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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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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Bro 서비스 개요
◦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다양한 단
말기를 이용해서 높은 전송속도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 WiBro는 도심지역에서 대중교통 주행속도 이상(120Km/h)의 이동성을 보장하
고 높은 수준의 전송속도(상향 1Mbps 이상, 하향 3Mbps 이상)로 무선 초고속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 기존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유선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무선랜
초고속인터넷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유선 초고속인터넷은 접속 장소가 고정
되어야 하는 문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은 늦은 속도와 비싼 사용요금, 무선랜
초고속인터넷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커버리지)의 제약이 각각 단점이었다.
◦ WiBro는 이러한 기존 인터넷 서비스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등장한 서비스이다.
이동 중에도 끊김 없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편의성, 개인화 서비스, 빠른 전
송속도 등 복합적인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면
서 새로운 서비스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 정부는 IT 839 정책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WiBro를 선정하였고, WiBro
사업은 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통신사
업자(KT, SKT) 및 장비사업자(삼성전자, 포스데이타 등)가 협력하여, 기획 단계
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 주파수 분배 문제를 연계하
여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왔다.
◦ 그 성과물로서 2007년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통신총회(RA)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WiBro기술(공식명:

OFDMA TDD WMAN)이 IMT-2000 3G의 여섯 번째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 기존 2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는 QualComm의 CDMA 기술을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실정이었으나 WiBro가 IMT-2000 3G 국제 표준으로 채택됨
에 따라 원천기술 수출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HSDPA 등 기
존 3G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었던 WiBro 시장 활성화에도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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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서비스 주요 이슈

□ WiBro 서비스 주요 이슈
◦ WiBro 사업에 있어 주요한 이슈는 VoIP 지원 문제, 단말기 라인업, 킬러 콘텐
츠 확보, 망 개발, 가격문제 등 서비스 상용화 및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고려사
항들이다.

◦ VoIP 지원
- WiBro를 통한 음성 서비스의 제공은 크게 CDMA와 DBDM(Dual Band Dual
Mode)를 결합시키는 것과 WiBro 서비스가 VoIP(인터넷전화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 WiBro 서비스를 통한 VoIP 서비스는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상태이나,
정부의 규제 및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CDMA)를 잠식 문제 등의 이유로 아직
WiBro VoIP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 WiBro VoIP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가 가능하
며, 영상통화와 결합되면 HSDPA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하므로 시
장 활성화를 위해선 VoIP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WiBro 단말기
- 일반적인 WiBro 단말기 형태는 스마트폰, 모바일PC, USB모뎀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다양한 종류의 라인업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
며, 개인 맞춤형 단말 라인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WiBro 모뎀 칩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다양한
WiBro 단말기 라인업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대형 제

조사가 장악해 온 무선단말기 시장을 범용적인 네트워크 접속기능을 활용한
제품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중소 단말기 제조사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림1>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자료 : KT, LG, 삼성

◦ HSDPA vs WiBro
- 향후 4G 유무선통합망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HSDPA와 WiBro중 어느 기
술이 살아남을 것인지, 혹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주도하게 될 것인지는 논
란의 여지가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소비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 냉정히 말하면, 소비자는 기반 기술이 HSDPA냐 WiBro냐에는 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 대용량 콘텐츠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제공해주는가
하는 부분이다.
- WiBro는 HSDPA에 비해 더 빠른 이동성과 전송 속도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으
나, 사업 초창기이며, 아직까지는 리피터 설치 미흡으로 커버리지가 수도권 및
주요 도시, 주요 시내 및 대학가 등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 반면, HSDPA는 상당수 고객이 기존 2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전환된 고객들
로서 EV-DO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지닌다. 단점은 기본
요금 및 패킷 당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이다.

-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의 경우는 WiBro는 단말기의 유형에 따라 몇 만원 선의
저렴한 가격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HSDPA는 현재는 HSDPA를 지원하는 휴대
폰 단말기(40~50만원 이상)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 킬러 콘텐츠 확보
- 단순히 고속 데이터 전송 서비스만으로는 서비스 활성화 및 신규고객 유치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기존 HSDPA 서비스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외엔 상당 부분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는 차별화 된 킬러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는 웹 메일, PC 원격제어, 개인화 정보 서비스, 모바일 UCC, 쌍방
향 화상회의 등을 들 수 있다.

