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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고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지, 5세대의 핵심 기술, 5세대 사용사례 시나리오, 네트

워크 인프라 및 사업자를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

한다. 그리고 기존의 네트워크 기술 및 현재의 기술개발

과 함께 5세대 개념을 설명한다. 본고의 요구사항에 대

한 세 가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5세대란? 

2. 실제 5세대 사용사례는 무엇이 있나? 

3.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5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5세대는 데이터 속도의 단계적 변화와 단-대-

단 전송지연 시간 감소의 두 가지 정의가 있다. 1ms 이

하 전송지연 시간과 1Gbps의 대역폭은 세대교체가 필

요하다. 5세대에 대한 요구사항 중 일부는 4세대 또는 

다른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 있다. 세대교체를 필요로 하

는 기술 요구사항은 1ms 이하의 전송지연 시간, 1Gbps

의 다운링크 속도, 그리고 이들 중 적어도 하나를 5세대 

서비스로 사용할 것이다. 대규모 네트워크를 통해 1ms 

이하의 전송지연 시간을 달성하는 것은 5세대를 정의하

는 상당히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본고는 1ms 이

하의 전송지연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일부를 살펴본다.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NFV)/Software 

Defined Networks(SDN)와 Heterogeneous Networks 

(HetNets) 같은 기술은 이미 통신 사업자들에 의해 보급

되고 있다[1]. 그리고 초연결 사회에 대한 이동은 5세대

의 발전과 함께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4

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가 현재

와 2020년 사이에 1조7천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

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3세대 및 4세대의 네트워크에서 

투자 수익을 회수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II. 5세대란? 

모바일 인터넷을 넘어 아날로그에서 LTE까지 진화

하는 모바일 기술의 각 세대는 기술과 요구사항 충족

의 필요로 동기 부여가 되었다[<표 1> 참조]. 2세대에

서 3세대로의 전이는 소비자 기기에 모바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광대역 네트워크와 스마트

폰의 모바일 결합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초래하는 향상된 

모바일 인터넷 경험을 가져왔다. 음악 및 비디오 스트

리밍,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는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광대역은 사업자 및 써드파티(Third 

Party)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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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5세대에서 4세대로 서비스 전환은 훨씬 더 빠

른 데이터 속도 및 저 전송지연 속도의 액세스를 사용자

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액세스 방법 및 모바일 기기에서 

계속해서 인터넷의 극적인 변화를 사용한다. 전 세계 통

신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4세대 사용자가 비 4세대 사용

자보다 월간 데이터양을 두 배로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양이 3배 많은 경우도 있다.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5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단점

이 무엇인지 현재는 불투명하다. 오늘날 존재하는 5세

대의 두 가지 전망은 다음과 같다. 전망 1(초연결 비전)

은 5세대 관점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2세대, 3세대, 4

세대, Wi-Fi 및 높은 커버리지와 가용성을 커버하고, 

셀 및 장치의 측면에서 더 높은 네트워크 밀도, 기계 대 

기계 간(Machine to Machine: M2M) 서비스 및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더 크게 연결되는 중

요한 차별화를 위한 원동력으로 기존 기술과 조화를 이

룬다[2]. 이 비전은 10년 이상의 수명과 저전력, 저 처리

율 장치 분야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무선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전망 2(차세대 무선 액세스 기술)는 데이터 속도 및 

전송지연 시간에 대한 기존 세대의 전망을 확인하고, 새

로운 무선 인터페이스를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차세대 무선 액세스 기술은 5세대의 기준을 만족

하는 기술과 만족하지 않는 기술 간에 명확한 한계를 만

든다. 이들 접근법 모두 산업계의 발달에 중요하지만, 

특정한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초연결 비전과 차세대 무선 액세스 기술의 두 

전망은 요구사항을 하나의 세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함

께 그룹이 되어 기술 세대의 독립과 광대함이 추가 요구

사항으로 포함될 때 복잡해진다.  

