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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네트워크 글로벌 현황분석을 통한 한국의 발전 전략

Korea's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5G Network 
Global Statu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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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통신의 역사가 5G 발전을 분기점으로 혁식적인 발전과정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2020년대에는 완전한 상

용화 및 일반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스마트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와 혁신적인 사물인터넷(Riot) 및 웨어러

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데이터 중심적 단말기들의 대중화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이 나타나면서 동시

에 미디어에 대한 수요를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은 5G 이동통신 시스템 발현의 필

요충분조건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5G 시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상호 협력체계와 경쟁관

계를 분석, 정리하고 한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어 : 5G, 4차 산업혁명,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Abstract 5G will bring revolutionary development in mobile communication, and it is anticipated to have 
complete commercialization including mass adoption rate by 2020s. High number of smart devices including IoT, 
wearable devices, etc., which have high amount of data usage, will involve even higher data traffics. In 
addition, media dependency and demand is rapidly rising. These environmental aspects will necessit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5G mobile communication system. In this paper, glob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 for 5G technology leadership will be analyzed and summarized. Through this, 
proper solution to maintain competency of Korea in future will b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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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이동통신서비스를선도하는한국은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쓰이는 4G, LTE 서비스를넘어 5세대

이동통신인 5G(Generation) 기술 발전 개발속도와

실용화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1] 이동

통신발전에대한광속도의역사는세계초유의기록

으로 도전할 만큼의 단기간에 급속하게 발전을

거듭해오고있다. 1984년아날로그이동통신상용화로

시작된 1G 이동통신은 10년 주기로 진화하여 1990

년대 2G, 2000년대 3G, 2010년대의 4G를 거쳐

2020년대에 5세대이동통신이상용화될것으로예측

된다. 한국은평창동계올림픽이개최되는 2018년도를

실용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계 이동통신의 선구자

로서세계최초의상용화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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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G 발전과 상용화

Table 1. 5G development and domestic commercialization

구분 핵심서비스 국내 상용화

1세대 음성 1988년

2세대 SMS(단문메시지) 1996년

3세대 데이터 + 영상통화, USIM 2006년

4세대
초고속 영상

+ 네트워크 게임
2011년

5세대
실감미디어

+ 지능형 서비스
2020년이후

스마트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와 사물인터넷

(Riot)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데이터 중

심적단말기들에대한대중화를기반으로하는데이터

트래픽의 폭증(2020년 35ZBB 예상, 10년 내 M2M

단말 보급률 500배 증가 및 단말만 트래픽 20~120

배증가등)으로인하여초고속/대용량/고품질미디어에

대한 수요를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초고속,

광대역 전송 속도를 실현할 수 있는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현의 필요충분조건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2] 현재까지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가입자

중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핸드폰

이외에도 웨어러블, 감지기 등 여러 가지 유형의

Riot(Internet offerings) 디바이스들을이용한다양한

서비스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홀로그램과 같은

고용량데이터가필요한서비스, 미러링과같이데이터양은

작지만 디바이스 수가많은 Riot 서비스를 유연하게

처리할수있도록충분한분석과준비가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5G 시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국제

협력체계와 경쟁관계를 분석, 정리하고한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5G 기술적 방안을 제안한다.

II. 5G 네트워크 동향과 분석

2.1 5G 이동통신 동향

“MWC 2017”에서 시장의 관심은 스마트폰에서

5G로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MWC는 모바

일과 이동통신 중심의 이벤트였으나 5G를 융합한

자율 주행차, VR 등의 첨단기술에 주목을 받았다.

5G는 4G-LTE 이후의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LTE에

비해다운로드속도가 20배 이상빠르고 지연속도는

1/50에불과해실시간대용량데이터전송과피드백이

요구되는 IoT(사물인터넷), 커넥티드카(정보통신

융합 자동차),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드론

등 첨단산업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로 평가되며 4차

산업 혁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5G 통신 보급이

필연적이다. MWC 이후 글로벌 통신업종 주가가

강세를 보인 이유도 메이저 통신사들이 5G 도입을

서두를것이라는기대감이확산됐기때문이다. 5G의

상용화시점은 2020년으로예상됐으나 좀더앞당겨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글로벌 5G

시장 규모가 2020년 378억 달러에서 2026년 1.6조

달러까지연평균 86%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G는 ICT와 융합되어 사업범위도 매우 방대해지며

트래픽사용량도 10배 이상급증할전망이다. 2035년

5G 연계산업의 총 부가가치는 3.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9,840억 달러로 미국을

넘어 글로벌 최대 5G 서비스 시장이 될 전망이다.

