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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동통신시장의흐름

표준화의 역사는 인류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뿌리가 깊으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명

역시 표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

리가사용하는제품들은서로약속된표준에

따라 생산·유통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경쟁

시대이동통신분야의표준화는세계시장진

출의출발이자경쟁력확보에있어최우선적

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이

동통신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7년

2,037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2년에는

2,64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

다. 2007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이

3,714억 달러였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이처럼 엄청난 규

모의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

으며,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4

세대 이동통신기술의표준화를선점하기위

해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주도권 역시 어떤 나라의 기술이 세

계의표준으로선정되느냐에달려있는셈이

다. 우리나라 역시 3세대 이동통신의 국제표

준인 IMT-2000의 여섯 번째 표준규격으로

채택된 와이브로(WiBroTM)를 바탕으로 4세

대 이동통신 표준화 경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1세대 이동통신의특징과한계

세계의 이동통신 역사가 본격적으

로 시작된 시기는 1980년대였으며, 1세대

아날로그이동통신시대에상용화된기술표

준으로는 Ericsson이 개발한 북유럽표준

NMT(Nordic Mobile Telephone) 방식, 

영국표준 TACS(Total Access Communi-

cation System) 방식, 프랑스 표준 RC

2000(Radiocom 2000), 미국표준

AMPS(Advanced Mobile Phone

System) 방식, 독일표준 C-450방식 등 5

가지방식이주도하고있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은 이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은 1984년 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아날로그방식무선접속기술인미국

의 AMPS(Advanced Mobile Phone

System) 서비스가 소개되면서 출발하였다.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이 상용화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동통신 시대를 개막하

게된것이다. 

AMPS의 특징은 음성전송에 아날로그

주 파 수 변 조 (FM : frequency

modulation), 신호전송에 주파수편이변

조(FSK : frequency shift keying) 방

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속도는

10kbps였다. 이 방식은 음성 데이터 전

송을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간단

한 데이터 통신이나 음성통화 이외의 부

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

고 있었다. 여기에 통화 혼선이 자주 발

생하며, 주파수대역 활용에도 한계가 있

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동통신 수요

를 감당할 수 없는 시장 확장의 어려움

이있었다. 

2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연구와

CDMA의등장

선진국들은 이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찍부터 디지털 방

식의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범유럽 단일표준화를 목적으로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인 GSM(General

Special Mobile, 후에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로 개칭)

을 개발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FDMA

방식이 제안되었다가 TDMA 방식이 표

준으로 채택되어 개발이 진행되었다. 일

본의 경우 역시 미국과 유사한 TDMA

방식을 채택하는 등 세계 디지털이동통

신의기술개발추세는 TDMA 방식이 주

도하고 있었다. TDMA 방식은 기존 아

날로그 방식에 비해 가입자 수용량을

3~4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었다.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

를감당하기에는한계를갖고있었다.

1988년 TDMA 방식에 도전장을 던지며

등장한 2세대 디지털이동통신 기술이

바로 미국의 신생 벤처회사인 퀄컴사가

제안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이었다. CDMA

방식은 군용통신에서 주로 쓰이던 대역

확산(spread spectrum) 방식을 응용한

것으로,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가입자 수

용용량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10~15배 정도로증가시킬수있는획기

적인기술이었다. 

하지만 퀄컴사의 제안을 바라보는 전문

가들의 시각은회의적이었다. CDMA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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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상용이동통

신시스템으로 이용하기도 했지만, 기술

이 복잡해 다른 방식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특히 상용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현이 가능해

야하는데, CDMA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

식되고있었다. 

이에 퀄컴사는 실험시스템을 개발하여

1988년 말 뉴욕시 맨하탄에서 현장테스

트를성공적으로수행하면서, CDMA 방

식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의 관심은 이미 실용화를 눈앞에

둔 TDMA 방식에집중되어있었다. 

퀄컴사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꾸준히 보

완해 나가는 동시에, CDMA 방식의 실

용화를 함께 추진할 파트너를 찾던 도중

대한민국을주목하게되었다. 