◦ 망 개방
- 기존의 무선 인터넷은 유선에 비해 네트워크 결정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거대
사업자 및 특정 CP(Contents Provider)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네트워크와 공
급자 중심의 콘텐츠가 주를 이뤘고, 이는 기존 무선 인터넷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가 되어 왔다.
- 반면 WiBro에선 CP가 특정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UCC로 대표되는 Web 2.0 트렌드가 반영되어 개개인이 정보 재생산 및
확대의 주체가 되는 콘텐츠 사용 등도 기존 무선인터넷에 비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WiBro 활성화를 위해서는 WiBro 망 개방은 필수 사항이며, 이에 주요 WiBro
사업자(KT, SKT)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망의 연장선 상에서 서비스
플랫폼을 일부 또는 전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 가격 문제
- WiBro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과금체계로 정액제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초기 전
망과는 달리, ‘기본요금 + 부분 종량제’ 형태가 요금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기
존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대체할 만큼의 가격 메리트는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

- 기술진화에 따라 사용자가 활용하는 데이터 규모는 나날이 방대해져 가는데,
데이터 요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기존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하는 사
용유형으로 WiBro를 이용할 경우엔 어마어마한 요금 부담을 떠않게 된다.
<표1>

[KT의 WiBro 요금체계]

(자료 : http://www.kt.co.kr/)
- 현재 무제한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요금제는 월 19,800원으로
비교적 저가의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요금제는 신규가입이 올해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오는 2008년 3월이 지나면 기본 요금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
진다.
- 예를 들어, 풀HD급 영화를 4~5편 다운받을 경우, 데이터 용량이 100GB는 가
볍게 넘어가게 되는 데, 요금제를 베이직으로 전환한 사용자가 100GB를 다운
로드 받을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은 250만원이 훌쩍 넘어가버리게 된다. (
2580000 = 20000 + 25 × 100 × 1024 )
- 단순히 요금체계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에는 그 도의적
책임이 분명 사업자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으며, WiBro 활성화의 이면에 존재
하는 수익성 이외의 문제, 사업 성장의 관점만 고려하여 간과하기 쉬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II. WiBro 기술동향
WiBro는 저렴한 요금을 실현하기 위해 IP망 구조를 채택하였고, 이를 위해 이동
통신기술 발전과는 다른 경로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 왔다. 즉, LAN에서 확장된
MAN 기술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4세대 통신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림2>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자료 : KT
◦ 이동통신 기술은 크게 이동전화 기술과 인터넷 기술을 2개의 큰 축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 아날로그 전화인 북미의 AMPS1), 북유럽의 NMT2), 영국의 TACS3) 등에서 출
발한 이동전화 기술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과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통신으로 발
전하였고, 2000년도 이후 비동기식 WCDMA4)와 동기식 CDMA-2000이 개발되
었으며, 현재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가 상용화 되었으
1) AMPS : Advanced Mobile Phone System
2) NMT : Nordic Mobile Telephone
3) TACS : Total Access Communication System
4)) WCDMA : Wideband CDMA

