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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김 명 준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명준입니다.

정치, 경제에서 과학기술에 이르는 영역을 망라하는 종합 뉴스통신 온라인 언론매

체인 뉴스핌에서, 5G 시대가 가져올 변화와 혁명에 대한 깊은 통찰과 부지런한 취재

를 통해 축적한 정보를 담은 ‘삶이 달라진다, 5G 시대’를 출간하는 것을 IT인의 한 사람

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5G로 대표되는 ‘초연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LTE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라고 알려진 5G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속도를 뛰

어 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잠재력에 있습니다.

5G 최초 상용화로 우리는 작은 담요 크기에서 월드컵 스타디움만큼 커진 넓디넓은 

‘대역폭’의 장에서, 무궁무진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나

라가 담요 위에서 카드게임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좁은 곳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화려

한 운동종목을 만들 수도 있고 세계인의 눈을 즐겁게 할 쇼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5G 플랫폼을 최초로 경험하고 사용해 봄으로써 대한민국이란 배는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해낼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며 이와 연계되는 정책과 

법률까지도 앞선 경험을 통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행

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디지털 탈바꿈’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종합 뉴스통신사인 뉴스핌에서 그간의 깊은 통찰과 폭넓은 취재의 결과를 집대성

해 출간한 ‘삶이 달라진다, 5G 시대’는 빅데이터, AI, VR·AR 등의 기술적 측면과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적 제언 등 다채로운 시각에서 5G 서비스 출범이 갖는 의미와 

과제를 집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號)가 ICT융합의 완전체, ‘국가 지능화’로 도약하려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책이 첨단 ICT 융합과 정책에 대한 독자분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4차 산업혁명

의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영감과 창의를 불어넣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추 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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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전 세계 최초로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를 시작했다. 전문

가들은 5G 상용화 이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G망이 깔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5G망을 기반으로 한 기업 간 거래(B2B) 산

업 영역에선 아직 이렇다 할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

했다. 

또 전 세계 최초로 한 5G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산업으로 발돋

움하기 위해선 정부의 범부처적 노력과 함께 각 산업 영역의 기업들도 5G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에릭슨엘지 테크니컬 디렉터), 나지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미디어연구소 지능형고밀도스몰셀연구실 

실장이 좌담에 참여했다.

“5G망 까는 속도 굉장히 빨라...서두르지 않고 갔으면”

김영섭 기자  5G 상용화 이후 5개월이 흘렀다. 지난 5개월에 대한 평가 부

탁한다.

문형남  일각에서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

하는 분들이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5G라는 아기가 새로 태어났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하고, 출발부터 무조

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5G에 있어 B2B가 중요한데 B2B 쪽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박동주  5G는 롱텀에볼루션(LTE) 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망 커

버리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5G가 사람과 통신 사이에 진행되는 부분은 상당

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5G는 산업에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는

데 정부가 앞장서 타 산업과 5G 간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5G플러스 전략의 핵심은 실험실, 혹은 소규모로 구현됐던 5G 기술의 산업 

적용을 실제로 상용화시키는 데 있다. 5G를 타 산업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 

“5G, 새로운 생태계 만든다
각 산업군서 
新애플·구글 나올 것”

“로우밴드 주파수 더 발굴해 5G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야”

“5G, 한 차원 더 확장된 형태의 생태계가 구축돼야”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박동주 에릭슨LG 테크니컬 디렉터 
5G포럼 생태계전략 위원장

나지현 ETRI 연구실장

특별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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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다. 결국 로우밴드 주파수를 더 발굴해 5G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기존에 할당했던 로우주파수에 대한 연한이 다가오기 전에 로

우주파수를 LTE 뿐 아니라 5G에서도 쓸 수 있도록 기술 연한을 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파수 내에서 LTE 사용자들이 그대로 그 주파수를 쓰면서 주

파수를 셰어링 해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현재 미국에선 

이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진행하고 있다. 

기업전용 주파수 할당 “중기 산업 활성화” VS “日·獨 기업에 점령”

김영섭  주파수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 전용 5G 주파수 할당 문

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동주  기업 전용 주파수 할당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고 있

는 영역이 공장이다. 현재 기업 전용 주파수에 대해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

는 독일과 일본이다. 기업 전용 주파수 할당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독일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자신이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멘스, ABB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관여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

각한다. 이제는 산업계가 정부가 진행한 마중물 사업을 바탕으로 대규모 산

업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지현  2G 때만 해도 전 세계 최초 2G 상용화와 우리나라 상용화가 5년 

이상 차이가 있었다. 반면 5G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세

계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 빠른 거다. 앞으로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이제 초창기다. 기술적으로 보면 5G는 이제 시작이다. 정부에서 적극

적으로 개입해 5G플러스 전략을 펴고 다른 산업과 연동하는 마중물을 뿌리

고 있는 단계에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5G 주파수, LTE가 쓰는 ‘로우주파수’ 기술연한 풀어줘야”

김영섭  5G에 있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형남  5G가 4차산업혁명에 있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짚

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특성 두 가지 하면 초지능성과 초연결성이

다. 초지능성은 인공지능(AI) 관련이고, 초연결성은 네트워크로 5G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5G는 4차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5G가 제대로 

상용화되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 예를 

들어 4~5년 전부터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생각

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5G망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산

업군에 5G가 접목되면 각 산업들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5G와 관

련된 다양한 산업 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동주  5G 주파수에 대한 것들이 산업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5G 주파수는 우리나라에서 미드밴드와 하이

밴드 주파수가 할당돼 있다. 주파수는 각각의 주파수별로 특색을 가지고 있

는데 하이밴드 주파수는 대단히 짧은 도달 거리를 가지고 있어 큰 커버리지

를 확보하지 못한다.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광범위한 지역에

서 서비스돼야 해 지금 할당된 미드밴드와 하이밴드 주파수만 가지고 충분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에서 열린 5G 특별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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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주로 흘러가고 있지만 프라이빗 주파수를 만들면 끼어들 수 있는 업체

가 더 생기고, 산업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싶다.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야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영섭  다른 나라들은 5G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가. 

박동주  유럽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5G를 타 산업군과 융합해 나가는 부분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 5G와 사람 사이의 상

용화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키려는 5G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미

국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단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

다. 기술적으로 서로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

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5G의 산업 적용을 리드할 수 있도록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 

문형남  5G 대륙별 시장 전망을 보면 유럽 시장이 제일 크고 북미지역, 아

시아 지역 순이다. 중장기 적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

지 전략을 잘 짜고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5G플러스 전략

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과 같은 실감형 콘

텐츠다.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은 개발 됐는데 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빈약하다. 창의적인 콘텐

츠를 만들어 그것을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동주  전 세계에 있는 에릭슨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자기네 고

객인 각 나라에 있는 직원들이 5G 상용화를 했을 때 대체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한국에선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전 세계 최초 5G 상용화 효과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국 VR, 

AR 서비스를 해외에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다. 

“5G 생태계 현재 대기업까지 구축...중기지원 필요”

김영섭  5G 플랫폼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5G 플랫폼이

등과 같은 공장 자동화 회사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

다. 그래서 장비들 간에 서로 호환이 안 된다. 이동통신회사들이 아니고 자

신들이 공장 안에서 네트워크를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섭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 전용 주파수를 할당하는 부분에 대

해 연구되는 부분이 있는가. 

나지현  있다. 스몰셀의 

영역 중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 중 아나가 프라이빗 주

파수다. 프라이빗 주파수 쪽

으로 스몰셀 비즈니스를 활

성화하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주파수를 쥐고 있

다. 공장 등에선 자기 망을 

구축하고 싶어도 이동통신

사업자와 B2B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 (프라이빗 

주파수가 할당되면)장비 입

장에서 중소기업 대 중소기

업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자체 

망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더 비즈니스 영역

이 넓어질 것이다. 지금은 

장비업체와 이동통신사업
박동주 에릭슨LG 테크니컬 디렉터 겸 5G포럼 생태계전략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에서 열린 5G 특별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백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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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공장주가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는 방식

으로 바뀐다. 변화의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

적으로 생산하고, 새로운 종류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그동안 API(운영

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를 가지

고 장사를 했던 애플이나 구글처럼 각 산업마다 새로운 종류의 애플과 구글

이 나오는 것이다. 이 때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애플이나 구글처럼 성공

할 것이다. 그래서 산업 융합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플랫폼 활성화 

부분이란 것이다. 

김영섭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문형남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랄까 새로운 산업,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

어지면서 관련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시장

에 진출하는 것,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박동주  5G가 산업 융합에 적용되면서 기존에 있던 생태계와는 다른 보다 

한 차원 더 확장된 형태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반적으

로 보면 그 생태계 중 중간 중간 빠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인 생태

계에 대한 그림을 보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사업

자, 일반 산업 군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진행=김영섭 기자 kimys@newspim.com

| 정리=김지나 기자 abc123@newspim.com

란 무엇인가. 

박동주  현재 5G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IoT를 위한 단말 칩셋 중 중소기업

이 사용할 수 있는 칩셋이 없다. 중소기업이 산업용 단말을 만들 수 있는 환

경도 구축되지 않았다. 5G를 산업에 적용시키려면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지

원해야 하고, 중소기업들이 포지셔닝 해 나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

재는 5G 생태계가 대기업 생태계까지만 구축돼 있는 상황이라 취약한 부분

이 있다.

나지현  현재 5G에 있어 단말기는 5G 스마트폰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5G를 산업에 적용하려면 다양한 단말이 나와야 하는데 아

직 그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5G 기반의 B2B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이런 5G 

관련 단말이 좀 더 가시화돼야 한다. 

박동주  5G가 되면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LTE 때는 애

플이나 구글 등이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앱을 통해 생태계를 점령하고 그것

나지현 ETRI 연구실장이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에서 열린 5G 특별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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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너는 누구니

Chapter 1



#1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비 와?”라고 물었다. “비 소식은 없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낄 전망이예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어 “강남역까지 얼마

나 걸려?”라고 묻자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와 언주로를 거치는 경로로 약 

28분 예상”이라고 알려준다. (AI 비서)

#2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자 집 앞에 공유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물론 

내가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다.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이다. 사고율이 0%

로 떨어져 안심할 수 있다. 편안히 반쯤 눕다시피 좌석에 기대 아침회의 자

료를 챙겨보다 보니 어느덧 회사 앞이다.(자율주행)

#3 회사에 들어설 때 더 이상 ID 카드가 필요 없다. 출입 게이트를 통과해 

사무실 자리에 앉기까지, AI 카메라가 직원 얼굴을 모두 알아보고 스스로 문

을 열어준다. 지정좌석제가 아닌 사무실은 어디에 앉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

다. 게이트를 들어설 때 모바일을 통해 오늘 앉을 자리가 예약됐기 때문이

다. (스마트오피스)

#4 점심 후 열린 회의엔 런던 지사에 있는 직원이 참여했다. 홀로그램 형

태로 말이다. 회의실 테이블 위엔 런던 지사에서 개발 중인 로봇 실물을 3D 

영상으로 띄웠다. 서울과 런던의 회의 참석자들은 AR 글래스를 낀 채 이 로

봇을 관찰하며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눴다. (텔레프레젠스·홀로그램·VR)

“삶이 달라진다”
4차산업혁명 꽃핀다

몇 마디 음성만으로 대부분 업무 ‘완료’

자율주행·스마트오피스·홀로그램 등 생활화

콘서트장 안가도 아이돌그룹이 내 눈 앞에

5G ti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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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장 안가도 아이돌그룹이 내 눈 앞에

‘즐길 거리’도 이전 세대와 비교도 안 되게 다양해진다. 뮤지컬 공연장이나 

케이팝(K-Pop) 콘서트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안방에

서 느낄 수 있다. 말로만 ‘현장 분위기’가 아니다. 정면의 무대 위에선 아이돌 

그룹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양 옆과 뒤를 둘러보면 관객들이 환호하는 광경

이 눈 앞에 펼쳐지는 실제와 거의 동일한 현장감을 VR이 제공한다.

5G는 2019년 4월 3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시작은 삼성전

자의 5G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S10 5G’의 출시였다. 이용자와 업계 모두 막 

시작된 ‘5G 시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모든 산업 분야가 수년 내에 5G를 기반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생활 패턴과 기업 경영 환경이 모두 획기적

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생태계 선점을 어떻게 하느냐가 기

존 ICT는 물론 모든 업계의 경쟁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3월 20일 출고)

“삶이 달라진다”...몇 마디 음성만으로 대부분 업무 ‘완료’

이용자는 가정과 회사에서 몇 마디 말만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

다. 인공지능(AI) 비서와 대화하고, 음성 명령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TV는 스스로 알아서 이용자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틀어준다. 집

안 온도와 공기 상태, 샤워 물 온도를 맞추기 위해 더이상 이용자가 직접 행

동할 필요도 없다.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도 메신저를 송수신할 수 있고 공유차량을 부를 수 

있다. 차량은 자율주행이라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된다. 차량 간에 소통이 

이뤄지므로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 가상현실(VR)을 통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장소에 직접 가볼 수도 있다.

5G는 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VR·AR,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

낸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권

도 5G 시대를 맞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보장받게 된

다. 재난 현장엔 사람 대신 

로봇이 투입된다. 로봇이 구

해 온 사람은 5G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곧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산불이나 수해 등 자연재해

의 위험은 드론이 사람보다 

먼저 감지, 위험 경고를 해

준다. 미세먼지도 5G가 관

리한다.

2019년 2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삼성전자가 S10 5G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사진=황숙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4월8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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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이 추구하는 것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다. 단

순히 빠른 속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기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

며 연결 과정에서 통신 지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구현시켜주

는 핵심 기술이 있다. 엣지 컴퓨팅과 다중 이용자·다중 입출력 기술이다. 

우선 5G의 첫번째 특징 초고속이다. 4세대(4G)인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20배 빠르다. 즉, 2GB짜리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는데 LTE

에서 16초 걸린다면 5G에선 0.8초 만에 가능하다.

전송지연 1/10으로 단축...엣지 컴퓨팅 기술 덕분

다음 특징은 ‘초저지연’. 스마트 기기로 스포츠 중계방송이나 영화를 볼 때 

데이터 전송 지연이 나타나면 얼마나 당혹스러운가. 5G 환경에선 LTE에 비

해 전송 지연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실상 사람의 신경반응 속도

와 유사한 정도다. 

5G 환경에서 초고속과 초저지연을 가능케 하는 기술 중 하나는 엣지 컴퓨

팅이다. 엣지 컴퓨팅은 중앙 집중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다르게 분산된 소형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말한다.

이 기술은 사물인터넷 기기의 확산으로 데이터 양이 폭증하는 것을 처리

하기 위해 개발됐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사람의 뇌가 모든 정보를 모아 분석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면, 엣지 컴퓨팅은 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 즉각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5G 환경에서는 동영상 뿐 아니라 가상현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가능케하는 넌 누구니

엣지 컴퓨팅과 다중 이용자·다중 입출력기술 등 핵심

융합산업 꽃피우는 지능형 네트워크 5G

5G ti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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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기술이다. 이는 사물간 연결을 보다 확장시켜 ‘초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다중 이용자·다중 입출력 기술은 통신 이용자가 증가하면 속도가 저하

되는 LTE의 단점을 보완한다. 기존 2~4개 안테나만 사용하는 LTE와 달리 

수십 개 이상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 수십개의 데이터 채널을 동시에 전송

하며 기지국 용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다.

업계에선 5G 시대엔 430억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세상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기 간 연결성이 안정화 되고, 원격조작과 같이 기기가 멀리 떨

어져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융합산업’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선 초고

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아우르는 지능형 네트워크 5G가 필수적인 것이다.

| 김지나 기자 abc123@newspim.com (2019년 3월 21일 출고)

(VR), 증강현실(AR) 콘텐츠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본격적으로 기

기 간 연결이 자유자재로 이뤄지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

VR 기기를 사용할 때 VR 콘텐츠가 현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연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몰입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초지연이 가능한 

5G 환경에선 이런 염려가 없다.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다중 이용자·다중 입출력 기술, 초연결 실현

엣지 컴퓨팅 기술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기술이 다중 이용자·다중 입출

[자료=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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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장 규모는 최소 47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업 간 적극적인 인

수합병(M&A)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등장 등을 감안하면 이 보다 더 크게 커

질 수도 있다. 5G 특징인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은 통신·자동차·제

조 등 기존 산업 영역뿐 아니라 기반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33만명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5G 상용화에 따른 제조·운

송·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본

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5G 상용화, 47조 8000억원 가치

3월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발표한 ‘5G 사회경제적 파급효

과 분석’ 보고서에서 5G 상용화가 오는 2030년까지 최소 47조 8000억원(국

내 기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정KPMG는 세계 

5G 시장 규모를 2026년 기준 219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간 인수합병(M&A)이 이어지며 시장 규

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정KPMG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통신기

업 최고경영자(CEO)의 75%는 향후 3년간 M&A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

다. 국내 이동통신사 및 관련 업종 또한 예외는 아니다.

통신 속도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전 세대와 달리 5G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파급력을 끼친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이라는 5G의 세가지 특징에 

따라 제조·자동차·스마트팩토리 산업 등에 변화를 불러오는 것.

KT는 구체적으로는 국내 제조(15.6조원), 자동차(7.3조원), 금융 (5.6조

원), 미디어(3.6조), 헬스케어(2.9조) 운송 (2.8조원) 농업(0.26조원) 보안/

안전(0.72조원) 에너지(1.1조원) 유통(2.5조원) 등 총 10개 산업영역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오피스(3.6조원), 스마트시티

(0.9조원) 스마트홈(0.29조원) 비도시지역(0.56조원) 등 4개 기반 환경에서 

5억 4000억원의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47조 새시장 열린다
산업 융합 ‘대변화’

KT, 5G 상용화 시장규모 47조 8000억원 예상

제조·자동차·스마트팩토리 등 기능 향상 기대

5G tim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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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5G 초기 신규 수요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 창출 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

입해야 한다는 것.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총무성 주도로 지난 2016년부터 민·관·학계

가 참여하는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 위원회’를 구성하고 5G 서비스모델 정

교화 작업을 진행했다. 사회문제와 5G 기술을 접목시켜 초기 시장을 개척하

기 위해 노력한 셈이다.

예를 들면, 5G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의 운전 리스크 대응, 격오지 진료

소-종합병원 간 고해상도 진단 영상 전송 및 실시간 커뮤티케이션의 사업

화 등이다. 또한 5G 기술을 통해 교육격차나 지역소외 현상을 극복을 시도

하는 등 새로운 수요 창출 연계를 시도했다.

김성용 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책임연구위원은 “5G가 상용화 되면 

사물인터넷(IOT)기반의 다양한 무선서비스 종류가 급증하면서 빅데이터가 

쏟아질 것”이라며 “이제는 5G네트워크가 단순 이동통신기술을 넘어 속도

를 갖춘 무선 기반 서비스 통신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KT가 5G 네트워

크와 사물인터넷 솔루션 등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자체 측정하는 사회 인프

라 서비스를 구축한 것처럼 5G 자체가 차후에 도래하는 모든 서비스의 기

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2019년 3월 22일 출고)

자동차·스마트팩토리 분야 효율 향상 ‘기대’

특히 자동차는 5G 기술과의 융합이 기대되는 분야로 손꼽힌다. 빨라진 통

신 속도를 기반으로 주행중 차량간 위치·속도 운행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자율주행을 가능케한다는 얘기다. 

스마트팩토리 분야도 5G 효과가 톡톡히 나타날 전망이다. 공장의 생산품

목 종류, 재고, 생산효율 등 작업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최적화된 상태를 자

동적으로 유지하면 작업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고용창출도 예상된다. 5G 기지국을 전국에 촘촘히 세우고 관련 산

업이 커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업계는 일자리 창출 규모를 

[자료=삼정KPMG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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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이동통신(5G)의 개념이 최초 등장한 시기는 약 10여년 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화웨이의 에릭쉬(Eric Xu) 회장이 10년 단위의 5G 투자 계획을 

세우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60조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왔다. 

국내 ICT 관련 연구기관도 2008년에 첫 5G 연구·개발(R&D)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연구는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이때 이미 글로벌 ICT업계는 2020년대에 데

이터 폭증 현상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LTE 기술로는 데이터 폭증이 감당이 

안될 것이므로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된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국내의 학계, 정부 및 기업이 차세대 통

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착수했다.

삼성전자, 출발 늦었지만 잇따라 최초 최고 성과 

국내에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곳은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다. 삼성전

자는 지난 2012년 초고주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5G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파의 에너지를 집중해 원하는 방향

으로 송수신 할 수 있는 빔포밍(beamforming)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

다. 이어 2013년 5월엔 28㎓ 초고주파 대역에서 1Gbps 이상 전송속도와 최

대 2km에 이르는 전송거리

를 달성한 기술을 개발 및 

시연했다.

이듬해 10월엔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주행 환

경에서 1.2Gbps의 끊김 없

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

보하는데 성공했다. 실험실

이 아닌 실제 고속주행 환경

에서 기가(Gbps)급 5G 이동통

10년 전 LTE와 동시에
시작됐다

삼성전자, 10년 전부터 ‘5G’ 준비...빔포밍·오버핸드 기술 성공

주파수 할당·네트워크 1차 구축·단말기 인증 등 완료

5G time #4

삼성전자가 MWC2019에서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갤럭시폴드와 갤럭시S10 5G를 전시했다.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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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즈음 황 회장에겐 ‘미스터 5G’

란 별명이 붙었다. 

2019년 2월말 열린 ‘MWC19’에서 세번째 기조연설을 가진 황 회장은 “4

년 전 했던 약속이 마침내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기조연설에서 그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약속했을 때,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회상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세계 최초 5G 올

림픽을 평창에서 선보였다”고 5G 상용화의 여정을 설명했다.

상용화 2주 앞...주파수 할당·네트워크 1차 구축·단말기 인증 등 완료

2018년부턴 5G 상용화를 위한 실체적 실무 작업이 진행됐다. 주파수 할

당, 통신 장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단말기 출시 등이다.

이통사가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인 주파수 대역 할당도 2018년에 

완료됐다. 2018년 6월 진행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3.5㎓ 

대역에서 각각 100㎒폭을, LG유플러스는 80㎒폭을 할당받았다. 각사의 가

입자 현황과 서비스 계획, 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회사별 최종 선택이

었다. 회사별 주파수 낙찰금액은 SK텔레콤이 1조4258억원, KT는 1조1758

억원, LG유플러스는 1조167억원이다. 5G 통신 장비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의 장비를 쓰기로 했다.