뒤늦은출발과고민

우리나라에서 이동전화 보급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계기로휴대단말

기의 출시와 함께 차량이동전화 서비스

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의 보

급이 촉진되면서 기존의 주파수대역으로

는 가입자 수용용량의 한계와 접속불량,

통화중에 끊어지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이동통신 산업의 후발주자

였던 우리나라는 장비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단말기 시장도 일부

국내 제품을 통해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

이었다. 때문에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

해서는선진기술의도움이필요했다. 

이동전화 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파

급효과를주목한정부는디지털이동통신

시스템의 독자 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

었다. 이를 위해 1989년부터 ETRI를 통

해 국책과제로‘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개발과제’를수행토록하였다. 

이때 우리나라가 주력한 연구개발 분야

역시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던

TDMA 방식이었다. 개발 초기 준비단계

에 들어간 ETRI는 선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관련

기술 분야의 강의를 듣고, 기술개발 협

력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모두들

우리나라 시장에만 관심이 있을 뿐 기술

공유에는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 

그러던 중 1990년 가을, ETRI는 이동통

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사람

인중국계미국인William C. Y. Lee 박

사를통해 CDMA 방식의기술적우월성

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어 함께

방문한 퀄컴사의 부사장으로부터

CDMA 같은 광대역방식이 열악한 이동

통신환경에서 얼마나 잘 수신될 수 있는

지, 가입자수용용량의획기적증대가능

성에대한기술적타당성을소개받았다.

CDMA의 장점은 시스템 수용용량의 확

대, 송신자 확인, 다양한 서비스, 넓은

커버리지, 반사파나 다중파의 간섭이 심

한 산악지형 또는 혼잡한 도심에서의 통

화품질 우수, 배경잡음 방지 감쇄에 따

른 우수한 통화품질 가능, 소프트 핸드

오프(Soft Hand-off)기술을 이용한 통

화단절과 간섭의 최소화, 보안성 향상

등 고품질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있다는점이었다. 

모험과도전의선택, CDMA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 TDMA

방식과 비록 미개척 분야임에도 주목할

만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CDMA를 놓

고 선택을 고민하게 되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TDMA 분야의 연구 성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협

력이 절실했으나, 그 어떤 나라도 기술

을 제공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우

리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 해도 이

미 앞선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줄

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

게 되었다. 선택은 CDMA 상용화를 향

한 도전이었다.

뒤늦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고도의 기술

력을 필요로 하는 CDMA에 도전한다는

것은 무모한 시도일 수도 있었다. 하지

만 일단 성공하기만 한다면 기술적으로

가장 우월하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수요증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아울러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

가 절실히 필요했던 퀄컴사의 적극적인

기술제휴도 결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

할을하였다. 

세계최초 CDMA 상용화

퀄컴사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대한민국에 값진

희소식이들려왔다. CDMA 방식이 목표

로 하는 가입자 수용용량을 정교한 전력

제어기술로성공적으로구현함으로써미

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1991년 12월, 미국 셀룰

러사업자협의회인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에서 기존의 TDMA 표준

에 추가하여 CDMA 방식을 제2의 디지

털표준방식으로 정하고, 표준관련 위원

회에 필요한 작업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퀄컴과 우리의 협력으로 개발한

CDMA 방식이 미국에서 제2의 디지털

표준방식으로 공인받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많은 통신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CDMA 방식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은 정부는 1993년

6월 한국 디지털 이동통신의 방식으로

CDMA를 채택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른

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CDMA를 채택한

최초의나라가되었다. 

그 동안 제2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방식을 놓고 안팎으로 작업을 추진해왔

던 외국 제조업체들에게는 충격적인 결

과였다. 반면 더 이상의 고민과 불협화

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 정부와 국내

관련 업체들은 성공적인 상용화라는 하

나의 목표만 남게 되었다. 그 앞에는 오

직 성공이냐 실패냐, 두 가지 결과만이

기다릴뿐이었다. 

정부는 1993년 9월, 개발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드테스트와 상

용화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이

동통신개발사업관리단을 구성하는 등

CDMA 상용화에 총력을기울여나갔다.