며, EV-DV(Evolution Data & Video)는 이전 단계인 EV-DO(Evolution Data
Only)에 머물러 있다.
◦ 인터넷 기술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 유선랜을 기반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LMDS5), MMDS6) 등의 실외 고정 광대역 무선 엑세스(BWA7)) 기술과 실내 무
선랜(WLAN8))으로 진화하였다.
◦ 이 중 BWA 분야에서 기존 기술이 갖는 채널 및 전송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Intel 주도하에 WiMAX 포럼이 설립되어 IEEE 802.16x 표준을 따르는 무선
브로드밴드 접속장비의 호환성, 기술개발 등이 진행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유
선랜과 Fixed WiMAX가 갖는 이동성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WiBro 서비스를
국책사업으로 선정,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하다가 최근 IEEE 802.16e 국제표준
으로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WiBro 기술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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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Bro 기술 구성요소
◦ WiBro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WiBro를 사용하기 위한 단말기, 이 단말
기에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지국, 단말기와 기지국을 제어하고 이동성과 과금
등을 관리하는 제어국, 인증 및 각종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의 네 가지
로 구성된다. (그림 3 참조)
- 단말기(PSS: Portable Subscriber Station) : 사용자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입출력 기능, IP 기반의 서비스 접속, 사용자 인증 등을 처리하는 모바일 기기
이다.
- 기지국(RAS: Radio Access Station) : 기지국은 단말기와 제어국 사이에 존재
하며 단말기로부터 정보 수집 및 제어국으로부터의 데이터를 각 단말기로 분
5) LMDS : 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6) MMDS : Multipoint Multichannel Distribution Service
7) BWA : Broadband Wireless Access
8) WLAN : WIreless LAN

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제어국(ACR: Access Control Router) : 단말기와 기지국을 제어하고 IP 패킷
을 라우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서버(Server) :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서버와 다양
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서버로 구성된다. 인증, LDAP, DNS, DHCP,
빌링, 소프트스위치 서버 등이 있다.
WiBro 서비스 기본 네트워크 구조

<그림3>

자료 : www.pos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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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기술 표준화 동향

WiBro는 BWA에서 진화하여 국내 기술에 의해 상용화된 서비스이며, 세계 표준
은 무선통신 부문 포럼인 WiMAX 포럼이 주도하여 왔다. 따라서 기술 표준을 언급
함에 있어 WiMAX9) 표준화 동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9) WiMAX : 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휴대 인터넷의 기술 표준을 목표로 인텔사가 주
축이 되어 개발한 기술 방식 IEEE 802.16.

□ 해외 표준화 동향
◦ WiMAX는 IEEE802.16x 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Fixed WiMAX인 IEEE
802.16-2004와 Mobile WiMAX인 IEEE 802.16e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 초기에는 고정형 광대역 무선 엑세스를 목표로 표준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2003
년부터 한국의 고유 기술에 의한 WiBro 사업추진에 자극을 받아 WiMAX 포
럼은 mobile WiMAX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기존의 Fixed WiMAX 표준
규격을 2004년 6월에 조기 마무리하였다.
◦ Fixed WiMAX는 초기에 IEEE 802.16d로 명명되다가 2004년 7월에 IEEE 802.16
-2004로 승인 되었다.
◦ 이와 병행하여 2004년 3월 WiBro 개발을 주도하는 국내 개발 기관과 mobile
WiMAX 개발을 주도하는 Intel 간의 기술 협의와 사업자의 동의하에 WiBro
기술규격과 mobile WiMAX 기술규격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IEEE 802.16 표준 특징 비교]

<표2>
표준명

주요내용

802.16-2001

802.16a

802.16-2004
(802.16d)

802.16e

- P to P

- P to MP

- Fixed BWA

- Mobile

- Fixed BWA

- Fixed BWA

- NON LOS

- NON LOS

- LOS

- NON LOS

- New PHY

- 셀룰러 가능

주파수 대역
전송속도
표준화 완료

10~66 GHz

2~11 GHz

2~11 GHz

2~6 GHz

134 Mbps

75 Mbps

75Mbps

30Mbps

@28 MHZ

@20 MHZ

@20 MHZ

@10 MHZ

2002년 4월

2003년 4월

2004년 7월

2006년 1분기

(자료 : 산업자원부)

□ 국내 표준화 동향
◦ 국내에서는 무선통신 분야의 외국 표준 및 핵심기술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고
자 정보통신부가 주도하여 휴대인터넷 표준 및 시스템을 위한 Hpi(High-speed
Portable Internet)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 다음은 WiBro 개발이 시작된 이후의 표준화 과정이다.
IEEE 802.16 표준 특징 비교

<표3>
시기

내용

2002.12

2.3GHz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변경 고시(2002.12;정보통신부)