2.2 5G 네트워크 운영 방향

2.2.1에너지 효율 극대화

한국은 세계 10위의 탄소 배출 국가이면서 국내

온난화가급격하게진행되고있기때문에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하는 입장에

있다. 2020년에전체 ICT산업에서소비하는에너지의

25%를 통신네트워크가 차지하며, 이중 50%가 이동

통신에서차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 시스템

용량증대에따라이러한비중치가예상보다더높아질

수도있다. 따라서 5G 이동통신에서는이러한에너지

소모를절감하기위한시스템동작과저에너지지향적

네트워킹기술을 통한효율적인인프라 구성, 초소형

및초저전력단말기술을통해현재대비1,000배이상의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2.2 신규 서비스 창출 기반 구축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되는 신지식통신 서비스 창

출이가능한유연하고확장성이용이한혁신적인네트

워크 인프라구조구축, 사물간 통신, SNS 등의 발전

으로모든디바이스간의연결이그물망형태로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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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된다. 따라서기존의계층화된동적셀룰러네트워

크구조를넘어, 국부형과평면형등의형태를이루는

가상 셀룰러 구조로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러

한혁신적인프라기술로 1000배 이상의 디바이스폭

증, 용량 증대와에너지효율성을구현함으로써새로

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2.2.3 보편적 복지 인프라

국민모두가보편적인평등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

있는5G복지인프라가필요하며, 가치창출정보에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공평한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혁신적

네트워크인프라구조를통한비용절감및정보소외

계층해소를향한 저렴한비용의복지인프라구축도

동반한다. 접근과관리가용이하여재난이나위험상황

으로부터국민을보호할수있는이동통신안심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3]

III. 5G 네트워크 글로벌 현황

3.1 미국의 5G 기술 전략

민간과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인 미국은

FEC(연방통신위원회)가 5G의 도입을 위한 주파수밴

드의제안을추진하고 24GHz이상대역을모바일광대

역및차세대이동통신용으로활용하기위한규정제정

을발표했고 5G 관련기업들인퀄컴이나인텔과같은

반도체 대기업, 에릭슨, 노키아등의기반기업과주요

무선사업자들은다양한기술혁신과필드테스트를발표

하면서 5G기술의발전속도에박차를가하고있다.[4]

2016년 FEC는 24㎓대역 이상의교대역주파수 11㎓

폭을신규무선광대역용으로공급하는정책을채택하고

해당내용으로R&O(Report and Order) 및FNPRM(추가

규정제정안 : Fu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를 발표하였다.[5]

표 2. FNPRM 주요 내용

Table 2. Key comments for FNPRM

구분 내용

고정 및

이동

사용

허가

24 대역(24.25~24.45/24.75~25.25), 32

대역(31.8~33), 42대역(42~42.5), 47

대역(47.2~50.2), 50 대역(50.4~52.6),

70/80대역(71~76, 81~86), 95 이상대역의견수렴

공유

프레임

워크

추가

개발

금번 R&O에서 채택된 37376 대역 공유

프레임워크(연방 정부 및 비연방 사업자간공유)

추가개발에관한의견수렴

37.6~38.6 대역 연방 사용자 공유에 관해서도

의견 수렴 실시

IOT

관련

성능요건

확립

M2M통신, 의료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가정

및 사무실 자동화와 같은 IOT와 관련된

성능요건 확립을 위한 의견수렵

주파수

보유

실시

28/37/39 대역 및 새로 추가될 대역에 관한

주파수 보유정책 (주파수 총량의 1/3 초과할당

불가) 실시관련의견수렴

37.5~40

QK 위성

사용

사용자 단말기 송신을 위한 37.5~40QK 대역

위성용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디지털국

성능요건

검토

상위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의 유연한 사용과

관련된 디지털국 성능요건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 실시

3.2 일본의 5G 기술 전략

     일본총무성의 5G로드맵에기반하여 2020년도

쿄올림픽을 ‘5G 올림픽’으로만들겠다는목표하에산

(産)ㆍ학(學)ㆍ관(官)이유기적인관계를구축해전략을

추진하고있다. 일본 1위이동통신사업자인NTT도코모

는총무성의기조에발맞추어2020년상용화를위해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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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을검토하고 5G White Paper를 발간하는 등

