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이동통신이 10년 주기로 변화하면서 1980년대 1세대 아날로그 이동통신을 시작으로 1990년대 

2세대, 2000년대 3세대, 그리고 2010년대 4세대를 거쳐 2020년대 5세대로 향하고 있다. 이동

통신기술은 <그림 1>에서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무선접속네트워크 (Radio 

Access Network)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코어네트워크 (Core Network) 기술이다. 이 두 가

지 기술은 세대별로 서비스 발전에 발 맞추어 혁신과 진화를 거쳐 발전하고 있다. 이중에 무선접

속네트워크 기술은 물리계층을 일컫는 무선전송기술의 세대별 혁신 기술에 의하여 특징을 가지

고 있다. 4세대까지 나온 무선전송기술은 크게는 1세대 아날로그 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2세대 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2세대와 3세대에 걸쳐있는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4세대의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을 들 수 있다[1].

<그림 2>는 서비스, 무선전송기술, 코어네트워크의 스위칭 형태 등에 대해 세대별 대표 기

술 및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보면 1세대 아날로그 AMPS (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이 후에 여전히 서킷 음성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AMPS로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

그림 1.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조

	이중에	무선접속네트워크	기술은	

물리계층을	일컫는	무선전송기술

의	세대별	혁신	기술에	의하여	특

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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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워서 디지털 기술이 필요했다.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2세대 TDMA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과 CDMA IS-95 시스템이다. GSM은 유

럽진영, IS-95는 한국이 도입하면서 한국/미국 진영에서 각각 발전하였다. 이렇다 보니 글로벌 

로밍 (Global Roaming)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서킷 영상 서비스를 고

려하게 되었다.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고려하다 보니 시스템의 무선전송기술을 하나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 보여서, ITU-R에서는 3세대 이동통신에 대하여 하나의 이동통신시스템을 만들자

는 기치를 내세웠다. 처음에는 3세대에 대해 FPLMTS (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

munications System)로 불렀는데 (1997년부터는 IMT-2000이 됨), 이렇게 부른 사연도 하나

의 이동통신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2]. 이런 철학이다 보니까, TDMA가 좋은 지 CDMA

가 좋은 지 기술 비교를 하게 되었고, 유럽 및 일본 진영에서 셀배치의 유연성 등을 가지고 있는 

CDMA 기술의 우위를 인정하여 3세대 기술로 받아들였고, 서킷 영상 서비스까지 고려하다 보니 

W-CDMA (Wideband-CDMA)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cdma2000은 3세대 기술로 미국/한국 

진영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지만,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W-CDMA 기술에

도 기여하여 2세대 CDMA기술을 더욱 꽃 피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데에 이동통신 시스템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3세

대까지는 서킷 스위칭 위주의 유선 서비스를 무선화하는데 주력했는데, 유선에서 인터넷이 보편

화되면서 패킷 스위칭 서비스 즉, 인터넷을 무선에서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

여 3세대 W-CDMA/cdma2000 이 후에 바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무선패킷 기술이 또 하나

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리하여 나온 기술들이 EV-DO (Evolution-Data Only)와 HSPA 

(High Speed Packet Access) 기술이다. 이 기술들은 3세대 기술의 연장선 상에서 개발되었다. 

이 때만 해도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그 당시는 어떻게 하면 인터

넷을 무선에 도입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이것을 좀 더 빨리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 휴대 인터넷 

(Portable Internet)이 생겨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WiBro (Wireless Broadband, Mobile 

WiMAX로도 불림)는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만들어 졌다.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목표

로 하다 보니, 좀 더 많은 데이터 전송속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역폭을 3세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데에	

이동통신	시스템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3세대까지는	

서킷	스위칭	위주의	유선	서비스를	

무선화하는데	주력했는데,	유선에

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패킷	스

위칭	서비스	즉,	인터넷을	무선에서

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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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술과 서비스 관점에서 본 세대별 이동통신 시스템



대 대비하여 늘리는 기술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것이 OFDMA 기술을 무선에 도입하게 된 계기

이다. CDMA기술은 대역폭을 늘리면 핑거 수가 많아지면서 수신기가 복잡해 진다. OFDMA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휴대인터넷의 기술이 되었다.