5G 상용화를 약 2주 앞둔 3월 중순경 세계 최초 5G 단말기인 ‘갤럭시S10 

5G’에 대한 전파인증도 마쳤다. 단말기에 대한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연동 

및 성능 안정화 테스트도 완료됐다. 여기에 이통3사가 내놓은 5G 요금제가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서 모든 요소가 갖춰진 온전한 5G 상용화가 시작됐다.

신동수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기획그룹 상무는 “당초 예상했던 2020

년보다 더 빠르게 5G 세상이 다가왔다”면서 “삼성전자는 세계의 소비자들

이 하루 빨리 차세대 5G 네트워크를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

혔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3월 25일 출고)

신 기술을 시연한 건 세계 최초였다. 정지 상태에선 당시 세계 최고 속도인 

7.5Gbps를 구현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5G 핸드오버(handover) 기술 시연에 성공

하기에 이르렀다. 5G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선 것. 핸드오버란 스마트기기

를 가지고 기지국 사이를 옮겨 다녀도 끊김 없는 통신을 제공해주는 기술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2016년 3월엔 5G 기지국 세 곳

을 시속 25km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평균 기가급 데이터 속도로 핸드오버를 

구현했다. 업계 최초로 5G 다중 셀 핸드오버(multi-cell handover) 기술을 

시연한 것이다.

SK텔레콤 글로벌표준 기반 데이터 전송 성공...KT 황창규 회장 ‘미스터 5G’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13년부터 5G 연구를 시작했

다. 이듬해인 2014년 11월 28㎓ 대역에서 3.7Gbps 속도를 구현했다. 2015

년 열린 ‘MWC2015’에선 ‘5G 로봇’을 첫 공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엔 분당사옥에 ‘5G 글로벌 혁신센터’를 열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 주요 협력사들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2016년 들어 SK텔레콤의 5G 연구는 더 가속화됐다. MWC2016에서 

20Gbps 속도를 돌파하는 장면을 시연했고 이듬해인 2017년엔 국내 5G 주

파수 대역인 3.5㎓ 대역에서 5G 통신기술을 최초로 확보했다. 12월엔 세계 

최초로 ‘5G 글로벌 표준 기반 데이터 전송’에 성공했고, 이후 5G 자율주행을 

비롯해 가상현실, 홀로그램 통신 등 다양한 시범서비스를 잇따라 전개하고 

있다.

KT는 글로벌 무대에서 ‘5G 상용화’를 처음 언급했다. 2015년 열린 

‘MWC2015’에서 황창규 회장은 ‘5G, 새로운 미래를 앞당기다’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5G 상용화 계획을 처음 밝혔다. 2년 뒤인 2017년, 두 번째 

MWC 기조연설을 맡게 된 황 회장은 ‘지능형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5년에는 속도를 강조했다면, 두번째엔 ‘지능화’를 통해 차별화된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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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도체가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몇 년 안에 5G 기반의 서비

스·솔루션·콘텐츠가 한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황창규 KT 회장)

“5G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시장을 선점한다. 2등은 의미가 없는 시

장이 될 수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지난 4월 5일 한국에서 시작됐다. 미국이 4월11일

에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이 발빠르게 나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

머쥐었다.

처음부터 ‘세계 최초’ 노린 이유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최초를 노렸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등 국내 

이통사들은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최초가 돼야 한다고 판단, 

일찍부터 5G를 준비했다. 4G에서 후발주자로 뒤쳐졌던 경험이 5G 시작을 

재촉하는 원동력이 된 것. 

‘세계 최초’란 타이틀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있다. 5G는 단순히 통신

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5G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맞물려 시장

에 미치는 파급력이 무궁무진하다. 

KT경영경제연구소는 “5G는 자체로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핵심 원동력”이라며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갈 기반기술로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5G 상용화가 가져다줄 전세계 경제적

효과는 12조3000억달러로, 제조업에서만 3조3640억달러가 창출될 것으

로 예상된다. 

우선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발판 삼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하게 통신 장비·단말·칩셋 등 이동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주요 제품을 모두 만드는 회사로써, 장점을 십분 활용

집착할 이유 있는 ‘세계 최초’
글로벌 중심 된다

韓, 4월5일 세계 최초 상용화...“시장 선점 의지”

삼성전자,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0% 확대 목표

이통 3사, ‘내수’ 넘어 해외 진출 발판 기대

5G tim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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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를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중동지역 최대 통신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STC그룹과 ‘미래 신사

업 분야 사업 공동 개발·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 시티, R&D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중동지역을 중심

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 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도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과 5G 게임 콘텐츠 발굴 및 특화 

플랫폼 개발, 모바일·클라우드 게임 행사 공동 주관 등 5G게임 협력을 추

진한다. 모바일·클라우드 게임 개발사와 5G 게임 기획 개발 단계부터 협업

하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2019년 3월 26일 출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대하는 분야는 통신 장비다.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첫 경영행보로 

5G 생산공장을 찾을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 3%에 

불과한 글로벌 장비 시장 점유율을 2020년 2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5G 통신장비 세계 선두권 도약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쟁쟁한 선두 주자들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미국 상위 4개 통신사 중 3곳을 고객사로 잡았다. 국내 

이통사 SK텔레콤, KT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고동진 사장은 “삼성전자는 5G 시대가 IT산업의 르네상스 일으킬 수 있

는 변혁의 시기라고 판단, 10년 전부터 단단히 준비해 왔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을 넘어 인도, 일본, 유럽 지역 장비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숙기에 이른 스마트폰 사업도 재도약을 꿈꾼다. 자체 생산한 5G 칩셋을 

통해 발빠르게 5G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신규 수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

다.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있었기에 가능했

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의 통신업체과 5G 스마트

폰 공급 계약도 맺었다.

국내 이통사들도 내수의 한계를 넘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SK텔레

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5G 상용화 기술력뿐 아니라 5G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 시장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동통신사, 5G 상용화 기술 세계로 전파

SK텔레콤은 이달 초 괌·사이판 이통사 IT&E와 5G 서비스를 위한 협약

을 맺었다.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5G망 설계, 효율적 망 구축을 지원하고 현

장 시험 서비스 및 최적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 5G 상용화를 통해 얻은 기술 

삼성전자가 MWC2019에서 선보인 5G 장비 [사진=삼성전자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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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사실상 미래기술을 차지하려는 몸싸움이다.”

ICT업계 관계자는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

중 양국 간 논란을 ‘패권전쟁’으로 규정했다. 5G 시대를 앞두고 이 같은 다툼

은 흔하게 벌어질 거란 얘기다. 우리나라 역시 출사표를 던지고 활로를 찾고 

있는 형국이다.

2019년 초 유럽연합(EU)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

지 말라는 미국의 권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 의사를 밝혔다. 이날 EU 행

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회

견을 열어 화웨이 5G 장비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화웨이가 중국 정보당국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

어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할 경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

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국의 우방 캐나다, 호주 등은 화웨이 장비 배제 입

장을 밝히기도 했다.

영국 뉴질랜드 독일 등은 화웨이 5G 장비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도 영국과 뉴질랜드, 독일 등은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EU도 미국의 ‘반(反) 화웨이 동

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5G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전쟁’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정이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

세우며 중국과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진핑의 기술굴기 견

제 등을 위한 정치·경제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5G는 기존 통신 기술과 달리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결합하게 해 미래생활을 바꿀 

韓美日中 ‘패권전쟁’
“우방도 없다”

EU는 미국 ‘反화웨이’ 동맹서 빠져

美-中 갈등 새국면

5G tim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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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선보였다.

이 밖에 세계 각국은 5G 상용화 일정을 속속 잡고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

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5G 시범 상용화를 시작하고 2020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5G 상용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NTT도코모, KDDI 등 일본 주요 통신사들은 현재 5G 시

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

겠다”며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5G 기반의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

가 창출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지나 기자 abc123@newspim.com (2019년 3월 27일 출고)

수 있는 근원적 기술이다.

예를 들어 5G가 본격화하면 운전자 없이 통신 신호로 교통상황을 전달받

아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산업의 축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 곳

곳에서 나타나 미래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 핵심 인프

라가 바로 5G인 것이다.

업계에선 2020년 5G가 본격 상용화에 들어가면 2035년까지 16개 산업 

분야에서 12조3000억 달러(1경4030조6100억원)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

로 보고 있다. 5G 상용화 그 자체보다 5G가 만들어낼 미래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 최초’ 집착, 주도권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가 5G 상용화에 ‘세계 최초’ 자리를 탐내는 이유도 산업의 주도권

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와 이통사는 갤럭시S10 5G 단말기를 출시하며 세계 최초로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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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7조원, 글로벌 850조원 규모 이상으로 추정되는 5G 신대륙을 차지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전통적 수익원인 ‘무선 사

업’ 부문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5G에 최적화된 구조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

면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느낀 것. 경쟁 범위도 더이상 내수가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됐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미디어, 보안, 

자율주행 등 신사업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합

종연횡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해졌다. 이통사들은 말그대로 5G에 사활을 걸

었다.

“더이상 이통사가 아니다”...조직개편 등 5G 체제로 일제히 전환

SK텔레콤은 자사가 더이상 ‘통신사’가 아니라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미디

어·콘텐츠·커머스·보안·모빌리티 등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ICT 

복합기업’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수익 구조를 보면 무선사업(MNO) 부

문의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줄어든 영역은 IPTV, 미디어 

등 신사업 부문이 성장하면서 빠르게 메우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다르지 않다. 무선사업의 성장 정체를 5G 신사업으

로 극복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통 3사 모두 5G 신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내수에서 글로벌로”
이통사, 사활 걸었다

“더이상 이통사가 아니다”...5G 체제로 조직개편 등 전환

“내수에서 글로벌로”...글로벌 동맹군 확보전 ‘치열’

5G time #7

왼쪽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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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Elisa) 등과 5G 사업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바일 스트리밍 게임 업체

인 ‘해치’와는 VR게임을 독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엔비디아의 스트리밍 

게임도 단독으로 국내에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5G가 기존 산업 구조를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신시장인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검증된 사업 아이템은 등장하지 않았다”면서 

“5G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은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단

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생태계를 선점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

업 부문이 성공한다면 나머지 실패를 다 메울 수 있는 ‘잭팟’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5G 초기 단계에서 국내 이통3사의 기술 및 생태계 선점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3월 28일 출고)

부서를 신설하고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2018년 이뤄진 대규모 인사 

역시 5G에 초점을 맞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2018년 신설한 △기술위원회 △AI센터 △5GX Top Team은 

모두 5G 전담 조직이다. KT 역시 △5G사업본부 △5G플랫폼개발단 △미래

플랫폼사업부문 등 5G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신사업 추진을 맡겼다. 3사가 

최근 추진한 케이블TV 업체 인수·합병(M&A) 역시 5G 시대의 뉴미디어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내수에서 글로벌로”...글로벌 동맹군 확보전 ‘치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동맹군 확보 전쟁도 치열하다. 그 어느때보다 공격적

인 ‘합종연횡’이 글로벌 ICT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SK텔레콤의 글로벌 성과가 가장 눈에 띈다. 최근 1~2년 사이 10여개의 

글로벌 합작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파트너사는 △IDQ(양자암호) △컴캐

스트(미디어·콘텐츠) △매직리프(AR디바이스) △도이치텔레콤(네트워

크) △싱클레어(미디어) △싱텔(e스포츠) △그랩(모빌리티) △나이언틱(게

임) △페이스북(플랫폼) 등이다. 모두 해당 분야에서 유망 기술을 보유한 곳

이다. 협업 사업 분야는 미디어, 콘텐츠, AR, , 보안, 모빌리티, 게임 등 광범

위하다. 이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합작 서비스 및 콘텐츠를 내놓기로 했다.

KT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통신사인 ‘STC(스마트시티 등 5G 전반)’를 

비롯해 △노키아(네트워크) △인텔(엣지컴퓨팅) △퀄컴(5G 전반) △버라이

즌(통신·네트워크) 등과 손잡았다. 한·중·일 최대 통신사들이 함께하는 

전략협의체(SCFA)를 통해 차이나모바일·NTT도코모와 5G 상용화 전략

과 서비스 발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세계 최대 온라인영상플랫폼(OTT) ‘넷플릭스’와 전격 콘

텐츠 제휴를 하면서 업계 이목을 끌었다. 구글의 AI 음성비서 기술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U+tv UHD 셋톱박스에 탑재하는 등 구글과의 플랫폼 협업

도 긴밀히 진행 중이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영국 보다폰, 핀란드의 엘리

이용자들이 VR 기반 미디어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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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타사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5G 시장에서 승기를 꽂겠다고 벼

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5G망-LTE망 결합기술이다. 두 망을 결합해 5G망

만 사용할 때보다 최대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다.

여기에 더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운다. 

AR·VR 콘텐츠야말로 LTE 이용자를 5G 세상으로 이끌 핵심이라는 얘기

다. 

SK텔레콤은 2019년 3월 23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전광판에 VR 비룡이 나타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관중들이 

‘5GX AR’ 앱을 통해 응원 버튼을 누르자 지쳐서 쉬던 비룡이 힘을 내 날아오

르는 이벤트였다. 중계한 방송사와 시청자들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 ‘5G 시

대’의 도래를 경험했다. 

지쳐 쉬던 비룡이 응원 받고 야구장을 날아

SK텔레콤은 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인 ‘옥수수’ 내에 5G에 특

화된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기도 했다. 옥수수앱 첫 화면에 들어간 ‘SKT 

SK텔레콤, ‘LTE-5G망 결합’
콘텐츠로 차별화

프로야구 개막전 ‘비룡쇼’...VR·AR 등 5G 콘텐츠 박차

스마트팩토리 및 데이터 분석 등...5G 새 사업모델 개발

5G time #8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4월 3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SKT 5GX 론칭 쇼케이스’ 행사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5GX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정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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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로 간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5G First란 5G 가입자가 5G를 이용할 

때 5G망만 사용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이를 KT가 SK텔레콤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KT의 기자간담회에 전날 SK텔레콤은 5G망과 롱텀에볼루션(LTE)망 

결합 기술을 통해 5G 속도를 높였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이 발표한 5G망-LTE망 결합기술은 두 망을 결합해 5G 망만 사

용할 때보다 최대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예를들어 5G 사용자가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을 때 다른 통신사들이 5G망만 이용해 파일이 전달된다면 

SK텔레콤은 영화가 5G망과 LTE망에 동시에 전달돼 다운로드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LTE망 결합기술을 이용하면 5G와 LTE망이 함

께 일하기 때문에 속도가 5G망만 이용했을 때보다 70% 가까이 높아진다”면

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팩토리 등 초저지연이 필요한 곳에선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지해 자동으로 5G 초저지연 모드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 김지나 기자 abc123@newspim.com (2019년 4월 4일 출고)

5GX관’에선 아이돌·스포츠·영화 등 다양한 VR 콘텐츠 및 스마트폰 화면

을 대형 스크린처럼 볼 수 있는 ‘5G MAX’ 콘텐츠, 풀HD나 4K UHD 급의 ‘초

고화질’ 영상 등이 담긴다.

SK텔레콤은 5G와 관련해 앞선 기술력과 다양한 콘텐츠로 ‘압도적 사업

자’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콘텐츠 사업 뿐 아니라 스마트팩토

리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기업 간 거래(B2B) 사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5G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모바일네트워크사업(MNO) 사업부장은 SK텔레콤 주

주총회에서 “5G 최대 커버리지와 최고 속도를 구현하고 양자암호 보안 기술 

단독 적용 등 이통사의 기본적인 네트워크 영역에서 초격차를 만들 것”이라

며 “AR, VR, 클라우드 게임, 미디어 등을 통해 압도적 1등 사업자로 거듭나

겠다”고 밝혔다.

“5G망-LTE망 결합기술, 5G만 쓰는 것보다 속도 70% UP” 

KT는 2019년 3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세대이동통신(5G) 퍼스트

SK텔레콤이 2019년 3월 23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AR로 형상화한 대형 

비룡을 SK행복드림구장 전광판에 띄우고 있다. [사진=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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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경쟁사보다 촘촘한 5G 네트워크 기반과 반응이 빠른 ‘초저지연’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타사의 5G망-LTE망 결합기술과 달리, 5G망을 

전국에 탄탄하게 깔아 장기적으로 차별화된 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이다.

특히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도시를 비롯해 KTX와 고속도로까지 아우

르는 가장 넓은 범위의 5G 커버리지를 구축하게 되면, 안정성 있는 5G 속도

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반응 속도가 빠른 ‘초저

지연’ 특성을 강화했다. 통신 속도를 바탕으로 한 각종 콘텐츠의 수요가 늘

어남에 따라, KT의 초지연성은 갈수록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4월 1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타사는 5G와 LTE를 결합해 속도

를 높이려고 하지만, 병합 과정에서 반응이 느릴 수 있다”면서 “KT는 빠른 반

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5G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지연성에 대해 그는 “새로운 화면을 열 때 데이터 전송에 지연이 있으면 

원하는 화면이 바로 뜨지 않는다”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 바로 화면에 표출

되는 것과 그냥 데이터 속도가 빠른 것은 다른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초지

연성 특성이 강화된 건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KT, 촘촘한 5G망·초저지연 
e스포츠 콘텐츠로 승부

서울 전역과 수도권, 교통망까지 촘촘하게 ‘5G망’ 구축

빠르고 끊김 없이 생생한 e 스포츠 라이브 제공

5G time #9

황창규 KT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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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프로야구 등 5G 실감형 미디어 제공

5G 네트워크의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해 배틀그라운드, 스타크

래프트 등의 게임 중계 화면을 최대 5개까지 동시에 볼 수 있다. 게임 중 채

팅창도 띄울 수 있다.

KT는 e스포츠 라이브를 위해 ‘저지연 HLS’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HLS

는 안정적인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더라도 9~20초가

량 지연이 발생한다.

KT는 이 기술에 영상 데이터 블록(청크)을 잘게 쪼개는 방식의 기술을 적

용해 지연 시간을 최소화했다.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해상도를 자동으로 조

절하는 ABR(AdaptiveBitrate) 기능도 지원한다.

또한 KT는 일부 야구장을 5G 실감형 미디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G 

스타디움’으로 탈바꿈시키고 관객들이 경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

록 했다.

대표적인 예로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는 5G로 초

고화질(UHD) 영상을 경기장과 관중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실시간 중계를 최대 270도 타임 슬라이스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매트

릭스 뷰’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2019년 3월 28일부터 수원KT위

즈파크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에 적용됐으며 올레tv 모바일 내 ‘프로야구 라

이브’로 제공하고 있다. 

|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2019년 4월 1일 출고)

서울·수도권 등에 촘촘한 네트워크...KTX·공항도 커버

KT는 오는 4월 5일 상용서비스 시작 시점에 맞춰, 서울 전역과 수도권 6

대 광역시 및 85개시 일부 지역과 주요 인구 밀집 장소인 전국 70개 대형쇼

핑몰 및 백화점에 5G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 완료했다.

서울에는 현재까지 1만 5000개의 기지국이 구축됐고, 상용화 시점까지 

전국 기준으로는 3만개의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인 KTX와 SRT 그리고 지상구간, 전국 6개 공항과 같은 주요 

교통 이동경로도 예외가 아니다. KT는 올해 말까지 85개시 대부분 지역을 

커버하는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KT는 초저지연의 강점을 살리는 각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공격적으

로 출시했다. ‘e스포츠 중계 전용 앱’인 ‘e스포츠 라이브’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창석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전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KT 5G 체험관에서 열린 5G 네트워크 

기술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5G 최고 속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기자]

52 53



5G 시대를 맞은 LG유플러스의 각오가 남다르다. 장기간 고착화된 국내 

통신업계의 순위 구도를 바꿔놓을 ‘역전 홈런’을 노리고 있다. 경영진들은 

“확실히 차별화됐다”, “품격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현회 부회장까

지 나서 “경쟁사는 따라오고 싶어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 경쟁력”이

라며 “통신의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LG유플러스의 전략은 간결·명료하다. 바로 ‘콘텐츠’다. 네트워크 커버

리지, 서비스 품질 등 요소는 기본이고, 결국엔 ‘즐길거리’가 있어야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U+골프’ ‘U+아이돌라이브’ 등 한 영역

에 특화된 동영상 플랫폼을 이통사 중 가장 먼저 출시하고 키워왔다. 가상현

실(VR) 및 증강현실(AR) 게임 콘텐츠도 대량 확보했다. 5G 시대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 상무는 2019년 4월 1일 열린 기자간담회

에서 “초고속 네트워크·배터리절감기술·단말 등은 이통3사가 모두 갖고 

있는 기본”이라면서 “기술은 결국 콘텐츠가 갖춰져야 의미있는 것, 이용자

는 볼 것이 없으면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콘텐츠에 집중했

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품격 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결국은 ‘볼거리’ 있어야”...콘텐츠가 ‘핵심’

5G 상용화를 시작한 지난 4월 5일부터  LG유플러스 가입자가 ‘갤럭시S10 

5G’를 통해 즉시 즐기기 시작한 콘텐츠는 △U+프로야구 △U+골프 △U+

아이돌라이브(Live) △U+VR △U+AR △기타 게임 등이다.

특히 ‘U+프로야구’와 ‘U+골프’ ‘U+아이돌라이브’는 LG유플러스가 5G 

시대를 대비해 일찍부터 공 들여온 분야다. 일반 스포츠 중계에 그치지 않고 

별도 기술을 통해 독점 확보한 영상을 이용자에게 보여준다. 관중석이나 덕

아웃 등 경기장 구석구석을 확대해 볼 수 있고, 포지션별 선수만을 골라볼 

수 있다. 경기 중에도 좋아하는 골퍼의 스윙 영상만을 반복해서 돌려볼 수 

역전 홈런 노리는 
LG유플러스...콘텐츠 ‘올인’

프로야구·골프·아이돌라이브 등 인기있는 콘텐츠 준비

구글·엔비디아·해치 등과 5G 콘텐츠 공동개발

5G tim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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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5G 가입자를 대상으로 머리에 쓰는 VR 헤드셋인 ‘Pico U’(HMD)를 무

상 또는 할인가에 제공했다. HMD를 통해 자사 콘텐츠를 경험하는 고객이 

많아질 수록 LG유플러스로 유입되는 신규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란 자신감

이 깔린 정책이었다.