5G사업추진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NTT도코

모는5G워크숍을개최하여5G의기술적정의와표준화

를위한요소사양에대해정리한후, 고주파수대에서의

5G채널모델을검토할계획이다. 2016년 3월부터본격

적으로 5G기초기술을검토하여 2019년6월 ITU에초기

5G 기술사양을제출하고 2020년 10월에는최종적으로

5G 사양을확정짓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6] 일본의

동계올림픽기반상용화전략과한국의동계올림픽기반

상용화전략은 5G 일반화의발전적경쟁요소로효율적

으로작용할것이다.

표 3. 일본의 5G 전략

Table 3. 5G strategy in Japan

3.3 중국의 5G 기술 전략

중국은5G기술표준을선점하여미래첨단산업에서의

우위를확보하는계획을추진중이다.

표 4. 2035년 국가별 5G 연계 산업 예상 규모

Table 4. Estimated size of 5G-linked industry by country in 2035

2016년부터3대통신사와산업계, 연구기관,학계가연합해

5GTF(태스크포스)팀을구성했고, 2020년상용화를목표로

기술개발에착수했다. 현재자체적으로 5G핵심기술의

1단계테스트를완료한상태이며, 북경에세계최대 5G

테스트망도건설하였다. 로컬통신업체들의5G기술력은

“MWC 2017”에서충분히입증되었으며화웨이는 5G와

결합한커넥티드카와드론을선보였고, ZTE는 5G 통신

솔루션을차이나모바일은5G네트워크로제어하는산업용

로봇을공개하며시장의이목을집중시켰다. 정부도 5G

산업을적극지원하고있다.공신부는2016년10월<차세대

정보기술산업계획(2016~2020년)>을발표해중장기5G

산업 발전 가이던스를 제시하였으며 양회에서는 5G를

차세대신흥산업으로지정했다. 단계적으로는2018년까지

핵심기술개발및테스트완료, 2019년네트워크인프라

구축, 2020년상용화완료의계획이며5,000억위안(85조원)

의대규모투자자금을집행할예정이다. 중국이5G에집중

하는 이유는 글로벌 통신업의 패권과 함께 “제조업

2025”, “인터넷플러스” 등정부가추진하는중장기국가

전략산업과연계되며ICT(정보통신기술)와VR, 드론, 자율

주행차등첨단산업에대한투자와상용화의기본인프라

이기때문이다.[7]

IⅤ. 한국의 5G 현황 및 활동

 2016년 3분기한국이동통신3사의평균LTE가입률은

82.9%로LTE성장이정체됨에따라신규서비스개발과

5G로의 전환을 강력하게추진하고 있다. KT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주관통신사로평창올림픽에맞춰 5G

시범서비스를선보이면서2019년에모바일5G를상용화

할계획이다. 2017년5G FWA망을상용화할계획인미국

버라이즌과5GRAT공동규격을작성하였고, 5G표준화

를 위한 다양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KT의

강력한경쟁사인SK텔레콤은 5G브랜드 'Quantum'과

첫Quantum solution 으로 'Connected Car'시연을선보

이는등5G기술개발을선도하고있다. 올하반기5G시범

서비스를추진하고 2020년 5G 서비스를상용화할계획

이다. LGU+역시2020년5G서비스를상용화할계획이다.

2018년5G시범서비스는5G글로벌표준이완성되기에

앞서pre-5G규격을기반으로선보이게된다. Pre-5G규격을

기반으로5G시스템을개발하므로, KT는이규격이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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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긴밀한협력관계를추진하고있다.