2003.07

TTA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PG302) 결정
무선접속 주요 시스템 파라미터 및 필수요구사항 결정(2004.01)

2004.01

IEEE 802.16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내 WiBro 기술을 IEEE

2004.06

802.16에 반영
PHY/MAC 1단계 표준채택(2004.06, TTA 39차 표준총회)
기술보고서 6건 채택(2004.08, TTA 40차 표준총회)

2004.08
2004.10

2004.11

TTA 휴대인터넷 PHY 표준 IEEE802.16d 표준에 다수반영
WiBro의 물리계층 규격이 IEEE 802.16-2004 규격에 반영
IEEE 802.16e회의, TTA 휴대인터넷 MAC 표준화 반영
IEEE 802.16 34차 회의 - MIMO 합의 실패, 16g의 신규 표준화 개시
서비스 및 네트워크 실무반 회의(16g 회의 결과 논의)
국제협력 Ad Hoc 그룹 회의(Profile 추진 관련 논의)

2005. 12
2006. 09

2007. 01

WiBro의 매체접근제어계층 규격이 IEEE 802.16e-2005(IEEE 802.16e)에
반영
ITU-R WP8A에서 WiBro 기술이 반영된 IEEE 802.16-2004 및 IEEE
802.16e-2005규격을무선광대역접속표준의참조표준으로반영
ITU-R WP8F회의에서는 WiBro가 반영된 IEEE 802.16d/e 규격 기반의
기술이 ‘OFDMA TDD WMAN’이라는 이름으로 IMT-2000 기술 중 하나로
ITU에 제안
PG302 산하에 평가 그룹을 구성한 후 제안된 모바일 와이맥스 기술의

2007.03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 기술이 IMT-2000의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증
명하였으며, 그 결과를 5월 ITU-R로 제출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WP8F 회의에서는 TTA 평가그룹 등 총 9개 평가그

2007.05

룹들이 평가한 결과를 집중 논의하였으나 중국 등 반대 진영에서는
IMT-2000 최소 성능 요구조건 중 핸드오버, 멀티미디어 서비스 지원 및
회선 교환 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
제네바에서 개최된 SG8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2007. 06

하여 한국은 반대 진영의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WP8F 특별회의를 8
월말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 유치
한국에서 개최된 WP8F 특별회의에서는 쟁점 항목 중 핸드오버에 대하여
는 모바일 와이맥스 기술이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공감대

2007.08

가 형성되었으며, 멀티미디어 서비스 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선 교환 서비스는 반대 진영의 동의를 통
해 합의점을 찾음

- 최종적으로 수정된 모바일 와이맥스 표준안을 SG8 의장에게 송부키로
하고, SG8 의장은 회의 결과를 모아서 10월 중순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RA-07에 그 승인 여부를 상정키로 함
전 세계 97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
기통신연합(ITU) 전파통신총회에서 WiBro 기술이 3G(IMT-2000) 표준으
2007.10.

로 최종 채택 (공식명 : OFDMA TDD WMAN)
- 3세대 기술 중에서는 유일하게 4세대의 기반기술인 OFDM 기술을 도
입한 WiBro 표준 채택안을 정보통신부가 2007년 초에 제안하여 이번 전
파통신총회에서 최종 결정

◦ WiBro 기술이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0년경에 기술 표
준이 확정될 예정인 4G(IMT-Advanced) 표준채택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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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기술 향후 표준화 전망

□ IMT-Advanced
◦ ITU-R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속 무선통신 서비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IMT-2000 시스템의 향후 진화를 위한 새로운 IMT-Advanced 시스템
(System beyond IMT-2000)의 규정을 승인하였다.
◦ P802.16m 프로젝트는 기존 802.16 표준과의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ITU-R
에서 정의될 IMT-Advanced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802.16m 표준
규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IMT-Advanced 시스템에서는 기존 IMT-2000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포함하면
서 새로운 기술들을 수용하여 기존의 성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IMT-Advanced

시스템은

고속의

이동성

환경에서는

최대

100Mbps(bits

persecond), 그리고 정지상태 또는 제한된 이동성을 갖는 환경의 사용자를 대
상으로 하는 서비스 영역에서는 최대 1Gbps를 목표로 한다. 각 사용자에게 제
공되는 전송률은 동시 사용자 수, 트래픽 특성, 서비스 파라미터, 망설치/운용
시나리오, 스펙트럼의 가용성, 전자파 전파환경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
해 변화될 것이다.

