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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브로드밴드 기술의 발전은 산업계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안겨주고 있다. 새로운 무선 브로드밴드 기술
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었고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와 신생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차세대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였고,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무선 네트워크 기술, 콘텐츠, 서비스를 파악하였다. 파악된 요소별로 차세대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의 동향을 
조사하였고, 네트워크 기술 발전을 성장 동력으로 하는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의 선순환 성장 모형을 제시하였다. 끝
으로 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발 관점에서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차세대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하며 향후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을 발전시
키는 제도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 네트워크 기술 주도의 성장 모형, 융합형 서비스, 산업 동향, 활성화 방안  

Abstract  Ongoing advances in wireless broadband technologies can affect all of industrial society. As new 
wireless broadband technologies emerge, they will improve competition between established industries and their 
current services and produce new industries and new converged services.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 of 
next-generation wireless broadband and suggests ways of activating the industry further. To this end, we 
analyze the trend for previous wireless broadband industries and find out three influential factors (content, 
wireless network technology, and service) that will produce the continued growth of wireless broadband. Using 
these three factors, we propose a network technology-driven growth model. Based on that model, we offer 
activation plans for next-generation wireless broadband industries. This study thus provides an insightful 
perspective for next-generation wireless broadband industries by establishing additional useful guidelines for 
developing wireless broadband industries in the future.

Key Words : Wireless broadband industry, Network technology-driven growth model, Converged service, Industrial
trend, Activ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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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속 인터넷으로 불리는 로드밴드 기술의 발 은 

오늘날 산업계 반에 다양한 변화를 안겨주었다. 기 

로드밴드 기술이 유선 기술을 심으로 e-비즈니스 산

업의 발 을 진시켰다면, 오늘날의 로드밴드 기술은 

유선 기술과 더불어 무선 로드밴드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융

합형 ICT 등과 련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을 등장시키

고 있다[1]. 여기에서 무선 로드밴드 기술은 나 마

이크로 와 같은 주 수를 통하여 고객과 서비스 공 자

간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통칭하며, 무선 로드

밴드 산업은 무선 로드밴드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최근 이동성과 넓은 커버리지를 강 으로 하는 무선 

기술에서 기존의 유선 기술에서 제공되었던 고속 

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면서, 무선 로드밴드 기

술과 련 산업에 한 향력과 요성이 함께 높아지

고 있다. 재 무선 로드밴드 기술은 이동통신 기술인 

LTE-Advanced (LTE-A) 방식과 무선랜 기술인 Mobile 

WiMAX 방식을 표 으로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2]. 

이와 같은 기술의 발 으로 사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와 동시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 보다 안정 인 무

선 로드밴드 환경에서 기존의 콘텐츠보다 질 좋은 

용량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다는 고객들의 요구가 증가함

에 따라 차세  무선 로드밴드 기술과 련 산업에 

한 새로운 논의들이 진행되기 시작하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차세  무선 로

드밴드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일반 으로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무선 로드밴드 기술의 송 속도와 

이를 통해 생된 산업의 종류가 변화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무선 로드밴드에 한 정의를 특정 속도와 

특정 산업에 고정된 개념이 아닌 변화하는 개념으로 바

라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무선 로

드밴드 산업 성장에 향을 주는 요소들을 악하 고, 

각 요소와 련된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동향을 조사

하 다. 둘째, 악된 요소별로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 다. 셋째, 무선 로드밴드 산업

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기 해 네트워크 기술 발 을 성

장 동력으로 하는 선순환 산업 성장 모형을 제시하 다. 

다섯째, 무선 로드밴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

안들을 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정부 지원 에서 

제시하 고, 마지막으로 연구 요약과 함께 향후 연구 방

향을 언 하 다. 

