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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5G의 이해 
5G가 주목받는 것은 이전 세대보다 빠른 전송속도 때문만이 아니다. 모바일 광대역, 대량의 연결성, 초저 지연시간으로 대변되는 

5G는 같은 인프라 아래 다른 통신, 플랫폼, 미디어, 솔루션 등을 함께 서비스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 커넥티드카 등이 요구하

는 네트워크 사양을 충족한다. 또한 5G는 IT와 각 산업군과의 융합을 통해 단순한 통신 기술의 진화가 아닌 산업의 진화, 즉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더 이상 세대 구분이 없을, 마지막 이동통신 기술인 5G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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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멀티미디어, 소셜네트워크 등의 수요로 인해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

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IoT)은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해 

전송속도를 비롯해 다양한 요구 사항을 주문하고 있다. 

시스코 VNI 모바일 트래픽 예상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모바일 사용자 수

는 그해 전세계 인구 수로 예상되는 78억 명의 약 71%에 달하는 55억 명이다. 

이 보고서는 2016년 49억 명의 사용자 수에서 연평균 성장율이 2.7%라고 밝히

면서 스마트폰에 의한 모바일 동영상과 사물인터넷 연결 등으로 향후 5년간 모

바일 트래픽이 7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에릭슨 모빌리티 리포트(Ericsson 

Mobility Report)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2년까지 현재 

수준의 8배로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할 것이다.

5G(generation)라 부르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UN 산하의 ITU-R(Radio- 

communition Sector)에서 최종적으로 2020년 승인할 IMT-2020 국제 표준

을 지칭한다. 5G가 주목받는 것은 이전 세대보다 빠른 전송속도가 아니다. 4G

부터 코어 망의 통합으로 다른 무선 기술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5G는 

가상화 기술 등을 통해 같은 인프라 아래 다른 통신, 플랫폼, 미디어, 솔루션 등

이 함께 서비스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5G는 IT와 각 산업군과의 융합을 통해 단순한 통신 기술의 진화가 아닌 

산업의 진화, 즉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5G가 나아가는 방향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강화된 모바일 광대역, 광범위

한 연결성, 초저 대기시간 및 초저 전력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5G의 이해 

이대영 기자 | ITWorld

출처 : ITU 

그림 1│모바일과 IoT가 주도하는 트래픽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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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5G 시대에 대한 장미빛 전망 보고서는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 가운데 미디

어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은 2017년 1월 영국의 IHS가 발표한 <5G 이동통

신기술,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5G가 향후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총생산, 일자리 창

출, 부가가치 생산 측면으로 분석해 놓은 것으로, 5G의 2035년 경제적 효과는 

12조 3,000억 달러(약 1경 3,913조 원) 규모이며 2,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자 주요 인프라가 

되어 전 산업군에 걸쳐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오범은 5G 서비스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이른 2019년에 시작

되어 2021년 말에는 45개국 120개 이상의 통신업체가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에는 5G 가입자가 4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5G 시대가 도래하는 2020년 대가 되면 스마트폰은 대표적인 개인용 기기의 

지위는 유지하겠지만, 스마트워치, 목걸이, 반지, 안경, 옷, 모자, 신발 등과 같

은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인터넷 시대에 따른 각종 센서와 네트워크 연결 기기

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상호간 연결성이나 성능,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

은 더욱 커진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발전을 거듭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으로 분야를 확장한다. 

특히 5G는 커넥티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과 홈네트워크 

출처 : ETRI graphic, from ITU-R IMT 2020 requirements

출처 : IHS 2017.01 

그림 2│5G의 특징 

표 1│2035년 5G 가치사슬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 전망      (단위 : 만 개)

국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영국 기타 전세계

일자리 
수

950 340 210 120 96.3 39.6 60.5 36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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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가전 제품, 산업 및 의료 기기 등 인간의 건강, 안전, 생활의 모든 분야

에서 핵심적인 인프라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5G는 각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

해 수많은 프로세스가 자동화될 전망이다. 수백억 개에 달하는 센서와 수십 억

대의 스마트 기기가 내장된 통신 기능과 통합 센서를 사용해 해당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IH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은 단연 제조업종이다. 전체 5G 