그리고 1994년 11월 TTA를 통해 디지

털 이동전화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고,

1996년 초, 마침내 한국이동통신이 서

울과 인천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어 4월에는 제2이동

통신사업자인 신세기이동통신이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

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국가 단위에서

CDMA 방식의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최

초의 나라로 세계 이동통신 역사에 이름

을올리게된것이다. 

세계최초 CDMA 상용화의

성과

세계 최초 CDMA 상용화의 결과는 참

으로 값진 것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동통신 시장의 변방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우리나라는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

에 힘입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나갔

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발전은 가

히 비약적인 것이었다. 세계적인 기업과

비교하면 일개 중소기업의 규모에 머물

러 있던 삼성전자가 일약 세계적인 기업

으로 성장했으며,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

인하는 이동통신 산업의 최강자로 떠오

르는눈부신발전을이룩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적인

이동통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세계 최초 CDMA 상용화가 있

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TDMA 분

야를 놓고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는 동

안, 국내 기업들은 CDMA라는 독자적인

시장에서 경쟁 없이 제품개발에만 몰두

할수있었던것이다.

그러나 CDMA 분야의 개척이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그 이면

에는 원천기술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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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해야 하는 희생도 뒤따랐다. 우리 기

업들이 기술사용료로 퀄컴사에 지불해

온 로열티의 규모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했다. 실제로 1995년 이후 2008년

말까지누적될금액은무려 5조 원을 넘

어설것으로전망되고있다. 

3세대이동통신의특징

디지털 방식의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1세대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뛰

어난 성능을 보였으나 급속도로 발전하

는정보통신기술을감당하기에는역부족

이었다.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분류

되는 셀룰러폰, PCS, GSM(유럽방식 이

동전화) 등은 각각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술방식이 다르고 국가나 지역마다 사

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 이동성을 완

벽하게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 전송률이 낮아

고속 데이터의 전송이 불가능해 멀티미

디어서비스를제공할수없었다. 

이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중심으로

단일세계표준방식을 택하고, 전 세계 어

디에서나 하나의 휴대단말기로 통신이

가능한 표준화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것

이 바로 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으로 불

리는 IMT-2000이었다.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1992년 ITU의 WARC(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ITU에서는 제3세

대 시스템을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phony 2000)이라 일컫고

CDMA와 TDMA를 기반으로 하는 몇

가지 무선 접속 규격(air interface)을

정의하였다. ITU 규정에 따라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cdma2000 1X, 3X,

EV-DO, WCDMA 등이 인정을 받았으

며, 이 기술들은 2세대 이동통신보다 훨

씬 빠른 데이터전송속도를 토대로 화상

통신, 무선인터넷 등에 적합한 종합 멀

티미디어서비스였다. 

IMT-2000 방식은 크게두가지방식으

로 나뉘는데, 북미 지역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동기식 cdma2000과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는 비동기

식 WCDMA가 있다. 동기식과 비동기식

의 차이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기지국

간의 동기화를 위해 GPS 위성데이터를

이용하는지의 여부에 그 차이가 있다.

cdma2000 방식은 2세대 CDMA 기술

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고 미국의 퀄컴

사가 원천기술을 확보한 반면, WCDMA

방식은 GSM 기술이 진화된 것으로 유

럽의 에릭슨, 노키아 등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GSM 방식

이 CDMA 방식에 비해 폭넓게 보급되

었다. 

IMT-2000과 기존 시스템을 비교해보

면 우선 사용 주파수대역에서 IMT-

2000은 범세계적 로밍을 위해 ITU에서

배정한 전 세계 공통의 주파수대역인

2GHz대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속도를 결정짓는

채널당 대역폭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

한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디지털 이동전

화와 PCS가 1.23MHz인 데 반해 IMT-

2000에서는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5MHz에서 20MHz까지의 광대역

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IMT-2000에

서는 최고 2Mbps로서 음성, 데이터는

물론동영상까지전송이가능하다. 

