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3G] Beyond 3G(B3G)의 현황과 전망 

 

IMT-2000 표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곧 IMT-2000으로 통했었다. 

그러나 IMT-2000 이 구현되어 있는 현재에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논함에 있어서 

Beyond 3G, Super 3G, 4G 혹은 WiBro, WiMax 와 같은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표준을 작성하는 3GPP와 3GPP2 외에도 IEEE를 비롯한 각국의 다양한 단체

들이 그 기술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Beyond 3G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어떤 기술이 논의되고 있으며, 각 단체

에서는 어떤 역할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와 같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

에 관하여 몇 편에 걸쳐서 소개하고자 한다. 

 

B3G의 정의 및 현황 

2002년 9월 Geneva에서 개최된 ITU-R WP8F의 WG Vision(의장 위규진 박사, 한국)에서는 

Future vision and evolution of IMT2000과 관련하여 “ Vision framework and overall 

objectives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IMT-2000 and systems beyond IMT-2000”라는 보

고서를 제출하고 그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IMT-2000 이후의 System(Systems Beyond IMT-2000)은 현재의 IMT-

2000 System과 전혀 다른 새로운 System이 아니라 몇 가지 System이 서로 연동하면서, 

사용자가 주어진 환경하에서 최적의 Service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System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즉 기존의 IMT-2000 System과 이를 토대로 진화된 System이 높은 이동성을 가지고 중간 

정도의 Data 속도(10-100Mbps)를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을 담당하고, 새로운 이동통신 

Access(New Mobile Access)기술이 중간 혹은 높은 이동성을 가지고 고속의 Data 속도

(100Mbps이상)를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그리고 근거리 Data망(New Nomadic/Local 

Area Wireless Network)이 낮은 이동성을 가지지만 1Gbps에 이르는 고속의 Data 속도를 

제공하는 영역을 각각 담당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ITU에서 정의한 Beyond 3G System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

존의 IMT-2000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되 IMT-2000이 가지는 한계(Data속

도, 비용 등)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추가하고 이들 간에 Seamless한 연동이 

가능 하도록 한 System을 통칭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기존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IMT-2000 System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는 기존의 IMT-2000 보다 훨씬 진보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해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IMT-2000의 진화된 기술로는 WCDMA 진영의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와 HSUPA(High Speed Uplink Packet Access)가 있으며, CDMA2000 진영의 



CDMA20001x EV-DV와 CDMA20001x EV-DO Rel. A 등을 들 수 있다. New Nomadic/Local 

Area Wireless Network나 New Mobile Access 기술분야에서는 미국의 IEEE 802.11, 16, 20 

등에서 논의 되고 있는 기술들과 한국의 ETRI를 포함한 각국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개발

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WWRF(The Wireless World Research Forum), 일본의 

mITF(mobile ITForum), 중국의 FuTURE(Future Technologies for Universal Radio 

Environment) 그리고 한국의 NGMC(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Forum 등 각

국의 여러 기구들이 B3G와 관련된 서비스, 기술 그리고 요구규격 등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

동을 하고 있다. 

1 10 100 1000

Enhancem ent

D eno tes in te rconnection  betw een  system s via netw orks, w hich  allow s 
flex ible use in  any env ironm ent w ithou t m ak ing  users aw are  o f 
constituen t system s

N om adic/local area  access system s

D igital b roadcast system s

P eak  usefu l data ra te  (M bit/s)

D ashed  line  ind icates
that the exac t da ta
ra tes  associa ted  w ith
system s beyond  IM T -2000
are  not ye t de term ined

N ew  capabilities
of system s beyond
IM T -2000

S ystem s beyond IM T -2000  w ill encom pass
the  capabilities of p revious system s

M obility

H igh

L ow

N ew
m ob ile
access

N ew  n om ad ic/loca l
area  w ireless  access

E n h an ced
IM T -2000

IM T -2000

D ark  shad ing  ind icates  existing  capab ilities, m edium  shad ing indica tes  enhancem ents  to 
IM T -2000 , and  the  lighter shad ing ind icates  new  capabilities o f system s beyond  IM T -2000 .

T he degree of m obility  as used in  this Figu re is described  as fo llow s: low  m obility  covers 
pedestrian  speed, and  h igh  m obility  covers  h igh  speed on  highw ays or fast tra ins (60 km /h  to  
~250 km /h , o r m ore).  T em p 8/110 02

<그림1> IMT-2000 과 Systems Beyond IMT-2000의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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