이렇게 촉발된 인터넷의 무선화는 LTE (Long Term Evolution)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

고, LTE는 세력에 힘입어 본격적인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여는 기술이 되었다. 이 후에 LTE–

Advanced와 WiBro-Evolution 기술은 서비스로는 여전히 모바일 인터넷을 추구하고 있고, 더 

빠른 데이터전송을 위해 멀티밴드 혹은 밴드집성 (Band Aggregation)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가 서킷 음성과 서킷 영상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되면서, 코어네트워크 기술에도 2세대 

서킷 스위칭에서 3세대에는 서킷과 패킷 스위칭이 같이 있다가 4세대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만

을 지원하는 패킷 스위칭 기술만으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4세대에 와서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와 이에 적합하게 무선에서는 OFDMA, 코어네트워크에서는 패킷 스위칭 기술이 주요 특징이 되

었다. 한편, 이제까지는 면허대역 (Licensed Spectrum) 기술을 설명했고, 비면허대역 (Unli-

censed Spectrum) 기술의 대표 격인 WLAN은 일찌감치 근거리 인터넷를 목표로 발전되어 왔

다. 초기에는 802.11b에 CDMA 기술이 사용되다가 바로 OFDM 기술이 도입되었다. WLAN은 

셀룰라 이동통신 기술과는 달리 유선 네트워크의 끝에 AP (Access Point)를 설치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이다. 즉, 모바일 코어네트워크이 없는 상태에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

다. 이것은 인터넷을 서비스 받는데 유선네트워크와 무선네트워크의 구분을 없애주는 중간자 역

할을 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보조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즉, 

유선을 무선화하는 유무선통합의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5G 시대 기술로는 이런 유무선통합 개념과 용량증대를 위한 3D 빔형성 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서비스로는 모바일 인터넷에서는 UHD (Ultra High Definition)와 홀로

그램 서비스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추가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5G 시대의 무선전송기술로는 빔을 공간 분할하여 용량을 증대시

키는 SDMA (Space Division Multiple Access)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량을 증대

시키기 위해 6GHz 이상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도 거론되고 있다[3].

본 고에서는 먼저 2장에서 세대별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연혁을 소개한다. 이어 3장에서는 

1세대와 2세대에 대해 핵심기술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우선 2세대와 3세대의 관계를 CDMA 기

술이 어떻게 3세대의 표준이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3세대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5

장은 LTE/LTE-A에 대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2020년대에 펼쳐지는 5세대 기술의 방향에 대

해 살펴본다. 끝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세대별 무선전송기술 차이 및 표준 연혁

이제까지 우리는 각 세대별 이동통신 시스템을 견인하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

기서는 이들의 개략적 기술적 특징과 표준화가 된 기관 및 년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은 세

대별 무선전송기술의 차이를 나타낸다. 각 세대별로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동

통신시스템을 나타내었다. Peak data rate는 단말이 받을 수 있는 최대전송속도를 나타낸다. 

1981년에 미국의 표준기구인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규격으로 

채택된 아날로그 AMPS에 대해서 사실 최대전송속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기서는 하나

의 음성채널이 차지하는 대역폭이 의미가 있다. 디지털 시스템인 2세대부터 이것은 중요한 척도

가 된다. 더불어서 spectral efficiency도 의미가 있다. 시스템의 capacity를 가늠할 수 있기 때

이렇게	촉발된	인터넷의	무선화는	

LTE	(Long	Term	Evolution)가	만들

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LTE는	세력

에	힘입어	본격적인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여는	기술이	되었다.	이	후

에	LTE–Advanced와	WiBro-Evo-

lution	기술은	서비스로는	여전히	모

바일	인터넷을	추구하고	있고,	더	

빠른	데이터전송을	위해	멀티밴드	

혹은	밴드집성	(Band	Aggregation)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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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data	 rate가	단말	최대전송

속도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3.5세

대로	분류되는	EV-DO/HSDPA/

WiBro	부터이다.	즉,	인터넷	서비스

가	무선으로	도입되면서,	데이터의	

다운로드	속도가	중요해지기	시작

한다.

문이다. CDMA IS-95는 대략 0.24 bps/Hz 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대역폭을 고려하면 

전체 용량이 307 kbps (=0.24 bps/Hz x 1.25 MHz)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peak data rate가 단말 최대전송속도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3.5세대로 분류되는 EV-DO/

HSDPA/WiBro 부터이다. 즉, 인터넷 서비스가 무선으로 도입되면서, 데이터의 다운로드 속도

가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얼마나 빨리 영화 한편을 다운로드 받느냐가 서비스를 가늠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표 1>에서 보면 peak data rate가 Mbps 단위가 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3세대까지는 음성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성 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

터 전송속도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인터넷 서비스가 되면

서는 이에 더하여 어느 순간은 한 사람에게 모든 자원을 몰아줘서 데이터전송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또한, spectral efficiency도 3세대 W-CDMA/cdma2000까지는 QPSK에 머

물렀는데, 3.5세대부터는 16QAM/64QAM 등이 도입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5세대는 

2014년 10월에 ITU-R WP5D에서 비전문서를 통하여 이들의 목표치를 정하고 있다[4].

이동성 (Mobility)를 보면, peak data rate와 spectral efficiency의 관계는 보통 3 km/h (보

행자) 일 때를 나타낸다.  이동속도가 높아질수록 이 둘의 값은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4세대 

경우 120 km/h인 경우 최대 데이터 전송속도가 3 km/h인 경우에 비해 대략 1/10로 떨어진다. 