글로벌 시장서도 콘텐츠 선점 경쟁...구글·엔비디아와 협업

콘텐츠 추가 확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업도 공격적으로 진행

했다. 구글·엔비디아·해치 등과 5G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생태계를 선

점해나가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해치(Hatch)의 게임 

콘텐츠를 독점 공급받기로 한 것은 손에 꼽을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

우(GeForce NOW)’를 국내 단독 출시한다. 5G게임 특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해치(Hatch) 엔터테인먼트’와도 5G VR게임을 독점공급받기로 합

의했다. 구글과는 VR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고 5G스마트폰 상용화 시점에 

맞춰 VR 전용 플랫폼을 오픈했다.

콘텐츠에 ‘선택과 집중’하려는 LG유플러스의 전략은 하현회 부회장의 잇

따른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하 부회장은 “5G의 개인고객 대상(B2C) 서비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는 AR과 VR, 아이돌, K팝을 충분히 활용한 라

이브서비스”라며 “이들이 5G를 초기에 B2C 영역에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라 생각했고 이 영역을 준비를 많이 했다. 우리의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결합되면 초기부터 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

했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4월 2일 출고) 

있고, 아이돌 그룹의 공연 영상에서 좋아하는 멤버만을 확대해 표정과 작은 

몸짓까지 고화질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가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VR 및 AR 콘텐츠도 대

량 확보했다. 갤럭시S10 5G를 LG유플러스에서 가입하면 △혼밥식당 △유

플극장 △만화방 등의 VR 콘텐츠를 즉시 즐길 수 있다. 클럽과 레스토랑에

서 스타의 퍼포먼스를 원하는 대로 돌려볼 수 있는 AR 서비스도 탑재돼 있

다.

특히 VR 서비스는 유명 연예인과 현실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태양

의 서커스’를 실제 극장의 VIP석에서 관람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

는 콘텐츠다. 평소에 좋아하던 스타가 눈앞에서 보듯 3D 형태로 나타난다. 

화면을 360도 회전할 수도 있다. VR헤드셋(HMD)을 착용하면 그 속에서 가

상현실이 펼쳐지는 것이다.

보다 많은 가입자가 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선보인 팝업스토어 ‘일상로 5G’에서 5G 서비스를 결합한 VR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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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손잡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Chapter 2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정부가 ‘5G 플러스(+) 전략’을 2019년 4월 중순 발

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한 신서비스 발굴, 글로벌 

시장 선점 계획 등이 담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9

월부터 5G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해왔다. (부

록 ‘5G+전략’참고)

5G 시대 ‘5G+밑작업’ 그린 거버번스 5G통신정책협의회 

그간 정부는 5G 상용화 기반조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도했다. 2017년 

12월 5G 상용화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어 2018년 6월 5G 주파수 

조기할당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올 2월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지원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5G 상용화는 당연히 ‘세계 최초’였고 시점을 올해 3월 전후로 

못박았다. 이어 정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5G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업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담당

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혁명 사령부’ 이끌
5G플러스(+) 개봉박두

상용화 후 역할론 맞춘 새 정책브랜드 ‘5G+’

혁신성장전략회의 거쳐 이달 중순 발표 

범정부 차원 5G 선도적 활용·공공수요 창출

5G 기반 신산업 전략투자도 제시

5G time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9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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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2017년 11월 5G 주파수를 선정

했고 통신망 구축 관련 85조원 투자를 추진해왔다.  

우리 정부는 투자촉진과 융복합확산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특히 5G 플랫

폼을 기반으로 연관산업 신시장 창출·육성을 위한 5G+ 전략이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거쳐 2019년 4월 중순 발표됐다.  5G 상용화 이후 

5G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극대화 및 전산업 융합,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 골자를 이룬다. 상용화 이후 정

부 5G정책을 총 망라한 새 브랜드 ‘5G+’에 업계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융복합 지원 등 범부처 협조사항을 점검하고 

5G+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연관 분야·사업에서 5G의 선도

적 활용과 공공수요 창출, 5G 기반 신산업 전략투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섭 기자 kimys@newspim.com (2019년 4월3일 송고)

협의회는 2018년 9월10일 1차 회의 이후 4차례 열렸다. 협의회는 △5G 상

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

관 △규제제도 개선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목표로 삼았다. 

앞으로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된다.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은 공정경쟁 이슈와 

맞닿아 있다. 나아가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은 더욱 

정교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

른 대응 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 관리, 진입규제 등 쟁점 현안이 수

두룩하다. 

협의회를 주도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 나

가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

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의회 실무부서인 통신정

책기획과 관계자는 “5G 참여 주체별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궁극적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생산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5G+ 전략’은 상용화 이후 5G 거버넌스 브레인..외국도 정부가 주도 

‘5G혁명’이라 할 만큼 5G는 기반기술(GPT·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다. GPT는 다른 기술의 원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최상위

에 위치한 소수의 핵심 기술로 다른 산업에 이용되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

이 GPT의 특징이다. 따라서 GPT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에 비

해 경제적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시장실패’의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직

접투자, 보조금, 규제 등에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5G 초기 

신규 수요가 불분명하므로 시장 수요창출에도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G 투자 극대화 정책

을 강조하고 정부 주도로 킬러앱 발굴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민관협력체 5GPPP를 구성해 5G 기반의 융합사업들을 구

5G+ 전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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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3일 밤 11시.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5G폰 1호 개통자를 내며 

5G 시대를 개막했다. 우리나라가 1시간 차이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

작한 것. 첩보를 활용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미국을 누르고 타이틀을 획득

한 것. 

이를 주도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기양양하다. 반면 업계에선 

시큰둥하다. “5G 상용화, 1등이면 어떻고 2등이면 어떤가요. 미국은 우리

나라의 5G 상용화 신경도 안 씁니다. 기업은 돈만 벌면 되는데 정부는 ‘최초’ 

타이틀에 너무 연연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007 작전 방불케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초 2019년 4월 5일로 예정됐던 5G 상용화 일정을 3일로 앞당기고, 휴대

폰 대리점이 문을 닫은 밤 11시에 상용화를 선언한 것은 미국을 의식했기 때

문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상용화’
“1등한다고 돈버나?”

과기정통부 “명실상부 정보통신 최강국 입증”

업계 “5G 무제한 요금제 출혈경쟁...킬러콘텐츠 없어”

5G time #12

KT의 1호 5G 가입자가 된 이지은씨(가운데). [사진=KT]

64 65



심해 달성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정보통신 최강

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면서 “자율주행, 무인로봇, 홀로그램 등 그 

동안 상상 속에서만 머물던 서비스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다양한 산업과 융

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기대와 다른 어두운 현실...콘텐츠 부족·처음부터 ‘무제한’ 요금제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기업이 처한 현실은 온도차가 있다. 기업들이 5G 

상용화 이후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선 관련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5G 콘텐츠나 VR 

기기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의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B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5G를 상용화 한다고 해도 초기에 망을 다 

깔진 않고 가입자가 느는 속도에 따라 망을 늘려간다”면서 “5G의 경우 아직 

킬러콘텐츠가 없어 4G에서 5G로 전환하는 속도가 3G에서 4G로 전환했던 

것 보다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통신사들은 5G 상용화 초기부터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쏟

아내며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일반적으로 한 이통통신 세대가 마무리되

는 시점에 등장했다. 망초기 설립 단계에는 소비자들의 데이터 이용 패턴을 

분석하지 못해 자칫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몰려 막대한 데이

터를 쏟아내면 망 포화 상태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신3사가 롱텀에볼루션(LTE)에서 5G로 넘어가는 시점에 LTE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 논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C통신사 관계자는 “KT가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 놓으며 통

신사 간 출혈경쟁이 이어지는 모양새”라며 “현재 5G 킬러콘텐츠가 부재하

고, 망도 다 깔리지 않은 상황에 5G로 개통한다고 해도 결국 LTE망을 사용

할 것이란 판단으로 KT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지나 기자 abc123@newspim.com (2019년 4월 4일 출고)

는 2019년 4월 3일 오후 5시5분 미국 버라이즌이 5G 상용화 시점을 당초 

2019년 4월 11일에서 4일(현지시간)로 앞당긴다는 동향을 입수했다. 동향을 

입수하고 과기정통부는 다각도로 알아봤지만 저녁 8시까지 사실 관계를 확

인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여나 ‘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자리를 뺏길까 밤 11시에 

5G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퇴근한 통신사 관련 업무 직원까지 귀사

시켜 일사천리로 작업을 했다. 

A통신사 관계자는 “정식 개통은 5일이고, 일단 선포에 의미를 둔 것이라 

정식 개통되기 전까진 통신3사가 총 10명이 안 되는 개통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당초 통신사들은 5일에 맞춰 언론행사, 마케팅 행사 등을 준비했

는데 과기정통부가 갑작이 일정을 바꿔 부랴부랴 장소까지 바꿔가며 상용

화를 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가 이처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집착한 것은 전 세계의 5G 관련 산

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상용화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이 합

LG유플러스의 1호 5G 가입자가 된 유튜버 김민영씨(가운데). [사진=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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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개막과 함께 이동통신사 간 ‘완전 무제한’ 요금제 전쟁이 발발했

다. KT가 기습적으로 8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내놓은 후 허를 찔린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프로모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당초 이통사들은 5G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저가 요금제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요구하는 저데이터-저요금제는 소비자들의 실망과 반

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저가 구간을 추가하라며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반려했다. 요금제 인가 지연으로 인해 5G 상

용화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우려는 기우였다. 사업자간 경쟁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부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30년된 요금인가제는 5G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요금제 외

에도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서 정부가 직접적

인 규제 대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30년된 요금인가제, 5G 시대에도 유지돼야하나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경

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 개입하는 사전 요금규제다. 하

지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2년 LTE 서비스 이후 1위 사업자의 점

유율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통신사 간 유효경쟁은 확보됐다”며 “오히려 사업

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 3월 19일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

했다. 

박 의원에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요금인가제가 이통사 간 자발적 요금 경

쟁과 신속한 시장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정부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긍정적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

뜻밖의 ‘무제한’ 요금제 전쟁
인가제는 유물

인가제 폐지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도 긍정적

데이터 이용증가·망 중립성·제로레이팅 등 정책 필요

5G tim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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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원 관리,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와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의 개

선방향을 논의해왔다.

협의회에선 네트워크 슬라이싱(세분화)을 통한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신규 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망 중립성 예외)로 인정할지가 논의됐다. 참

석자들은 향후 네트워크 용량 확보, 논리적 분리, 품질보장 요구수준, 일반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 5G 슬라이싱의 구체적 특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

제·할인해 주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선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되 규제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5G 규제개선과 관련해 영국은 대규모 스몰셀을 필요로 하는 5G 특성을 

감안해 기지국 설치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절감 유도를 위해 전자

통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5G 테스트베드와 실험을 통해 규제 영향도 면밀히 분

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G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 인터넷이 본격화하고, 

LTE 서비스 개시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했다”며 “5G 시대 모바일 

생태계의 변화를 감안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민이 기본적인 통신서

비스를 불편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김영섭 기자 kimys@newspim.com (2019년 4월5일 출고)

책실장은 2019년 4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15일간의 검토 기한을 설정하

는 조건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식의, 이른바 유보 신고제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5G 시대에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16년 과기정통부는 요

금인가제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저렴한 요금

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며 인가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변수다.  

데이터 이용량 증가 등 현안 대응과 규제개선 시급

과기정통부는 2018년 말부터 이해관계자를 총망라한 5G통신정책협의회

를 통해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을 비롯해 통신설비제도 및 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9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차 5G통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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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화기, 전화라는 

행위를 통해 실현이 됐다. 하지만 5G는 스마트

폰을 넘어 스마트팩토리, 자율자동차 등의 새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개인의 요

구가 맞아 떨어졌다. 초점이 B2C(기업과 소비

자 간의 거래)에서 B2B(기업과 기업 간 거래)

로 옮겨 가는 과정에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다. 끊김없

는 통신에 초점을 맞췄던 이동통신 기술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

등공신이 됐다.

5G시대를 연 산파 중 한 명인 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미래이

동통신연구본부장은 5G 기술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

다봤다.

다만, 5G가 막힌 혈자리를 뚫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경계했다. 

무선 통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 혁신 등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유선 통신 기

반의 무선화 등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특징인 5G라도 시간이 필

요하다는 얘기다.

“5G라는 새로운 10년이 열렸다”

김 본부장은 4월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5G 시대 개막’에 대해 “통신 

시장은 그동안 10년 단위로 진화를 해왔다. 이제 5G라는 새로운 10년이 열

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앞선 1·2·3세대 통신 시장은 ‘원활한 통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4G와 

5G 시대엔 개인뿐 아니라 ‘사업자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키고 있다는 데 차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3세대 이동통신 끝자락에 출시된 아이폰의 영향으로 방대한 

“새 시장 개척 일등공신으로...
민관협력도 중요”

김태중 ETRI 미래이동통신연구본부장 인터뷰

20Mbps 속도 당장 체감은 힘들어...망 촘촘히 깔려야

‘시너지’ 위해선 민관 협력 요구...상생구조  뒷받침 돼야

5G time #14

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미래이동통신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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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GHz대역은 이용 기간(10년) 15만개의 기준 기지국(기준국)을 설치해

야 한다. 초기 3년은 전체 기준국의 15%, 5년까지는 30%를 구축해야 한다. 

28GHz 대역은 5년간 10만대를 구축하되 처음 3년간 15%인 1만 5000대를 

설치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역할 나눠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만든다”

현재 4G 기지국은 전국에 이동통신사마다 20만개가 넘게 깔렸다. 5G는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기지국이 요구된다. 따라서 4G와 같은 망구성을 위해

선 100만대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해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

다. 통신사들은 이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편 5G 기술 적용 분야가 다양한 만큼 기업 및 민간 기관들의 협력이 필

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ETRI가 현재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5G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

적으로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3G 세대 당시, 국내 중소기업이 중계기를 만들면서 몇

천억원 규모의 회사가 생겼으나, 4G LTE 시대가 열리고 벤더들이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장이 없어졌다”며 “큰 회사가 중계기(신호가 더 먼거

리에 다다를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 기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다른 중소

기업이 만드는 중계기도 기지국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부분에 초점을 맞춰 표준기

술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역할을 나

눠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2019년 4월 8일 출고)

트래픽 처리가 요구됐고,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게 됐다”며 

“반면, 4G나 5G 시대의 성격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4G LTE 대비 전송 속도가 최대 20배 빨라진 5G는 스마트폰을 넘어 스마

트팩토리, 자율자동차 등의 새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개인의 요

구가 맞아 떨어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5G 속도로 알려진 20Mbps는 적

어도 7~8년 뒤 구현될 전망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5G가 상용화 되더라도 개인이 그 속도를 크게 느끼진 않을 

거라고 본다”며 “(통신) 세대별(10년 기준)로 속도가 향상되는 특징이 있고, 

통신 사업자가 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깔았는지 등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는 3.5GHz와 28GHz의 두 주파 수를 사용하는데 

SK텔레콤 분당사옥 5G 기지국에 ‘5GX 인빌딩 솔루션’을 적용해 최종성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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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들은 타이틀보단 철저히 사업성

이나 실리를 따지는 편인데, 이번에 버라이즌

(Verizon)이 세계 최초 5G 경쟁에 끼어든 것을 보

고 솔직히 놀랐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지난 4월 3일 밤 11시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5일로 예정

돼 있었던 5G 개통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도 당일 밤 9시가 넘은 시점에 처음 

알려졌다. 

이통 3사는 각사의 1호 고객을 섭외, 별다른 기념식을 치를 겨를도 없이 

다급하게 밤 11시에 맞춰 5G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당초 11일 개통하겠다던 계획을 바꿔 4일로 앞당겨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

져가려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영화 속 ‘첩보전’을 방불케하

는 총성 없는 전투를 벌였다. 

이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과정을 지켜본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

학원 교수의 관전평은 “놀랐다”였다. 실리를 중시하는 서구 기업들의 행동 

패턴에 비춰볼 때, 미국 버라이즌의 경쟁은 의외라는 얘기다. 그만큼 ‘세계 

최초’ 경쟁은 5G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상징성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준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단 곧바로 내실 쌓기에 돌입해

야한다는 게 김 교수 지적이다. 이통사들이 눈 앞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요

금제 및 보조금 경쟁에 몰두하면 5G의 본질을 놓치게 될 것이란 ‘냉정론’이

다.

김 교수는 4월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 경쟁은 장기

적 관점에서 보면 ‘한바탕 소동’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진검승부는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2020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최초’ 취해 
‘텅 빈 고속도로’ 될라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특화 서비스가 5G 본질...美·日·中 상용화 이후 본격 경쟁”

“정부 역할은 규제 아닌 진흥”

5G time #15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 

대학원 교수 [사진=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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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5G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AR·VR 콘텐츠 및 기기, 헬스케어 솔루션 등 4G와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

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보조금을 활용한 가입차 유치 경

쟁 양상에 집중하는 것은 LTE나 3G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

적했다.

정부 역할은 ‘규제’ 아닌 ‘진흥’

초기 5G 안착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규제’보단 ‘진흥’에 초점 맞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래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 나라다. 5G를 추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기업들을 독

려해 5G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하는 것 등은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저가 요금제를 초기 시장서부터 강요

하도록 한 건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깎아내리는 규제다. 5G 초기 시장에서 

정부는 ‘규제’가 아닌 ‘진흥’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G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

고 꼽았다. 그는 “5G는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우리 산업 전체 수준을 한 단

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금융 및 핀테크, 헬스케어, 원격의료 등이 

5G와 시너지가 큰 산업군 중 하나인데, 이 영역은 현재 규제가 너무 많아서 

5G 기반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격적인 규제 완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룬 국내 5G 

시장이 ‘텅 빈 고속도로’처럼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인프라를 깔

아놓고도 그 편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고속도로(5G 네트워크 망)를 제일 먼저 깔아놓으면 뭐하나. 

(규제 탓에) 그 위를 쌩쌩 달리는 스포츠카(5G 기반 신산업 및 서비스)가 없

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4월 9일 출고)

‘특화 서비스’가 5G 본질...美·日·中 상용화 이후 본격 경쟁

김 교수는 “이번 상용화 타이틀은 국가 전체가 달라붙어서 진행된 이벤트

였기에 연연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곧 경쟁은 내실 

경쟁 구도로 갈 것이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자율주행·원격의

료 등 특화 서비스를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느냐가 5G 경쟁의 본질”이라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내에 이어 두번째로 상용화를 했다고 하지만 시카고

와 미니애폴리스 두 지역에서만 이뤄진 것이다. 미국 전역에 상용화가 되는 

시기는 2020년 이후다. 일본 역시 동경올림픽에 맞춰, 중국에서도 본격 5G 

확산은 2020년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글로벌 5G 시장이 커지는 것도 이 시

기부터다. 누가 5G 강자로 등극할 지는 2020년 이후 가늠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 기반의 서비스는 4G 롱텀에볼루션(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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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위상은 그 나라의 위상을 나타낸다. 

오바마 정권의 제조업 육성 정책 문서 첫 문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5G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장 집

중해야될 부분은 제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명운이 

걸렸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룬 뒤 이용자들을 비롯

해 기업, 정부까지 모든 이들이 분주해졌다. 최초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의 가입자는 개통 

첫 주말에 10만명을 돌파했고, 정부는 ‘5G 플러스(+)’ 정책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자율주행 

등 공상과학(SF) 영화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일상이 될 것이란 기대

감에 모두가 들떠있는 상황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런 낭만적 기대감에서 조금 벗어난 진

단을 내놨다. 이용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들도 중요하

지만, 5G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를 바

꿔놓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5G 시대는 무너진 제조업을 회복하고 산업 전체

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

신 교수는 지난 4월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입장에서 5G 활용

은 ‘생산성 향상’에 포커스를 맞춰야한다. 5G 네트워크와 기술을 활용해 ‘제

조업 발전→수익→서비스 발생→소비→제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민국 산업 명운이 걸렸다”며 이같

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바마 정부때부터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AMP) 2.0’을 

통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이미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스마

트화가 시급하다. 5G를 활용해 기업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를 치열하

게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장비 시장 또 놓치면 
6G에서도 고전”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인터뷰

“5G 활용 ‘기업 생산성 향상’에 초점...스마트공장이 핵심”

“장비 시장 지금 놓치면 6G서도 고전”

5G time #16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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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일본은 ‘산업재

흥 플랜’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독일의 ‘인더스트

리4.0’을 모델로 삼고 제조업 혁신을 추구하는 ‘제조 2025’ 전략을 세운 상

태다.

장비 시장 지금 놓치면 6G서도 고전...5G 완전 보편화는 2025년

신 교수는 5G 장비 시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3G 및 LTE 시장과 달리 

5G 이후부턴 장비 시장이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우리나라 장비 

시장은 항상 문제가 됐었다. 3G때도 LTE때도 장비시장이 못 컸다. 라우터

나 데이터센터 등은 모두 해외사업자들이 가져갔다”면서 “5G부터는 장비 

시장을 잡는 게 핵심이다. 6G는 5G를 기반으로 조금 더 진화하는 형태인 만

큼, 지금 장비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6G 시대까지 계속 고전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와 생산자간 ‘협상력’ 역시 5G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

트로 꼽았다. 신 교수는 “지금 콘텐츠 시장은 옛날 방식인 ‘공급 위주’ 시장이

다. 이건 곤란하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제공해야 사용할 

것이냐 하는 공급측 고민도 굉장히 필요하다”면서 “경제구조는 더이상 예

전처럼 대기소비가 기다리다가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

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협상력이 어떤 식으로 정립될 것

인지도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5G 서비스가 완전 보편화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전망했다. 신 교수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초기 가입자 위주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2023년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5G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5G

가 LTE 이용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완전 보편화’되는 시점은 2025년정

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4월 10일 출고)

5G 활용은 ‘기업 생산성 향상’에 초점...스마트공장이 핵심

신 교수는 ‘스마트 공장’을 5G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았다. 그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 산업 모니터링 분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생산라인을 어떻

게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지 설계해야

한다”면서도 “스마트공장은 데이터와 자원을 연결 및 공유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로 기업들간 공유와 협업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기

업들이 이를 공유할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다. 현재 제조기업들은 각자 움직

이고 있고, 정부도 방향을 정확히 못 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5G 및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자국 제조업

의 혁신에 앞다워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첨단제조 파트너십(AMP)’ 프로그램을 추진, 5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단순한 공장 자동화를 넘어 새로운 

[사진=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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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이후 
과제와 글로벌 경쟁

Chapter 3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5G를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다는 

것은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턴 정말 치열한 5G 

서비스와 콘텐츠 전쟁이 될 것입니다.”