2.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 동향 

무선 로드밴드 산업은 다양한 환경 요소에 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으며, 각 요소에 한 직간 인 분

석이 기존 연구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Fornefeld 등[2]의 

연구에서는 로드밴드 산업이 성장하기 해서는 로

드밴드 기반구조와 기술, 그리고 서비스의 통합이 필요

하다고 언 하 다. 김 과 오충근[3]은 차세  이동통

신 산업의 발  방향을 제안하기 해 산업 환경을 네트

워크 측면과 서비스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마정미[4]는 모바일 산업의 변화를 네트워크 기술의 변

화, 콘텐츠 시장의 변화, 소비환경의 변화의 에서 분

석하 다. 한 채 일과 이종구[5]는 네트워크 기술을 

심으로 모바일 산업의 변천과정을 조사하 으며, 모바

일 산업을 IT 서비스 , IT 시스템 , 네트워크 

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공통

으로 언 되고 있는 요소들을 심으로 무선 로드밴드 

산업에 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을 선별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주요 요소로 무선 네트워크 기술, 콘텐츠 특성, 

서비스를 악하 으며, 각 요소와 련된 주요 산업 동

향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 다.  

먼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 은 무선 로드밴드 

산업 생태계 반에 다양한 변화를 안겨주었다. 이는 단

순히 송 역폭을 확장하여 데이터의 사용 속도를 증가

시킨 직 인 효과 이외에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

로운 산업의 등장과 같은 간  효과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범 가 매우 넓다는 것을 보여 다[1]. 무선 로

드밴드 기술은 크게 이동통신 계열의 네트워크 기술과 

무선랜 계열의 네트워크 기술을 심으로 발 하고 있다. 

표 인 이동통신 계열의 네트워크 기술에는 음성,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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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in factors for continued growth of wireless broadband industries 

이터 서비스, 상 통화 구 을 해 도입된 CDMA2000, 

WCDMA 방식의 3G(3세 ) 이동통신 기술과 3GPP에서 

제안한 LTE-A 방식의 4G 이동통신 기술이 있다. 

LTE-A는 이론 으로 정지시 하향 1Gbps, 상향 500 

Mbps의 최  속도를 지원한다. 무선랜 계열의 네트워크 

기술에는 IEEE 802.11 표 을 사용하는 WiFi와 이를 개

선한 IEEE 802.16 표 의 Mobile WiMAX가 표 기술

로 사용되고 있다. Mobile WiMAX의 경우 이론 으로 

하향 75Mbps, 상향 30Mbps의 최  속도를 제공한다[6].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성향도 변화하고 있다. 소비

자들은 과거에 비해 개선된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음악, 

화, 멀티미디어, 방송, 교육, 모바일 콘텐츠 등의 다양

한 디지털 콘텐츠를 보다 능동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

었고, 소비자의 콘텐츠 통제 수  한 높아지게 되었다. 

한 최근에는 소비자의 문화  욕구가 반 된 새로운 

양방향 콘텐츠와 융합형 콘텐츠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7]. 이와 같이,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 은 디지털 콘

텐츠의 특성에도 향을 주고 있다.

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 으로 스마트 폰과 같

은 모바일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IPTV의 시청이 가능

하게 되었고, 다양한 애 리 이션들을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는 소셜 네트

워크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사진이나 동 상 정보를 친구

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 한 공유된 정보에 

해 댓  등과 같은 피드백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그

리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들은 인터넷 장 공간에 장해

둔 자료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SaaS, 

IaaS, PaaS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  서비스들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기술의 발 은 기

존 산업의 서비스들을 강화하거나 기존 서비스들을 융합

시켜 새로운 결합형 서비스 산업의 등장에 향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8]. 

지 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선 로드밴드 

산업 발 에 향을 주는 요소들과 그들의 계를 도식

화 하면 [Fig. 1]과 같다. [Fig. 1]에는 무선 로드밴드 산

업에 향을 주는 요소로 무선 네트워크 기술, 콘텐츠 특

성, 서비스가 정의되어 있다. 주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콘텐츠 특성과 서비스에 향을 주지만 각 요소들 간에

도 서로 향을 주기 때문에 양쪽 모양 화살표로 그 계

를 표 하 다. 추가 으로 각 요소별 주요 내용  기술

들을 재  미래의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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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twork technology-driven growth model for wireless broadband industries

3. 차세대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 동향 

3.1 무선 브로드밴드 산업의 선순환 성장 모형

무선 로드밴드 산업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 부문, 콘텐츠 부문, 그리고 서비스 부문 모

두의 성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된 각 부

문들 에서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부문을 네트워크 기술 부문으로 악하고, 이에 기