이동속도가 더 높아져서 고속열차 속도인 350 km/h인 경우는 더욱 더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이동속도는 초기에는 보행자속도 (3 km/h)와 차량속도 (120 km/h)를 목표로 하다가 4세대부터

는 고속열차속도 (350 km/h)까지도 고려사항에 넣고 있다. 고속열차도 더욱 빨라져서 5세대에

표 1. 세대별 무선전송기술 차이

세대 시스템 Multiple access Peak data rate*
Spectral efficiency*

(bps/Hz)
Mobility 표준기관 및 년도

1세대 AMPS FDMA - -
주로	차량	전화

(120km/h)

ANSI

EIA/TIA/IS-3

1981년

2세대

IS-95 CDMA 9600	bps
0.24(=9600	bps	*	32	

channels	/	1.25	MHz)

3	km/h

120	km/h

ANSI

TIA-EIA-95

1993년

GSM TDMA 0.104	Mbps 0.17
3	km/h

120	km/h

ETSI

1991년

3세대

W-CDMA CDMA 0.384	Mbps 0.51
3	km/h

120	km/h

3GPP

1999년

cdma2000 CDMA 0.153	Mbps 0.1720
3	km/h

120	km/h

3GPP2

2000년

3.5세대

EV-DO CDMA/TDMA 3.072	Mbps 1.3
3	km/h

120	km/h

3GPP2

2002년

HSPA W-CDMA	based 14.4	Mbps 2.88
3	km/h

120	km/h

3GPP

2006년

WiBro OFDMA
DL:	128	Mbps

UL:	56	Mbps
3.7

3	km/h

120	km/h

IEEE	802.16e

2004년

4세대

LTE
DL:	OFDMA

UL:	SC-FDMA

DL:	100	Mbps

UL:	50	Mbps
2.67

3	km/h

120	km/h

350	km/h

3GPP

2008년

LTE-A
DL:	OFDMA

UL:	SC-FDMA

DL:	1	Gbps

UL:	500	Mbps
3.7

3	km/h

120	km/h

350	km/h

3GPP

2010년

5세대 - - 10	–	50Gbps 5	times	IMT-Advanced

3	km/h

120	km/h

500	km/h

-

*Peak	data	rate와	Spectral	efficiency는	3km/h에서의	값들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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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0 km/h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

표준기구의 변천을 보면, 2세대까지는 크게 미국진영(ANSI)과 유럽진영(ETSI)으로 나뉜다. 3

세대 IMT-2000부터는 조금 양상이 바뀐다. IMT-2000은 전 세계의 단일 무선전송기술을 표방

하였다. 이를 위해 ITU-R에서는 기존 단체들의 연합을 종용하게 되었다. 먼저 1998년 12월에 

각 나라 혹은 연합국가의 표준기구들이 뜻을 모아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를 결성하였고, 이듬해 1월에 3GPP2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갈라진 사연은 2세대의 GSM과 

IS-95의 기술 중심으로 각각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무선전송기술을 표방하였지만, 

여전히 2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하지만, 3GPP에서는 

CDMA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W-CDMA를 만들었다. 사실 이 사건은 4세대에 가서 3GPP가 

무선전송기술을 거의 천하통일하는데 발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CDMA 기술의 중

심 축이 3GPP2에서 3GPP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후, 3GPP2는 힘이 약해졌고, 

더군다나 WiBro가 OFDMA를 도입하면서 IEEE 802.16e에서 표준화를 함으로서 3GPP2 세력

은 더욱 작아졌다. 연이어, OFDMA를 발빠르게 3GPP에서 4세대 LTE 기술로 도입하면서 그렇

지 못한 3GPP2는 유명무실해졌다. 세력 판도에서 WiBro 진영도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4세

대부터는 사실상 3GPP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5세대에서도 3GPP 중심으로 무선전

송기술이 만들어질 것으로 사료되나, 주변의 변수에 따라 다른 표준단체가 생길 수 있다. 

Ⅲ. 1세대와 2세대 이동통신

1. 1세대 아날로그 FDMA와 2세대 디지털 TDMA 및 CDMA 기술

1세대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기술이며, 음성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세계 최

초의 1세대 아날로그 이동통신 방식인 AMPS (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방식은 1983

년 미국 시카고에서 Ameritech가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개통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도에 도입되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림 3>에 1세대와 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과 그

그림 3. 1세대와 2세대 이동통신

하지만,	3GPP에서는	CDMA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W-CDMA를	만들

었다.	사실	이	사건은	4세대에	가서	

3GPP가	무선전송기술을	거의	천하

통일하는데	발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CDMA	기술의	중

심	축이	3GPP2에서	3GPP로	넘어

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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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최초 상용화 년도 및 해당 나라가 나와있다. 사실 AMPS 전에 0세대에 해당하는 차량용 카

