을 생성함

또한 LTE에 집중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투자

으로써 작지만 완전한 용량을 제공하는 기지국 역할

여력이 없는 것을 감안해 제4 이동통신업체 재추진

을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실내외에 모두 적용할 수

등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적극 돕는 방안도 검토 중

있다.

이다. 방통위 관계자는“와이브로 활성화 종합계획

펨토 포럼(Femto Forum)의 부회장 앤디 게르마

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는 밤에 집안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필요

고민하고 있다”
면서“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구

한 불빛을 얻기 위해서 전기회사에 실외의 가로등을

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니면 자기
자리 옆에 놓여 있는 실내등을 켜는 것이 효율적일까

기존 사업자들이 재투자와 마케팅에 미지근한 반

라는 비유로 펨토셀의 효과를 설명했다.

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와이브로의 활성화 방안은
결국 제4이동통신업체의 출범만이 남아 있다. 하지

펨토셀과 피코셀(Picocell) 제조업체 IP 액세스(IP

만, 이와 관련, 2010년부터 KMI, IST 등 두 컨소시

Access) CTO 닉 존슨은 다음과 같은 제품 출시 계

엄은 제4 기간통신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

획을 공개했다:

하고 있지만, 정부는 허가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사업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 사업자

2011년 - HSPA+ 펨토 출시

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와

2012년 - 지하철 네트워크용 LTE 펨토 출시

이브로 활성화 정책과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상

2013년 - 기업용 LTE 펨토 출시

황이다.

2014년 - 펨토/PBX 통합을 위한 API 제공
2015년 - 주택용 LTE 펨토 매스 마켓(Mass Market)에

펨토셀, 광고 속 전송속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출시

PCCA(Portable Computer and Communica-

2016년 - LTE 네트워크 안정화

tions Association)는 3G와 4G는 오랫동안 공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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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종 지식 기반의 서비스의 융합의 형태가 될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5G

것이라 전망했다.

개발업체와 통신업체들은 더 많은 주파수 대역과
발전된 안테나, 그리고 가상화와 같은 IT 기술을 사

방통위는 단순 음성 데이터통신이 아닌 인체 신경

용해 4G 이동통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

세포망과 유사한 지식 통신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앞으로 출시될 5G 망에서의

정부와 학계가 손을 잡고 5G 비전 프로젝트에 착수

속도 증가의 핵심은 사용자와 기지국 사이의 거리를

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 1차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줄여 자동적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5G 서비스 비전 초안을 마련했으며, 3월부터 포럼

다.
에릭슨의 아키텍처 및 포트폴리오 담당 부사장 하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인 5G 개발 업무에 착

칸 듀파마르는“LTE는 현재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

수, 세부 분야별로 연구할 계획이다. 2018년 평창 동

른 기술이기 때문에 또 다른 표준이 개발되기는 어려

계 올림픽 때는 시범 서비스, 2020년에 상용화를 한

울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널이 복잡해지면서 주

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파수 할당도 점차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네트워

2020년 전후로 실현될 5G 이동통신기술은 더이

크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

상 속도에 대한 규격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초공간

지만 지금 당장은 5G 출시를 위한 움직임이 목격되

실감 지식 서비스, 정확한 맞춤형 정보, 품질/ 친환

지 않고 있다.

경/ 지식/ 현실성 기준을 높인 차별화된 서비스가 기
준이 될 것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4G 기술이 2002년부터 연구 개발이 시작
돼 2012년에 최종 확정된 것을 미뤄보면, 2020년의

최근 ITU 또한 4G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5G 기술은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 상황

개념과 기술 연구를 위해 상반기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다. 5G 통신은 4G보다 1,000배 빠른 속도를 기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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