5세대의 8개 기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10Gbps 말단 연결  

- 1ms 단-대-단 전송지연 시간 

- 단위 면적당 1000배의 대역폭 

- 10~100배의 연결된 장치 수 

- 99.999%의 가용성 

- 100% 커버리지 

- 네트워크 에너지 사용량 90% 감소 

- 기계형 장치에 저전력을 위한 최대 10년 배터리 

수명 

 

상기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규정되었기 때

문에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상

상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서

비스 또는 기술의 사용사례는 저렴한 네트워크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는 그들의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데에 적은 비용을 지급하고 싶어

한다. 단위 면적당 1000×대역폭, 10~100×연결의 수, 

99.999% 가용성, 100% 지리적 커버리지, 네트워크 에

너지 사용 감소, 배터리 수명 개선 등 이 여섯 가지 요구

사항 기술의 범위를 사용하여 오늘날 산업계에서 추진

되고 있다[3]. 이 요구사항은 기존 네트워크 기술의 진

화 및 토폴로지 또는 하드웨어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고 사업자와 써드파티를 위한 사업의 기

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측면에서 새로운 사용

사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5세대는 1ms 이하의 

전송지연 시간과 1Gbps의 다운링크 속도로 제한된다. 

III. 5세대 사용사례 잠재력 

향후 십년 간의 모바일 서비스는 차세대 및 5 세대 속

도와 사업자 수익으로 새롭고 독특한 사용사례의 직접

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5세대 사업자 주변의 주

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5세대 요구사항이 기

존의 네트워크에서 불가능한가? 잠재적인 서비스는 어

떻게 수익성이 될 수 있을까?  

(그림 1)은 최근 5세대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사용사례의 전송지연 시간 및 대역폭과 데이터 속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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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을 도시하였다. 이러한 잠재적인 5세대 사용사례

와 연관된 네트워크 요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상현실/증강현실/몰입 또는 촉각 인터넷 기술은 게

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와 제조업 또는 의학과 같은 실

용적인 시나리오 모두 수많은 사용사례의 잠재력를 가

지고 있으며[4], 수많은 착용할 수 있는 기술로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봇에 의해 수행되는 수술은 세계

의 다른 쪽 외과 의사에 의해 원격 제어된다. 이 애플리

케이션 유형은 LTE의 기능 이상으로 높은 대역폭과 저

전송지연 시간 모두를 필요로 해서 5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Virtual Reality(VR)/Augmented Reality(AR) 시스템은 

자신의 개발이 모션 센서와 헤드업 디스 플레이(Heads 

up Display: HUD) 같은 다른 기술의 발전에 크게 의존

한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은 미래의 사업자 수익 사업

이 될 수 있는지 이들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외부 세계와 통신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

하면 기존의 도로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5]. 도로상의 차량의 경우 모두 교통 관

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그들을 잠

재적으로 위험과 사고 없이 서로의 근접 거리 내에서 훨

씬 더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다. 완전히 자율적 차량

은 인간 오류의 잠재력을 더 줄일 수 있다. 반면에 이러

한 시스템은 높은 대역폭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로에 가

까운 명령 응답 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자신의 안

전한 동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애플리케이

션은 명확하게 5세대 규격에 제공된 1ms 전송지연 시

간을 요구한다. 또한, 무인 자동차는 모든 지역에서 무

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100% 신뢰성으로 도로 전체 네트

워크 커버리지를 필요로 하는 실행 가능한 제안을 한다.  

무선 클라우드 기반 높은 대역폭 데이터 네트워크는 

오피스 및 화상회의의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만드는 충

분한 데이터 저장 용량의 무선 클라우드 사무실의 개념

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리

케이션의 존재와 요구사항은 기존의 4세대 네트워크에 

의해 만족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요구는 증

가하며, 특히 낮은 전송지연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이나 이미 개발된 기술에 의해 

계속 제공될 것이다. 여러 사람이 영상 통화를 하는 동

안 다른 잠재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낮은 전송

지연 시간에 대한 요구가 기존의 4세대 기술에 의해 충

족될 수 있다.  