폰 시스템이 있었다. 이것은 고정국 하나에 여러 차량용 단말기가 통신하는 형태이고, 1946년 미

국에서 서비스되었다. 이 후에 1947년에 지금의 셀룰라 방식이 개발되었고, 이것은 주파수를 셀

을 건너서 재사용한다는 개념으로서,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 재사용하면 셀을 한 없이 펼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3>의 왼쪽 아래에서 A~G 셀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것이 나와있다. 셀룰라

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이런 개념은 1세대 AMPS에 처음 적용되었고 지금도 이동통

신은 이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AMPS는 셀 내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 다중접속 (Multiple Access) 방식으로 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사용하며, 이것은 통신 자원 중에 주파수를 나누어 사용자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한 사용자의 채널 대역폭은 30 KHz를 가진다. 다중접속 방식은 이동통신의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4세대까지의 세대별 이동통신 구분은 다중접속 방식의 변천으

로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AMPS 이 후에 유럽에서도 아날로그 방식이 여러 개 출현하였는데, 

이들 시스템은 각기 다른 변조 방식과 주파수 대역, 채널 대역폭을 사용함으로써 상호 호환성이 없

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2세대 이동통신 방식인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GSM을 만들게 된 계기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저력이 기반이 되어 GSM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든 3GPP가 전 세계 이동통

신의 주축 세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세대의 혼선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및 낮은 주파수 재사용 효율, 폭발적 수요 등은 디지털 방식 

기술 개발을 요구하였는데, 또 다른 2세대 이동통신은 한국과 미국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CDMA 

방식의 IS-95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GSM은 TDMA, IS-95는 CDMA를 핵심기술로 하고 

있다. TDMA는 시간 구분으로, CDMA는 코드 구분으로 사용자를 구별한다. CDMA 방식은 확산

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직접확산 (Direct Sequence 

Spreading)에 사용되는 부호 (code) 시퀀스로 사용자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 때 당시에 주파

수 혹은 시간을 구분하여 사용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는데, 주파수와 시

간을 같이 사용하면서 코드로 사용자를 구별하는 것은 이동통신 기술에 하나의 획을 긋는 기술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확산 스펙트럼 (Spread Spectrum)이 일대일 통신에 사용되었

는데, 여기에 전력제어 (Power Control) 기술을 접목하여 여러 사용자가 적절히 전력을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전력제어 덕분에 CDMA 방식은 인접한 셀에 같은 주파수

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소프트 핸드오버 (Soft Handover) 기술이 더불어 만들어지게 

되었다.

2. 디지털 CDMA IS-95 핵심기술

전력제어 기술은 CDMA IS-95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것은 확산 스펙트럼 방식을 다

중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CDMA가 되도록 한 기술이다 [5]. <그림 4>는 이에 대한 것이 나와있

다. 전력제어는 크게 기지국과 단말기가 Feedback loop 를 통하여 수행하는 closed loop 전력제

어와 shadowing 등 급격한 전력 변화에 바로 대처하는 open loop 전력제어로 나뉜다. 기본적으

로 전력제어는 같은 음성서비스에 대해 기지국에 도달하는 전력을 같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렇게 함으로써, 같은 주파수와 시간을 공유하는 사용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주파수와 시간을 독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5>에 소프트 핸드오버 기술이 나와 있다[6]. CDMA 기술은 주파수를 한 셀 내의 사용자

들이 공유한다. 사용자들 간에 서로 간섭을 미치는 것은 전력제어로 관리한다. 이것은 인접 셀 내

의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여서 인접 셀 간에 주파수를 재사용하여도 가능하다. 이것이 FDMA와 

이	때	당시에	주파수	혹은	시간을	

구분하여	사용자를	구별하는	것

은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는

데,	주파수와	시간을	같이	사용하

면서	코드로	사용자를	구별하는	것

은	이동통신	기술에	하나의	획을	

긋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

게	된	것은	확산	스펙트럼	(Spread	

Spectrum)이	일대일	통신에	사용

되었는데,	여기에	전력제어	(Power	

Control)	기술을	접목하여	여러	사

용자가	적절히	전력을	나누어	사용

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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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성은	10-20ms	이상의	데

이터를	잃어버리면	귀에	거슬리

는	끊김	현상이	있는데,	GSM의	하

드	핸드오버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	

CDMA	소프트	핸드오버	기술은	이

런	현상을	없앴던	것이다.

TDMA하고는 구별되는 CDMA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주파수의 재사용은 셀 간의 핸드오버 지

역에 있는 사용자들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복수의 기지국과 통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소프트 핸드오버이다. 동시에 통신하면서 다른 셀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끊김 없는 통신이 

가능하다. 보통 음성은 10-20ms 이상의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귀에 거슬리는 끊김 현상이 있는

데, GSM의 하드 핸드오버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 CDMA 소프트 핸드오버 기술은 이런 현상을 없

앴던 것이다.