반을 둔 ‘네트워크 기술 주도의 무선 로드밴드 산업 성

장 모형’을 [Fig. 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Fig. 2]에서 

제시된 각 단계별 모형은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범

를 방사형 모형으로 표 하고 있다. 방사형 모형의 각 축

은 네트워크(무선 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로 구성되며, 

각 축의 상태는 재와 차세 로 구분하고 각각을 1 과 

2 으로 수치화하 다. 여기에서 각 축을 연결한 삼각형

의 넓이는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상  성장 크기를 

나타낸다.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재의 무선 로드밴

드 산업(1단계)에서, 네트워크 기술의 발 (2단계)은 콘

텐츠 부문(3-1단계)과 서비스 부문(3-2단계)의 성장에 

향을 주어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4단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후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새로운 네트

워크 기술이 등장하면 새로운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으로의 성장이 다시 진행된다. 

지 까지 살펴본 성장 모형에서는 단계별로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성장 역을 언 하 지만 실제로는 각 

역들이 동시에 성장하는 경향도 지니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성장 모형의 경우 무선 로드밴드 산업 성

장에 향을 주는 상  우선순 를 고려하여 각각의 

성장 단계를 구분하 다. 

3.2 성장 단계 별 산업 동향

본 에서는 ‘네트워크 기술 주도의 무선 로드밴드 

산업 성장 모형’에 따라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동향을 조사하 다. 단계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단계: 재의 무선 네트워크 부문은 이동통신 기

술인 LTE-A와 무선랜 기술인 Moblie WiMAX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콘텐츠 부문의 경우 음

성, 데이터, 멀티미디어 등의 실시간 사용과 융합

형 콘텐츠 활용에 한 새로운 요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이동성과 사용자들의 

참여가 강조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산업들이 생

겨나고 있다. 

2 단계: 무선 네트워크 기술 부문에서는 사용자에

게 1Gpbs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무

선랜 역에서는 기가와이 이와 같은 차세  와

이 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동통신 역에

서는 2020년까지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련 기술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

서는 차세  무선 로드밴드 기술의 주도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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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해서 기 단계부터 정부와 민간 기업이 

력하여 련 기술 개발에 경쟁 으로 투자를 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 5월부터 ‘5G 

포럼’을 창립하여 기업, 학  출연연 등을 심

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  표 화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재 미래창조과학부를 심으로 Pre-5G 

통신, 5G 변환기술, 차세  와이 이 등 차세  무

선 로드밴드 기술 개발에 한 다양한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9].

3-1 단계: 차세  콘텐츠로 3D, 4D, 홀로그램

(hologram), 증강 실(augmented reality), 가상

실(virtual reality) 등의 기반 기술을 이용한 융합

콘텐츠(convergent content)와 실감형 콘텐츠

(immersive content)가 주목을 받고 있다[10, 11]. 

무선 로드밴드 기술의 발 은 차세  콘텐츠의 

효율  송을 한 기반 환경을 제공하여 차세  

융합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것으로 기

된다. 여기에서 차세  융합콘텐츠의 유형은 신기

술 문화, Cyber Life, 디지털 교육, 실감응용, 상호

작용 등의 역으로 구분되며, 무선 로드밴드를 

통해 체감형 게임, 가상 피 룸, 화형 u-러닝, 홀

로그램 공연, 뇌 를 이용한 감성인지, 4D 설계 시

뮬 이션, 지능형 교통체계 등의 융합콘텐츠가 확

산될 것을 기 해 볼 수 있다[12].

3-2 단계: 지 까지의 통신이 사람과 사람 는 사

람과 사물간의 통신이었다면 차세  무선 로드

밴드 환경에서는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으로 그 

역이 확 될 것이다[13]. 무선 로드밴드 기술의 

발 은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단말기 등에서 발

생하는 량의 트래픽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으

며, 미래 SNS, 모바일 입체 상, 고속 서비스, 

UHD/홀로그램 등의 미래 핵심서비스 산업의 성

장을 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4]. 한 무선 

로드밴드 기술의 발 은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구

하고 서로 다른 역과 차원으로 연결된 데이터

들 속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와 신을 

창조하는 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로

의 진입을 도와 다[15].