기계 간 연결(M2M)은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

되지만, 그 사용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끝이 없으며, 우

리는 셀룰러 M2M 연결 수가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

로 10억개와 20억개 사이로 1년에 약 2억 5천만개로 성

장할 것으로 예상한다[6]. 산업 및 규제를 확립할 수 있

는 정도의 전형적인 M2M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미터, 

스마트 온도 조절장치, 연기 감지기, 차량 원격 측정 시

스템, 가전제품 및 의료 모니터링 등의 커넥티드 홈 시

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M2M 시스템의 대부분

은 매우 낮은 데이터의 전송으로 데이터 전송 시간이 중

요하지 않다. 현재 2세대 네트워크상에서 동작하는 

M2M 시스템은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Internet 

Protocol Multimedia Subsystem: IMS)으로 통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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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대교체에 대한 진정한 요구사항에서 5세대에 대한 

잠재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시된 많은 서비스는 

기술 세대교체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5세대 주요 기술 중 애플리케이션

만의 요구사항은 1ms 이하의 전송지연 시간과 1Gbps

의 다운링크 속도가 차세대 비즈니스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구사항 중 1ms 이하 수준으로 전송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장 큰 기술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미 Long Term Evolution-

Advanced(LTE-A)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네트워크의 

데이터 속도를 증가시키는 진행을 상당히 해오고 있다

[(그림 2) 참조]. 반면에 5세대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서 여러 가지 사용사례와 서비스가 5세대 네트워크에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및 5세대 비즈니스의 핵심 구성 요소보다는 마

케팅이 더 어렵다. 

IV. 이동통신 사업자와 5세대의 관계 

초기 3세대 네트워크에서 진행된 모바일 광대역 기술 

혁신은 산업과 사회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5세대가 네

트워크 기술의 진정한 세대교체가 될 경우 우리는 더 큰 

수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무선 접속 네트

워크(Radio Access Network: RAN) 연결은 다른 무선 

인터페이스 중 하나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비즈니스 

기능으로 5세대 네트워크의 최종적인 설계를 의미한다. 

5세대로의 전환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것이지만, 산업

계는 특히 스펙트럼과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관점에서 

실현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5세대 스펙트럼과 커버리지에서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펙트럼 대역의 개수가 현재까지 확인되고, 상

당이 높은 주파수의 무선 스펙트럼이 있다. 사업자, 제

조업체, 그리고 학계에서는 6GHz 이상과 300GHz와 같

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5세대에 대한 기술 솔

루션을 연구한다. 그러나 높은 주파수 대역은 작은 셀 

반경을 제공하고, 전통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모델을 

사용한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것은 도전이 될 

것이다. 빔으로 더 먼 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

페이스의 빔 형성은 6GHz 이상의 스펙트럼 대역을 사

용하는 것이다[7]. 이것은 빔이 최종 사용자 장치에 직

접 접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

동성을 기반으로 유선 연결에서 차별화되고, 빔 자체는 

장치를 추적해야 한다. 이 기술은 5세대를 만들 수 있으

며, 각 셀은 한번에 수백 개의 개별 빔들을 지원하기 때

문에 최종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은 삼차원 공간에서 이

들 빔을 통해 접속된다.  

다중 입력 다중 출력(Multi-Input, Multi-Output: 

MIMO)은 대역폭 확장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자주 

논의된다. 안테나 배열 소자에 설치된 MIMO와 다수의 

무선 연결은 장치와 셀 사이를 설정한다. 그러나 MIMO

는 무선 전파 간섭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MIMO는 간섭을 완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

어진 시간에 안테나의 특정 방향을 고려하여 빔을 조정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4세대에서 수행하

는 연구개발이다. 6GHz보다 더 높은 대역 사용은 새로

운 RAN에 투자하는 사업자를 필요로 한다. 