IS-95 규격 기반의 CDMA 방식은 각각의 기지국이   (Global Positioning System)과 같은 외

부 신호로 각 기지국의 기준 timing을 약 1 usec 이내로 맞추어 동작하는 기지국 동기식 시스템

이다. 기지국 간 동기가 맞추어 있으면, 기지국과 단말기 시스템 동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장점은 기지국을 구분하는 코드를 기지국 별로 두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다. 하나의 m-시퀀스에

서 기준 시간대비 각 기지국 별로 64 칩 길이 단위로 달리 시작하여 기지국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말기에서 기지국을 탐색하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다. 이런 기

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3세대에 가서는 미국 시스템인 GPS를 사용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림 4. CDMA 전력제어 기술

그림 5. CDMA IS-95 소프트 핸드오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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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는	명실공히	CDMA	기술로	

천하통일	되었다.	CDMA의	장점

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

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였다.	

CDMA	IS-95의	기술이	영향을	주

어서	TDMA세력이	CDMA	기술을	

채택하게	만든	것이다.

유럽 및 일본 진영에서 CDMA 기술로 기지국 간 비동기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Ⅳ. 3세대 이동통신 방식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3세대 이동통신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유럽과 일본진영이 주축

인 3GPP의 W-CDMA와 한국과 미국진영이 주축인 3GPP2의 cdma2000가 그것이다. 3세대는 

명실공히 CDMA 기술로 천하통일 되었다. CDMA의 장점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국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였다. CDMA IS-95의 기술이 영향을 주어서 TDMA세력이 CDMA 기

술을 채택하게 만든 것이다. W-CDMA에서 2세대 IS-95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은 보다 넓은 대역

폭(5MHz)과 기지국간 비동기를 채택한 것이다. cdma2000은 2세대와 같은 대역폭인 1.25MHz

를 사용하였다. 이렇다 보니, IS-95의 기본적인 CDMA 기술 개념들이 W-CDMA에 많이 반영

되었다. 이것이 <그림 6>에 나와있다. 기지국 간 비동기는 유선 네트워크 동기로 10ms 급으로 

기지국간 동기를 맞추고, 기지국에 다단계 코드 체계를 주어 단말기에서 다단계 탐색으로 시간

과 복잡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여러 핵심기술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향링크와 상향링

크에서 대표적인 기술 두가지를 소개한다.

W-CDMA와 cdma2000의 하향링크의 핵심기술로는 각각 STTD (Space Time Transmission 

Diversity)와 STS (Space Time Spreading)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사실 상 유사 기술로서 하향

링크의 안테나 다이버시티에 대한 기술이다. 이것에 대해 처음으로 제안된 구조가 <그림 7>에 

그림 7. Space Time Coding 구조[7]

그림 6. 3세대 이동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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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있다 [7]. 보통 기지국에는 2개의 안테나가 상향링크 (uplink)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데, 이

것을 이용하면 하향링크 2개 송신 안테나, 단말기 수신 안테나 1개로 송신 1개 수신 2개의 안테

나와 같은 성능을 제공한다. 이 방식은 하향링크에서 복수개의 안테나를 사용한 기술의 시초라

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핵심기술은 상향링크의 단말기 변조 방식인 OCQPSK (Orthogonal Complex QPSK)이

다[8][9][10]. 이것은 멀티코드 채널 시에 채널화 코드 (Channelization Code)를 특정하게 규정하

고 확산코드에 제한요소를 둠으로써 PAPR (Peak to Average Power Ratio)의 CCDF (Comple-

mentary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의 0.1% 에서 약 1.5dB 작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

림 8>에 그 구조가 나와있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의 RF power amplifier에서 1.5dB 만큼 back-

off가 적어져서, 그만큼 낮은 효율 RF Amplifier를 사용해도 되므로 단말기 밧데리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상향 링크가 멀티코드 채널이 된 것은 2세대에는 단일채널로 음성서비스가 가능하

였는데, 영상 및 데이터 서비스가 요구되면서 전송속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단일채널에는 

OQPSK (Offset QPSK)로 PAPR을 줄였지만, 멀티채널이 되면서 다른 변조방식이 필요하였다. 

OCQPSK는 TTA-TIA간 기술 합의 및 확산이 완전 QPSK 확산이 아니고 일정 칩 구간이 (deci-

mator factor 2인 경우 두 칩) BPSK확산이어서 HPSK (Hybrid PSK)로도 불린다. 