원천기술확보를위한노력

세계최초 CDMA 상용화에 성

공한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을 향한 본격

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그 출발은 국

제표준화를위한준비에서비롯되었다. 

TTA가 1998년 12월에 체결한 제3세대

이동통신 협력프로젝트(3GPP : 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협약서와 1999년 1월에 체결한 제3세대

이동통신협력프로젝트 2(3GPP2 : 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협약서는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발전

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화에 있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WCDMA 표준화기구인

3GPP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cdma2000 표준화기구인 3GPP2의

TTA와의 협약서 체결로, 국내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동향 등을 실시간

으로 파악하고 이를 단말기 등의 시스템

기술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

기로 삼성, LG 등 우리나라 IT산업을 대

표하는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화에 참여하는 등 국내 IT기술 발전

의전환점을마련해나갈수있었다. 

cdma2000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기

술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또 하나의 계

기가 되었다. 2G 기반 기술의 경우 일

괄적으로 동기식 CDMA를 채택하였던

우리나라는, 3세대로 넘어가면서 동기식

과 비동기식 모두를 채택하여 상용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비동기식의 경우

SK텔레콤, KTF가 각각 T와 SHOW라

는 이름으로, 동기식의 경우 LG텔레콤

이 OZ라는 브랜드네임을 걸고 상용화시

킬 수 있었다. 특히 CDMA분야에서 독

보적인 위치를 확보한 우리나라가

cdma2000 1X를 기반으로한 3G 네트

워크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 상용화의 시

대를연것이다.  

하지만 CDMA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가 이동통신 산업에서 진정한 경

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원천기술의 부재 때문이었다. 우

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으

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표준화

를이루어야했다. 

그리고 2002년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이

동통신 표준화에 있어 새로운 차원의 단

계로접어드는시기를맞게되었다. 이전

까지는 해외의 표준화 기술을 도입하고

선진국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2003년에 접어들면

서 국내 기술로 세계기준을 이끌어보자

는시각에눈을뜨기시작한것이다.

그 첫 시도는 위피(WIPI :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였다. 이동통신사들이 각기 다른 무선

응용프로토콜을채택함으로써나타나는

불리한 점과 콘텐츠 제공 업체(CP)들의

개발 제공 환경의 상이성으로 생기는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이었다.

그러나 위피의 국제표준화는 정부가 직

접 표준화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의제지로무산되고말았다. 

와이브로(WiBroTM)와

지상파DMB의국제표준화추진

위피 국제표준화 실패를 통해 이동통신

분야의 냉정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직접

체험한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

를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

다. 당시 우리가 주력했던 기술은 IMT-

2000 서비스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이

동전화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문제를 해

결할수있는와이브로였다. 

와이브로는 이름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최대 3Mbps 이상의 높은

전송속도로무선인터넷접속을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이다. 또한 비용이

저렴하며 끊임없이 진화·발전할 수 있

기 때문에 그 시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와이브로의 장점

은 무엇보다 유무선 서비스를 제4세대

멀티미디어통신서비스와연결시키는가

교역할을함으로써유비쿼터스네트워킹

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기

술이라는점이었다.  

와이브로의 가능성을 주목한 정부는 국

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원동력을

갖추기 위해‘IT839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와이브로를 선정하였으며, 2002

년 12월, 유무선통신사업자·제조업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03년 3월 TTA에서 자율적인 민간

중심의표준화를추진토록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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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통해 와이브로 기술을 성공적

으로 시연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의 기

술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후 와이브

로는‘와이브로 월드포럼 2006’을 거

쳐, 2006년 8월 한국 이동통신 역사상

최초로 통신기술의 종주국이자 세계 최

대의 통신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 국내

IT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뉴욕 맨

해튼에서미국의이동통신사스프린트넥

스텔, 인텔, 모토로라 등과 와이브로 분

야 협력 및 상용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체결하게된것이다. 

와이브로와 함께 지상파 DMB에 대한

국제표준화도추진해나갔다. 

DMB는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DMB의 특징은

이동 중에도 DVD급의 화질과 CD 음질

의 깨끗한 멀티미디어 동영상을 집에서

처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양방향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디지털 방

송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신개념 기술

표준이라고할수있다. 

