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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MAN 기술 802.16의 가능성과
4G로의 접근방향
70Mbps급 고속에 무선랜의 수십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Wireless MAN용의 새로운 기술규격인 IEEE802.16이 드디어 본격
적인 보급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Fujitsu,

Nokia

등의

기업이

802.16

2003년 4월 8일, Intel,
추진을

위한

단체인

WiMAX(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Forum을
발족한 것이다.
802.16은 당초 10~60GHz대를 이용한

통신규격이

검토되었다

(2001년 12월에 승인 완료). 이 규격은 전송속도 30~130Mbps의
point-to-point 통신을 실현하는 규격이다. 하지만 올초 2~11GHz
대의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IEEE802.16a가

추가

승인되면서

802.16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802.16a의 등장
고정 무선액세스(FWA/WLL) 용도로서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온
802.16의 초기 모델과는 다르게, 새롭게 승인 된 2~11GHz대
IEEE802.16a 1 은 하나의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광범위에 걸
쳐 70Mbps라는 대역을 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802.16의 활용범위를 종래의 고정 무선액세스 용도 뿐만 아니
라 인터넷의 기간회선과 다수 주택 간을 연결하는 용도까지로 확장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DSL 하나의 port로 수

백명의 사용자에게, 그리고 기업용의 T1회선일 경우 60개 사업자
정도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 DSL계 서비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해 나
갈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802.16a specification
가. 커버리지는 약 50㎞
나. 통신속도는 최대 70Mbps
다. Point-to-Multipoint 통신
라. 광역의 범위에서 무선 고속 인터넷 액세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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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
Wireless

4G Vision

802.16a는 라스트 마일 브로드밴드 액세스시장에서 유선 고정망 및
Wi-Fi에 이어, 제3의 파이프로서의 기대를 받기 시작하였다.
WiMAX Forum의 출범
이러한 기대를 받고 있는 가운데, 802.16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
해 Intel, Fujitsu, IEEE 등이 추진 단체인 WiMAX를 설립하였다. 동
단체는 802.11b의 추진 단체인 ‘Wi-FI’와 같이 동 규격을 채용한
기기 인정과 상호 접속성 보증 등의 업무를 실시하면서, 동 규격의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동 단체의 참가자 중에서도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는 Intel은
최근 무선 브로드밴드 성장 촉진을 자사의 성장전략 중 하나로 책
정하였다.

즉 WiMAX의 적극적 참가를 최근 802.11기반 무선랜에

대한 전사적 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보급은 아직 미지수
동 기술에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나 실제로 보급될지는 아
직 미지수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802.11의 예를

보면, 디바이스가 많이 보급된 요인은 구내 LAN 구간 뿐만 아니라
가정용, 공중 hotspot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용형태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증가, 이로 인해 장비가격이
낮아지고, 또한 새로운 용도로 확산되는 식의 선순환 단계에 들어서
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802.16의 경우도 "802.11 형태의 시장

적 선순환"을 이룰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
이다.
이는 고정 무선액세스 용도로 개발이 된 기술적 태생으로 인해, 아
무리 802.16의 활용범위가 고정 무선액세스 용도에서 인터넷의 기
간회선 및 주택 간을 연결하는 용도까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동통신 영역까지 아우르는 무선랜 수준의 다양한 이용형태로 발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2
2

802.16 기반 제품 출하는 2004년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으며, 802.11과 같은 이용 용도로의 확대
여부, 가격인하 등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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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6의 특징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2.16은 향후 4G 환경에서의 역할이라는 측면
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통신업계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4G 시대에는 복수 통신시스템이 통
합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IEEE 산하

의 그룹별 활동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무선데이터통신기
술이 검토되고 있으며, 각각이 특유의 목적에 맞는 통신으로서 개발
되고 있다.
[표1] IEEE 산하 무선기술 관련 위원회 및 기술 비교
위원회
IEEE802.11

IEEE802.15

IEEE802.16

기술
무선LAN

PAN

대표적인 규격

통신거리

통신속도

IEEE802.11a

50~100m

최대 54Mbps

IEEE802.11b

50~100m

최대 11Mbps

IEEE802.11c

검토중

검토 중(약54Mbps)

IEEE802.15.1(Bluetooth)

10~100m

1Mbps

IEEE802.15.3a(UWB)

3~10m

약 100Mbps

IEEE802.15.4(Zigbee)

30~75m

약 250kbps(저전력)

IEEE802.16

약 2㎞

약 30~130Mbps

IEEE802.16a

약 50㎞

약 70Mbps

무선MAN

<자료출처 : IEEE, ATLAS Research Group 정리>

즉 4G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을 경쟁으로 보지 않고 이를 통합 플랫
폼 상에서 융합하여, 사용자의 이용환경과 형태에 따라 최적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802.16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향후 4G 환경을 구성
할 유력 기술들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802.16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향은 기술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지를 연구하는 것
이다.
물론 이는 비단 802.16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4G 환경을 염두에
둔 모든 기술에 적용되는 접근방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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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환경에는 기술의 혁신이 아닌 각각의 다양한 가용 기술들을
integration하여 이용자의 시각에서 seamless성 실현에 초점을 맞
춘 서비스의 발굴, 이른바 "비즈모델의 혁신"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
기 때문이다.
<박상현 연구원 (spark@arg.co.kr)>
200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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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고

있는

802.16,

ATL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