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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상용화 중인 4세대 이동통신의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4세대 이동통신 국내 가입자는

천만 명이 넘어섰으며, 4세대 이동통신에 어느 기술이 사용이 되고 데이터 전송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세대 이동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3GPP계열의
LTE-Advanced와 와이맥스 계열의 IEEE802.16m의 데이터 전송속도 기반의 이론적인 속도값과 현재 상

용화된 4세대 이동통신의 데이터 전송속도의 실제 측정값을 비교, 분석하여 상호간의 특징적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서론
최근 한국 이동통신 기업 SK, KT, LG 등 세계

에서 4G LTE 이동통신 표준규격을 2번째로 상용화

에 성공하면서 미래를 주도할 초고속 이동통신 산업

인 4세대 이동통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

세를 반영하듯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기기들을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졌다. 기기들을 사용하면

서 3세대 통신규격 3G, Wifi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

문에 데이터 전송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3G,

Wifi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

다. 이러한 데이터 폭증은 스마트폰 통화시 끊기거

나, 데이터 전송시 중간에 실패, 무선 인터넷 접속

불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1].

현재 4세대 이동통신 국내 가입자는 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현재 상용화 중인 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 차세대 네트워크의 요

구사항도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

은 IMT-Advanced에서 정의되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IEEE 802.16m 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와, 3GPP LTE (Long

Term Evolution)이 대표적인 기술로써 제안되었다

[2].

이러한 4세대 이동통신에 어느 기술이 사용이 되

고 있지만, 데이터 전송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도 더욱 좋은 통화

품질 및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위해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세대 이

동통신의 대표적인 데이터 전송 기술인 3GPP계열의

LTE-Advanced와 와이맥스 계열의 IEEE802.16m의

실질적인 데이터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이론적인 배

경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상호간의 특징적인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4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
현재 4G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기술표준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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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이동통신사

들이 지지하고 있는 3GPP LTE(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Long Term Evolution) 기술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바일 와이맥

스 에볼루션(Mobile WiMAX evolution), 마지막으로

미국과 퀄컴이 내세우고 있는 3GPP2 UMB(Ultra

Mobile Broadband)이다.

그러나 2008년 4월 현재 4세대(G) 통신 기술 유

력 후보로 팽팽한 경쟁을 벌이던 롱텀에볼루션

(LTE)과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의 저울추가

LTE쪽으로 기울고 있다.

2008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obile World Congress 2008에서 LTE(Long Term

Evolution)는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

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4G를 위한 여러 후보 기술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LTE는 GSM,

WCDMA 등의 기술 표준을 제정한 3GPP를 중심으

로 개발되고 있다.

LTE의 기본 요건은 기존 5MHz로 한정된 대역폭

을 1.25MHz부터 20MHz까지 변화 가능하도록 하였

다. 직교주파수분할다중(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다중입출력(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MIMO), 스마트 안테나 기술

을 적용해 LTE 기술이 표준화되면 100Mbps급 데

이터 전송이 가능한 이동통신 시대를 열게 된다. 상

향 링크도 50M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가능하게

되어 이동통신을 통해 2시간짜리 영화를 5분 이내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인 것이다. 또한

LTE에는 IP망과 음성망, 그리고 데이터망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 이 기술을 위해 OFDM

기반 무선 접속과 단말기 단순화, 계층간 통합 기술

도 대두되고 있으며, LTE의 등장으로 전체 통신 진

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3][4].

3. LTE-Advanced와 IEEE802.16m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연구소에서 5년의 오랜

시간동안 연구하여 세계 최초 이동통신 4G 기술이

탄생하였다. 이 기술이 바로 LTE-Advance이다. 이

기술은 현재 상용되고 있는 3G(세대) HSDPA보다

최대 40배나 빠른 속도를 보인다. 또한 KTX나 지하

철을 타면서 스마트 폰을 이용해도 고화질의 영화를

풀HD 화면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다. LTE

방식은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보다 12배 이상 빠른 고속 무선데이터 패킷

통신 규격을 가리킨다. 즉, 3세대 이동통신을 장기적

으로 진화 시킨 기술이다. 3세대 이동통신과 4세대

이동통신의 중간 개념으로 3.9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라 불리우고 있으며 HSDPA 보다 1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통신이 가능하며, 다운로드 최대 속도가

173mbps에 이르러 700mb의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을 시 약 1분정도가 소요 된다고 한다.