2019년 4월 8일 유영민 장관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마무리 됐으니 한 발

작 더 나아가 5G 관련 산업 먹거리에 보다 더 집중하자는 의미였다.

2019년 4월 3일 5G 상용화가 시작된 후 정부 중심으로 5G 파생산업에 대

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5G 가입자 사이에선 5G 커버리지 및 콘

텐츠 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얼리 어답터’ 5G 가입자 10만명 “불만”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는 현재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

사 별 누적 가입자 모집 수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2019년 4월 8

일 전산 마감 기준으로 ‘갤럭시S10 5G’ 개통자의 총 합이 10만명을 넘은 것으

로 나타났다. (글이 작성된 후 2019년 6월 10일 기준 5G 전체 가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세계 최초’가 
최고 보장하지 않는다

초기가입자, “볼거리 없다”...콘텐츠 불만

대도시 벗어나면 기지국 없어...2022년 전국망 구축

5G tim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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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단 망을 깔 땐 서울, 광역시 등 인구가 밀집한 

곳부터 깔고 그 이후엔 가입자 증가 속도에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면서 “각 통

신사의 전략에 따라 망이 깔리는 속도와 지역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AR·VR 콘텐츠 부족하고, 기기 무거워

5G 상용화를 주도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화 이후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4G 

시대에는 동영상이란 강력한 킬러콘텐츠가 가입자 이동을 유도했지만 5G 

시대가 열린 현 시점에는 이 같은 킬러콘텐츠가 아직 부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기의 경량화와 완성도도 아직 풀

지 못한 숙제다. VR과 AR 콘텐츠는 5G 시대에 주목받을 핵심 콘텐츠로 지

목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기기 산업이 성장하지 못해 콘텐츠 개발 역시 더디

게 진행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VR, AR 게임을 이용할 때 기기가 무거우

면 오래 사용할 수 없다”면서 “5G 콘텐츠가 발전하려면 그 전에 관련 기기 

경량화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콘텐츠 

개발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고 총 120

억원을 투입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기반의 실감형 콘텐

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각각 88억원과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5G 실감 콘텐츠 글로벌 선도를 

위해 선도과제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집

중하겠다”고 말했다. 

[업데이트] 2019년 7월 기준으론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 가운데 약 60%인 8만

8746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은 

많아야 6% 수준이며 세종과 제주는 1%에 불과했다. 

| 김지나 기자 abc123@newspim.com (2019년 4월 11일 출고)

업계에선 예상보다 빠르게 초기 가입자를 확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

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통신3사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에 따른 결과일 뿐 

실상 5G망이 충분히 깔리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는 불만이 이

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을 보면 2019

년 4월 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8만5261개 기지국 장치 중 86%

인 7만2983개가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12만개에 달하는 기지국 장치를 설치해

야 한다. 12만개 기준으로 각 통신사의 전국망은 SK텔레콤이 17.7%, KT 

18.9%, LG유플러스가 9.2% 정도 완성시킨 것이다. 큰 도시를 벗어나면 5G 

서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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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밤 11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다. 

이와 동시에 유튜버와 몇몇 셀럽들이 5G 개통 소식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

이 ‘개통 행렬’에 동참하면서 기대감은 커졌다.

개통한지 1주일이 지난 현재,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볼멘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5G망이 전국적으로 촘촘히 깔리지 않은 탓에 기존의 4G 

LTE 속도와 다를 것 없는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5G 서비스와 관련 콘텐츠 등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최소 1~2년은 지나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계 최초’ 타이틀 확보엔 성공했으나, 안타깝게도 5G 관련 인프라가 부

족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용에 혼란이 있을 전망이다. 5G 상용화를 위해 

조기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과제가 된 셈이다.

민관 30조 이상 투자...망 구축 총력

이에 따라 정부는 5G 전국망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민간협력

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범부처의 민·관 협

력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는 3.5GHz와 28GHz의 두 주파 수를 사용하는

데 3.5GHz대역은 이용 기간(10년) 15만개의 기준 기지국(기준국)을 설치해

야 한다. 초기 3년은 전체 기준국의 15%, 5년까지는 30%를 구축해야 한다. 

28GHz 대역은 5년간 10만대를 구축하되 처음 3년간 15%인 1만 5000대를 

설치해야 한다. 일단, 망 구축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선정 및 추진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5G 관련 초기 수입모델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

다. 5G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상용화한 듯 안한 듯
인프라 구축 등 과제

조기 인프라 구축·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

5G 요금제 현실화 요구도...‘중저가 요금제’ 출시

5G tim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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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또한 통신3사가 30개 도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5G 테스트베트를 

구축 중이며 일부 지역(슝안신구·Xiongan) 지역에서 5G 인프라 기반 스마

트시티 건설에 참여하며 수익 창출로 연결 지은 사례도 있다.

산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선 5G 관련 통신요금이 좀 더 합리적

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완

화’ 등을 언급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

금제 등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통통신사들은 정부의 중·저가 요금제 필요성 지적에 따라 월 

8~9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5만 500원짜리 요금제를 내놓았다. 하

지만 데이터 소비가 많은 현재 콘텐츠 시장 흐름에 비춰봤을 때 데이터 제공

량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8일 5G 관련 기자간담

회에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통신서비스에 대해선 통신사들

이 통신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을 같이 하자고 (당부) 했다”면서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중저가 요

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요금제의 다양화를 지시했다.

|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2019년 4월 12일 출고)

도 이를 활용할 시장이 제때 조성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3월 8일 발표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에서”5G 전후방 

연관산업 구조화 및 전략산업 후보군 26개를 도출했다”고 밝히며, 관련 서

비스로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등을 꼽았

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전후방사업 육성이 핵심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5GMF(Mobile Forum) 내 6개 사업자 컨소시엄

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물류 △미디어 분

야에서 종합 실증실험을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5G와 타 산업간 융합을 본격화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영민(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스마트오피스에서 열린 ‘5G 스마트오피스 

현장 방문 및 5G B2B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에서 인 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이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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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3일 벌어졌던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쟁탈전은 한국과 

미국만의 싸움이었다. 상용화 일정을 예고없이 앞당기는 ‘기습 공격’이 감행

됐고, 정보를 입수한 한국이 약 1시간 먼저 개통에 성공했다.

이 과정을 지켜봤던 일본과 중국, 유럽의 이통사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타이틀보단 실리를 챙긴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5G 상

용화 계획은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2019년부터 5G 시장이 

만개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본·중국·유럽, 내년부터 본격 5G 상용화 계획

글로벌 시장에서 5G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시기는 2020년 이후다. 현재 

전세계 85개국 204개 통신업체가 5G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그 중 NTT도

코모(일본), 차이나모바일(중국), 보다폰(영국) 등 글로벌 주요 이통사들은 

5G 상용화 시점을 2020년으로 잡고 있다.

세번째로 5G 상용화를 이루는 지역은 유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위스 

세계 시장 내년에 만개
일본 중국 유럽 담금질

일본·중국·유럽, 내년부터 본격 5G 상용화 계획

느긋한 이유는?...“너무 빠른 상용화, 실익 없다” 

5G time #19

MWC19 보다폰 부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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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천문학적인 5G 투자 

금액 대비 투자 회수 가능성

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작

용했다는 설명이다.

5G 전체 상용화가 가장 

늦을 것으로 전망되는 유럽

은 5G 도입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 

유럽 전역에서 3G가 보편적

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서 충분한 전용 콘텐츠 조차 

확보되지 않은 5G망을 왜 

급하게 깔아야하냐는 것. 현

지 이통사들의 3G 및 4G망

에서의 투자 회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주려는 정책 기조가 작용했다는 분

석도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상용화를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이 다 다르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LTE 환경에서 수용해야하는 데이터량이 급증 추세이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수용이 가능한 5G 망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가진 국가라는 특

성상 기술 진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측면도 있다. 반면, 아직 3G 이

용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적은 것일 뿐

이다. 글로벌 5G 시장의 진검 승부는 내년 이후부터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

했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4월 15일 출고)

국영통신사 ‘스위스콤’은 LG전자의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를 2019년 5

월 출시했다. 다만, 이는 유럽 전체 중 스위스 한 곳에 국한된 상용화일 뿐 유

럽 전체의 5G 상용화라고 보기 어렵다. 유럽 전역에서 5G 상용화가 이뤄지

려면 도이치텔레콤(독일), 보다폰(영국), 오렌지(프랑스), 텔레포니카(스페

인) 등 유럽 주요 이통사들이 움직여야한다. 이들은 구체적인 5G 상용화 시

점을 밝히지 않았다. 2019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일본은 2020년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맞춰 5G 상용화 일정을 잡고 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2019년 4월 10일 5G 주파수를 자국 4대 이통사에 할당

했다. 한국보다 약 1년 늦은 속도다. 2019년 12월경 소프트뱅크를 시작으로 

NTT도코모, KDDI 등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5G 상용화 작업을 진

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2020년에 5G를 상용화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보다 1년여 늦

은 시점이지만, 5G 개화에 맞춰 충분한 네트워크와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 

‘완성도 높은’ 5G를 구현한다는 속내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서둘러 진행

한 5G 상용화가 이용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평가절하고 있

다. 이에 자국 3대 이통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을 

통해 상하이에서 시범서비스를 거친 뒤 내년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상용 서

비스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느긋한 이유는?...“너무 빠른 상용화, 실익 없다” 

글로벌 주요 이통사들이 이렇게 느긋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개화하지 

않은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보단 안정

화된 단말기 확보와 충분한 네트워크망 구축 등 ‘내실’을 먼저 쌓고, 시장이 

본격 커지기 시작할 때에 맞춰 상용화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이나텔레콤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이통사들

은 당초 수립한 투자액의 절반 수준 금액만을 현재까지 집행한 것으로 알려

MWC19 오렌지텔레콤 부스 전경.

96 97



5G가 꽃피울 
신기술·신산업

Chapter 4



5G 시대에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알파이자 오메가다. 5G 네트워크는 속

도 향상에만 초점을 맞췄던 이전 세대의 개념을 넘어선다. 초고속, 초저지

연성, 초연결성까지 아우르는 지능형이다. 즉, 5G는 직전 4세대 롱텀에볼

루션(LTE)과 비교해 전송 속도가 최대 20배 빠른 20Gbps(기가비피에스)에

다, 최대 10분의 1의 빠른 응답이 가능하며, 연결기기 수도 LTE 대비 10배 

증가해 1㎢ 당 100만대가 가능하다.

나아가 네크워크의 지능화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이뤘

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산업군별로 요구가 다양한 네크워크 

사양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충족시킨다. 즉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 미

래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여러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최초의 네트

워크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통신 인프라 5G의 지능화 기술

5G는 네트워크 자체에서 각 산업 영역이 필요로 하는 속도, 저지연, 대량 

연결, 보안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유연한 기술특성을 갖고 있다. 국제전

달리는 버스에서 
VR게임 즐기는 세상

모바일 엣지 컴퓨팅+슬라이싱 기술=특화 네트워크

유무선 인터넷에 접목...새 서비스 구현

5G time #20

4G·5G 속도 비교

성능 지표
4G

(IMT-Adevanced)
5G

(IMT-2020)

최대 전송속도 1Gbps 20Gbps

체감 전송속도 10Mbps 100~1,000Mbps

주파수 효율성 - 4G 대비 3배

고속이동성 350km/h 350km/h

전송지연 10ms 1ms

최대 연결 기기수 105/㎢ 106/㎢

에너지 효율성 - 4G 대비 100배

데이터 처리용량 0.1Mbps/㎡ 10Mbps/㎡

[자료(재인용)=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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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이를 통해 5G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차량 이동 

중에도 VR 게임 등 고품질

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2018년 12월 KT의 ‘로봇

카페’도 5G MHS가 탑재돼 

있어 유선 인터넷 연결 없이 

5G 기지국 신호를 받아 작

동한 사례다. 이처럼 5G 네

트워크는 커피 주문 접수는 

물론, 풀(Full) HD급의 고화

질 지능형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관제센터에 24시

간 로봇의 운전상황과 동작

인식 등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또 ‘차량과 사물간 통신 기술’(5G-V2X·5G Vehicle to everything)의 경

우, 5G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차량 간 혹은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으로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주행의 안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기가 인터넷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지난

해부터 ‘5G WTTx(Wireless To The X)’ 기술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기가 인터넷(유선), 5G(무선) 등 

유무선 네트워크에 9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국내 

최초로 전국 상용화한 10기가 인터넷이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도 기여할 것

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김영섭 기자 kimys@newspim.com (2019년 4월16일 출고)

기통신연합(ITU)은  초저지연 (URLLC), 초고속(eMBB), 초연결성(mMTC) 

등 8개의 성능지표를 제시한다.                                         

먼저, 5G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해 수십 개 이상

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다중입출력 기술(Massive MIMO)을 사용한다. 기존 

2~4개 안테나만 이용하는 LTE와 달리 수십 개 이상의 안테나 소자를 활용

해 수십 개의 데이터 채널을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기지국 용량

을 향상시킨다. 

특히 5G는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서버를 기지국 근처로 위치시

켜 근접한 지역에서 컴퓨팅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초저지연 통신을 구현한

다. 이를 통해 사람의 신경반응 속도와 유사한 반응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5G는 기존망과 달리 물리적으로 하나인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분리해 서

로 다른 특성을 갖는 서비스별로 특화한 전용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네트워

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 가능한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현재는 하

나의 네트워크에 다양한 서비스와 단말이 혼재돼 있어 서비스 간 영향이 있

지만, 망을 분리함으로써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QoS)이 가능하다. 

‘달리는 버스에서 VR 게임’...5G 네크워크로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혁신

이런 5G 네트워크의 지능화와 수직적 통합은 혁신적 5G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다. 특히 기존 유무선 인터넷서비스와 결합함으로써 시너지를 넘어선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

근거리 유선 랜 기반 인터넷을 무선으로 공유하는 와이파이(WiFi)에 5G 

환경이 융합되는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KT는 달리는 

대형버스에 5G 네트워크 환경을 적용했다. 2019년 1월 선보인 체험버스에 

5G 모바일 핫스팟(MHS·Mobile Hot Spot)을 탑재,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

에 구축된 5G 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아 와이파이로 변환하는 기술을 실현시

2019년 4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5G 서비스 및 콘텐츠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5G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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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게 필수적인 능력은 장애물과 바뀐 신호, 다른 차량의 운행 

정보 등을 빠르게 감지하는 반응 속도다. 이 정보가 끊기거나 늦게 전달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4G(세대) LTE보다 20배 빨라진 5G

가 자율주행차를 가능하게 한다. 드론도 마찬가지다.  5G 기반의 초연결 사

회에서 명령어 수행 기능에 한정됐던 인공지능(AI)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서 5G 자율주행 카셰어링 차량과 함

께 최적의 주행 경로를 찾는 ‘카셰어링용 자율주행 AI기술’을 선보였다. 5G 

자율주행 카셰어링 차량에는 5G 통신 모듈을 통해 관제센터, 신호등과 통신

을 주고받으며 위험 요소를 피하는 V2X 기술이 적용됐다.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로, 무선 통신을 통해 차량이 운행 

중 신호등 등 도로 인프라와 각종 교통·보행자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을 지

칭한다. V2X는 주변 차량의 목적지와 경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완전한 자율 주행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반응 속도 덕에 
AI 자율주행·드론 날개

단순 명령어 수행 기능 넘어선 AI

자율주행차량, 드론 ‘실시간 대응’ 가능

5G time #21

웨이모 자율주행차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시험 운행하는 가운데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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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촬영한 고용량 이미지 5G 덕에 실시간 전달

또한 SK텔레콤이 공개한 AI 기술에 따르면, 고객 하차 후 자율주행차량

이 스스로 다음 고객을 찾아 이동하거나 주변 주차장으로 이동해 대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애물 반응 속도가 중요한 드론 또한 5G 시대를 맞아 활성화될 분야로 

꼽힌다. 드론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 하기 위해선 실시간 이미지가 전달돼야 

하고, 조작자의 반응에 따라 드론이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제31보병사단과 함께 4월 16일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해

상 작전 실증을 펼쳐보이기도 했다.

스마트드론은 미상선박을 수색·발견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선박 내 인원

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작자는 드론이 실시간으로 촬영한 고용량 이미

지를 전달받아 긴급 상황에서 실시간 조작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KT는 지능형 드론을 활용한 보안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KT는 지능형 드

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드론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리항공, 싱크스페이스와 

협력해 기체 비행속도 최대 100km/h 음성인식 제어가 가능한 차세대 드론

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을 추진하는 드론은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인

공지능 음성인식 드론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비전문가도 원격으로 음성 

제어를 할 수 있어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순 명령어 수행과 같은 AI 서비스는 4G LTE 속도

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반응 속도가 중요한 자율주행과 

드론은 5G 시대를 맞아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2019년 4월 17일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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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주차 공간을 찾는 일을 생각해보자. 주차 공간과 차

량 사이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빈 주차공간을 실

시간으로 안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빈자리를 찾아 주차공간을 헤매는 

시간이 확 줄어드는 셈이다. 불법 주차도 줄어들 것이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커넥티드카의 미래 모습이다.

도시 전체의 가로등 전구에 네트워크가 탑재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도로 위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그에 따라 분석 및 대처가 가능해진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근처의 가로등 전구가 상황을 감지해서 경찰과 

병원, 보험 등에 동시 다발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어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

이다. 거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상황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처할 수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들도 더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이다. 모든 사물에 네트워크가 탑재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

자율주행·스마트홈·헬스케어 등...모든 5G 서비스의 근간 

이통3사, IoT 생태계 선점 경쟁 치열

5G tim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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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구상이다. IoT 활성화를 위한 

전용망인 ‘로라(LoRa)’의 전국망 구

축에 이어 또 하나의 IoT 전국망 ‘LTE 

Cat.M1’ 구축을 지난 2018년에 완료

했다.

SK텔레콤은 로라망을 활용해 생

활 밀착형 사물인터넷 제품을 비롯해 

물리보안, 재난 관리, 미세먼지 모니

터링, 스마트홈 등 영역에서 사물인

터넷 제품을 이미 출시한 상태다.

KT 역시 자사가 가장 강점이 있는 

△재난관리 영역을 비롯해 △대기질 

관리 △커넥티드카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솔루션

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홈

을 중심으로 생태계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와 사물인터넷

의 결합으로 무한한 새로운 시장이 열린 셈”이라면서 “어떤 시장을 타겟으

로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솔루션들을 끊임없이 개발해낼 수 있다. 개인 대상

의 생활밀착형 솔루션부터 기업비즈니스(B2B)용 솔루션 및 스마트 시티같

은 도시 단위 프로젝트까지 모든 5G 사업에 사물인터넷 인프라가 기본으로 

탑재되는 것이다. 5G 초기 시장에선 당분간 ICT 기업들의 솔루션 출시 경쟁

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4월 18일 출고)

자와 사물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곳곳에 설치

돼 있는 사물들을 통해 현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사

물을 이용자의 필요에 맞게 움직일 수도 있다.

자율주행·스마트홈·헬스케어 등...모든 5G 서비스의 근간 

사물인터넷은 5G 시대와 맞물려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

로 꼽힌다. 대용량의 데이터가 초고속·초저지연으로 사물들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는 것이 5G다. 5G에선 대규모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사물의 상태나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원격 모니터링, 설비

나 기기를 원격 통제하는 원격 제어, 이동하는 사물의 위치 정보와 연계한 

원격 추적,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환 등의 기술이 구현된다.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비서, 헬스케어, 재난 관제 등 5G 

시대의 신산업 대부분이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 자

율주행을 가능케하는 뼈대 역시 사물인터넷이다. 차량 사이 실시간 커뮤니

케이션과 도로 전체 상황 모니터링, 신호 조절 등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자율주행 및 정비를 비롯해 보험 상품 연계·교통 

제어까지 가능한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에너지 절감·탄소배출 규

제·위험물 누출 방지 등을 자동화하는 설비 관리 시스템 △가정이나 공장 

내 기기 간 통신으로 가사 및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스마트홈·스마트팩

토리 △수질·대기질·소음 등을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물

인터넷 솔루션이 5G 시대를 맞아 탄생하고 있다.

이통3사, IoT 생태계 선점 경쟁 치열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들은 자사 장점과 연계

한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선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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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의 소재는 가상

현실 게임이다. 사람들이 VR용 기기를 착용하거나(레디 플레이어 원), 스마

트렌즈를 눈에 끼고(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마치 실제 상황과 같은 전투를 

즐기거나 레이싱을 하는 장면이 주를 이룬다.

재난 상황에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로봇이 들어가 상황 파악 및 구

조나 복구 작업을 한다. 초단위로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체크

한 상황과 그에 맞는 대처 등에 대한 송수신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안정적

으로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수다. 바로 5G 네트워크다. 5G 시대에는 

개인의 삶부터 산업이나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

의 이유다.

5G시대 생성되는 모든 서비스에 빅데이터 필수

하지만 단순히 네트워크의 속도와 전송가능 용량이 커지는 것만으로 되

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G 네트워크를 타고 모든 곳에 적합

초연결시대의 두뇌, 
빅데이터가 뜬다

5G 응용서비스에 없어서는 안되는 빅데이터

시장 성장 속도 빠른데 규제에 발 묶인 국내 산업

5G time #23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이 2019년 7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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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마존 등 손꼽히는 정보기업들을 필두로 진행된 데이터센터 투자는 반

도체시장의 초호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내 기업 역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9년 2월 스페인 MWC에서 “5G가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거기에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 등 여러 기술이 들어가서 사

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며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것도 완벽하게 통

신에 의해서 자율주행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만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까

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커지는데...정치권에 발목잡힌 국내 산업

다만 국내에서 빅데이터 산업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

이 있다. 바로 규제다. 이른바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법인데, 빅데이터와 관

련된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

하고 있다.

시장분석 업체 KRG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5년 2623억

원에서 2016년 3440억원, 2017년 4300억원으로 성장했다. 2018년과 2019

년에는 5600억원과 7900억원으로 매년 30%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시장은 현재 약 1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앞으로 그 성장 속도는 예상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능성 높은 시장을 정치권 

공방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셈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한 한 업체 대표는 “지금 한국의 개인정보시장을 보면 제

대로 보호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활용도 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서 관련 육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발목

을 잡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2019년4월19일 출고)

하게 뿌려져야 하는 정보다. 수년전부터 미래 기술의 화두가 되고 있는 ‘빅

데이터’다. 이른바 빅데이터는 5G시대에 두뇌인 셈이다.