효과 규모 중 28%를 차지했으며, 정보통신, 유통, 공공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NGNM 연합의 5G 사용사례 

현실적으로나 마케팅 관점에서 볼 때, 4G와 5G의 경계는 아주 모호하다. 5G 

정의에 대해 2017년 2월 ITU-R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2015년 3월 NGNM 연합이 발표한 백서가 가장 완벽한 비전과 실체적인 정의를 

담고 있었다. 이 백서는 5G에 대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5G는 완벽한 모바일 및 연결된 사회를 가능케 하는 엔드 투 엔드 생태계다. 

기존 및 새로운 사용사례를 통해 고객과 파트너에 대한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하고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케 한다.” 

출처 : HIS. 2017

그림 3│5G의 산업별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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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M 연합은 2014년 20개 주요 국제 통신업체 CTO들이 모여 5G에 대한 

엔드 투 엔드 요구사항을 정리했으며,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100개 이상의 팀이 

2020년 이후의 5G 표준화와 후속 가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운영자 요구사

항과 기술과 아키텍처, 주파수 등에 대한 정의를 개발했다. 쉽게 말하면 2020년 

이후에 필요한 네트워크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NGNM 연합(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s Alliance)은 8개 분야, 25

개의 사용 사례를 개발, 소개하면서 각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으

로 5G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업에서의 5G 

5G 기술이 기업에 미칠 영향은 너무나 크다. 우선 개인용과 기업용 기기의 경

계가 흐려지고, 이동성 강화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대대적으로 확산될 것이

다. 5G를 이용하는 기업은 물리적 사무실 위치의 제약을 훨씬 덜 받는다. 강화

된 업무 통신, 새로운 서비스, IoT를 통해 직원 및 고객 참여도를 개선시키는 서

비스 제공 기능이 대폭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 강화된 업무 통신

국내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광대역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지만, 전세계적으

밀집 지역의 광대역 접속

•퍼베이시브 비디오

•스마트 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 경기장/ 대형 행사에서 HD 비디오/ 

사진 공유

어디서나 광대역 액세스

• 어디에서나 최소 50Mbps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 속도 

• 초저가 네트워크

높은 사용자 이동성

• 고속 철도

• 원격 컴퓨팅

• 이동 핫스폿

• 3D 연결성: 항공서비스

극도의 실시간 통신

• 촉각적 인터넷

대규모 사물인터넷 

• 스마트 웨어러블(옷)

• 센서 네트워크

• 모바일 비디오 감시

응급 통신 

• 자연 재해

매우 안정적, 초저 지연시간 통신 

• 자동화된 교통 통제 및 운전

• 협업 로봇: 로봇을 위한 제어 네트워크 

• 이헬스

• 원격 객체 조작: 원격 수술 

• 3D 연결성: 드론

• 공공 안전

방송형 서비스 

• 뉴스 및 정보 

• 지역 방송 서비스 

• 지역별 방송 서비스 

• 전국 방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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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광대역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고정형 무선접속

(Fixed Wireless Access, FWA)을 이용한다면 기업은 제대로 서비스받지 못하

는 지역에서도 광대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FWA를 통해 기업은 영업 활동 

개선, 고객 통신 강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자동화 등이 가능해진다.  

- 업계별 맞춤식 연결

5G 네트워크에서 기존 서비스는 당연히 향상되며 신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

스 기능 또한 추가되어 모든 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다. 

고해상도 동영상에서부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과 같은 차세대 콘텐

츠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집약적 애플리케이션 처리가 훨씬 더 원활해져 기업에

서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때 지연이나 연결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실질적으로 5G를 이용한 AR은 기업과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건축가와 공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평평한 2

차원 도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휴대용 기기를 이용해 3D 모델을 직접 작업 

공간에 투사함으로써 계속 변화하는 프로젝트 문제를 역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

게 된다. 5G 네트워크를 통해 AR/VR 애플리케이션의 광범위한 장점이 보건, 

소매, 교육, 공공 안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활용된다.