4 단계: 네트워크 기술의 발 , 콘텐츠 기술의 발

, 그리고 이로 생된 서비스의 성장을 토 로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이 성숙하게 된다. 

이후 10Gbps 의 서비스 제공과 같은 새로운 무

선 네트워크 기술이 등장하면 새로운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으로의 성장이 진행될 것이다.  

4. 활성화 방안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성장 모형에서 살펴보았듯이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우

선 으로 무선 네트워크 기술 부문의 성장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 성장에 필요한 기술  

정부지원 의 요구사항들을 언 함으로써 차세  무

선 로드밴드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무선 네트워크 기술 요구사항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이 성장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차세  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술들이 

우선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최근 논의되

고 있는 (1) 효율 인 주 수 사용 기술, (2) 고주  

역 활용 기술, (3) 이기종 무선망 연동 기술, (4) 디바이스

간 직  통신 기술, (5) 기타 활용 가능 기술들 심으로 

련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4.1.1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 기술  

최근 주 수 효율을 극 화 할 수 있는 기술로 3D 빔

형성(beamforming) 기술과 용량 MIMO(massive MIMO) 

기술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3D 빔형성 기술은 좁은 빔폭을 만들 수 있는 배열 안

테나를 사용하여 다수의 빔 역을 구성하는 기술이다. 

여기에서 수평/수직 방향으로 직교 특성을 보이는 다수

의 고정 빔들을 형성하여, 하나의 서비스 역을 여러 섹

터로 구분한 뒤 이를 통해 용량 데이터의 동시 송 서

비스를 지원한다. 기존의 2D 빔형성 기술에 비해 수평  

수직 방향의 3D 빔형성 기술을 이용하면 보다 많은 빔 

역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빔의 다운틸트(downtilt) 

각도를 조정하여 수직방향 섹터화를 구성할 수 있다. 

한 3D 빔형성 기술은 직진성이 강한 빔의 특성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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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건물 주변이나 사물에 의해 발생되는 음

지역의 경우 릴 이(relay) 노드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며, 단말의 용량 증 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해 

릴 이 노드를 이용한 력 통신을 이용한다. 고주 수

를 사용하여 짧은 장에 따른 배열 안테나를 구성할 경

우 작은 폼 팩터를 유지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추가

으로 단말의 이동시 빔 간에 발생하는 핸드오 를 처리

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다  빔의 동시 송시 발생되는 

인  빔 사이의 간섭을 제거하는 기술도 필요하다[16].

용량 MIMO 기술은 기지국에 재보다 많은 수십 

개 이상의 안테나를 장착하여 송 속도를 높임과 동시

에 에 지 효율을 얻게 해 주는 다 안테나 기술이다. 

를 들어, WiFi를 기반으로 구성된 용량 MIMO 기술의 

경우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에 다  안테나가 구

성되어 있으며, 릴 이 노드를 활용하여 수 킬로미터 거

리 내에 있는 단말기와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17]. 

주로 용량 MIMO 기술에 한 연구는 TDD 시스템에 

집 되었으나, 국 이외의 다수 이동통신 사업자가 

FDD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FDD 시스템 기반의 

용량 MIMO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FDD 시스템

의 경우 상향/하향 링크의 채  상 계를 이용할 수 없

기 때문에, 기존의 MIMO 기술을 그 로 용하게 될 경

우 안테나 수에 따른 오버헤드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최근, FDD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와 같

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JSDM(Joint Spatial Division 

and Multiplexing) 기술이 개발되었다[18].