LTE Advanced (Long Term Evolution

Advanced)는 기존 LTE 방식 보다 6배 정도 빠른

이동통신으로써 저속 이동시 1Gbps, 고속 이동시

100Mbps 속도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것으로 3G

의 약 40배 속도로 개발되었다.

IEEE 802 위원회에서 개발 예정중인 와이브로/모

바일 와이맥스의 차세대 표준이다. 현재 시중에 유

통되고 있는 모바일 와이맥스 표준보다 한 단계 진

일보한 기술 표준을 개발해 ITU-R의

IMT-Advanced 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802.16e 표준

에 대한 어드밴스드 에어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

는 것이 목적이다. IMT-Advanced는 이동 시

100Mbps, 고정 시 1Gbps의 전송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5][6].

4. 실험 및 고찰

LTE WiMAX

최대전송속도
하향 300Mbps 46Mbps

상향 150Mbps 14Mbps

다중접속방식

하향 OFDMA OFDMA

상향

단일

캐리어

FDMA

OFDMA

Full Duplex

Mode

기본적으로 FDD

(TDD도 활용)

기본적으로

FDD

(TDD도

활용)

지연시간

전송지연

최대5md

제어지연 100ms

수초(sec)

본격 상용화

시기
2010-2012년 2009년

[표 1] LTE와 WiMAX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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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LTE는 업로드 시 150Mbps, 다

운로드 시 300Mbps / WiMAX는 업로드 시

14Mbps, 다운로드 시 46Mbps이다. 이 값들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WiMAX 기준으로 현

재의 데이터 최대 전송속도는 이것에 절반도 미치지

않는 속도를 보인다.

다음은 현재 4G 이동통신 기기인 iPhone4를 이용

하여 3G상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의 속도

를 측정한 것으로 측정 방법은 장소 고정과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시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측정을

하였다.

[그림 1] 실험에 사용한 애플사의 iPhone4 통신사는 ollhe KT

[그림 2] 고정시 최저속도 111.98KB/s

[그림 3] 고정시 최대속도 162.91KB/s

[그림 4] 이동시 최대속도 57.67KB/s

[그림 5] 이동시 최저속도 39.64KB/s

고정시 이동시

최대 값 최소 값 최대 값 최소 값

162.91KB/s 111.98KB/s 57.67KB/s 39.64KB/s

차이 값 50.93KB/s 차이 값 18.03KB/s

두 차이 값의 차이 값 32.9KB/s

[표 2]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조건별 전송 값 비교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제시된 이론값보다는

다소 데이터 전송속도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본 측

정값을 보면 고정시 결과 값이 이동시 결과 값보다

월등히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위 이용자

수와 환경적용에 따라 값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5. 결론
현재 상용화 중인 4세대 이동통신의 사용자가 급

증하고 있다. 현재 4세대 이동통신 국내 가입자는

천만 명이 넘어섰지만, 이 4세대 이동통신에 어느

기술이 사용이 되고 데이터 전송속도가 얼마나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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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세대 이동통신에 사용되

고 있는 LTE-Advanced와 IEEE802.16m의 이론값

과 현재 상용화 된 4세대 이동통신의 데이터 전송속

도의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고정시 결과

값이 이동시 결과 값보다 월등히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주파수 대역을 두 기술 모두

비슷한 대역을 사용하기 3G사용자들의 통화품질 과

같은 4G 사용자들의 통화 품질 및 데이터 전송속도

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파수 대역만 고쳐진

다면 4G는 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와 통화 품질

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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