또한, 네트워크 지연율이 대폭 줄어들면 원격 애플리케이션과 프로세스가 향

상됨으로써 공공 안전과 산업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 고위험군 직업인 건설, 

첨단 제조, 경찰 등에서는 지연율이 낮아지면 원격 작업 인터페이스의 반응성

이 향상되는 한편, 직원들과 시민들에 대한 상해 위험이 최소화된다. 제조업체 

직원은 로봇을 원격 조종해 위험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대신 작업을 할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중기 운전기사는 근처의 보행자들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다. 경찰관은 소형 드론을 조종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소를 조사

하거나 무장한 용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 IoT의 잠재력

또한, 기업 네트워크는 단순히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을 지원하는 데 그치

지 않고 센서, 기기, 전구, 실내온도 조절장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각종 웨어러

블 등도 사용할 수 있다. 도시 안에서는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 전기/수도 등의 

계량기, 주차 요금 징수기, 가로등, 소화전이 처리될 날이 머지 않았다. 5G 네

트워크는 이런 기기 전체를 관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1km² 당 최대 100만 대

의 기기에 통신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기술이 개선되면서 5G

의 에너지 효율이 현재 네트워크 표준보다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기의 배터리 

지속 시간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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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5G 기술 사양 초안 발표

5G 표준은 ITU와 3GPP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G에서 3G까지는 

ITU가 공식적으로 정의한 바 있지만, 4G부터는 공식화된 적이 없다. 심지어 

무엇을 4G로 할 것인가를 두고 법률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LTE와 LTE-어드밴스드

(Advanced)가 4G의 적절한 최소 기능을 정의해 일반적인 합의에 다다랐을 뿐

이다. 이런 상황은 5G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23일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IMT-

2020을 위한 5G 기술의 핵심 성능 요구 사항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발표한 

새로운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초안이긴 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 작업을 거쳐 2017년 11월에 승인, 최종 마무리되면 5G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이 초안에서 다룬 주요 기술의 성능 요

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5G 단일 셀의 총 다운로드 용량은 최소 20Gbps여야 한다 

와이파이나 이동통신에서의 주요 발전 사항은 처리 속도의 숫자로 파악할 수 

있다. 5G에서 가장 이상적인 다운로드 수치는 실제로 1Gbps이며, 일부에서는 

최대 10Gbps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와이파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셀과 시스템의 전반적인 용량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초고속(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초연결(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실시간(URLLC):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저지연, Mission Critical) 

출처 : TTA

표 2│5G 기술 성능 요구사항

기술성능 요구사항 목표값 평가방법

최대 전송 속도  기지국 20Gbps, 단말기 10Gbps 분석

최대 주파수 효율 기지국 30bps/Hz, 단말기 15bps/Hz 분석

사용자 체감전송 속도 기지국 100Mbps, 단말기 50Mbps
단일 대역은 분석, 
복수 대역은 실험

셀 경계 사용자 주파수 효율 4G 대비 3배 증가 실험

평균 주파수 효율 4G 대비 3배 증가 실험

면적당 트래픽 용량 기지국 10Mbps/s/m2 분석

지연시간
사용자 측면 초고속 통신 4ms, 실시간 통신 1ms

분석
제어 측면 초고속/실시간 통신 20ms(단, 10ms도 고려) 

연결밀도 초연결 통신 100만 기기/㎢ 실험

에너지 효율 점검중으로 별도 기준 없음 조사

신뢰성 1-10-5, 패킷 사이즈 32bytes(단, 100byte도 고려) 실험

이동성 4G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 실험

이동성 단절 시간 0ms 분석

대역폭 최소 100MHz, 최대 1GHz(고주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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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는 5G의 모바일 셀 당 최소 20Gbps 다운링크와 10Gbps 업링크를 요구

한다. 현재 LTE 셀의 최대 데이터 속도는 약 1Gbps이다. 20Gbps 수치는 단일 

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총 트래픽 양이다. 이론적으로 유무선 광대역 사용자가 

혼자 연결된 경우에는 이 속도에 가까운 속도를 얻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

당 셀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나눠 가진다. 