모바일 장치에서 제조업체는 빔 형성과 MIMO 기술

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5세대에 대한 대역 주변 식별 및 국제적으로 정해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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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처리는 광대역 커버리지를 위한 높은 주파수의 대역 

사용을 극복하기 위해 식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의존

성이 있어야 한다. 1ms 전송지연 시간을 달성할 수 있

는지는 5세대 필요성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확인

된 1ms 이하 전송지연 속도를 달성하는 네트워크가 구

성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기술개발 및 인프라 투자

의 측면에서 상당한 사업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현재와 2020년 사이에 프로세서 속도 및 네트워크 

지연 시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호속도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광섬유로 공기와 빛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1ms 미만의 전송지연 시간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자신의 모든 콘텐츠를 물리적으로 사용자 장

치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여 제공한다. 이 거리가 제안하

는 산업계 추정치는 1km 이내 일 수 있으며, 낮은 전송

지연 시간이 있어야 하는 모든 서비스의 의미는 고객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여 콘텐츠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아마도 많은 작은 셀을 포함한 모든 셀의 기본

은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1ms 전송지연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하나의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사이의 상호 접속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

면 이 상호연결은 고객의 1km 내에서 발생한다. 이것

은 소셜 네트워킹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증강현

실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업자 간 상호 접속점은 비교적 희박하지만 

1ms 이내 전송지연은 5세대 서비스를 지원하며[(그림 

3) 참조], 코어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구조에 영향을 미

치는 모든 기지국에서 상호연결이 필요하다. 로밍고객

은 방문 네트워크 상황 로밍기능을 수행하며, 방문 네트

워크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에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기존의 로밍기능을 수행한

다. 

모든 사업자에 의해 사용될 하나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현을 위해서는 모든 고객이 하나의 콘텐츠 소스에 의

해 제공될 수 있으며, 위치 상황의 상호작용과 상호연결

은 기지국에서 위치가 제공된다. 이것은 모든 사업자에 

의해 무선 네트워크을 구축하고 공유한다.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 구축은 Capital Expendi-

ture(CAPEX)를 상당히 감소시키지만 사업자 간 협력을 

요구한다. 데이터 속도와 커버리지 차별화보다는 오히

려 서비스로 초점을 맞추는 사업자 간 경쟁의 본질에 영

향을 준다. 또한, 다소 스펙트럼 경매에 관련이 없는 것

을 만들어 하나의 무선 네트워크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

에 오직 하나의 입찰자 및 마켓당 하나의 라이센스가 있

을 것이다. 이 모두가 실현되면 1ms 이하 전송지연에 

대한 요구가 완화되며, 5세대에서 완전히 제거될 가능

성이 있다. 이와 같이 몰입형 인터넷과 이동성을 가진 

자율 주행은 증강 및 가상 현실 결합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V. 5세대가 아닌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자는 고객을 위한 모바일 광대역 경험을 더 향상

시키기 위하여 LTE-A 기술의 설치를 통해 4세대 네트



 

장재득 외 / 5세대 이동통신 기술 발전전망 115 

워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이종 네트워

크(HetNets), 그리고 낮은 전력, 낮은 처리량(Low Power 

Low Throughput: LPLT) 네트워크와 같은 설치기술이 

많이 있다. 이러한 다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경로와 폭

넓은 무선 기술의 통합을 통해 커버리지의 확장뿐만 아

니라 잠재적으로 네트워크의 총 소유 비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5세대는 이러한 기술을 캡슐화하는 데 사

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발전은 5세대에 관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모바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및 소프트웨어 정

의 네트워크(SDN) 

NFV은 상용 기성품(Commercial Off The Shelf: 

COTS) IT플랫폼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모바일 산업의 

현실이 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능으로부터 하드웨어의 

분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념이다. 

NFV의 확장 소프트웨어의 SDN은 부하와 수요에 적응

하는 사업자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동적 재구성을 수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네트워크 용량을 구축함으로

써 피크 데이터 소비 시간에 고객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자는 NFV 및 SDN 기반을 사용한 LTE 네트

워크를 구축한다. 이러한 저렴하고 간단한 네트워크 아

키텍처 결합기술을 쉽게 업그레이드시켜 잠재적으로 사

업자 CAPEX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전력

절감을 통해 Operating Expenditure(OPEX)를 감소시

킬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구조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

가 설정한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

크 프로비저닝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IT 기반의 기능을 

가져온다. 