지상파 DMB는 1997년 3월 정부가‘지

상파 디지털 방송 추진협의회’를 구성하

고 디지털 라디오 도입을 논의하면서 시

작되었다. 이어‘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방송 추진위원회’는 2001년 4월 유럽의

‘유레카-147’을 잠정적인 국가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듬해인 2002년 12월 지

상파 DMB의 표준방식으로 확정하였다.

이때 우리나라는 유럽의 표준을 들여오

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영상 기술

에 대한 연구를 더한 지상파 DMB 기술

의개발과실용화에박차를가했다. 

TTA는 2003년 10월 10일 지상파

DMB 오디오를 포함한 송수신정합 표준

을 제정하였으며, 이어 2004년 8월 10

일에는 지상파 DMB 비디오 부문의 표

준을 제정하고, 지상파 DMB 기술의 국

제 표준 등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였다. 그 결과 2004년 12월 독일 얼랑

겐에서 개최된 제13차 월드DAB포럼 기

술위원회에서한국의멀티미디어이동방

송 표준인 TTA 지상파 DMB 표준이 유

럽의 지상파 DMB 표준으로 채택되는

쾌거를달성하였다. 

지상파 DMB의 유럽표준 채택으로 자신

감을 얻은 TTA는 2005년 4월, 국내

지상파 DMB 표준을 ITU-R SG6 산하

WP6M(방송업무)에서 신규권고로 제안

하면서 국제표준으로의 도약을 추진하

였다.

대한민국이동통신표준의

새로운역사

와이브로(WiBroTM)와 DMB

2007년 10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통신

총회에서 우리의 와이브로(공식명칭:

OFDMA TDD WMAN)가 3G(IMT-

2000) 국제표준 중 여섯 번째 표준규격

으로 최종 채택되었으며, 2007년 11월

17일에는 와이브로 주파수대역인

2.3GHz(2.3~2.4GHz, 100MHz) 대역

이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에서

4세대 이동통신의 세계 공통 주파수대

역으로선정되는기념비적인성공신화가

현실로나타났다. 

우리의 성공신화는 와이브로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지상파 DMB가 2007년 12월,

ITU 표준으로 채택되었다는 낭보가 전

해졌다. 이는 휴대인터넷 기술인 와이브

로가 이동통신의 세계표준으로 선정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들려온 희망의 소리

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표준화에

성공한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진정한

이동통신 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된것이다. 

4세대이동통신과과제

2008년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는 실시간 화상통화는 물론 무선 인터넷

접속, 실시간 교통정보, 전자상거래등의

기능을 보장하는 3세대 이동통신 시대

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동

전화 하나로 음성 및 데이터를 위한 네

트워크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총체적

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 4세대 이동

통신기술이실용화될것이다. 

4세대 이동통신의 특징은 3세대 이동통

신보다 50배가 빠른 100MHz의 전송

속도는 물론, 고속 이동 중에도 음성이

나 데이터 재생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하나의 단말기로 인터넷, 무선랜, 위성

네트워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현재 예상에 따르면 ITU-R은 2011

년경에 4G(IMT-Advanced) 기술 표준

을확정할예정이라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와이브로 진화기술

(WiBro Evolution)이 다른 4G 후보기

술과 대등한 위치를 점하게 됨으로써

4G 표준채택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상태다. 현재 4G의 유력한 표준기술로

는 WCDMA의 발전기술인 3G

LTE(Long Term Evolution) 후속 기술

과, 와이브로의 후속기술인 와이브로 진

화기술이부각되고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만에 아

무런 기술도 발전 가능성도 없었던 불모

지에서 이동통신 분야의 세계표준을 리

드하는 국가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

다. 오늘날 정보통신 표준화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방치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정보통

신 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며, 우리 경제의

성장이냐몰락이냐의갈림길인셈이다. 

그리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가능성에 의문을 다는 사람은 아무

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동

통신 분야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국제표

준화를 주도하며 정보통신 산업발전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기울여가야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