Ⅴ. 3.5세대/4세대 무선전송기술 및 5세대 방향

cdma2000 방식은 이후에 인터넷을 무선에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V-DO, EV-DV 방

식으로 진화하였으며 W-CDMA 방식도 모바일인터넷을 위해 하향링크에 패킷모드와 multi code 

기술을 채택한 HSPA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이것이 <그림 9>에 나타나 있다. CDMA 방식은 모바

일인터넷을 수용하기 위해 대역폭을 크게 하면 칩 구간이 짧아져서 핑거 수가 늘어나게 되어 단

말기 복조기가 매우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OFDMA를 채택한 

WiBro가 개발되었다. 또한, OFDMA의 변복조의 단순성은 복잡한 복조 방식을 갖는 MIMO 방식과 

그림 8. W-CDMA, cdma2000 단말기 변조 방식 구조[9]

상향	링크가	멀티코드	채널이	된	

것은	2세대에는	단일채널로	음성서

비스가	가능하였는데,	영상	및	데이

터	서비스가	요구되면서	전송속도

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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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의	OFDMA	채택은	3GPP	진

영에	큰	영향을	미쳐서,	OFDMA기

반의	LTE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즉.	3GPP는	모바일인터넷을	위해	

HSPA로	진화하다가	LTE로	선회하

게	된	것이다.

CDMA보다 잘 어울리게 되어 WiBro에서 이 기술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WiBro의 OFDMA

채택은 3GPP 진영에 큰 영향을 미쳐서, OFDMA기반의 LTE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즉. 3GPP

는 모바일인터넷을 위해 HSPA로 진화하다가 LTE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4세대 성능요구

조건인 최대전송속도 1Gbps를 맞추기 위해 밴드집성 (Band Aggregation) 혹은 캐리어 집성 (CA: 

Carrier Aggregation) 기술을 채택하여 LTE-A로 발전하였다. 현재 LTE와 LTE-A는 세력에 힘

입어 4세대의 대표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HSPA, WiBro, LTE/LTE-A 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1. HSPA 기술

2005~2006년 표준화가 완료된 HSPA기술은 고속 데이터 전송용으로 만들어진 규격이다. 

HSPA 규격이 완성된 후 MIMO 기술을 도입하여 속도를 더 높인 HSPA+규격이 작성되었다.     

<그림 10>는 W-CDMA부터 HSPA+ 까지의 진화에 따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나타낸다. W-CD-

MA 규격에 하향링크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한 HSDPA 규격(Rel.5)이 먼저 작성되고 그 이

후에 상향링크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한 HSUPA 규격(Rel.6)이 작성되었다. HSDPA 와 

HSUPA를 합쳐서 HSPA라 한다. 

그림 10. W-CDMA 계열의 3세대 이동통신 진화

그림 9. 3세대와 4세대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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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A는 하향링크에 HS-DSH (High Speed Downlink Shared Channel)을 새로 정의하였는

데 프레임길이가 2 msec이고 spreading factor가 16으로 고정이다. 고속의 하향링크 패킷 데이

터를 전송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무선채널 상황에 따라 QPSK 뿐만 아니라 16 QAM까지 전

송하여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하향링크에서 멀티 코드 채널을 모두 사용할 경우 14.4 

Mbps까지 전송 가능하고 AMC (Adaptive Modulation & Coding) 방식 및 HARQ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가 도입되었다. 차츰 복잡한 MIMO 기술이 CDMA 기술과 접목되

었고, 그 규격을 HSPA+라고 하였는데 Rel.7 및 Rel.8 두 가지 규격을 작성하였다. Rel. 7에서

는 하향링크에 MIMO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전송속도를 두 배 (28.8 Mbps)로 향상시켰고 상

향링크에서는 16QAM을 도입하여 마찬가지로 HSPA의 두 배 (11.52 Mbps)까지 향상시켰다. 

Rel.8 HSPA+ 규격에서는 하향링크에 64QAM을 도입하여 데이터 전송속도를 42.2 Mbps까지 

향상 시켰다.

2. WiBro 기술

삼성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WiBro는 IEEE의 802.16e에

서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WiBro 기술은 셀룰라 이동통신에 OFDMA를 적용한 첫번째 기술로

서 기본 대역폭은 8.75 MHz 이고 부반송파 간격이 9.765625 kHz, FFT 크기는 1024, OFDM 

symbol 길이는 115.2 msec 그리고 CP (Cyclic Prefix)는 12.8 msec 이다[11].

상향링크의 CQI (Channel Quality Indicator)에 기반한 부채널 Fast AMC (Adaptive Mod-

ulation and Coding) 방식을 도입했으며 channel coding 으로 Turbo coding 및 LDPC를 사

용한다. 64 QAM 변조까지 지원하며 STC (Space Time Code)/MIMO 및 AAS (Adaptive An-

tenna System)를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프레임 길이는 5 msec 이며 상하향 링크 구분을 위해 

TDD (Time Division Duplexing)을 사용한다.