<그림4>

[IMT-Advanced 시스템과IMT-2000 시스템의 Capability]

(자료 : Rec. ITU-R M.1645, 2003.)
◦ 현재까지 계획된 IMT-Advanced 주요 표준 일정은 2007년에 주파수 분배를 확
정하고, 2008년부터 기술제안을 받고, 2009~2010년에 표준을 완료하는 것이다.
2010년 이후부터 IMT-Advanced 시스템의 설치가 시작되어, 2012년 경에는 상
용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5>

[IEEE 802.16 TGm의 예상 표준 일정]

(자료 : IEEE 802.16m-07/001, IEEE 802.16 TGm, 2007. 1.)

III. 시장 규모 및 전망
1

WiBro 서비스 시장규모 및 전망

□ 세계 WiMAX 서비스 시장규모
◦ mobile WiMAX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11년까지 가입자 기준으로 2억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6의 막대그래프 상단부분)
<그림6>

[전 세계 WiMAX 가입자 증가 추이]

(자료 : Ovum, 2007)
◦ 또한, 2010년까지 전 세계 WiMAX 장비 시장은연평균 70%의 고속 성장을 지
속할 전망이다. (인포네틱스리서치, 2007.6)
- Fixed WiMAX 및 mobile WiMAX 장비시장은 오는 2010년에 46억 달러 규모
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2010년에 이동형 장비가 전체 WiMAX 시장의 66%를 차지할 전망이다.
◦ 2007년 전 세계 WiMAX 시장규모는 2006년(9억 3,900만 달러)에 비해 70.18%
증가한 15억 9,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45개
텔레콤 업체가 WiMAX에 30억 9,6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측된다.

◦ 정보통신컨설팅 업체인 대만의 MIC(Market Intelligence Center)에 따르면
2006~2008년 동안 WiMAX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세계 총 투자 규모는 52억
달러에 이르고 연평균 성장률은 1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약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대 투자국이 될 것으로 예상
되며, 대만이 6억 6,400만 달러로 2위, 한국은 총 6억 4,1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WiBro 서비스 시장규모
◦ 시장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WiBro는 정작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비하여 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 KT WiBro 가입자 수는 11월 말 기준으로 10만 명을 갓 돌파하였다.
- SKT는 현재 ‘T로그인’에 주력하고 있어 가입자 수는 크게 밑도는 1천여 명에
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서비스 활성화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아직 전국적인 커버리지가 확보되지 않았
다는 점, 음성통화가 제한적이라는 점, 가격부담이 당초 기대보다 만만치 않다
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KT WiBro 가입자 증가 추이]

<그림7>

(자료 : KT)

◦ 또한, WiBro 사업자의 사업의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업 활성화가 지연
되고 있는 사유로 꼽힌다.
- KT는 사업 활성화 의지는 어느 정도 있으나 초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 부
담, 음성기능 구현에 대한 전략, 자회사인 KTF의 3G 잠식 등의 문제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 SKT는 WiBro를 3G HSDPA의 보완재 정도로만 활용한다는 전략에 따라 당장
은 사업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오는 2008년부터 KT가 WiBro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본격적인 마케
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향후 빠른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 시장 전망
◦ 국내 WiBro 시장규모는 2011년까지 가입자 기준으로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2010년까지지 국내 WiBro 서비스 시장규모를 8조1000억 원, 장비시장
규모를 5조 8000억 원, 세계 시장규모를 24조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림8>

[국내 WiBro 서비스 가입자 규모, 2006 ~ 2011]
(단위: 백만 명)

(자료 : IDC, 2007)
◦ 또한, 국내 WiBro의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대체수요는 2015년까지 1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WiBro 대체 가입자 규모]