- 사용자당 실제 데이터 전송률, 다운로드/업로드 100Mbps, 50Mbps 

수많은 연결 기기들이 산재되어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은 한 사용자당, 혹은 기기당 제공받을 수 있는 최저 속도다. 이에 5G에서 요구

하는 사용자 당 실제 데이터 전송률은 100Mbps 다운로드 속도와 50Mbps 업로

드 속도다. 향후 5년간 300Mbps까지의 최대 속도가 실현될 것이며, 일부 지역

에서는 더 높은 처리 속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LTE-어드밴스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속도에 가깝지만, 5G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항

상 적어도 100Mbps의 속도를 요구한다.

- 1km2 당 최대 100만 개의 연결 기기 지원 

5G 표준은 1km2 당 최대 100만 개의 연결 기기를 지원해야 하며, 이 표준을 

통해 통신업체는 가능한 경우 1GHz까지 지원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

파수 대역을 최소 100MHz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밀집된 도시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통 신호등, 주차공간, 차량 등 사물인터넷을 위한 것이다.  

- 극적으로 줄어든 지연시간

5G에서 처리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각 패킷의 RTT(Round-Trip 

Time, 왕복 시간) 감소일 것이다. 지연시간을 줄이는 것은 5G 구현에 있어 음

성, 동영상 통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전체 처리 용량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도 역시 중요하다. 이번 초안에서는 5G는 사용자에게 LTE 셀의 약 20ms 걸

리던 대기시간을 최대 4ms로 단축해서 제공해야 한다. 5G 사양은 또한 매우 

안정적인 저대기시간 통신(Ultra-reliable, Low-Latency Communication, 

URLLC)을 위해 단지 1ms의 대기 시간을 필요로 한다. 패킷은 거의 항상 1ms 

내에 셀에 도달해야 하며, 5G 셀 사이를 이동할 때에는 지연 시간은 0ms이어야 

한다. 즉, 드롭아웃없이 즉각적이어야 한다. 

- 시속 500km까지 지원하는 고속 이동성

ITU는 LTE 및 LTE-어드밴스드와 마찬가지로 시속 500km에 이르는 고속 

차량에도 접속할 수 있는 기지국을 요구한다. 이는 모든 유형의 교통 수단에 탑

승한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4G에서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

지만 이 사양은 물리적 위치가 다름에 따라 셀 설정이 달라야 하는 지에 대해 다

루는 것이다. 실내나 밀집 도시 지역에서는 고속 차량에서의 접속에 대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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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없지만 농촌 지역은 보행자, 차량, 그리고 고속 철도 등 다양한 이동

성을 가진 사용자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 비행과 같은 규제와 상황에 따

라 제약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 에너지 효율성 

5G는 부하시 에너지 효율이 좋은 무선 인터페이스를 요구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전력 모드로 신속하게 떨어져야 한다. 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유휴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인 제어영역 지연시간

(Control plane latency)이 최소 20ms이어야 하며, 10ms 이내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외에도 주파수 가용성, 효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 등의 기술적인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이런 상세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ITU의 초안 

제목이 “IMT-2020 무선 인터페이스의 기술적인 성능에 관련된 최소한의 요구

사항”으로, 5G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5G 사양

IMT-2020은 일반적으로 4G로 알려진 IMT 어드밴스드의 후속 버전이며, 

3G의 경우는 IMT-2000으로 명명됐다. 2020이란 숫자는 ITU가 IMT-2020, 

즉 5G 사양이 2020년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ITU는 표준화 자

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밖에 요구 사항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상되

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주파수 대역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어느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될지는 각 정부 규

제 영역으로, 나라별로 다르다. 전세계적으로 30GHz 이상의 밀리미터파 대역

일 것이므로, 60GHz의 대역과 최대 70~80GHz 또는 더 높은 주파수도 포함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주파수 대역의 허가, 그리고 비면허 주파수 대역 모두를 전세계 많은 지역

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밀리미터파 주파수 대역은 더 작고 덜 두드러지는 안테나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 스몰 셀이 적합하며, 고유의 신호 지향성은 주파수 