WiBro 방식은 OFDMA방식에 기반하므로 셀 내 위치가 서로 다른 단말로부터의 상향링크 

신호가 CP내에 들어오도록 제어해야 하는데 이때 Ranging 신호를 사용한다. WiBro 기술은 

IEEE 802.16m에서 전송속도와 이동성 진화를 위해 웨이브2 (Wave2) 단계로 표준화가 진행되

었다. WiBro 기술은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서비스가 수행되었고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도 WiMAX란 이름으로 서비스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동일한 OFDMA 방식을 사용하며 

WiBro 보다 뒤늦게 3GPP에서 국제표준이 완성된 LTE에 시장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3. LTE 기술

2000년대 초 3GPP 일각에서는 DS-CDMA 기반의 무선전송기술은 소프트 핸드오버를 고려하

는 음성위주의 저속 데이터 전송방식으로는 매우 효율적인 전송방식이지만 다 경로 페이딩 환경

에서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결국 2002년부

터 3년간 3GPP에서 OFDMA 기반의 전송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OFDMA와 CDMA 방식

의 성능을 비교하는 보고서가 작성 되었다. 이후 2005년부터 OFDM 기반의 LTE 표준화가 시작

되어 2008년에 LTE를 포함하는 Rel.8 규격이 완성되었다[12].

LTE 규격은 동일 규격 내에 FDD 및 TDD 방식이 모두 기술되어 있다. 단말은 

1.4/3/5/10/15/20 MHz 대역폭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 데이터 채널은 기본적으로 Turbo coding

을 사용한다. OFDMA 특성상 랜덤엑세스 송신 시 WiBro와 비슷한 사용자 간 상향링크 동기 과

정이 필요하다. CDMA 방식과는 달리 핸드오버 시에는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음성데이터

에 한해서는 서킷방식을 사용했던 3세대 W-CDMA/HSPA 방식과는 달리 LTE에서는 음성포함 

모든 데이터는 패킷 형태로 전송된다. Rel.8 규격 이후 3GPP의 LTE 규격은 Rel.9으로 발전하

LTE	규격은	동일	규격	내에	FDD	및	

TDD	방식이	모두	기술되어	있다.	단

말은	1.4/3/5/10/15/20	MHz	대역폭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	데이터	채널

은	기본적으로	Turbo	coding을	사

용한다.	OFDMA	특성상	랜덤엑세스	

송신	시	WiBro와	비슷한	사용자	간	

상향링크	동기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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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Rel.9 LTE 규격은 하향링크에서 빔형성과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를 결합하는 Dual-Layer 빔형성 기술과 단말의 위치 추정을 위한 OTDOA (Observed Time 

Difference of Arrival)에 기반한 Positioning 기술을 포함한다.

LTE 시스템의 주요 핵심 기술은 하향링크는 MIMO, Frequency Scheduling, DFT-S-

OFDMA(Discrete Fourier Transform-Spread-OFDMA) 등이 있다. Frequency scheduling

은 OFDMA의 장점을 활용한 것으로서, 12개의 부반송파 단위로 나누어 사용자에게 자원을 할당

하는 방식이다. DFT-S-OFDMA(혹은 SC-FDMA, SC: Single Carrier)는 상향링크 OFDMA 

방식으로 각 반송파에 실리는 데이터를 DFT로 전처리하여 OFDMA의 각 반송파로 적용되기 전

에 어느정도 신호의 크기를 균일하게 함으로써 PAPR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

LTE MIMO 시스템은 주파수 효율 증대를 위해 하향링크에서 단말이 무선 채널 정보를 이용

해 추정한 CQI (Channel Quality Indicator), PMI (Precoding Matrix Indicator), RI (Rank 

Indicator) 등의 피드백을 이용하는 프리코딩 기반 Closed Loop MIMO 기술을 도입하였다. 이

것이 <그림 11>에 나와 있다. 하향링크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병렬 레이어 (Layer)는 4이고

(N=4), 이 경우 20 MHz 대역폭에서 최대 300 Mbps까지 전송할 수 있다. 하향링크에서는 각 레

이어를 한 단말에 모두 지원할 수도 있고 (Single-User MIMO) 복수의 단말에 나누어 지원할 수 

도 있다 (Multi-User MIMO). 레이어 매핑 후 단말에서 피이드백 한 PMI에 기반한 프리코딩이 

수행된다. 이후에 주파수 영역 OFDM이 적용된 후 각각 안테나로 전송된다. 한편 상향링크에서

는 Rel.8~Rel.9의 LTE 규격은 Multi-User MIMO만을 지원한다[13]. 