<표4>

(단위 : 명, 원)
시기

2007년

2015

구분

가입자수

대체가입자수

매출

가입자수

대체가입자수

매출

WiBro

28만

2만 4,000

780억

920만

140만

2조 7,600억

(자료 : 전자신문 재인용)

IV. 주요 사업자 동향
1

해외 사업자 동향

□ 해외 mobile WiMAX 서비스 사업자 동향
2006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4개 나라에서 WiMAX 네트워크가 상
용화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으며, 대만도 2007년 7월에 6개의 WiMAX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 미국
미국은 2008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 WiMAX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움직
이고 있다. 허나 미국 메이저급 이동통신사들이 LTE10)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실정이다.
☉ 스프린트넥스텔 (Sprint Nextel)

- 미국 3위 이통사인 스프린트넥스텔은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 전역에
서 mobile WiMAX를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 LTE : Long Term Evolution, 기존의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10년
또는 그 이상까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미래 장기 진화 연구. 커버리지 확장 및 시스템 용량 개
선, 데이터 전송률과 지연 감소,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은 개선하는 모든 방안
과 진화 계획들이 연구된다. 현재 WiBro를 가장 위협하는 경쟁기술임.

- 스프린트넥스텔은 경쟁업체인 클리어와이어(Clearwire)와 제휴를 맺고 WiMAX
망을 공동 구축키로 합의하였다.
- 구글과 제휴하여, mobile WiMAX 서비스를 위해 구글이 무선인터넷 검색과 소
셜네트워크사이트, 인스턴트메신저, e-메일 등의 응용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담
당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으로 2008년까지 mobile WiMAX 서비스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고 시카
고,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 3개 도시에서 상용화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때, 볼티모어와 워싱턴 D.C는 삼성전자가 망과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 한편, 스프린트넥스텔은 최근 와이브로 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서비스가 연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 AT & T

- AT&T는 2.3GHz에 대한 면허를 획득하고, 이르면 오는 2008년 2분기부터
WiMAX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

- 미국 2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은 4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WiMAX가 아닌
GSM 계열의 ‘LTE(Long term evolution)’를 채택하여 내년부터 시험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사실상 LTE의 선두주자로 자처하고 있어, AT&T가 버라이즌을 따라 LTE 진영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유럽
유럽시장은 3G LTE 기술과의 경쟁으로 mobile WiMAX를 도입하기 가장 어려
운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mobile WiMAX 관련 주파수 할당
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기술검토 및 업체선정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상용화까
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다폰

- 최근 WiMAX 포럼에 주요 협력사로 합류하였다. 지금까지 보다폰은 3G 이후
4G 기술로 3G LTE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3G LTE 기술이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3G 통신기술인 UMTS(WCDMA) 이후
의 통신 기술로 WiMAX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독일
독일은 2006년 12월 3.5GHz 주파수 대의 무선 브로드밴드 라이선스 경매를 진
행하였다. 지난 10월 WiBro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때 가장 나중까지도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국가로서 WiBro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 이탈리아
Mobile WiMAX에 사용될 3.4~3.6 GHz 대역 주파수 입찰 계획을 공개하고 총
35개 사업자에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낙찰자는 15년간 지속적인 허가권을
갖게 될 예정이며, 입찰가는 4500만 유로 (약 6385만 달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일본
일본의 2.5GHz 주파수 대역 mobile WiMAX는 2007년 9월에 총무성이 2개 사업
자를 선정하여 면허를 교부할 방침이다.
총무성은 기존 3세대 이동통신사업자(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에서 면허
를 할당하지 않을 방침이며, 간이휴대전화(PHS) 사업자인 윌콤의 선정이 유력 시
되는 가운데, ‘Wireless Broadband Planning11)’ 진영과 아카네트웍스를 내세운
‘NTT 도코모 + 소프트뱅크’ 진영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중국
자국의 이동통신 기술인 TDS-CDMA에 대한 육성정책 등의 이유로 mobile
WiMAX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11) Wireless Broadband Planning : KDDI, 인텔, 동일본여객철도, 교세라, 다이와, 도쿄미쓰비시 은행이
WiMAX 사업권 취득을 위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신규 법인, 지분 비율은 KDDI가 32.3%, 인텔, 동일본여객
철도, 교세라가 각각 17.7%를 보유하고 있다.