효율을 배가시킨다. 밀리미터파의 주요 단점은 전통적인 대규모 셀에 적합하지 

않고, 건물과 같은 객체 투과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지만, 주파수 재사용 측면에

서는 이런 점들이 역으로 장점이 될 수 있다. 5G가 필요로 하는 처리속도와 용

량을 고려하면,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 현재의 주파수 대역 할당으로

는 더 작은 블록의 주파수 대역을 결합하는 기능을 갖더라도 충분하지 않을 것

이 거의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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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와 운영지원시스템에서의 발전 사항

통신업체들은 늘 간접 비용과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가용성, 서비스 가능성(Serviceability), 복원력, 일관성, 분석 기능, 그

리고 운영 효율성의 개선이 필요한 시스템 관리와 OSS(Operational Support 

Systems, 운영 지원 시스템) 모두에 대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개선된 보안 

보안은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IT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암호화, 인

증,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 최소한 소수의 통신업체들이 

제공하고, 많은 조직에서 현재 사용하는 IDM(Identity Management) 솔루션

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IDM 공급업체들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 새로운 보완 기술 

5G에서는 매시브(Massive)라 설명되는, 예를 들어 16~64개의 스트림, 더욱 

강력한 모듈화와 채널 코딩(Coding: 부호화), 효율적인 전력 활용, 그리고 관련 

개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차(Higher-Order) MIMO 기술들을 보게 될 것이

다. 스몰 셀들이 많이 들어설 것이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대형 셀 타워의 수

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5G에서는 단순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신 기술로 업데이트하는 것만

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나 협업로봇이 요구하는 전송시간을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SDN(Software Defined Networks)과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가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동시에 향상된 속도와 낮은 

대기시간, 유연성과 높은 효율성을 제공한다. 이 기술이 5G에서 적용되어 많은 

인프라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내에서 구현될 전망이다. 

5G는 칩이나 제조 기술에서 커다란 발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비용뿐 아

니라 기술적 분석과 타당성 분석 모두에 대해 여전히 할 일이 많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아직 보이지 않으며 전반적인 기술 위험 수준은 낮다. 다만, 예상한 것보

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복잡한 속성 때

문에, 어쩌면 가장 커다란 난제는 개발 일정이 될지도 모른다.

- 보편적인 애플리케이션 지원 

유선 대체로서의 5G는 방송 품질의 동영상 배포로부터 원격 검침, 체내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AR과 VR, 그리고 고급 인터랙션과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모

든 종류의 트래픽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지원해야 한다. 단지 스트리밍 

영화나 게임만이 아니다. 이 목록에는 이동 셀과 동적 무선 메싱(Meshing)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가진 재배치 가능한 인프라를 포함해, 커넥티드 카와 무인 자

동차, 원격 주행 차량과 드론, 공공 안전, 건물과 도시 자동화/감시/제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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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난 구조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로보틱스와 제한적인 데이터 처리속도, 매

우 가변적인 지연시간을 감내하는 IoT 기기들이 있다. 향후 10년간 수백억 개의 

5G 기기들이 배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문제의 규모는 명확하다.

3GPP, 5G 표준 개발 주도 

현재 3GPP가 5G 사양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까지 ITU에 제출할 

예정이다. 3GPP는 1998년 12월, 한국, 유럽, 일본, 미국, 중국의 표준화 기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이동통신 표준화 추진을 위해 설립되어, WCDMA, HSPA, 

LTE, LTE-어드밴스드 등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동통신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현재는 TTA(한국), ETSI(유럽), ATIS(미국), ARIB/TTC(일본), CCSA(

중국), TSDSI(인도) 등 총 7개 표준화 기관과 소속 이동통신업체, 제조업체 등 

약 500여 업체가 참여해 5G 기술 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3GPP는 3G 이래로 이동통신 기

술을 정의하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올-IP 코어, LTE, LTE-어드

밴스드 등을 포함해 핵심 기술의 발전 사항들을 주도해오고 있다.

3GPP의 타임라인을 보면, 릴리즈 14에서 5G 연구 항목에 대한 기술 보고서

를 작성하고, 릴리즈 15와 릴리즈 16에서 본격적으로 5G 기술 규격을 개발한다. 