4. LTE-A 기술

보통 LTE 기술은 3GPP RAN 에서 발표한 Rel-8/9 표준을 얘기하며, LTE-A 기술은 Rel-10 

과 그 이후의 표준을 말한다. 3GPP Rel-10/11에 있는 주요 무선전송 기술은 캐리어 집성 (CA: 

Carrier Aggregation) 기술, 셀간 협력전송기술 (CoMP: Coordinated multi-point) 기술, 중

계 (Relaying) 기술, MIMO 향상기술 등이 있다[14]. MIMO 향상기술의 경우, LTE-A는 LTE

보다 하향링크의 레이어  개수와 상향링크의 레이어 개수를 늘리고, 이에 필요한 전처리 행렬 및 

채널정보 측정 방법과 레퍼런스 신호 (RS: Reference Signal)을 새로 도입하였고 상향링크에서

는 처음으로 2개 또는 4개의 송신 안테나를 이용한 공간 다중화 방식이 규격화되었다. 

캐리어 집성 기술은 LTE 대비 LTE-A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다. LTE가 지원하는 시스템 대

역폭은 최대 20MHz이며, CA을 사용한 LTE-A는 최대 100MHz의 대역폭을 지원한다. 이에 따

라, 단말은 LTE 캐리어를 최대 5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구조 변경 없이 파라메터 변경만

으로 해당 전송대역들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격화하여 LTE와 호환성을 유지한다. 만일 단말

이 높은 전송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복수개의 LTE 캐리어를 설정 (Configuration) 및 활성화 

(Activation)하여 CA 방식을 활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LTE-A 단말은 더욱 높은 전송량을 얻

을 수 있다. 

LTE	MIMO	시스템은	주파수	효율	

증대를	위해	하향링크에서	단말

이	무선	채널	정보를	이용해	추정

한	CQI	(Channel	Quality	 Indicator),	

PMI	(Precoding	Matrix	Indicator),	RI	

(Rank	 Indicator)	등의	피드백을	이

용하는	프리코딩	기반	Closed	Loop	

MIMO	기술을	도입하였다.	

그림 11. LTE 시스템의 하향링크 MIMO 전송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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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G의	

서비스는	크게	모바일인터넷과	사

물인터넷이	될	것이다.	모바일	인터

넷은	4세대에서도	주요서비스가	되

고	있는데,	UHD와	홀로그램	등	데

이터	전송속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

들이	안경단말과	같이	보다	발전된	

스마트기기와	결합되면서	대용량

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	더하

여	센서로	대표되는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s)와	기기간의	

직접통신	(D2D:	device	 to	device)

이	활성화되면서	사물	인터넷이	활

발해질	것이다.

5. 5세대 이동통신 방향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G의 서비스는 크게 모바일인터넷과 사물인터넷이 될 것이다. 모

바일 인터넷은 4세대에서도 주요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UHD와 홀로그램 등 데이터 전송속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들이 안경단말과 같이 보다 발전된 스마트기기와 결합되면서 대용량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센서로 대표되는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s)와 기기간의 직접통신 (D2D: device to device)이 활성화되면서 사물 인

터넷이 활발해질 것이다[15].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먼저 대용량 기술이 필요하고, 면허

대역도 보다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게 되고, 또한 비면허대역도 같이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비면허대역은 유선네트워크의 끝에 존재하는 형태가 강화되어 무선네트워크와 유선네트워

크 둘 다 모바일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유무선통합 기술이 더욱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용량 모바일인터넷 기술을 위해서는 주어진 스펙트럼에서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 더욱 더 많

은 안테나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리하여 3D 빔형성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주파수 대역을 보다 넓게 하기 위해 6GHz 이상으로 가면, 많은 수의 안테나를 사용

하더라도 전체 안테나 크기가 합리적이므로 3D 빔형성 기술은 이 대역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자율주행 시 사고 예방이라던가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인터넷 서비

스 등을 위해 저지연 고신뢰를 이루는 기술이 필요하고, 오지의 센서 등 사물인터넷을 위해서는 

주어진 밧데리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저전력 단말 기술이 중요해질 것이다.

Ⅵ. 결 론

본 고에서는 10년 주기로 세대별로 변화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먼저 

이들에 대한 무선전송기술 관점에서의 표준 연혁을 살펴보았다. 4세대까지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크게는 다중접속(multiple access) 방식에 의해 대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대의 

서비스 요구에 의해 변화하는 지 살펴보았다. 1세대 AMPS의 FDMA를 시작으로, 서킷 음성의 

보다 많은 수용을 위한 2세대 TDMA GSM와 CDMA IS-95 기술, 세계 단일의 무선전송을 추구

하면서 비록 시스템은 두 가지 (W-CDMA, cdma2000)이지만 CDMA 기술이 대세가 되었고 현

재 거의 3세대 단일 규격이 된 W-CDMA, 그리고 본격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대비하여 WiBro

에서 도입한 OFDMA, 그 이후에 OFDMA를 도입한 4세대의 LTE/LTE-A 등의 주요 무선전송

기술 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2020년부터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5세대 기술에 대한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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