2. 이기종 네트워크 

 HetNet은 다른 셀 유형(매크로, 피코 또는 펨토셀) 

및 다른 액세스 기술(2세대, 3세대, 4세대, 와이파이)의 

조합을 통하여 셀룰러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커버리지 

영역 토폴로지에 따라 다양한 기술들을 통합함으로써 

사업자는 동종 네트워크과 비교하여 잠재적으로 더 일

관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소형셀 배치는 

HetNet 접근 방식의 핵심 기능이다[8]. 그러나 많은 셀

의 사용은 전원공급 장치 및 백홀의 관점에서 영향을 가

져온다. 특히 소형셀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와이파이는 

오프로드 및 로밍 데이터의 관점에서 HetNets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HetNet 기술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와이파이 

호출을 위하여 사용한다. 

VI. 결론 

5세대의 많은 주도권과 논의는 정부, 공급 업체, 사업

자 및 학계가 지속적인 협력을 보여주며, 산업계 전반에 

걸친 혁신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 LTE는 세계

의 모바일 접속의 5%를 여전히 차지하고 향후 LTE 성

장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으로 계속 남아 진화할 것이다. 

LTE의 보급 백분율은 한국 69%, 일본 46%, 미국 40%

로 높지만 개발 도상국의 LTE 보급률은 2%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LTE 네트워크에서 투자 수익을 내는 사업

자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있다. LTE 기술은 사업자가 멀

티 캐리어 LTE-A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네트워

크의 데이터 속도를 증가시키는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LTE 발전은 수익 창출이 남아있는 동안 5세대

가 상업적인 현실이 되기 전에 사업자는 5세대의 관점

에서 제시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산업계는 정부의 관심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

다. 전 세계적으로 5세대의 주제에 정부의 관심이 상당

한 수준에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할 예산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산업이 사업자와 고객 모두

를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5세

대는 지속적인 사업자 투자 모델을 개발할 기회가 있다. 

모바일 기술의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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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각각의 앞세대 및 5세대는 예상하지 않는 방식으

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5세대의 개발을 통하여 모바

일 생태계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가 패러다임 변화 방식

으로 산업계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차세대 기술의 지

속적인 투자를 자극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 기회로 사

용할 수 있다.  

3세대 및 4세대 기술의 비즈니스 사례는 5세대에 적

합하지 않다. 5세대 비즈니스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사

업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더 큰 잠재력이 있

다. GSMA는 5세대의 미래 형상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계속 작업할 것이다. GSMA는 모바일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써 공동 작업 및 리더십을 통해 다음 5세대 생태

계의 발전을 기대한다. 

 

Ÿ 5세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들

과 작업 

Ÿ 3GPP, 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 

(NGMN) 및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adiocommunication sector(ITU-R)과 

같은 산업 단체에 의해 5세대 기술의 개발과 정

의, 그리고 이 분야의 다양한 실무 그룹에 기여 

Ÿ 로밍 및 상호연결에 요구사항 식별  

Ÿ 스펙트럼 대역을 식별하여 5세대 프레임 워크 

개발을 추진 

Ÿ 5세대를 논의하기 위해 GSMA 회의와 위원회, 

산업 워크숍,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성공적인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GSMA는 5세대 개발

의 전략적 방향과 5세대 비즈니스에 대한 기술 요구사

항을 명확하게 한다. GSMA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5세

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차세대 통신의 혁신과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소비자 혜택의 모든 일을 수행할 것이다. 

약어 정리 

AR Augmented Reality 

CAPEX Capital Expenditure 

COTS Commercial Off The Shelf 

Gbps Giga bit per second 

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HetNets Heterogeneous Networks 

HSPA High Speed Packet Access 

HUD Heads Up Display 

IMS Internet Protocol Multimedia Subsystem 

IoT Internet of Things 

ITU-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 sector 

LPLT Low Power Low Throughput 

LTE-A Long Term Evolution-Advanced 

M2M Machine to Machine 

MIMO Multi Input Multi Output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GMN 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 

OPEX Operating Expenditure 

RAN Radio Access Network 

SDN Software Defined Networks 

VR Vir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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