4.1.2 초고주파 대역 활용 기술 

3GHz부터 300GHz까지의 고주  역에서 신규 주

수 역을 할당하여 용량 데이터를 송하는 기술과 

신규 주 수 역에 한 채  모델링 기법  이와 련

한 부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고주  역  리미터 (millimeter wave)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으로 리미터 는 

자  스펙트럼에서 그 주 수 범 가 30~300GHz 역의 

주 수로 그 장 길이가 1cm~1mm를 갖는 역을 일컫

는다. 이와 같이 넓은 주 수 역폭을 이용하여 기존의 

LTE 비 100배 이상의 데이터 송 속도의 제공이 가

능할 것으로 상된다. 고주 는 SHF(Super High Frequency) 

주 수 역과 EHF(Extremely High Frequency) 주 수 

역으로 구분되며, SHF 역의 주 수 범 는 3∼

30GHz이며, EHF 역의 주 수 범 는 30∼300GHz 이

다. 리미터  역은 직진성이 강한 특징이 있어 통신 

가능 거리는 LOS(Line-of-Sight) 내로 한정되지만, 통신 

주 수 역의 확장이 용이하고 작은 안테나로 첨 한 

빔을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넓은 주 수 

역과 함께 기지국의 성능을 향상시킬 경우 효율 인 

용량 데이터의 송이 가능하다[16]. 

한 주 수 자원들  상 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

져 서비스 제공 상 우 를 가질 수 있는 우량 주 수 

역을 식별하고 이를 서비스 특성별로 활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19].  

4.1.3 이기종 무선망 연동 기술  

이기종 무선망들을 연동 기술로 소형셀을 활용하는 

기술과 기존의 이종 무선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이 주

목받고 있다. 

먼  펨토셀(femtocell) 등의 소형 기지국을 활용하여 

실내  집 지역에서 증가하게 될 용량 트래픽 문제

를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지국은 커버되는 역

의 크기에 따라 매크로(macro), 피코(pico), 펨토(femto) 

기지국으로 구별된다. 여기에서 매크로 기지국은 피코 

기지국과 펨토 기지국에 비하여 넓은 역을 커버하는 

기지국이다. 3GPP에서는 피코 는 펨토 기지국을 소형

셀(small cell)로 칭하고 있다. 일반 으로 특정 기지국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데이터 송의 효율의 문

제, 셀 간의 경계 역  건물 내에서의 품질 하 문제, 

음 지역 발생 문제 등이 나타난다. 소형셀은 개별 기지

국의 크기를 여서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트래픽의 도를 높여 앞서 언 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다. 이외에 소형셀을 이용할 경우 얻게 되는 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의 력 소모를 일 수 

있다. 단말기가 기지국 가까이에 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은 력으로 신호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둘째, 

MIMO의 장 을 극 화 할 수 있다. 최근 발생된 모바일 

트래픽  부분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내에 설치되는 소형셀 기지국이 많

아 질 것으로 상되며, 실내 환경에서 다양한 각도로 무

선 신호를 송할 수 있는 MIMO의 장 이 극 화될 것

으로 기 된다. 마지막으로 설치비와 유지비용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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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에 비해 게 소요된다[20].    

무선랜 기술과 이동통신 기술을 연동하여 각 네트워

크망에서 과하는 트래픽을 서로 분할하여 처리하는 이

기종 무선 시스템 활용 기술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차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해 새로운 네트워

크 기술들이 요구되지만, 경제  에서 이미 개발되

어 이용되고 있는 기존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구축된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활용하여 효율 인 네트워크 송을 가능하게 하

는 연구들이 필요하며, 개별 네트워크의 무선자원을 통

합 으로 리하여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 표 인 로 서로 다른 주 수 역, 이동성, 

데이터 송률, 커버리지 등을 가지는 이기종 무선통신 

환경에서 효율 으로 이동통신 단말의 동작이 가능한 멀

티 라디오(multi-radio) 네트워크 기술[21]과 IFOM(IP 

Flow Mobility)을 이용하여 기존의 이동통신 망과 무선 

인터넷 망을 병합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22]. 

4.1.4 디바이스간 직접 통신 기술

기지국 는 AP와 같은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

하지 않고 단말들이 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는 기술을 디바이스간 직  통신 기술(Device- 

to-Device: D2D)이라 한다. D2D 기술은 D2D 디스커버

리와 D2D 통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D2D 디스커버리는 

단말들이 디스커버리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주변에 

치한 상  단말을 발견하는 기술이며, D2D 통신은 기존

의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하지 않고 단말 간 직 링크를 

형성한 후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D2D 기술의 경우 

사용되는 무선 네트워크망에 따라서, 블루투스, WiFi 

D2D, LTE D2D 등으로 구분되며, 기지국과의 송수신 

신에 단말 간 직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말기의 사

용 력 감소, 기지국의 부하 분산  수용능력 증 , 데이

터 송 속도 증가, 셀 역의 증  등의 장 을 얻을 수 

있다. 