5G시대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시대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다양한 상황과 해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양의 정보, 데이터가 끊임없이 오가는 시대인 것이다. 일례

로 5G로 인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 개

개인의 생체정보가 필수다. 여기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전달해

야 하고, 그에 맞는 처방법도 즉시 받아야 한다. 같은 질병이라 해도 환자 개

개인에 따라 다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와 처한 상황 등에 대한 데이

터는 무수히 많아진다.

이처럼 빅데이터가 초연결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한 글로벌 기업들

은 이미 수년전부터 데이터센터 등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다. 구

2019년 4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5G 서비스 및 콘텐츠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5G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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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스웨덴 일본 영국 한국

56.9

48.2
44.6

34.7

12.9

…

…

“보통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우리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 

고민하는데 대한항공은 그런 생각 대신 어떻게 클라우드에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 할 지 고민한다.”

지난 4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19’에서 김

탁용 대한항공 차장은 대한항공의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대

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전사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오는 2021년까지 클라우

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전세계 대형 항공사

로서도 최초 시도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영화, 사진, 음악 등 미디어 파일 문서 주소록 등 사용

자의 콘텐츠를 자신의 PC 저장장치가 아닌 서버에 저장해 두고 스마트폰이

나 각종 기기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상 하드웨어를 

단 몇 분 만에 구축하고 없앨 수 있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대한항공의 홈페이지, 화물 관리, 예약관리, 항공편 

제어, 전사적자원관리(ERP) 등의 시스템이 모두 클라우드로 전환된다. 중

동 초대형 항공사의 물량공세 및 저가 항공사들과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

클라우드 산업,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

대한항공, 3년내 전사 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계획

IT인프라 탄탄하지만 클라우드 이용률은 OECD 하위권

범부처 서비스 도입 노력·규제 완화·기술력 확보 필요

5G time #24

[자료=OECD]

2016년 국가별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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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

비스에 적극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서울에, MS는 

부산에, IBM은 판교에 각각 데이터센터(리전)를 세워 운영하며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오라클도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 2세대 클라우드 데이

터센터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서울 리전(OCI, 오라클 서울 리

전)’을 개소했다. 오는 2020년 초엔 구글도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세울 계획

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5년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하고 본격적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나섰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적극적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공기관 중 클라

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대한항공은 IT에 기반한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택한 

것이다.

초고속 초저지연 5G, 클라우드 서비스와 궁합 맞아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에 들어서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

다. 초고속·초저지연을 특징으로 하는 5G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는 궁합

이 잘 맞는다. 4G 후반기였던 지난 2016~2018년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

의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이 벌어졌듯 5G의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면 데이터 수용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성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책분석팀 수석은 “5G가 대중화되면 클라

우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도 일어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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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기업들의 47.8%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보안’을 꼽았다.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클라우

드 서비스 업체에 고객 정보가 포함된 자사 데이터를 맡겨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데이터

를 넘길 수 없는 구조다. 20대 국회에서만 이와 관련해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소관상임위에 접수된 채 잠자고 있는 상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기술력 확보도 관건이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들이 인

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을 글로벌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한국

형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와 관련된 정부 조치도 미흡하지만 

글로벌 기업에 비해 아직 국내기업의 기술력, 즉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본

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기 전에 국내기업 내부적으로도 기술력 제고를 위해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2019년04월22일 출고)

우드 서비스 이용기관의 비중은 32.8%에 불과하다.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에서 목표한 40%에 미달하는 수치다. 지난 2016년 기준 한국

의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12.9%로 OECD 33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관장하는) 과기

부 외 다른 부처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지방

자치단체를 비롯해 타 부처 소관인 다른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해 지난해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에선 범부처 협력을 통한 혁신 사례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규제...개인정보보호·보안 등 걸림돌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술 자체의 이점이 많지만 규제나 법이 기술보다 뒤

쳐져 있어 다른 부처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

림돌로 꼽는다.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8년 클라우드산업 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복수응답)

보안 도입비용
부담

유지비용
부담

관리자(책임자)
인식 부족

정서적
이질감

성능의 
불확실성

서비스모델
정보 부족

기타

47.8

35.0 33.9
29.2

16.4 15.1
11.3

1.3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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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가전을 제어할 수 있고 범위를 넓히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

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른바 ‘초연결’ 시대다.

하지만 초연결에도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기기로 연결된 네트워

크에 누군가 침입해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커넥티드 

카’를 타고 가던 중 누군가의 해킹으로 큰 사고를 겪을 수도 있다. 2018년 발

생한 KT의 아현지사 화재 사고의 경우 도시가 마비되기도했다.

‘보안’의 중요성은 이런 위험으로 인해 부각된다. 이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일정 주기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

성한 후 이전 블록들에 체인처럼 연결하는 기술이다. 5G시대에 ‘초신뢰’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중앙에서 관리하던 정보 기록을 다양한 곳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데이터 블록의 안에 담긴 정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거래정보를 분산된 다수가 관리하고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높

은 신뢰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으로 ‘보안성’, ‘확장

성’, ‘투명성’ 등이 언급된다.

하태형 블록체인분석평가위원장은 “더 빠른 통신망으로 연결돼 ‘스마트 

시티’같은 형태로 인프라가 집중될 경우 중앙 컨트롤 타워가 공격당했을 때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것”이라며 “블록체인기술은 5G 시대일수록 분산의 

관점에서 보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르면 세계 블

록체인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규모도 

오는 2022년 약 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업계, 블록체인으로 보안·인증 해결한다

KT는  2019년 4월 16일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가 체인

(GiGA Chain)’을 공개했다. 그 중 블록체인을 통한 IoT 보안 솔루션인 ‘기가

초연결 시대
‘블록체인’으로 ‘초신뢰’까지

블록체인, 5G시대 보안·투명성 바탕으로 신뢰 보장

2022년까지 1조원 규모 전망.. 플랫폼 사업도 치열

5G tim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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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 등장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도 등장했다. 금융, 공공부문, 콘텐츠 등 광범위

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IT업체들은 서

비스형 블록체인(BaaS)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BaaS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 할 수 있

도록 블록체인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필요 기능을 제공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자사 클라우드 시스템인 ‘Azure’와 

‘Bluemix’를 각각 활용해 금융, 유통, 결제시스템 등에 적용하고 있다. 아마

존 역시 아마존 클라우드 시스템 AWS를 활용 블록체인 기반 분산앱을 구축 

및 관리 지원하고 있다.

KT의 GiGA Chain BaaS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과제기능을 클

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업이 전문 인력이나 서버 구축 없이

도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삼성SDS는 이미 2017년 ‘넥스

레저’를 도입해 은행, 물류, 수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한 바 있다.

|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2019년04월23일 출고)

스텔스(GiGAstealth)’를 통해 커넥티드카, 스마트팩토리 등 5G시대 유망한 

업종의 보안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가스텔스는 네트워크 일부 구간만을 보호하는 타 5G 보안기술과 달리 

IoT 단말과 서버, 사용자에 이르는 전 구간에서의 보안을 블록체인을 통해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상에서 유출될 우려가 큰 개인정보를 보

호하는 ‘인증’부문에서의 혁신도 기대된다.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인증과정에서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해킹·악용의 소지가 많고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슈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SK텔레콤은 2019년 2월 MWC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서

비스를 상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SKT의 ‘모바일 신

분증’을 통해 사용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서비스 활성화시 신분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혁신할 수 있

을거라는 기대도 있다.

124 125



“예전에는 말이야 손과 발의 자유는 꿈도 못꿨어. 내비게이션을 보며 직

접 핸들을 이리저리 움직여야 했고, 오른발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기 바빴

지.”

자동차 ‘운전’이 옛날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자동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개인을 위한 공간으로 개념이 바뀌게 될 것이

다.

“12시 미팅 장소로 데려다줘. 미팅 자료 브리핑도 부탁해.” 

비서나 운전기사가 아니라 차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차에 탄 후 한마디 말

로 목적지까지 이동은 물론, 일정 확인 등 업무부터 여가 활동까지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달리려면 5G로 대용량 데이터 전달 필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 주행 환경 등을 

인식해 운핼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GPS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

는 기술과 각종 고감도 카메라, 센서 등을 이용해 주변 상황을 자동차가 스

車 자율주행 대용량 데이터
신속 전달 가능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차 시대의 필수적인 인프라

수 테라바이트 데이터 처리 기반...법규·윤리 등 과제

5G time #26

자율주행차 이미지 현대모비스. [사진=현대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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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율주행차의 기술은 센서와 카메라 등을 통해 입력한 막대한 데

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현재 자율주행 시험차는 대 당 한 시간에 4

테라바이트(Tb)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하루에 약 

40Tb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초고화질 영화

(4Gb)가 1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달리기 위

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5G가 필수적이다. 

이에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들의 협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에릭슨

과 SK텔레콤, BMW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제휴를 맺었으며, 현대모비

스는 KT와 5G망을 구축한데 이어 러시아 ICT기업 얀덱스와 플랫폼 공동 개

발에 나서기도 했다.

바뀌는 자동차의 개념...관련 법 제정·윤리의식 정립 과제

자율주행차의 보급으로 교통사고 감소, 도심 공간효율성 증가 등의 사회

적 순기능들이 기대되고 있다. 졸음운전, 부주의한 운전 등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교통체증 또한 감소할 수 있다. 도시 밀집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이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심

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지능(AI)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개인정보 보

호 등 새로운 문제들도 함께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이용을 위해선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자율주행차가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수집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수

많은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기준들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우선 관련 문

제에 대한 도덕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 세세한 규정들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아영 기자 oneway@newspim.com (2019년04월24일 출고)

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주행을 하며 빠른 이동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또 주고받으며, 판단까지 내리는 

복잡한 기술이다.

자율주행의 단계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자동차기술협회(SAE)에 따

르면 0~5단계로 구분된다. 운전자와 자동차 사이의 역할 비중에 따라 △0

단계 운전자가 모든 상황 직접 제어 △1단계 시스템이 속도·제동 등 일부 

제어 △2단계 차량이 속도·방향 스스로 제어 △3단계 차량이 교통흐름·

장애물 제어 △4단계 차량이 모든 기능 수행 △5단계 무인자동차 등으로 나

뉜다.

완전 자율주행차 즉, 5단계는 10년 이내에 등장할 예정이다. 부분적인 자

율주행 차량은 이미 상용화됐으며, 인간의 개입이 필요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4단계)의 상용화는 이르면 2020년대에도 가능하다. 시장조사기관들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5~2035년에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HIS

는 2035년 자율주행차 판매량이 2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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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서비스가 ‘킬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 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5G 시대가 열리면서 실시간 전송 가능한 데

이터양이 늘고 지연 속도가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임, 공연, 군사 훈련 등이 5G 전용 콘텐츠로 새롭게 태어났

다. 다만, VR 기기의 경량화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통신업계 등은 관련 

요금제 선택 시 이용자들에게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

하면서 콘텐츠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AR·VR 게임 재주목

5G 시대를 맞아 2~3년 전 떠올랐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게임

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현실 게임의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어지러

움과 저화질로 인한 낮은 몰입감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이자연 산업연구원(KIET) 신산업연구실 연구원은 4월 2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5G가 상용화되면서, VR·AR의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어지러

움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화면에 표시되는 지시사항대

로 움직였을 때 화면도 빠르게 이동하면서 화면이 끊어지는 ‘렉’ 현상이 줄어

들어 어지러움증 같은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전세계 VR 시장 규모가 작년 67억 달러(약 7

조 4000억 원)에서 2020년 700억 달러(약 77조 5000억 원)까지 늘어날 거

라고 발표했다. 국내 VR시장도 같은 기간 1조 4000억 원에서 5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이자연 연구원은 “최대 단점이 극복이 되면 소비자 시장 규모도 크게 증가

할 것”이라며 “5G 상용화는 디바이스를 착용해야 하는 VR 산업보다 AR 산

업의 발전을 빠르게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AR은 별도의 장비없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으로도 가상의 현실을 현실

과 융합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포켓몬고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빠르게 확

산됐다. 게임 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 공간 인테리어, 제품의 제조과정, 의

VR·AR 콘텐츠 뜬다
육사, 전투훈련에 적용

게임, 공연, 군사 훈련 등 5G 콘텐츠로 다시 태어나

초고속·초저지연에 3차원 시뮬레이션 현실감 높여

5G tim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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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VR·AR을 활용한 

미래형 훈련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

의 사격, 저술, 지휘통제 훈

련들이 ‘VR·AR 기반 통합

전투훈련’으로 바뀌게 된다. 

2018년 육군사관학교가 독

자 개발한 통합 전투훈련체

계를 5G 네트워크에 결합해 

2019년부터 본격화한다.

VR·AR 기반 통합 전투

훈련체계는 △VR 기반 정

밀사격훈련 시뮬레이터 △VR 기반 전술훈련 시뮬레이터△AR기반 지휘통

제훈련 시뮬레이터 △훈련정보 수집 및 훈련효과 분석 시스템 등으로 구성

돼 있다.

VR 기반 사격훈련이 도입되면 멀티스크린 속에서 개인 화기를 가지고 영

점사격, 실내 축소사격, 실거리 사격, 이동표적 사격, 야간사격, 전장 상황 

사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AR 기반 지휘통제훈련은 전시 상황 시뮬레이션

을 AR을 활용해 눈앞에 3차원 지형을 띄워 놓고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4월 10일 VR·AR 등 5G 킬러콘텐츠

의 글로벌 초기 시장 선점을 지원하는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5G 기반 실감콘텐츠 개발 관련 15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88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32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시장 진출

을 지원할 계획이다.

|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2019년 4월 25일 출고)

학 등 전문 분야에까지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통신사들은 게임사와 지적재산권(IP)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등 다양성 확보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인기 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서비스하는 미국 

게임업체 라이엇게임즈와의 제휴로 LOL 챔피언스 코리아를 VR·AR 버전

으로 만들어 상반기 내 독점 중계한다.

상반기 내 세계 1위 VR 게임인 ‘건잭’ 등 게임 5종과 함께 넥슨과 IP를 제휴

해 만든 ‘카트라이더 VR’ 등을 출시한다. ‘포켓몬 고(Go)’로 유명한 나이언틱

과의 독점 제휴를 통해 ‘해리포터 AR’ 등을 상반기내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

에 VR기기 관련 콘텐츠를 50% 할인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KT는 GS리테일과 손잡고 신촌에 VR 게임방 ‘브라이트(VRIGHT)’를 열

고, 내부에 구축된 5G망을 기반으로 완전 무선 VR 게임인 ‘스페셜포스 VR’

를 비롯한 50여종의 VR 콘텐츠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엔비디아와 VR 게임으로 협업하며, 9월말까지 5G 요금제

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AR·VR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5

일부터 5월말까지 5G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는 VR 헤드셋을 무상 

제공한다.

공연·군사 훈련 등 다양화

LG유플러스는 실감형 공연 서비스 ‘U+아이돌Live’에 ‘아이돌 밀착영상’

과 ‘VR 영상’ 기능을 추가했다. 아이돌 밀착영상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멤버

만 크게 확대해 작은 몸짓이나 표정 하나까지 고화질 영상으로 자세히 볼 수 

있고 VR 영상으로 180도까지 회전시켜 볼 수 있어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

다.

SK텔레콤과 육군사관학교는 5G 기술 기반 ‘스마트 육군사관학교’를 만든

다. 5G 인프라를 통해 VR·AR 기반으로 사격훈련과 전술훈련도 할 수 있

게 됐다.

육사 생도가 VR 기반 정밀사격훈련 시뮬레이터로 전시 상황 

사격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 =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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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베어스와 롯데자이언츠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토요일 저

녁 8시. 실시간으로 이 경기를 관람 중인 A씨의 시선은 잠실경기장 3루측 응

원단상을 향해있다. 정면을 보니 치어리더들이 음악에 맞춰 응원을 하고 있

다. 좌우를 둘러보니 수천명의 관람객들이 응원가를 부르는 중이다. 뒤를 올

려다보니 2층 관람석까지 관중이 가득차있다. 타석에 들어선 이대호 선수가 

친 볼이 아웃으로 끝났다. 두산베어스의 공격으로 이어진다. 막간을 이용해 

A씨는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를 벗었다. 현재 A씨의 실제 위치는 부

산광역시의 한 아파트 거실이다. 그는 지금 ‘실감형 프로야구 중계’를 시청 

중이다.

이통3사, 초기 5G 핵심 사업으로 ‘실감형 미디어’에 올인

5G 시대를 맞아 미디어가 실감형으로 진화했다. 이통사들은 현재 이같은 형

태의 5G 실감형 프로야구 콘텐츠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아

직은 사전 촬영된 영상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5G 네

트워크가 더 촘촘하게 깔리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콘텐츠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 상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초고속 네

트워크·배터리절감기술·단말 등은 이통3사가 모두 갖고 있는 기본 사항”

이라며 “기술은 결국 콘텐츠가 갖춰져야 의미있는 것이다. 이용자는 볼 것

이 없으면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결국 미디어와 엔터테인

먼트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가 5G 시대의 최고 수

혜 산업이란 전망도 있다. LG유플러스는 ‘미디어·엔터 콘텐츠’를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자사의 경쟁 우위로 삼고 여기에 ‘올인’하기로 방향을 잡았

다.

“온 몸으로 느낀다”
미디어, ‘실감형’으로 진화

이통3사, 초기 5G 핵심 사업으로 ‘실감형 미디어’에 올인

실감형 콘텐츠 시장 규모 2020년 5조 7000억원 규모 전망

5G tim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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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양하게 영역에서 물밑작업 중이다. 

아프리카TV와 손잡고 1인 미디어 및 e스포

츠 생태계 지원을 하기로 했고, 5G 인프라

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도 협업하기로 했다. 

교육 업체와 손잡고 VR 등을 접목한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도 확보했다. 혼합현

실(MR)을 적용한 5G 체험공간도 전국 곳곳

에 구축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국내 

실감형 콘텐츠 시장 규모는 1조4000억 원에

서 2020년 5조7000억원까지 커질 전망이

다. 미디어 분야에선 2025년까지 최소 2조

5000억원, 2030년까진 3조6000억원의 사

회적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 역시 5G 초기 시장은 콘텐츠, 

그 중에서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가 이끌어 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이 결합된 ‘실감형 미디어’는 4세대(4G) 롱텀

에볼루션(LTE) 시대와 5세대(5G)를 구분지을 수 있는 ‘킬러 콘텐츠’로 각광

받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소비자단에서 5G가 활성화되려면 

VR, AR 등 신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들이 빠르게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4월 26일 출고)

“VR, AR 등 신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들이 빠르게 보급”

LG유플러스뿐만이 아니다.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통사를 비롯해 삼

성전자 등 전자 제조사, 중소기업·스타트업까지 모두 새롭게 펼쳐지는 ‘5G 

미디어 블루오션’을 선점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

SK텔레콤은 5G를 맞아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위

해 자사 모바일 인터넷TV(OTT) 서비스 ‘옥수수’를 콘텐츠연합플랫폼의 ‘푹

(POOQ)’과 합쳤다. 충분한 유저풀을 확보하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규모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 플랫폼을 통해 VR·AR이 결합된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KT 역시 5G를 맞아 변화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선점하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문화발전대회 시민체험존에서 한 시민이 VR 4D 드라이브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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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쐈으나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화살의 속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5G 시대엔 다르다. 정말 총알의 속도를 찾았다. 여기에 생생한 타격감에 이

른바 ‘손맛’까지 더해졌다.

빠른 속도, 정확한 반응 등이 요구되는 게임은 초고속·초저지연이 특성

인 5G 시대에 물을 만난 물고기 같은 콘텐츠다. 4G 시대에 등장했으나 성과

가 부진했던 ‘클라우드 게임’도 다시 기지개를 켤 기세다.

특히 상대에게 총을 겨눠 쏘는 방식의 1인칭 슈팅 게임(FPS)와 게임상에

서 여러 명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은 이용

자들의 즐거움이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G 속도처럼 콘텐츠 속도도 빨라진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빨라진 속도에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도 이전보

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게임, 속도·생생한 타격감
높아진다

업데이트 적용시 발생하는 시간차도 없어져

4G 시대 성과 못 냈던 ‘스트리밍 게임’도 주목

5G time #29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모습.  [사진 = LG전자]

138 139



밍 게임’도 다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스트리밍 게임은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에서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면 바로 재생되는 특징이 있다.

과거에도 소니(Playstation Now), 파섹(Cloud Gaming), KT(위즈게임), 

SK텔레콤(클라우드 게임), LG유플러스(C-Games) 등이 서비스됐다. 그렇

지만 4G의 속도가 플레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구글은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인 ‘스타디아(Stadia)’를 발표했고, 마이크로

소프트(MS)는 구글보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프로젝트 X 클

라우드’ 서비스를 예고하는 등 5G 시대를 맞아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다.

국내 게임 업계는 초고속·초저지연으로 환경이 더욱 향상된 건 인정하

나, 많은 사람이 복잡한 게임을 한번에 플레이하는 스트리밍 게임이 오류없

이 재생될지에 대해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플랫

폼(PC, 모바일, 콘솔)에서 색다른 느낌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용자들에겐 큰 장점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속도가 빠르다고 클라우드 서비

스가 모든 게임을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

고, 몇가지 게임을 하기 위해 월정액 서비스를 가입할지도 아직 예측하기 힘

든 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2019년 4월 28일 출고)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들은 스토리와 게임을 함께 즐기

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레벨을 빠르게 올리고, 업데이트된 콘텐츠를 단기간

에 소비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특성 때문에 같은 게임이라도 국내엔 다

소 늦게 출시하곤 했는데, 5G 상용화로 콘텐츠 소비 속도가 지금보다 현저

히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게임사의 업데이트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가령 

업데이트 마감까지 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시

간까지 고려하면 시간차 발생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5G를 이용해 업데이트

를 진행하면 이러한 시간차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도 음악처럼 다운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속도와 반응 지연 한계에 지지부진하던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스트리

구글의 부사장이자 총괄 매니저인 필 해리슨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개발자회의(GDC)에서 클라우드 기술과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 센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스타디아’(Stadia)를 공개했다. [사진 = 샌프란시스코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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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전 10시. A 대리가 갑작스레 회사로 출근했다. PC를 켜고 안에 

있던 자료를 USB로 옮기려 했으나 USB로 옮겨지지 않았다. 이메일로도 전

송이 안됐다. A 대리는 끝내 이 자료를 복합기로 인쇄해 회사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출동한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A 대리의 행동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A 대

리는 휴일 출근 등록이 안돼 있었다. 게다가 가져나가려한 자료는 ‘보안’ 등

급이 매겨져 있다. 이 자료를 USB와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내보내려 한 사

실도 시스템에 모두 기록됐다. 인쇄를 해서 외부로 가져나가려 한 기록이 누

적돼 보안경고가 발령됐고, 관제센터로 전달돼 요원이 출동한 거다. 요원들

은 인공지능(AI) 교통관제와 자율주행 등을 통해 회사 건물까지 7분만에 도

착했다.