2017년 6월, 릴리즈 14가 완료되고 릴리즈 15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제 본격

적으로 5G 표준화, 시스템 개발, 상용화를 놓고 글로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3GPP 측은 2019년 말에 릴리즈 16을 완료하면 ITU의 IMT-2020 요

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 묘하게도 ITU-R의 IMT-2020 프로

그램 또한 2020년까지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3GPP

그림 4│ITU-R과 3GPP의 5G 타임라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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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경쟁 열세에 놓인 IEEE, 5G에서 역전 시도 

통신업체로 구성된 EST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와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NGNM 연합(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s Alliance) 등도 설립 목적에 

따라 5G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인 IEEE는 지난 4G 표준 전쟁에서 IEEE 802.16e 

와이맥스(WiMAX)가 진화한 IEEE 802.16m를 제시해 IMT-어드밴스드 기술

(4G)의 하나로 채택됐지만, LTE(3.9G)에서 발전한 LTE-어드밴스드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준 바 있다. IEEE는 5G가 단순한 차세대 무선 기술이 아닌 혁신적

인 기술로 판단하고 데이터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초저 지연시간을 생성하며 

더 많은 장치 연결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요소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

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 상호 운용성 보장 표준 정의

- 인프라 구축

- 다양한 기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치의 상당한 증가 지원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요구 사항

- 비용 고려 사항

- 안정성 및 보안 요구 사항

- 에너지 효율 기대치 

IEEE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2월 IEEE 5G 이니셔티브를 설

립했다. IEEE 표준 협회(IEEE Standards Association)와 16개의 IEEE 커뮤

니티가 참여하는 IEEE 5G 이니셔티브는 5G로 가는 최상의 길을 찾는 로드맵을 

개발하고 혁신과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밀리미터 파, 

모바일 에지 클라우드 및 보안과 같은 영역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EEE는 802.1X와 같은 기존 무선 기술의 발전을 통한 전송속도의 진화뿐만 

아니라 저간에 필요한 기반 기술 또한 개발하고 있다. IEEE 워킹 그룹이 개발중

인 5G 관련 표준 프로젝트는 IEEE P802.1CF, IEEE P1903.1, IEEE P1914.1, 

IEEE P1918.1 등으로 이기종 네트워크/장비 연결, 콘텐츠 상호운용성, 전송서

비스 품질 제어, 대역폭 효율성과 보안, 촉각적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 

성공한 5G, 남아있는 과제들 

5G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통신 기

능과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구현된 새로운 통신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5G의 시장 성공은 거의 확실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아마도 가장 중

요한 문제는 5G 서비스가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주파수 대역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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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시스템과 공존하기 위해 회수되거

나 할당될 수 있는 이미 할당된 주파수 비율 역시 미해결 문제다. 또다른 잠재

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백홀(Backhaul): 통신업체 네트워크의 나머지 부분과 인터넷 자체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셀 간 상호접속 용량은 병목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용량에 비례해야만 한다. 그래서, 백홀 용량의 커다란 증가는 예정되어 있으며, 

밀리미터파 대역이 이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공존과 발전: 3G, 4G, 그리고 5G는 한동안 공존할 것인데, 이는 통신업체 망

과 최종 사용자 기기에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이전 주파수 대역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이전 세대 통신의 쇠퇴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은 출시와 

업그레이드를 똑같이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단계화해야 할 것이다.

•다른 규제 정책: 주파수 규제와 더불어, 망 중립성, 통신 서비스에 대한 과세, 

보편적 서비스,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별 통신 정책 같은 영역에 속하는 다른 규

제들을 다시 논의해야 하며, 5G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재고할 필요도 있다.

•가격 정책: 5G가 어떤 형태의 가격 모델을 택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다. 음성, 메시지, 그리고 비슷한 협대역 서비스는 정액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고, 50Mbps 이상의 IP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책은 알 수 없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사라졌다가 몇년 뒤에 재등장했듯이, BYOD 정책 하에

서 선택한 서비스 요금제와 관련된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통신 업체와 정부의 5G 추진 현황  

최근 전 세계 통신업체와 네트워크 업체들은 5G에 대해 2020년 전에 시범 서

비스를 거쳐 상용화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에 들어갔다. 