4.1.5 기타 활용 가능 기술

앞서 살펴본 기술들 외에도, 지역별로 사용하지 않는 

방송주 수 역인 TV White Space(TVWS)를 무선 네

트워크의 주 수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4G 환경과 

5G 환경을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차

세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  

4.2 정부 지원 활성화 방안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이 성장하기 해서는 

무선 로드밴드 기술과 련한 국제 표  획득에 한 

략이 우선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4세  이후의 

차세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5세  이동통신 시장을 선 하고 

주도할 표 화가 체계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G 표 화에 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해 미래 IMT 

비 과 기술에 한 연구를 선도하고, 3GPP, IEEE 등과 

같은 표 화 단체에서 제안한 5G 기술들의 세부 규격에 

한 표 화 진행을 추진해야 한다. 를 들어, 규진

[23]의 연구에서는 국제표 화단체인 ITU-R Working 

Party 5D에서 논의되고 있는 5G 이동통신 개발일정(안)

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일정에는 세 별 통신 기술의 발

 방향을 연도별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기술들이 유기

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발 하는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이와 같이 표  개발에 한 주요 일정을 바탕

으로 각 기술별 표 화 마련 략이 구체 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국제표 화 마련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24].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표 화에 있

어 양 으로 성장한 것과 비교했을 경우 질 인 성장이 

미진한 편이다. 를 들어, 우리나라는 표 특허를 보유

한 수는 높은 편이지만 특허의 향력을 나타내는 피인

용지수와 시장확보 지수가 높은 특허는 은 편이다. 

한  연구소나 기업은 주로 국내 특허 확보에는 심을 가

지고 있고, 국제 특허에 한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

라서 표 특허의 질  성장과 함께 국제 표 화 추진에 

국내 연구소  소기업의 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국제표 화 활동에 지속 으로 참여하는 문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  연구소

를 제외한 부분의 곳에서 단발성으로 국제표 화 회의

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표 화 회의에서 발언권

과 국제  입지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문가를 

국제표 화 활동에 지속 으로 참여시켜 국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끝으로 무선 

로드밴드 산업이 균형 으로 발 하기 해서는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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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발 뿐만 아니라 미래 단말의 핵심 원천 기술 개

발  부가가치가 높은 모바일 랫폼 기반의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최근 정부에서는 5G 핵심서

비스를 조기 활성화하기 해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

략’을 마련하여 그 세부 내용들이 진행 에 있으며, 세

계 최고의 기술 확보를 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5G 포럼을 심으로 국제 표 화 공

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

업에 소  견 기업의 참여비 을 확 하고 산학연 

력을 증 시킬 수 있는 토 도 조성하고 있다[9]. 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사, 제조사, 소

견기업, 민간 문가 등이 참여하는 략추진 원회를 

구성하여 차세  5G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선 로드밴드 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지속

으로 발 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

어야 한다. 즉, 구축된 생태계를 심으로 네트워크 기술

의 국제 표 화가 추진되고, 다양한 핵심 기술들이 개발

되며, 동시에 산학연이 력할 수 있는 양질의 토 가 조

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속 이고 극 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강국으로 성장할 것을 기 해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무선 로드밴드 산

업의 동향을 악하여, 무선 로드밴드 산업에 향을 

주는 핵심 요소로 무선 네트워크 기술, 콘텐츠 특성, 서비

스를 악하 다. 악된 요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기

술 발 을 성장 동력으로 하는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선순환 성장 모형을 제안하 다. 제안된 성장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장 단계별로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동향을 조사하 다. 끝으로 무선 네트워크 기술 

성장에 필요한 기술  정부지원 의 요구사항들을 

토 로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 로드밴드 산업의 선순환 성장 

모형을 제안하 다. 향후 제안한 성장 모형에 따라 차세

 무선 로드밴드 산업이 성장하는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콘텐츠, 서비스 이외

에 추가 인 요소를 분석하여 성장 모형을 확 하는 연

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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