SK텔레콤의 융합보안 관제플랫폼 ‘시큐디움’이 구상 중인 기업 보안 서비

스다. 통신 기술을 비롯해 네트워크, 물리보안, IT 보안 역량을 결합하고 시

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SK텔레콤 자회사 ‘ADT캡스’와 ‘SK인포섹’이 협업

해 융합 보안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상용

화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5G가 상용화 이후 기업과 개인의 ‘보안’ 수준 역시 비약적으로 높아질 전

망이다. 단순히 외부 침입을 센서가 감지하고 업체가 요원을 출동시키는 형

태의 보안이 아니다. 지능형 CCTV와 사람의 얼굴과 신분을 스스로 알아보

고, 그의 모든 위험 행동을 기록하면서 경고 신호를 준다. 신호를 받은 사물

인터넷(IoT) 인프라는 피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차단 조치를 한다.

지능형 CCTV·사물인터넷 등 5G 만나 도약

보안 전문 매거진 ‘시큐리티월드’에 따르면 국내 물리보안 시장은 지

난 2017년 3조5000원 규모에서 오는 2020년 3조9000억원 규모로 연평

균 3.8%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에릭슨(Ericsson)에 따르면 이 중 영상

CCTV 보안 시장의 규모는 오는 2025년 2조1000억원, 2030년 2조6000억

‘보안’ 황금알 낳는 
신산업으로 각광

SKT, ADT캡스 인수...LGU+, 업계 1위 ‘에스원’ 동맹

KT, 자회사 KT텔레캅과 협업 ‘기가아이즈’ 플랫폼 출시

5G tim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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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차원이 다른 보안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면서 “무인점포, 무인주차

장 시스템 등에 우리의 안면 인식 기술이나 물리보안, 정보보안 역량을 통합

해 혁신할 것이다. 보안은 그 자체로도 성장 산업이지만 5G와 연결하면 폭

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신사-보안업체, 제휴 잇따라...융복합 사업

LG유플러스는 ‘5G 보안’을 위해 물리보안 1위 업체 ‘에스원’과 손잡았다. 

양측은 2019년 4월 24일 ‘통신-보안 융복합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신-보안’ 융복합 사업 과제 발굴 및 확대 방안 모색을 최우선적

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B2B 영역에서의 통신 상품과 보안 서비스간의 결합을 추진하고 B2C 부

문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찾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에스

원은 LG유플러스 사업장에 한층 강화된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고, LG유플

러스는 에스원에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와 양질의 통신 품질을 제공하기로 

했다.

KT 역시 보안과 ICT를 결합한 ‘융합보안’ 사업을 준비 중이다. 보안 자회

사 KT텔레캅에 자사의 ICT기술을 접목, 지능형 영상보안 플랫폼 ‘기가아이

즈’를 탄생시켰다. 향후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보안사업을 기가아이즈로 

통칭, 융합보안 부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9년 3분기 중엔 자사 

ICT 인프라와 KT텔레캅의 물리 보안을 결합, 대형법인 고객부터 소상공인 

모두를 타겟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안은 5G 통신 기술을 비롯해 AI, 사물인터넷, 빅데

이터,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들이 모두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

화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꼽힌다”면서 “무인점포관리, 무인주차관리, 재난

관리, 원격관제, 통합빌딩관리 등 다양한 파생 서비스들도 생겨날 것으로 기

대된다”고 설명했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4월 30일 출고)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이미 시장에선 이통사와 물리 보안업체 사이의 합종연횡이 마무리

된 상태다. 에스원·ADT캡스·KT텔레캅 등이 제공하던 물리보안 서비스

는 통신 3사의 5G 기술과 만나 ‘미래형 보안’ 서비스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은 물리보안 시장 2위 업체인 ADT인수를 지난 2018년 마무리

했다. 기존 보안 자회사인 NSOK와 ADT캡스를 합병하고 여기에 IT보안 자

회사인 SK인포섹의 역량을 결합해 새롭게 열리는 융합보안 시장을 선점한

다는 구상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ADT캡스 인수 당시 “보안 시장은 구글 · 아마

존과 같은 글로벌 ICT기업과 경쟁하는 4차산업혁명 전쟁터”라며 “영상보안

기술·AI·IoT·빅데이터·5G 등 ICT 기술을 ADT캡스에 도입해 본격적

인 시너지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2019년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역량 

SK텔레콤이 ADT캡스, SK인포섹과 융합보안 플랫폼 ‘시큐디움’을 출시했다. [사진=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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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 승객 중에 의사가 

없지만 승무원들은 차분히 매뉴얼에 따라 가장 가까운 역에 열차를 세운다. 

역에 설치된 간이 의료시설에서 환자를 기다리던 로봇이 그곳에서 수천킬

로미터 떨어진 한국 의료진의 지시를 받아 직접 응급처치를 한다.

낯설게 느껴지는 얘기지만 KT는 러시아에서 이 같은 원격진료 시범서비

스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이 보다 보편화되면 

원격진료나 로봇수술과 같은 의료서비스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일상

에 다가올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5G,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기

회 창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기업 에릭슨(Ericsson)은 오는 

2026년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5G 시장 규모가 760억달러(한화 약 88조원)

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5G의 대표적인 특징 중 초저지연과 고지능이 원격의료 상용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로봇과 5G 통신을 이용한 원격수술이 현실화될 수 있

다는 기대다.

임소현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은 “자기공명 영상장치(MRI)와 같은 의료

용 영상기기는 일반적으로 고용량의 파일을 만드는데 5G 네트워크가 보급

되면 영상자료가 신속히 전송돼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모두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환자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임 무역관은 “5G 네트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도 
원격수술

5G, 의료산업에 적용되면 ‘의료 혜택의 민주화’ 기대

법 개정 준비...의료계 반대·사고시 책임 등 과제도

5G time #31

5G 네트워크의 의료 서비스 활용 분야

환자 중심 적용

활용분야

활용예시
정밀의학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치료

원격진료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수술 트레이닝

방대한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전자 병원 기록

3D 프린팅
구급용 드론

병원중심 적용 의료 기록 적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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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원격의료라는 이름을 ‘스마트 진료’로 바꿔 의약취약지의 원격

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의

료계에서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인기 의사나 유명 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

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오진이나 의료사고, 환자 정보유출에 대한 논의도 

아직 부족하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격의료의 가장 큰 효과가 ‘의료 혜택의 

민주화’라고 말한다. 위 교수는 “지금은 대도시에 사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지만 앞으로 5G 기술을 바탕으로 원격진료나 

로봇수술이 보편화되면 지방 소도시에서도 위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처럼 개인정보를 제외한 

환자의 비식별정보는 원격진료 과정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2019년 5월 2일 출고)

워크 도입으로 신속하고 더 큰 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화된 

맞춤형 치료와 예방 치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과 실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수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원격진료가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

웠던 지방 소도시 환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장조사기업 

마켓 리서치 퓨쳐(Market Research Future)도 이에 대해 2017~2023년 글

로벌 원격진료 시장이 연평균 16.5%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켓 리서

치 퓨쳐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육성 정책과 농촌 지역에서 의료 서

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꼽았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 AT&T와 같은 미국 통신사들은 자국 대학병원과 연

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버라이즌의 5G 연구소는 콜럼비아 대

학과 함께 원격 물리치료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AT&T는 시카고 러시대학

병원과 제휴해 미국 의료시설 중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도입했다. 러시대학

병원은 5G 기술이 원거리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

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5G에 본격 적용하

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때문이다. 지난 5월 

SK텔레콤이 연세대 의료원과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협약을 체결했지만 

제도의 한계로 협약의 성과는 환자가 음성명령으로 실내 기기를 조작하거

나 위급상황시 의료진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의 환자-의료

진간 편의성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스마트진료 법 개정 추진...과제도 산적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SKT와 연세의료원이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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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늘을 순찰하던 드론 레이더에 빨간색 신호가 잡혔다. 산 속에서 조난

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내부에 태우고 있던 소형 드론을 사출해 해당 위치

로 띄워보냈다. 드론이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자 그 위치로 로봇이 

출동했다. 로봇은 의약품과 긴급 구호물품을 싣고 조난자에게 접근, 구조대

원 도착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 도착한 구조대원은 AR 글래스를 착

용하고 아주대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실시간 교신하며 응급 치료를 했다. 

(KT)

#2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혼자 깊은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순간적으로 파도에 휩쓸려 갖고 있던 튜브를 놓친 것이다. 

첨벙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

다.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물 속으로 잠기려던 순간 그의 머리 위에 ‘드론’

이 날아왔다. 드론은 싣고 온 튜브를 정확히 그에게 떨어뜨렸다. 튜브를 잡

고 한 숨을 돌린 그는 잠시 후 구명보트를 타고 온 안전요원들에게 구조됐

다. (SK텔레콤)

안전망 서비스 봇물...드론·로봇 현장으로 

국내 이통사들이 준비한 안전망 서비스들이다. 5G의 특성인 초저지연 및 

대용량 전송 등을 통해 수집한 재난 데이터를을 중앙 센터로 전송하고 이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하는 방식의 재난 대응책들이 5G 상용 서비스로 출시

되고 있다. 재난 상황을 미리 감지해 알려주는 것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초

기 대응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드론과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 사람이 직접 

하던 기존 재난 대응 작업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5G 시대엔 이처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권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보장

받게 된다. 재난 현장엔 사람 대신 로봇이 투입된다. 로봇이 구해 온 사람은 

5G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산불이

나 수해 등 자연재해의 위험은 드론이 사람보다 먼저 감지, 위험 경고를 해

준다. 건물이나 터널 붕괴 상황에서도 5G 재난 대응 솔루션이 발동한다. 미

조난자 구하러 
‘드론’이 출동한다

재난 상황 드론이 먼저 감지·출동...‘원격치료’도 가능

5G ‘재난안전 플랫폼’ 주도권 놓고 KT vs SKT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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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로 했고, LG유플

러스는 사업을 맡지 못했다.

SK텔레콤 역시 재난안전

망 사업에 자사 역량을 결집

하고 있다. 5G 시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경쟁

사에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

다.

이에 SK텔레콤은 중소기업과 협업해 ‘정찰용 드론(V-100)’과 전체 구조

작업을 컨트롤하는 ‘영상재난구조 시스템(DMS)’을 선보였다. 140g 무게의 

‘T 라이브캐스터’를 드론에 장착하고 LTE망을 활용해 드론 카메라로 촬영

하는 영상을 전국 어디서나 풀 HD급으로 실시간 송신할 수 있게 한 것. 이를 

통해 고가의 외산 장비를 이용해야 하고 1kg이 넘는 무거운 장비를 드론에 

결합해야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단번에 해결했다.

SK텔레콤은 이 기술을 산불 예방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원

소방본부와 손 잡았다.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지형

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의 위험을 5G 기술로 제거한다는 구상이다. 영상재

난구조 시스템을 산불 대응에 활용할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산불 발생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소방대원들의 산불 초기 진압을 도울 수 있

다. 

이통사 관계자는 “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 등 공공 안전망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사회 재난 영역에 5G 기술이 대체 기술로 들어오게 될 것”이

라며 “이 시장에서도 이통3사를 비롯해 다양한 ICT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5월 3일 출고)

세먼지도 5G가 관리한다. 재난안전망 분야엔 5G 시대를 맞아 새로운 블루

오션이 펼쳐질 전망이다.

새롭게 펼쳐질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은 KT다. 자체 개발한 

무선 비행선 드론인 ‘스카이십’을 앞세워 재난안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5G

가 상용화되면, 이 플랫폼의 기술적 완성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현장에

서 촬영한 영상은 초고화질(UHD) 4K로 관제센터에 전달되고 로봇의 대응 

속도 역시 빨라진다. KT는 2020년까지 최대 8대의 드론을 적용하고 12시간 

비행이 가능한 스카이십3를 선보일 계획이다.

5G ‘재난안전 플랫폼’ 주도권 놓고 KT vs SKT 맞대결 

KT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정부가 발주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전

국 재난망 구축(PS LTE) 및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우위를 차지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포함된 A와 B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 SK텔

레콤은 부산 및 경남 지역과 인천과 울산, 충북 5개 시·도에 고정기지국을 

재난 현장에 5G 기술 적용. [사진=SKT]

산불 대응에 나선 KT의 5G 드론 ‘스카이십’. [사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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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박선미(30·가명) 씨는 주말 TV 홈쇼핑에서 자신이 갖고 싶던 

화장품을 특가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판매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1분여다. 전화 주문이나 온라인결제가 힘들어 보였지만 박 씨는 무사히 구

매했다.

음성 인공지능(AI) 스피커 ‘KT 기가지니’를 통해 홈쇼핑에서 음성으로 상

품을 구매하고 결제했기 때문이다. 미리 등록해둔 은행 계좌 정보를 통해 결

제했고 할인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원하던 물건을 산 

것. 박 씨가 물건을 사는 데 불과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대주주인 통신사 KT와 협업해 구상 중인 

금융서비스다. KT가 최근 상용화한 5G 기술의 속도와 보안성을 적극 활용

해 고객의 금융생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케이뱅크는 기대하고 있다.

5G 기술로 무장한 통신과 금융의 융합으로 금융서비스 혁신이 한층 가속

화될 전망이다. 금융서비스 채널이 더욱 확대됨과 동시에 지능형 금융서비스

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그 어느때보다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으며, 자

동차와 연계할 경우 주차비와 주유비를 자동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출시

를 앞두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한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 산

정과 할인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보안원은 5G 도입에 따른 금융분야의 경제적 가치가 오는 2025년 3

조7000억원, 2030년 5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이뱅크, 5G와 만나 ‘테크핀 뱅크(TechFin Bank)’를 꿈꾸다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는 대주주 KT의 5G 상용화를 계기로 진정한 ‘테

크핀 뱅크’로 자리 잡는다는 각오다. 테크핀은 기술(Technology)과 금융

(Financial)의 합성어다. IT 업체가 주도하는 금융혁신을 일컫는 말로 금융

에 IT를 접목하는 핀테크(Fintech)보다 일보 앞서간 개념이다.

케이뱅크와 KT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신사업 개

핀테크 넘어 
‘테크핀’으로 진화

인공지능·5G·금융 결합...삶의 질 바뀐다

연결성과 속도 접목...고객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테크핀 활성화 위해선 ‘빅데이터 3법’ 개정 시급

5G tim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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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손님들의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착수했다”며 “한 차원 높은 생

활금융플랫폼의 진화와 성장을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테크핀 활성화 발목 잡는 ‘빅데이터 3법’

테크핀 활성화의 흐름은 최근 금융사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 있다. 

바로 신용정보법 등 빅데이터 3법이다.

빅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혁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3가지 법 개정안이다. 

최근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 유관 단체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

서를 낼 정도로 관련 업계가 애타게 요구하는 법안들이다. 하지만 2018년 11

월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당시 8개 금융 유관 단체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 제도적 기반 하에 데이터를 분석, 이용할 수 있

고,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

장했다.

빅데이터는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료다. 미국, 중

국, 일본 등은 이미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해 해당 분

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반면 IT 강국으로 불려온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결과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에서 조사 대상 63개국 가운데 56위에 그치고 

있다.

| 김진호 기자 rplkim@newspim.com (2019년5월6일 출고)

발 등 ICT 주도의 ‘테크핀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다. 이번 

5G 상용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금융에 5G가 갖고 있는 ‘연결성’과 ‘속도’를 접목해 

고객이 은행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은행이 먼저 고객

을 찾아가는 초연결 서비스를 내놓는 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고객의 위치정보를 빠르게 활용해 공항이면 여행자보험, 스키장

이면 레저보험 등을 자동으로 추천한다. 나아가 직업·자산규모·소비패턴

(결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혼, 출산, 육아 등 라이트사이클에 맞

춘 토털 자산관리를 개개인별로 최적화된 PB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5G의 출현으로 통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

스 혁신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일단 방화벽, 보안장비 등의 연결성 및 

즉시성 강화로 보안성이 월등히 높아져 고객 입장에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움뱅크, 5G 기술력 앞세워 ‘뉴 ICT 뱅크’로 자리매김

제3인터넷은행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키움뱅크 역시 주요 주주사인 SK텔

레콤의 5G 기술력에 KEB하나은행의 금융노하우를 바탕으로 ‘뉴 ICT 뱅크’

를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G 기술력을 갖춘 통신에 금융의 인공지능·빅데이터 노하

우와 유망 핀테크 업체의 신기술 등을 융합한 TV, 네비게이션, 자동차를 연

결한 사물인터넷(IoT) 뱅킹과 증강현실(AR) 기반의 부동산 금융 등 혁신적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KEB하나은행의 경우 이미 LG전자 냉장고에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인 ‘하이뱅킹’을 탑재해 가전제품을 통해서도 계좌 조회나 간편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5G 기술의 등장으로 이러한 금융과 통신 등의 이종결합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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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집에서 휴식 중에 급한 업무가 생긴 A씨.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회사 서버와 연결해 업무를 처리했다. 노트북을 끄려 하자, 업무처리에 

걸린 시간이 뜬다. 해당 시간은 회사 근무시스템으로 전송돼 A씨의 근무시

간에 포함된다. 뜻하지 않은 주말 업무도 근로시간에 정확하게 체크된 것이

다.

B사의 사무실에는 개인용 PC가 없다. 모든 PC를 직원들이 공유한다. 내 

PC는 회사의 클라우드 서버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비어있는 자리에 가서 스

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연결해 접속하면 바로 본인의 업무

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리도 선착순이나 예약제로 공유한다. 회의실 역시 현

재 상황이나 예약 상황을 PC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곳이 사무실’...시·공간 제약 사라진다

5G 시대를 맞아 사무실 환경이 바뀌고 있다. 사무실 자체는 인공지능이나 

생체인식 보안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접목돼 ‘개인화’가 아닌 ‘공유화’된 공간

으로 변한다. 여기에 5G라는 초연결 네트워크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든 곳이 사무실’이라는 개념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핵심은 5G가 갖고 있는 대용량 및 초고속 전송 능력과 클라우드 서비스

다. 각 직원의 업무에 필요

한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

드 서버에 구현해 개인은 언

제 어디서나 본인만의 컴

퓨팅 환경을 이용할 수 있

다. 개인 노트북이나 PC 없

이도 도킹 패드에 스마트폰

만 꽂으면 가상 데스크톱 환

경(VDI, Virtual Desktop 

‘어디서나 업무를’ 
스마트오피스 열린다

똑똑해지는 사무환경, 시간·공간 제약 사라진다

5G 네트워크에 미래 기술 총집합 ‘스마트 오피스’

5G time #34

SK텔레콤 ‘5G 스마트오피스’ 공개 행사에서 직원들이  

5G VDI 도킹 시스템(스마트폰으로 PC없는 업무)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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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생체인식 보안·클라우드 + 5G 초연결 네트워크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5G와 AI, 사물인터넷(IoT), 보안, 가상현실

(AR), 증강현실(VR) 등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5G 스마트오피스’를 공개했

다.

당시 SK텔레콤이 공개한 스마트오피스에는 사무실 천장, 주차장, 복도는 

물론 지능형 CCTV, AI자판기, 화장실 문고리에도 IoT 센서를 설치됐다. 센

서를 통해 공간의 온도와 밝기, 습도 등 환경, 기기 상태, 이용빈도 등 정보

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서버에 전송한다. 이를 토대로 에어컨, 조명 등을 제

어하고, 공간 사용 정보를 분석해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을 재배치한다. 모

든 과정은 AI 기반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5G 워킹스루시스템은 영상분석 기술과 AI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

술을 통해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해 출입증이나 지문인식 없이 편하게 출입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5G VDI 도킹시스템은 개인 노트북이나 PC 없이도 도킹 패드에 스마트폰

만 꽂으면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과 연동돼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준다.

T 리얼 텔레프리즌스는 원거리의 회의 참가자들과 홀로그램 기반의 원격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5G 카페테리아에선 로봇이 스스로 음료를 

가져다준다.

최낙훈 SK텔레콤 5GX IoT·Data그룹장은 “5G스마트오피스가 확대되

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정보, 의료, IT서비스, 교육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의 종사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협업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2019년5월7일 출고)

Infrastructure)과 연동돼 업무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업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기 때

문에 업무 자료 유출에 대한 위험도 적다.

이같은 스마트오피스가 구현되면 직원들의 업무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

으로 보인다. 회사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근무 시간 

관리가 보다 정확해지고 편해진다. 앞서 말한 예처럼 주말에 갑자기 발생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업무 시간 파악이 쉽다.

만약 긴급 회의가 필요한데 회의실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면, 화상 회의 등

도 가능하다. 이 역시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5G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정부부처 장관들이 2019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SK텔레콤 스마트오피스에서 

열린 ‘5G 스마트오피스 현장 방문 및 5G B2B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에서 모바일 VDI를 보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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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서 근로자가 부상을 입고 쓰러지자 즉시 내부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된다. 관리자는 골든타임 내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생산현장 전체 상황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다.

# 기존 제조공정에 IT기술을 결합해 각 단계마다 제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한다. 수준 높은 공장 자동화가 실현돼 업무 효율성이 확대되고 불량률이 획

기적으로 줄어든다. 제조업의 혁신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대폭 

증대된다.

본격적인 5G 시대 개막과 맞물려 제조현장 곳곳에 ‘스마트 팩토리’가 주목

받고 있다. 기존 제조공정에 I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는 업무 효율성 

확대와 불량률 감소 등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위험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작업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현장에 스마

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 에너

지·화학업계 최초로 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플랜트를 최초 도입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첨단 ICT 기술을 통해 오차를 줄이고 조기

에 이상 징후를 파악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효성도 2018년 9월 중국과 베트남에 위치한 스판덱스 공장에 공정모니터

링 시스템과 품질관리시스템,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원료수입부터 생산, 출하까지 제조 전 부문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데

이터 수집과 분석, 제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인공지능을 

활용, 불량 제품 여부나 제조공정상의 품질결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서 제조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5G 시대 도래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스마트 팩토리로의 변신이 

기대된다. 5G 기반 네트워크는 일반 LTE(4G)보다 데이터 처리속도가 20

스마트 팩토리, 
생산성·안전 모두 잡는다

5G 네트워크로 업무 효율성 확대·불량률 감소

생산현장 모니터링으로 비상 상황 즉각 대응

5G tim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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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모와 조끼, 장

갑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

용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 미착용 부위를 알려주

기도 한다.