이런 과다한 홍보, 마케팅 경쟁을 견제하기 위해 UN 산하인 ITU에서는 2020

년 전까지 나온 제품과 서비스는 5G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4G에서 그

랬던 것처럼 5G도 정의와 표준화가 완성되기 전에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AT&T는 2017년 말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와 오스틴에서 최초의 5G 무선 서비

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이론상 최고 속도인 400Mbps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AT&T는 5G 네트워크의 새로운 기술과 무선 송신기의 밀도가 높아 2017년 이

론적 테스트 속도를 1Gbps로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5G를 이용해 자가 

운전 차량과 모바일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 헤드셋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라이즌(Verizon)은 AT&T와 협력해 올해까지 미국 11개 도시에서 상용화 

된 5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KT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K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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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기가토피아(GiGAtopia)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KT는 준비단계(2015~17년)에서 기존 LTE에서 5G 

네트워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작업과 5G 미래 서비스 기획을 진행

하고 시범서비스 단계(2018~19년)에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수

단, 대회 관계자, 방문객들에게 5G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

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 KTX, 공항 등지에서도 5G 서비스 체험존을 마련할 계

획이다. 상용서비스 단계(2020년 이후)에서는 기존 네트워크로부터 5G로 이동

하는데, 초기에는 LTE와 5G가 공존하겠지만 단계적으로 5G 시대로 나아간다

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참여한 5G전략추

진위원회는 9월~11월 시범 망을 구축하고 12월 단말기를 개발, 2018년 1월에는 

서비스를 연동한다는 계획이다. 5G전략추진위원회는 분야별 대표 서비스 시나

리오 수립과 기술 요구사항 분석을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5G 추진 일정을 마련했

다. 중국 정부는 5G 네트워크 구축에 총 5,000억 위안(약 86조 원)을 투자한

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이

동통신업체는 5G 네트워크 정비에 7년간 1,800억 달러(약 204조 원)를 투자

할 예정이다. 

일본은 총무성 주도 하에 5G 종합실증실험에 본격 돌입해 5G 주파수 및 기술 

확보, 국제표준화 확립 등을 준비하면서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맞춰 5G 

상용화 실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주요 이

동통신업체는 2017년 도쿄 도심에서 5G 시범 테스트를 시작으로 서서히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5G 적용 범위를 스마트폰

에 국한하지 않고 고화질 TV에서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스마트카 등 통신 기

능이 탑재되는 모든 단말에 5G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KT

그림 5│5G 표준화와 KT 서비스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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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과 기업들의 대처  

5G는 성공 궤도에 올라섰다. 이미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때로는 이런 테

스트가 이름만 갖고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필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는 고사하고 기본 표준도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5G 배포라고 할 

수 없다. 2020년부터 5G의 상용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3G 서비스는 2025년경부터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지만, 4G 서비스는 최소 

2030년까지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통신업체들의 빠른 5G 시장 확보를 

위해 3G 서비스를 상당히 빠르게 정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기업들은 

5G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

BYOD의 확산은 지배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IT 부서는 최종 사용

자들의 5G로의 전환에 대해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

은 자사의 내부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 802.11ac가 기

가비트 장벽을 깨고 대부분 사용자들이 유선 접속을 필요없게 만들었듯이, 5G

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이른바 최후의 ‘코드 커팅(Cord Cutting)’

이 될 수 있다.

이렇듯 5G는 유선 네트워크의 보강재가 아니라 대체재이다. 그리고, 5G가 현 

세대의 와이파이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물 내 네트워크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클라우드, 가상화 등을 비롯한 나머지 IT 기술과 관련해 5G는 모든 것을 받

아들일 것이다. 5G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선 연결에 대한 늘어나는 요구를 계

속 충족하기 위해 매시브 MIMO 같은 첨단 혁신 기술을 투명하게 수용하면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6G가 있을까? 믿거나 말거나, 이제 필요할 

것 같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