☉ 차이나모바일

- 청도에 중국 기간통신사업자로는 최초로 Mobile WiMAX망을 구축하였다.
<표5>

[전세계 WiMAX 추진 현황]

(자료 : 정보통신부)

□ 해외 mobile WiMAX 장비 사업자 동향
◦ WiMAX 포럼에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의 수는 대략 400여개에 달하며, 이중 대
표적인 제조업체의 수는 약 40개 정도가 있다. WiMAX 시스템 공급업체는 26

개 사, 칩셋 공급업체는 11개사, WiMAX 관련 인프라스트럭쳐를 공급하는 업
체는 7개사 정도가 있다.
<표6>

[대표적인 WiMAX 시스템 공급업체 현황]

(자료 : WiMAX 및 WiBro 단말기, EIC, 2007)

◦ 주요 장비업체 동향
☉ Adaptix

- Adaptix는 최초의 상업적 OFDMA-TDD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3년, 호주와 캐

나다에 설치하였으며, WiMAX와 WiBro 호환 SDR 기반 단일 섹터 기지국용의
ADAPTIX MOTION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 Alvarion

- 3.5 GHz 대역에서 FDD를 지원하는 BreezeMax라는 WiMAX 플랫폼을 개발하
였으며, 3.5GHz의 대역폭을 사용하여 12.7 Mbps의 전송률을 제공한다. 2006년
에는 mobile WiMAX를 위한 2.0 ~ 3.8 GHz 대역에서 802.16e를 지원하는 휴
대용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 중이다.
☉ Wi-LAN

- 자사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W-OFDM (Wideband OFDM) 기술을 기반으
로 세계 최초의 WiMAX 인증 광대역 무선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4G
W-OFDM 기술을 사용하여 WiMAX와 Turbo W-OFDM을 지원하는 기지국 및
단말기 지원 Libra MX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 ArrayComm

- 스마트 안테나 기반의 iBurst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5GHz를 지원하
는 WiMAX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 Siemens

- Alvarion으로부터의 OEM 공급을 통해 3.5 GHz에서 TDD와 FDD를 모두 지원
하는 common fixed/mobile 플랫폼인 SkyMAXⓒ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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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Bro 사업자는 크게 서비스 사업자와 장비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 정부에서 선정한 WiBro 서비스 사업자는 KT, SKT, 하나로텔레콤으로 선정되었
으나 하나로 텔레콤은 사업을 포기하면서 현재 KT, SKT가 WiBro 상용화 서비
스를 진행하고 있다.

◦ 장비업체는 삼성전자와 포스데이타가 기지국 및 제어국 등의 장비와 핵심 칩을
모두 개발하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각
단말기, 모뎀, 중계기 등을 다수의 업체가 개발하고 있다.
[국내 WiBro 관련 업체 현황]

<표7>
구분

업체명

서비스 사업자

KT, SKT
삼성전자, 포스데이타, LG 전자, 텔코웨어, SK 텔레시스,

장비업체

기산텔레콤, 쏠리테크, 엠티아이, 영우통신, 위다스,
기타 PDA/네비게이션 단말기 업체 등

(자료 : 와이브로 시장동향, KETI, 2006)

□ 국내 WiBro 서비스 사업자 동향
☉ KT

- 2007년 11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10만명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까지 약 4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 4대 신규 서비스 중 하나로 WiBro를 선정, 그간 주춤했던 WiBro 관련 설비투
자를 2007년 말부터 재개함과 동시에, 국내시장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
할 것으로 전망된다.
- KT는 WiBro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모바일PC, USB모뎀 등 기존 8종
에서 총 17종으로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와이브로 단말기 라인업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 또한, WiBro 확대를 위해 노트북 대여 서비스 및 UICC 개발, 타 사업 영역과
연계한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WiBro 이용율 향상을 위해 영상통화서비스 및 VoIP 등의 부가서비스도 도입
할 예정이다. 기존 WiBro에 VoIP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사용자와 저렴한 비용으로 음성 및 영상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한편, 적극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문화체험공간인 ‘W Style Shop’을 통해 모