‘360도 라이브 시큐리티 

서비스’는 피트360 시큐리

티라는 장비를 활용해 360

도 영상을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5G 네트워크로 딥러닝 기반 영상분석서버

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이후 전달받은 영상을 분석해 그 결과를 현장에 출

동한 요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5G AR 서포터는 AR글라스를 활용한 산업현장 원격지원 솔루션이다. 영

상통화뿐 아니라 산업 환경에서 필요한 3D 도면, 문서, 동영상 등을 AR 글

라스를 통해 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현대로보틱스의 소형 로봇에 KT의 

AR 서포터 기능을 적용, 관람객이 로봇의 도면을 보고 직접 원격 지원을 경

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엔 별도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일반 통신망과 기업 내부망을 

분리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간거래(B2B) 전용 5G 서비스’를 선보이

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일반 인터넷망을 통하지 않아 데이터 보안을 강화했

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 행사에 참석,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겠다”며 네트워크 장비와 차세대 스

마트폰, 로봇, 드론 등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은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5G 팩토리 1000개 구축을 지원하고 주력 제

조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2019년05월08일 출고)

배 빠르고 용량도 100배 많

기 때문이다. 이는 더 많은 

데이터가 더 짧은 시간 내에 

수집되고 분석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황창규 KT 회

장은 “5G가 한국 기업의 생

산성 고민을 해결해줄 것”이

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광진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스마트 팩토리는 산업용 IoT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라며 “공

장 내 IoT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과거엔 접근할 수 없었던 AI이나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의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이

어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용은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전년 대

비 약 43% 성장한 5조원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선점 나서...다양한 솔루션 선보여

현재 5G 기반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가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은 

KT다. KT는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스마트공장 자동화 산업전’에 현대

중공업그룹과 함께 참가해 5G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양사는 제

조 및 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는 △360도 스마트 서베일런

스 △360도 라이브 시큐리티 △5G AR 서포터 등이다.

우선 360도 스마트 서베일런스는 화재 발생이나 유해가스 유출, 근로자

가 쓰러지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알려주

는 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는 360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음영지역 없

이 관제가 가능해 고해상도의 360도 영상을 5G 네트워크로 연결해 실시간 

KT 전시관 내 5G 360도 비디오 존에서 관람객이 관련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KT]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오른쪽)과 황창규 KT 

회장(왼쪽)이 ‘5G 기반 로봇·스마트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현대중공업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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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은 시각 혼자 국도를 달리다 큰 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 다행히 A

씨의 차량에 설치된 스마트 호출 시스템으로 119에 자동으로 신고 접수가 가

능했다. 119는 응급 드론을 띄워 A씨의 위치와 현 상태를 우선 파악했다. 동

시에 응급환자 정보전달체계로 주변에 긴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신

속하게 이송했다. 생명이 위독한 순간이었지만 A씨는 5G가 접목된 응급시

도시가 똑똑해진다
4차산업혁명 집합체

스마트호출·응급용 드론...응급상황 골든타임 확보

로봇이 주차, 백화점에서 주문한 물건 대신 배송

정부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모델, 수출할 계획”

5G time #36
세종시 시범도시 헬스케어 시나리오

SMART HOME

SMART HOME

출근

진료귀가

귀가길

수술

건강한
식재료

혈압, 혈당, 식사정보,
흡연, 음주 활동 감지

활동량 감지 센서
자동 응급차 호출

운동량 감지
투약알림, 의학 상담
진료 스케줄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 제공

스마트 치안

smart farm

스마트 문진표, 생활습관
개인 의료 기록 송부
(의료 데이터 축적)

인공지능 검사 판독
로봇 수술
(스마트 진단 및
치료시스템 적용)

걸음 수 모니터링
(운동량 모니터링)

응급상황
#1 #1

#2

#3

#2

#3
#4

#5 #6 #7

운동감지센서

통증
진단에 따라 위치,전문의,

대기자 수,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병원 추천 및 진료 접수 스마트 문진 후

‘Smart 진단’

구급차
응급차량
진입알람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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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된 도로를 설계할 계획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스쿨존 안전서비스와 같

은 보행자를 위한 요소도 공간구상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도시 안에 개인소

유 자동차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점차 감소시켜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

심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세종과 함께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에코델타시티는 로봇 산업이 선

두에 선다. 로봇이 주차를 대신해 주거나 백화점에서 주문한 물건을 로봇에

게 전달받는 시대가 열린다. 부산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또 일상생활 속에 

로봇 서비스를 접목해 부산이 겪고 있는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처

한다.

예컨대 주차 로봇, 물류이송 로봇이나 의료로봇 재활센터(헬스케어 클러

스터)를 도입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로봇통합관제센터(플랫폼)와 로봇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로봇에 최적화된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기업의 자유로운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물 특화 도시로 육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5G 기반의 도시구상부터 운영까지 도시 조성 전 과정을 

포괄한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모델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라며 “우선 진

출국으로 선정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동남아, 중남미, 중동지역 수출을 타

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도시에 참여한 각 분야별 기술이나 솔

루션 기업의 해외진출도 돕기 위해 실증사업 지원과 해외 판로 확대에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영욱 기자 syu@newspim.com (2019년5월9일 출고)

스템 덕에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에 3조

60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완성키로 했다. 스마트시

티는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다. 5G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

공지능 등 핵심기술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도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스마트시티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세

종5-1생활권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는 모두 7대 핵심 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

쇼핑 △일자리다. 오는 2021년까지 총 1조48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응급상황 발생시 스마트 호출과 응급용 드론 활용, 응급센터까지 최적경

로 안내, 화상연결을 통한 환자정보 전달(응급차-병원)로 골든타임을 확보

하고 환자 생존율을 높여 나가는데 5G 기술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개인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병원 연계로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

라 도시 전체가 확장된 병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세종은 또 혁신요소별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

한 블록체인이 서비스 전반에 접목되며 인공지능(AI)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조성된다.

자율차 전용도로·모빌리티 최적화 등 공간구조 달라져

세종스마트시티는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구조부터 새롭게 계획한다. 자율주행·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

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 구역이 마련된다. 예컨대 자율차 전용도

로구역 안에서는 개인소유차의 통행·주차를 제한하고 자율 셔틀과 공유차 

이용을 유도한다.

또 초소형 전기차나 세그웨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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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사물인터넷(IoT)이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온다. 5G 콘텐츠를 스마트폰

과 생활가전이 물 흐르듯 전송하고 제어한다. 거실의 TV와 냉장고, AI스피

커는 ‘허브’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스마트폰 및 관련 부품 업체들과 생활가전 업체들이 새로운 도약을 기대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 쫓겨 프리미엄 가전에 집중하던 가전업체들

은 저마다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시켜 사물인터넷 시대에 홈 IoT 

허브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오래가는 배터리·큰 화면...고사양화되는 5G 디바이스

5G 스마트폰과 기존 4G 스마트폰의 차이는 5G를 가능케하는 모뎀칩의 

유무다. 모뎀칩 없이는 5G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5G 시대로 진입하면서 

소비자들 사이 교체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5G 시대에 데이터 이용량 등 스마트폰 사용 방식이 바뀌면서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디스플레이가 확대되는 등 다방면에서 고기능화가 

스마트폰·TV·냉장고가
똑똑해진다

‘첫 역성장’ 스마트폰 시장, 교체수요·고성능화 노력

‘홈 IoT 허브’ TV·냉장고·AI스피커 3파전

5G time #37

LG V50 ThinQ 5G와 듀얼스크린. [사진=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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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I스피커를 IoT 허브로 만들기 위한 통신3사의 노력도 치열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사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AI

스피커를 매개로 한 IoT 기술을 공급하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노력 중

이다.

업계 관계자는 “TV나 냉장고, AI스피커 중 어느 기기가 IoT 허브로 자리

잡을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당분간 홈 IoT의 허브를 도맡게 될 제품 사이 경쟁

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2019년 5월 10일 출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세대 5G 스마트폰으로 각각 

폴더블폰과 듀얼스크린 스마트폰을 선보인 것도 이처럼 5G 서비스의 특징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노경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5G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해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 다양한 콘텐츠 수요 증가로 대화면 스마트폰이 확대되고 대량의 

콘텐츠를 저장·전송하기 위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며, 콘텐츠 사용시간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배터리 대용량화와 배터리 크기 증가로 인한 다른 부

품의 고집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5G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3G에서 

4G전환이 되던 때 4G에 빠르게 대응했던 기업들의 점유율 상승세가 두드러

졌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 사업본부에서 영업적자를 이어가던 LG전자도 

5G 시대를 발판삼아 역전을 노려보겠다는 계획이다.

서동명 LG전자 MC본부 기획관리담당은 2019년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에서 “올 상반기 북미 및 한국시장에서 5G 단말 공급할 수 있는 제조사는 주

요 사업자와 협의 진행해온 LG와 삼성뿐”이라며 “5G 초기시장을 이끄는 북

미와 한국 5G시장에서 자사 파이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

했다.

IoT 허브 노리는 TV·냉장고·AI스피커 가전 3파전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가전제품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다. 5G가 IoT를 지탱하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기기가 홈 IoT 허브기능을 맡게 될 것인가도 업계가 주목

하는 부분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AI스피커와 TV, 냉장고가 언급된다. 특

히 TV와 냉장고는 대부분의 가정 중심부에 1대 이상씩 보유하고 있어 허브

로 유력하다.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TV를 냉장

고, 세탁기, 휴대전화 등 모든 가전기기를 연결하는 IoT의 허브로 만들겠다

고 밝히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기존 소리로만 들려주던 정보를 화면으로도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탑재형 AI 스피커 ‘누구 

네모(NUGU meno)’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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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5G 상용화를 시작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019년 예상 

설비투자 규모다. 2018년 이통3사 합산 영업이익(3조1942억원)의 2.5배, 

같은해 설비투자(약 5조5000억원)의 1.45배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5G를 준비하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요 통신사 설비투자 합계는 약 530

억달러(약 60조4000억원)로 전년 대비 8% 증가하고, 중국 통신사는 3030

억위안(51조5000억원)을 투자, 5.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G 장비 구축에 대규모 투자...삼성전자 “성장 기회 될 것”

대규모 투자는 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다. 즉, 통신 장비

업체가 수혜를 입는다. 기지국은 5G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로 

모바일 데이터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 4월 5G 시작 초기에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에는 기지국 부족 이유

가 컸다.

삼성전자는 이통사들의 투자계획에 발맞춰 5G 장비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수도권·충청도), KT(수도권·부산·

울산) 등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 메인 장비 업체로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5G 

기지국을 공급하고 있다. 화웨이를 채택한 LG유플러스와도 계약을 맺었다

(충청도·전라도).

미국에서는 주요 4개 통

신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 

장비를 공급한다. 삼성전자

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

화한 국내에서 장비를 구축

한 레퍼런스 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5G 도입을 준비 

중인 국가들로 발을 넓혀나

삼성, 기지국 장비 
글로벌 2위 성장 기회

글로벌 이통사, 5G망 구축에 대규모 투자

후발주자 삼성, 5%→ 20% 점유율 성장 목표

작은 기지국 ‘스몰셀’도 주목...중소업체에 기회

5G time #38

이통3사, 연도별 5G 기지국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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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위 3개 업체의 기업용 스몰셀 장비 점유율은 53.9%다. 이노와이어

리스(0.4%)의 경우 10위로 겨우 이름을 올리는 정도다. 

또한 핵심 기술에 대한 외산 의존도가 높고 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어 정부

의 지속적 투자와 관리,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5G포럼은 “스몰셀 기지국은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많은 분야”라며 “다

만 국내 업체들이 5G 시장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2019년5월13일 출고)

간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유럽, 호주 등 해외 국가들의 5G 도입이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

어 삼성전자 외에도 에릭슨, 노키아 등이 본격적으로 장비 시장에서 영향력

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2019년 상반기 장비시장 점유율이 

9%까지 증가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압도중인 점유율을 보이는 인도를 중심

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4G 장비 보완 투자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또한 

화웨이가 주춤한 사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5G 장비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5G 커버리지 돕는 ‘스몰셀’ 중요...중소 장비업체도 ‘주목’

5G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중소 통신 장비 업체들에게도 기회다. 특히 

소형 기지국 역할을 하는 스몰셀 분야가 주목된다. 

고주파를 이용하는 5G 전파는 낮은 커버리지와 도달률 때문에 교외 지역

이나 인구밀집지역에서 성능 향상에 사용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

고 공간 제약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제조 업체

로는 이노와이어리스, 콘텔라, 유캐스트, 삼지전자 등이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스몰셀 장비 매출액은 2016년 40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10%를 차지한 가운데 

2021년까지 88억7000만달(약 10조4710억원)로 연평균 17.6% 성장, 전체 

장비 매출의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5G포럼은 국내 업체들의 스몰셀 장비 생산을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

지 총 5조952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총 2조307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2021년 6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면 이 분야에서도 미국 스파이더 클라우드와 

시스코, 노키아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

황이 녹록지 않다. 5G포럼의 2018스몰셀 기술시장 백서에 따르면 2016년 

스몰셀 구축 개념도

구축 장소별 소형셀 시장 전망

무선전송 or
광섬유 통신망

광섬유
통신망

집

데이터센터

빌딩

스몰셀

송신탑

스몰셀

송신탑

스몰셀

스몰셀(1km 이내) 매크로셀(수십km)
[자료=삼정KPMG 경제연구원]

[자료=가트너, ERRI,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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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도중 조난 환자가 발생했다.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상처가 깊고, 

피가 멈추지 않는다. 구급대원이 부상 부위를 테블릿PC에 촬영하자 실시간

으로 응급진료센터에 전송된다. 응급진료센터는 환자 생체 정보에 기반해 

중증도를 분류한다. 최적의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경로를 구급대원에서 안

내한다. 의사는 전송된 정보를 보고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을 준비한다. 구급

대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도 지시한다. 환자는 최적의 경로로, 빠르게 병원

으로 이송된다.

LTE 시대에는 한계가 있던 원격진료가 5G시대에 본격적으로 꽃피울 전

망이다.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실시간 고화질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

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초고속 초저지연이 특징인 5G 시대엔 랜선 연결 

없이 모바일 네트워크로, 시간 차 없이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 

5G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에 접목되면서 응급의료, 병실, 환자접수, 

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병원들은 ‘스마트 병원’을 

실시간 고화질 영상 전송
원격진료 꽃핀다

5G와 AI 접목으로 ‘스마트병원’ 비전 내세운 의료 업계

응급 대처 및 단계별 의료 서비스, 스마트수면 병실까지

문제는 의료법 규제...2000년 이후 제자리걸음만

5G tim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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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한다.

고려대의료원은 지난해 말 비전선포식에서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

계가 누린다’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약 35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2022년

까지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가칭)를 세울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은 2019년 2월 LG유플러스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 

수면 병실’을 열었다. 스마트 수면 병실의 AI, IoT, AI 스피커 등이 환자의 수

면 상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든다.

“5G로 원격의료 등 활발해질 것”

병원들이 앞다투어 스마트 병원을 표방하는 것은 5G와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의료 환경도 변화하고 있어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우며 앞다투어 기술을 도입 중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행 등이 막혀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원들 스마트 병원 구축 나서

의료업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5G-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연세의료

원은 앞으로 ‘커넥트-AI 사업단’ 주관기관으로 활동하며 3년간 18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의 1차 목표는 응급상황에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를 개발해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최적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

이다. 사업단은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119구급

대, 의료기관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AI 기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한다.

기존에는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이후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면, 5G와 AI 기술을 접목해 환자 발생 신고부터 단계별로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사업단은 2020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1년 광역지

자체 실증을 할 계획이다.

또 연세의료원은 SK텔레콤과 5G·AI·보안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2월 개원 예정인 용인

세브란스병원에 5G망을 구축하고 병원 업무와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지

털 솔루션 개발한다.

5월23일 정식 개원하는 이대서울병원은 ‘스마트 병원’을 목표로 잡았다. 

병원은 환자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임상통합상황실을 도

입했다. 또 터치 패널 하나로 각종 의료기기를 조정하는 올림푸스의 ‘엔도알

파’ 수술실 시스템을 병원에 적용했다.

2019년 4월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AI를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시스템, 블

록체인, 자율주행, 챗봇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세계 최초로 회진 및 안내 로

봇인 챗봇이 의료진이 회진할 때 동행해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음

의료취약지 원격 화상진료 모습. [사진=김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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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술 앞서지만...규제 문제 해결해야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5G 기술을 통한 의료 혁신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G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될 원격의료가 정작 규

제로 막혀있어서다. 시장조사기업 마켓 리서치 퓨쳐에 따르면 2017~2023

년 글로벌 원격진료 시장은 연평균 16.5%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원격의료는 처음 시범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 19년간 규제로 막혀있

다. 앞서 2000년 강원도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행법 내에서는 매우 제한된 조건 내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

만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고, 의료 서비스 품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

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규제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활성화가 어

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 (2019년05월14일 출고)

장 규모는 2016년 960억달러에서 연평균 21%씩 성장해 2020년엔 2060억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5G가 상용화되면서 신속한 영

상자료 전송이 가능해진 만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응급의료,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5G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개인에게 맞

는 맞춤 의료를 실행할 수 있다. 그동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

러블 기기 등이 있었으나 충분한 네트워크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 때

문에 의사가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

5G 도입으로 의료영역에서 AI의 활용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I를 활

용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매우 안정적

이고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5G를 도입한 병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카고에 위치

한 러시대학병원은 미국 통신사 AT&T와 제휴해 5G를 도입했다. 콜럼비아 

대학은 통신사 버라이즌 5G 연구소와 함께 원격 물리치료 플랫폼을 개발하

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인민해방군 하이난 병원 의료진이 원격 조종으로 뇌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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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시시각각 바뀐다. 특히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

할때 많게는 절반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구매자들이 몰릴 때 같은 항공사, 

같은 노선, 같은 시간이라할지라도 가격이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없

는 때 30%이상 저렴하게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키워드를 수집해 검색

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실시간 조정하는 것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

하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을 낮아지는 시장 경제 체제를 가격에 실시간 도입

하는 것이다.

최근 유통업계에선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과 패턴을 이해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DP)’이 적용을 늘리는 추세다. 소

비자는 이베이나 쿠팡과 같은 특정 업체만 이용하지 않고 최저가 검색을 통

해 다양한 곳에서 구매하는게 유리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소비자가 검색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각종 

혜택을 감안해 최저가를 도출해낸다. 미국 백화점 콜스(Kohl’s)는 이를 확대 

활용하기 위해 종이 가격표 대신 전자가격 표시기(ESL)를 도입했다. 전자 

가격표는 즉각 수정이 가능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수요, 재고 상황, 경쟁사 

가격 등에 따라 신속하게 제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이커머스 업체들이 다양한 전략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4세대 LTE 시대에는 다소 한계가 있던 유통업계

의 플랫폼이 사물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 그리고 5G를 만나 소비패턴

까지도 변화시킬 전망이다.

5G와 AI 결합된 플랫폼, 스마트 주문·초스피드 배송 가능케 해

물류센터도 ICT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고객이 서로 다른 

판매자의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한 박스에 담아 배송하

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적의 동선을 짜는 알고리즘이 있어 이 서비스가 가

능하다. 여기에 피킹(물건을 집어 박스에 담는 과정), 라벨링, 테이핑까지의 

‘스마트·스피드’ 
유통 플랫폼도 진화한다

배송·물류는 ‘스마트’ 가격변동·재고관리는 ‘스피드’ 더해

가상피팅, 온라인→오프라인 쇼핑 구현..고객 만족↑

5G tim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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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 상당 부분을 자동화했으며 판매 상품의 입·출고, 재고 현황을 손쉽

게 파악해 물류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도 AI 덕에 진일보 했다.

AI는 고객이 원하는 인기상품을 적시적소에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빅데이

터를 기반으로 생산 수량·주기 등의 일정을 핸들링하고, 재고도 관리한다. 

앞서 패션업체들은 AI를 활용해 피팅 서비스를 선보였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AI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마음에 드는 의류나 가방 

사진, 모델 착장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자사 온라인 사이트인 SSF샵의 가장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 제안한다. 직접 보고 구매하지 못하는 온라인 쇼핑의 

한계를 넘어서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전 4세대 LTE를 활용했을 때에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추천 상품 매뉴얼과 메뉴 선택시 로딩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

다”며 “가상 피팅 서비스 역시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아 제품 제안과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5G 시대 도래로 다양한 AI 기술 도입과 그에 따른 빠

른 속도 구현이 마치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과 듯한 느

낌을 온라인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5G 및 기술 도입이 점진적으

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5월15일 출고)

쓱 배송 유튜브 영상. [서진=SS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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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00만㎡ 규모의 조선소가 5G 기반 초연

결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된다. 통신 장애가 잦던 밀폐공간이나 사각

지대 곳곳까지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다. 크레인 등 중장비의 원격 제어도 가능해진다.

# 5G 네트워크는 공정 혁신의 밑바탕이 된다. 빅데이터 분석과 3D 기반 

고용량 VR·AR 도면 전송 등 최신 기술이 조선소에 적용돼 공정 자동화와 

최적화를 이뤄낸다. 이를 통해 생산성은 향상되고 제조원가는 절감되는 효

과가 나타난다.

거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스마트’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동

안 조선소는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방대한 야드와 수많은 복합 구

조물, 다수의 밀폐 공간 등으로 고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곳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5G 시대가 본격화하면 조선소에 초연결 네트워크가 구축

된다. 단점으로 꼽혀온 ‘열악한 통신환경’은 옛말이 된다는 얘기다. 이를 통

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향

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5G 인프라 적용, 스마트 조선소로 탈바꿈

조선업계에 따르면 물류산업의 중심인 조선·해운업계는 5G 시대 개막 

및 최근 불고 있는 ‘디지털화’ 바람과 맞물려 향후 몇 년 간 빠르게 변화할 전

망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현한 5G 시대 상용화 움직임에 발맞춰 

다양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

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 혁

신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비

전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5G 

확산을 위한 민간 투자 확대

조선소·항만도 
‘스마트’하게 탈바꿈

정부, 조선소·항만에 5G 기반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추진

시간·비용 절감 및 효율성·경쟁력 향상 목표

‘디지털 전환’ 해운업계와도 시너지 ‘기대’

5G time #41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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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연계된 국가물류 스마

트화 전략을 수립해 국가물

류체계 혁신 및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

고’의 5G 생태계를 구축하

겠단 각오다.

