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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5G 네트워크 대응 노력과 문제점
지난 12월 12일, 러시아의 4대 이동통신 사업

수를 할당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자인 로스텔레콤(Rostelecom)과 메가폰(Mega-

있다. 러시아 통신부 측은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Fon), 빔펠콤(Vimpelcom), 엠티에스(MTS) 등

있는 3.4~3.8GHz 대역을 할당하지 않으면 러시

이 러시아 내 5G 통신서비스를 위한 합작투자

아의 5G 개발은 지연이 불가피하고 선진국을 따

계획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 컨소시엄

라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 추

은 입찰 없이 새로운 통신표준에 대한 주파수를

파수로 제안된 4.4~4.99GHz 대역은 관련 장비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4대 사업자는 러

문제다. 러시아에서 그 장비가 나타나려면 5년은

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차세대 5G 네트워크를 구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축하고 700MHz, 3.4~3.8GHz, 4.4~4.99GHz 및

다른 한편, 러시아의 MTS, 스콜테크(Skolkovo

24.25~29.5GHz 범위의 주파수 스펙트럼 제거를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및 엘레멘트

위해 동일지분을 보유한 합작투자 계획을 체결했

(Element)는 5G용 개방형 아키텍처(Open RAN -

다. 참가한 4개 회사는 할당된 무선주파수 스펙

Radio Access Network)를 갖춘 장비를 공동으로

트럼을 동일 조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

개발하여 제조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사업자들

록 했다.

은 이를 통해 외국산 고가 솔루션을 배제할 수 있

그러나 갈 길은 멀다. 합작기업 설립뿐만 아니

을 것으로 기대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Skoltech

라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는 실험을 위한 연구 장소를 제공하고, Element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동의하고 회사 및 규제

는 테스트 영역 및 실험실을 위한 구성 요소 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 통신부는 4대 사업

반을 제공하며, MTS는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

자의 합작회사 설립을 지원하지만, 오랫동안 합

한 솔루션 및 표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

러시아는 아직 5G 네트워크를 위한 장비개발의

하고 있다.

명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운영자가

통신부는 이미 1년 전에 합작을 제안했었다. 또

언제 어떻게 Open RAN과 같은 솔루션을 구현할

다른 문제는 주파수 문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

지 불분명하다. 러시아에서 개방형 솔루션 사용

지로 러시아에서도 5G용으로 우선 고려되는 주

으로 전환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파수는 3.4~3.8GHz대다. 그러나 이 주파수는 러

있다.

시아 보안기관들이 차지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

자료 : Kommersant, TASS, Vedomosti, 2019.12.11, PaxEurasia.com.

은 러시아 5G 네트워크용으로 3.4~3.8GHz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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