표 5. 2016년 한국의 모바일 연결 수

Table 5. Number of mobile connections in korea 2016

 최종적으로KT의5G추진전략을정리하면평창5G기술이

글로벌 5G 상용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2016년에

글로벌벤더가참여하는5G공통규격 (KT 5G-SIG규격)

제정, 2018년KT 5G-SIG규격으로2018년평창올림픽

에서 상용수준의 5G 시범 서비스, 2017, 2019년 KT

5G-SIG 규격을 3GPP 5G 표준화 적극 반영, 2019년

3GPP 5GNR표준을반영하여5G시범망을상용망으로

업그레이드하여2019년에세계최초로5G를상용화하는

것이다.[8]

 

Ⅴ. 5G 비즈니스 모델 연구

5.1 5G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제안

 5.1.1 VR과 5G 융합을 통한 Wide Display 효과

   VR(가상현실)과 5G를접목하여대형의넓은화면이

없더라도5G를이용하여필요한정보혹은영화를다운

받아바로볼수있도록한다. 이동중이거나좁은공간으

로인한대형화면사용불가시에도언제어디서나빠른

속도로정보를내려받아사용할수있다. 프레젠테이션

을대형화면이아닌각자의 VR(가상현실)기기만사용

하여도빠른속도로양뱡향으로정보를전달할수있어

더욱효과적이다.

5.1.2. 장애인용 생방송 실시간 자막 처리

  청각장애인을대상으로5G, 인공지능과빅데이터를접

목하여생방송화면에수화뿐만아니라자막을사람에의

한수동적입력이아닌 5G를이용하여빅데이터중적합

한정보를선택하여실시간으로화면에보여주는기능이

다. 시각장애인을위해인공지능을기반으로생방송화

면을빠르게인식하여기기에입력된음성으로전환하여읽

어준다.

5.1.3. 빅 데이터와 AI기반 의료기술

 다양한자료를받아들이고축적하여효율적방법론으로

정확한자료를사용할수있는 AI는빅데이터를보다

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의료행위의기술을최소한의

가능한오차범주내에서실행할수있다. 5G의초실시간

처리서비스와최대전송속도를기반으로정보가전송되는

동시에실시간처리를수행하고해당정보를지속적으로

저장하여자율적으로단시간에대량정보를송수신할수

있다.

5.1.4. 농작물 실시간 확인과 드론 농사법

  5G통신과연결된로봇, 드론, 대규모사물인터넷응용

프로그램들을이용하여인류의가장오랜산업인농업을

변화시킨다. 신뢰성,가용성이탁월한5G네트워크에연결된

드론으로상공에서도농장을관리할수있으며곡물수확의

효율성을높일수있고비료살포시기를표준화할수있다.

배터리지속시간이길고통신커버리지가넓은5G기기를

사용하여농부들은토지의상태,강수등의정보를모니터링

할수있고작물을수확할때는클라우드시스템기반,분석을

통하여장비와기기를자동으로조절하고, 예측불가능한

날씨나환경적상황에미리대비할수있다.

5.1.5. 5G 융합 미래형 스포츠 발전

  4차산업혁명과동반하여가상현실(VR), 인공지능등과

관련된미래형스포츠가발전할것으로판단한다. 가상현

실세계에서혹은인공지능과대련하는미래스포츠가정

식으로발전됨에따라제3의가상세계를위한방대한양의

데이터를충족하기위하여5G산업이더한층발전할것

으로예측된다. 따라서통신3사(SK, KT, LG)가협업하여

5G에대한국제기술표준화를협업하고 ‘코리아ICT국제

표준화’를발표함으로써한국이전세계의5G이동통신기

술을선도할수있다.



Korea's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5G Network Global Status Analysis

- 48 -

Ⅴ. 결 론

실감형데이터서비스, 초실시간서비스, 증강현실서비스,

초연결통신서비스등을인프라로하여초고용량영상콘텐

츠와홀로그램서비스등이5G네트워크를기반으로급속

하게일반화되고발전될것으로예상된다. 본논문에서는

제4차산업혁명의인프라중심인5G에대하여세계와한국

의동향을분석하고한국형비즈니스모델을제안하였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 IHS가발표한 '5G경제: 5G기술의

세계경제기여'보고서에따르면2035년5G는12조3000억

달러(약1경3000조원)의경제효과를창출할것으로예상하

고있다.각나라마다다양한방식으로변화를준비하고있는

가운데한국이5G를통하여세계시장에서선도국가로발돋움

하기위해서는2018년평창올림픽을기반으로국내기업들

이준비하고있는다양한기술들을적용하고실행하여선도적

위치를선점하면서 5G의표준규격의제안자가되어세계

시장을주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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