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KT WIBRO를 사용해보고, 다양한 문
화를 체험 및 공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체험마케팅을 실시 중이다.
<그림9>

[W Style Shop 내부 전경]

자료 : KT
<그림10>

[KT WiBro 커버리지(2007.11)]

- 현재 수도권(서울, 분당)에만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 커버리지도 인천, 안산, 안
양, 수원, 용인, 성남 등 점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 SKT

- SKT는 KT보다 상대적으로 WiBro에 대한 투자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적게 투
입하는 등 WiBro 시장 참여에 소극적이다.
- 가입자 수도 지난 5월 최고치인 1136명을 기점으로 오히려 가입자가 줄어 현
재는 95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 SKT가 시장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이동
통신 서비스(시장 점유율 50% 이상)에 대해서 WiBro가 경쟁재로 작용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SKT는 지난 2007년 11월, WiBro 서비스의 경쟁력과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커버리지 확대 및 신규 가입 유치 프로모션을 펼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23개 시에 설치되어 있는 56개의 ‘핫존’을 내년
까지 지방도청소재지 등 42개시 1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 현재 출시된 2개 기종의 모뎀(SCH-H110, SCH-H120)외에 이달 말
SCH-S130 모델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가입비(3만 3000원)를 면제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6월말까지 신규 가입할 경우는 6개월간 무
제한 무료로 와이브로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등 신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이번 와이브로 활성화 전략 발표가 실제로 관련 시설
투자 및 가입자 확대로 이어질 지 관련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국내 WiBro 장비 사업자 동향
☉ 삼성전자

- KT에 WiBro 장비 및 단말기를 공급하는 삼성전자는 KT와 함께 진행한 APEC
시연을 통해 장비 및 단말기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단말기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세계 최초의 WiBro 장비 일반 공개 업체로 발돋움했다.
- WiBro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장비, 단말기 및 핵심 Chip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 현재 전 세계 23개국의 35개 사업자와
WiBro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유럽, 미국 및 남미 등 이미 세계 7개국 9개 사업자와 WiBro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거나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최근 정부가 이탈리아, 스페인과 체결
한 IT 협력에 따라 WiBro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포스데이타

- 포스데이타는 자사 브랜드인 ‘FLYVO’로 국내시장 확대보다는 해외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동남아시아, 북미 및 중남미 등의 주요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WiBro 단말기
를 포함한 장비 수출 전략을 추진 중이며, 근 시일 내에 아시아 4개국에
WiBro 상용장비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미국 Clearwire 사를 통해 자체 개발한 온라인 게임용 WiBro 단말기를
선보이는 등 미국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V. 결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원천 기술 보유도가 낮아 핵심기술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여 왔으나, 국내 자체기술인 WiBro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됨
에 따라 그간의 수요자 입장에서 향후 이동통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공급자의
입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WiBro 기술은 4G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기술요소인 DFDM, TDD, MIMO 등을
포함하고 있어, WiBro 진화기술(WiBro Evolution, IMT-Advanced)이 향후 4G 표준
채택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WiBro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민, 관이 협력하여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기
술 개발과 표준화, 주파수 분배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IT839 정책이 이루어 낸
가시적인 쾌거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WiBro의 세계시장 보급과 향후 4G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어 지속적인 성
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존 이동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 커버리지 문제, HSDPA
등 경쟁 기술과의 경쟁우위 획득 문제, 다양한 단말·서비스·응용 어플리케이션 간의
호환성, 컨버전스, 칩·기기·네트워크 비용 문제, QoS 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야 할 부분이다.
특히 향후 WiBro가 LTE 등 대체기술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국제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국제 표준 전문가 양성과 산학연 협력 및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