특히 이러한 5G 시대는 최근 해운업계 내 불고 있는 ‘디지털’ 바람과 맞물

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해운업 대표주자인 현대상선은 오

라클과 손잡고 클라우드(Cloud) 기반 차세대 IT시스템 ‘뉴 가우스(New-

GAUS) 2020’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기존 해운물류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운항정보와 계약, 예약관리 등 선박관련 정보는 물론, 인사와 관리, 

운영 등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상선은 효율성과 편리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또한 기존 자체 서버 운영방식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

으로 본다. 국내외에 복수의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설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는 장점도 있다. 

최근 현대상선은 4차 산업혁명 관련 IT 신기술 도입 기반 구축에도 속

도를 내고 있다. 이번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향후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신기술을 해운

산업에 적용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항 안정성도 높이겠단 

각오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디지털화’는 변화 파급력이 큰 

중요한 이슈”라며 “이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IT역량 보유가 미래 해운업

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2019년05월16일 출고)

를 약속하며 조선과 해운항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우선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던 조선소에 5G 인프라를 적용, 스마트 

조선소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초연결·초저지연·지능형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5G 기반 조선해양 통신

플랫폼’ 개발, 실증에 나서겠단 것. 이를 통한 목표는 생산 공정 리드타임을 

10% 단축하고, 통신 플랫폼 구축비와 운영비를 각각 30%, 70%씩 절감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소 내에 5G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 트랜스포터나 크레인 

등 중장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빅데이

터 분석과 고용량 3D VR·AR 도면 전송 등을 적용한 공정혁신도 실행할 계

획이다.

또한 5G 스마트 야드 구현에도 나선다. 오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G·지능화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와 최적화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

마트 야드’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 이로써 생산성을 15% 향상 시키고, 

제조원가는 1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내 중견·중소 조선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조선소 내 전 공정에 지능형 생산·설계 플랫폼, 무인화 부재 가공 공정

체계, 통합 물류창고 등 5G 기반 스마트생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운항만 물류시스템에도 5G 생태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스마트’한 해운항만 물류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올

해부터 5G 기반으로 해운항만물류를 자동화·지능화하는 물류 시스템을 

국내 항만에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 일단 부산·광양항 등 4

개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대표적인 스마트 물류 시스템은 항만 내 지능형 CCTV, 하역설비 IoT, 야

드트랙터 등 차량 자율주행 시스템 등이다. 정부는 2019년 하반기 해상·물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사진=현대중공업]

190 191



5G가 본격 개막을 알리면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투

자업계 전문가들은 일단 인프라 구축 면에서 5G 관련 장비 및 부품기업들이 

먼저 주목받은 다음, 통신업종의 대기업들이 차츰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5G 장비·부품주 급등...오이솔루션 213%·케이엠더블유 151%↑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17일 오이솔루션은 전날보다 2500원, 4.93% 

오른 5만3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이후 이날까지 212.9% 오른 가격이

다. 오이솔루션은 전자·전기·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과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력은 광트랜시버 제조 및 판

매다.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5G 

관련 대표기업으로 언급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이솔루션은 2019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4월 3일 전 세

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고, 약 26만 명 가입자를 확보 중이며, 지속

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외 주요 국가들도 5G 서비스 상

용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광트랜시

치고나간 장비·부품주
숨고르기? 통신주는 ‘아직’

급등세 5G 장비·부품주 조정 있을 수도...방향성은 우상향

통신주는 5G 대중화 돼야...규제산업 부담장비·부품주

5G time #42

오이솔루션(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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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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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질 않다”고 했다.

윤창보 대표는 “장비·부품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 이제 숨을 좀 고르고 나

야 또 한 번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잠시 조정을 거칠 순 있으나 5G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는 만큼,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는 분명해 보인다. 통신주 역시 5G가 대중화되고 보다 많은 서

비스가 생겨날 것임을 감안한다면 투자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만하다는 조

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5G 관련주가 네트워크장비주를 중심

으로 초강세 시현 중”이라며 “이제 후발 5G 관련주로의 매수세 이동 가능성

을 염두에 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보 대표는 “장비·부품은 한국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시장을 상

대로 장사를 하니까 2~3년은 계속 오르지 않겠나”면서 “오르는 건 틀림이 

없지만, 지금 당장 더 오르기엔 단기에 너무 급등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내년과 후년까지 본다면 지금 다 올랐다는 건 아니라는 거다”라고 했다.

버의 수요 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이솔루션을 비롯해 5G 관련 장비·부품주들의 최근 주가 상승세는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케이엠더블유가 150.8% 상승했고, 에이스테크가 

72.4%, 쏠리드가 62.5%, 엔텔스가 61.1%, 서진시스템이 55.0%, RFHIC가 

26.0%, 다산네트웍스가 16.8%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가 12.5% 뛰었다.

윤창보 유니베스트투자자문 대표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라며 “인프라 구

축부터 해야 하니 장비, 부품주들이 먼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입자당 평

균 수익(ARPU)이 높아지고, 데이터 사용량도 늘어나면서 부가가치가 생길

테니 통신주들이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주들은 장비·부품주와는 

달리 아직은 주가 흐름이 신통찮은 모습이다.

올 들어 이날까지 SK텔레콤 주가는 4.5% 빠졌고, KT는 6.5% 내렸으며, 

LG유플러스는 13.3% 떨어졌다.

윤창보 대표는 “통신주는 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5G가 더 많이 깔리고, 

사람들이 그 유용성을 알아야 그 서비스 체계를 이용할테니까”라며 “5G가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을 때 투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장비·부품주 한 템포 쉬었다 갈 수도...통신주는 더 기다려야

그렇다면, 5G 장비·부품주들이 앞으로도 이처럼 상승세를 이어갈까. 장

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준일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장비·부품주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투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수혜는 맞다”며 “그런데 통신

이든 뭐든 장비나 부품주가 특징이 있다. 사이클이 끝나면 몇 년 굶는다는 

것. 그 사이클이 오면 잠깐 좋다가 또 몇 년 쉬다가 또 새로운 사이클 오면 쭉 

올라가고 이런 식이라 사실 지속성에 점수를 많이 안 주니까 밸류에이션이 

5G VR 원격회의. [사진=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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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요금이 올라간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며 “5G가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많이 생길텐데, 그런 것

들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여부는 좀 먼 얘기고, 일단 투자에 맞는 요금 인상

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5G 시대에 통신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김홍식 연구위원은 “결국 5G 랠리는 통신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트래픽 증가는 매출 성장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장비에 이어 통신사까지 큰 

수혜를 줄 것이란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2019년 5월 17일 출고)

미중 갈등·요금 규제 등 불확실성...5G 산업 앞날은? 

한편으론, 화웨이를 놓고 벌어지는 미·중간 갈등이나 통신업이 요금 관

련 등에서 규제산업이라는 점이 향후 기업의 성장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5월 15일 중국의 화웨이와 그 계열사 70개 업체를 ‘수

출 제한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한준일 팀장은 “장비·부품주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진 모르겠다. 이

제 시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부분 선반영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

며 “다만, 화웨이 이슈로 인해 중국 익스포저(Exposure)가 큰 국내 장비·

부품주들로선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통신은 요금 면에서 규제산업이다. 인프라 까느라 고정비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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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노리는 
5G 미래 먹거리

Chapter 5



# 자동차 한 대에 2만여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컨베이어벨트를 지나가는 

동안 각 공정의 근로자들과 로봇이 차체에 부품을 조립해 완성차가 만들어

진다. 나사 하나 스프링 하나라도 불량품이 있거나 잘못 끼워지면 안전을 담

보할 수 없다. 그만큼 공정 관리가 중요하다. 각종 부품이 컨베이어벨트를 

지나가는 동안 1200만 화소 카메라가 사진 24장을 다각도로 찍어 5G를 통

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다.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서버는 이 사

진을 빠르게 판독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결함이 있으면 곧 현장

으로 피드백한다.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상용화한 세계 1호 스마트팩토리 5G 솔루션 ‘5G-

AI 머신비전’이다. ‘5G-AI 머신비전’이 근로자와 협업해 생산성을 최대 2배

까지 높일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한다.

‘5G-AI 머신비전’은 시작이다. SK텔레콤은 5G 기반의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해 스마트오피스,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생산성 2배로 향상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산업용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5G 팩토리 

규격 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5G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산업 영역에 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8년 12월 출범한 ‘5G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5G-SFA)’는 SK텔레

콤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주도로 총 25개 기업과 기관

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쉬, 

지멘스 등 스마트팩토리의 

각기 다른 분야에 있는 기업

들이 ‘5G-SFA’를 통해 분절

된 기술과 규격을 통일하고, 

SK텔레콤, 
스마트팩토리·오피스로 승부

5G 산업용 솔루션 ‘5G-AI 머신비전’ 상용화 성공

서울 종로 ‘5G 스마트오피스’ 구축...산업혁신 이끈다

5G time #43

5G 스마트팩토리용 ‘5G-AI 머신비전’. [사진=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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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G를 통해 직원들은 홀로그램 입체영상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

를 원거리에 있는 파트너에게 바로 전송하거나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해 

업무를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회의실 예약 추천, 냉난

방 가동 등 단순한 업무는 AI가 대신 처리해준다.

SK텔레콤은 5G스마트오피스를 테스트베드로 운영하면서 클라우드 사

업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파트너사, 보안솔루션 기업 등 다양한 업체들

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5G스마트시

티’로 재창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5G 스마트시티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머신비전’을 안산 명화공업에 적용하고, 5G 스

마트오피스를 세계 처음으로 오픈하는 등 ‘5G+ 산업’ 모델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5G가 대한민국의 산업 혁신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지나 기자 abc123@newspim.com (2019년 5월 20일 출고)

호환이 가능한 범용 솔루션을 만든다.

또 5G를 활용한 상용기술과 사업 모델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5G 기반 스마트오피스, 사람·공간·디바이스·센서 융화

SK텔레콤은 스마트오피스 분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9년 2월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 구축한 ‘5G 스마트오피스’는 SK텔레콤이 보유

한 5G, AI, 사물인터넷(IoT), 보안,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첨단기

술의 집약체다.

이 공간에는 5G를 통해 사람과 공간, 디바이스, 센서 등이 거미줄처럼 엮

여있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가 가능하다.

5G 스마트오피스에서 VR로 원격 회의하는 모습. [사진=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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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5G 시대를 ‘초연결’로 정의했다. 빠른 네트워크 속도와 단축된 응답 

시간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KT는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미래 먹

거리’ 초점을 맞췄다.

‘기가지니’ AI 단말기에 객실용품 주문...로봇이 서비스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AI) 호텔이다. KT는 2018년 7월 국내 최초로 노

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레지던스를 시작으로 호텔 내 AI 솔루션 적용 

사업을 확장해왔다. 조선호텔의 레스케이프, 그랜드 앰배서더 풀만호텔 등 

국내 특급호텔들과의 제휴를 통해 AI 기반의 호텔 안내, 객실 통합 제어, 생

활비서 등 ‘AI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19년 5월 KT AI 호텔 서비

스가 도입된 호텔은 서울, 부산, 제주도 지역에 6개다.

KT는 투숙객들이 휴식 공간인 호텔에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떨

칠 수 있도록 했다. 최초로 AI 호텔 서비스가 적용된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

문’의 객실 331실, 레지던스 192실 등 총 523실엔 화면이 포함된 ‘기가지니’ 

AI 단말이 있다. 투숙객들은 목소리 혹은 모니터 터치 등으로 손쉽게 서비스

KT,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초연결 실현

생활의 편리·안전 추구하는 데 ‘미래 먹거리’ 초점

5G 기반 AI 호텔, 고화질 감시카메라 등 삶의 질 향상

5G time #44

이동면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사장이 블록체인 전략 및 서비스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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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할 수 있다. 딥러닝 영상분석 기술을 사용해 주·야간, 조명변화 등 다

양한 조건에서 촬영되는 CCTV 영상에서 사람, 사물, 그림자를 구분해 사람

의 행위만 식별 가능하다. 정확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재난 재해 현장에서

도 이 같은 기술이 적용되면 더욱 원활히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

KT는 세계최초로 5G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GIGA Chain’도 선보였다. 신

기술인 블록체인과 5G의 결합으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겠다는 의도다.

최근 정보보호가 화두인 만큼 보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켰다.

블록체인 접목해 해킹 막는 보안솔루션 개발

KT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의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

(GIGAstealth)’는 신원이 검증된 송신자에게만 IoT 단말의 IP 주소가 보이는 

서비스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IoT 단말의 IP가 보이지 않아,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IoT 단말의 해킹 사례 중 99%가 인터넷을 

통한 익명의 접속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가스텔스의 ‘Invisible IP’ 기술 적

용만으로도 IoT 보안 취약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면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사장)은 2019년 4월 16일 블록체인 사

업전략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5G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바탕

으로 가장 안전한 5G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블록체인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 확대도 모색한다.

착한페이는 지류형 지역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으로, 모바일 앱 기반의 상품권 발행 및 QR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블록

체인 기반 지역화폐 플랫폼이다. KT는 2019년 4월부터 김포시에서 유통되

는 110억원 규모의 김포페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울산시, 하동군, 

남해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로 늘릴 예정이다.

|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2019년 5월 20일 출고)

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호텔에서 수화기를 들고 ‘베스 타월’을 주문해야 한다거나, 취침 중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일어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단말기를 통해 타월

을 주문하면 AI 호텔 로봇이 객실을 방문해 용품을 배달해 주고, 말로써 온

도를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연내 실현될 AI 호텔 ‘로봇 서비스’는 로봇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

고 이동해 임무를 수행하고, 투숙객을 피하기도 한다. 이동 중에도 투숙객들

의 요청을 자동으로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호텔은 로봇과 기가바이트 단위

의 맵 데이터 공유가 필요해 5G 기술이 적극 적용될 전망이다.

전홍범 KT 융합기술원장 부사장은 올해 MWC 2019에서 “아직 초기 단계

인 로봇 시장에서의 성공사례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나아가 5G 네트

워크와의 접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선기반 CCTV, 고화질·고용량 영상 보내 실시간 감시

5G 고용량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보안·안전 분야 서비스의 질도 대폭 

향상됐다. 감시 카메라의 고화질 영상이 실시간으로 무리 없이 전송되는 것

은 물론, 무선 기반으로 착탈식 CCTV 부착이 가능해지면서 보안 사각지대

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5G와 같은 고용량의 네트워크 제공으로 감시 카메라의 고화질 영상

으로부터 정적, 동적인 사람

이나 물건의 상태 흐름을 해

석한 뒤 수상한 물체나 사람 

등을 특정해 보안 센터나 경

비원에게 실시간으로 통지

할 수 있다.

KT의 기가아이즈 2.0은 

배회, 침투, 유기, 싸움 등을 
‘헤이, 서귀포’ 스마트지니룸에 적용된 기가지니 

인공지능(AI) 호텔 모습. [사진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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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간 고착화된 통신시장 순

위를 바꾸겠다.”

5G 시대를 맞는 LG유플러스는 

비장하다. 6대 5G 전용 서비스를 

선정하고, 2019년 연말까지 이 부

문에서 1만5000개의 서비스를 쏟

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네트워크 커버리지, 서비스 품

질 등 요소를 기본으로 갖추되, 결

정적인 차별화를 위해선 결국 ‘즐길

거리’가 있어야한다는 게 LG유플

러스의 판단이다. 그 일환으로 ‘U+

골프’를 시작으로 특화된 동영상 플

랫폼을 이통사 중 가장 먼저 출시했다.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게임 

콘텐츠도 대량 확보했다. 

LG유플러스가 전면에 내세운 5G ‘6대 서비스’는 △U+AR △U+VR △

U+프로야구 △U+골프 △U+아이돌Live △U+게임이다. VR과 AR 부문

에선 각각 400여편의 콘텐츠를 확보했고 실감형으로 제공되는 공연 콘텐츠 

역시 5300여편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 확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19년 연말까지 

5G 콘텐츠 규모를 1만5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콘텐츠를 단순히 5G용으로 변환하는 수준이 아니라 5G에서만 이용 가능한 

전용 콘텐츠를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글로벌 강자들과 ‘전방위 투자·제휴’...콘텐츠 공급 다변화

충분한 규모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관련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뿐만 아니

라 자체 제작 역량도 키운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고착화된 업계 판도 흔들 것”

글로벌 강자들과 전방위 투자·콘텐츠 제휴 

가장 빠른 5G 전국망 구축...특화 기술로 체감 품질 ↑

5G time #45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사진=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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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완성도를 높여 고객 체감 품질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만는 특화된 빔포밍 기술을 구현해 2배 높은 장비의 출력을 

확보했다. 경쟁사보다 적은 기지국으로 동일한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단말 별로 별도의 빔을 형성해 동시에 여러 단말에게 데이터

를 전송하는 MU-MIMO기술을 통해 경쟁사 대비 최대 4배의 전송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도 구현했다. .

하 부회장은 ‘5G 출정식’에서 “통신 시장의 판을 흔들고 5G 시대를 선도

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결과 네트워크, 서비스, 요금 

등 3대 핵심 요소에서 이길 수 밖에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면서 

“5G는 유플러스가 통신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

어 “유플러스 5G는 고객의 일상을 바꾸고 나아가 통신 시장의 일등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5월 22일 출고)

세계 최고의 VR 제작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 ‘벤타VR’에 직

접 투자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벤타VR을 통해 제작한 VR 콘텐츠는 100여

편이다. 이를 U+VR을 통해 독점 제공하고 있다.

‘구글’과도 VR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하고 공통 투자했다. 제작

된 콘텐츠는 상반기 중 U+VR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해 독점으로 제공할 예

정이다. 3D 특수효과를 적용한 VR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 웹툰 

제작 스튜디오인 ‘호랑 스튜디오’와도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글로벌 VR영상 앱 플랫폼인 미국 어메이즈

VR(Amaze VR)에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어메이즈의 차별화된 3D VR 콘

텐츠를 국내에 독점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량 VR게임을 단말기에 설치하

지 않고도 5G 네트워크를 통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VR게임 시

범서비스도 이미 시작했다. VR게임은 현재 10종에서 빠르게 확대할 계획

이다.

가장 빠른 전국망 구축...특화 기술로 체감 품질 ↑

대규모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한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4월 ‘5G 출정식’에서 “네트워크는 안

정적인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공

언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주요 도시에 가장 촘촘한 네트워

크 구축을 목표로 기지국 설치에 집중하고 있다. 상반기 중 서울, 수도권 및 

6개 광역시, 85개시 대부분과 대형 쇼핑몰, 백화점, KTX, 주요 고속도로, 

공항 등 전국 주요 장소에 5만여개의 기지국을 깔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2년에도 LTE서비스 개시 9개월만에 이통사 가운데 가장 먼저 LTE 전국

망을 구축한 바 있다.

기지국 구축 뿐만 아니라 5G 핵심 기술인 ‘빔포밍’과 ‘MU-MIMO’의 기술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 마련된 LG U+ 5G 프로야구 앱 시연행사장에서 한 참가자가 

U+ 5G AR 체험존에서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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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2019년 5월 16일 일본 이통사 NTT 도코모(1위)와 KDDI 

(2위) 본사를 방문했다. 5G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

에게 5G 시대는 기회의 땅이다. 통신 장비와 반도체, 스마트폰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는 것이다. 

내년,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20% 달성 

삼성전자는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빠르게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20%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기존 통신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이 화웨이(31%), 에릭슨

(27%), 노키아(22%) 등에 밀려 5%에 불과했다(2018년 기준, IHS마킷). 하

지만 새롭게 열리는 5G 시장에서 만큼은 선제적으로 나서 기회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5G 통신장비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는 다르다. 미국 이동통신장비 시

장분석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

의 점유율은 37%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화웨이(28%), 에릭슨(27%), 노키

삼성전자 “통신장비·반도체 
시장 지각변동”

5G 통신장비 점유율 20% 목표...인력 충원으로 적극 지원

반도체 재도약 기회...스마트폰 바탕, 반도체 종합 1위 기대

5G time #46

[자료=IHS마킷]

2018년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5G 장비시장 1분기 점유율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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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5G폰에 사용된 전체 

반도체 가격이 LTE폰 대비 

최대 85%(110달러) 증가한

다. 이로 인한 반도체 추가 

수익 규모는 올해 5억4000

만달러에서 2021년 141억

3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성신 정보통신기획평

가원(IITP) 수석연구원은 

“5G 성능을 안정적으로 구

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나 통신 모뎀, 고용

량 메모리 등이 필요하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모바일 반도체 시장 확대로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퀄컴에 뒤쳐진 삼성전자가 5G 모뎀 칩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

장 지위를 가지고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시장조사업

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5G 모뎀칩 점유율은 

2019년 7.5%에서 2023년 20.4%로 상승이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 분야 에서도 시

장 1위 소니를 잡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2019년 초 이미지 센서 전

담 팀을 만들어 기술 개발과 영업에 매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서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대폭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분야 1위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

문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2019년5월23일 출고)

아(8%) 등이 뒤를 이었다.

5G 통신 장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에 따르면 글로벌 5G 네트워크 시장 규모는 2019년 31억2900만달러(약 3

조7360억원)에서 2022년 188억1200만달러(약 22조4596억원)로 연평균 

81.5%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5G가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2026년이면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성상 통신 장비는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한 번 계약한 공급사들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100%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

돼 단가도 높다. 시장 선점이 중요한 이유다. 

이에 삼성전자는 통신 장비 사업을 담당하는 IM부문(IT·모바일) 네트워

크 사업부 인력을 충원하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규 채용 시즌

이 아님에도 자체적으로 채용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 인재들을 네트워크 사업부로 배치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글로벌 휩쓰는 스마트폰...반도체 성장도 기대

삼성전자는 5G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발빠른 대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중

이다. 

한국에 이어 2019년 5월 16일 미국에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출시

했으며 다음달에는 유럽 8개국에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 화웨이, 샤오

미 등 경쟁사들도 5G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면서 LTE에 이어 5G에서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도체 시장은 장기적 계획으로 대응햔다. 지난해 말 슈퍼 호황기가 저물

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5G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 고성능 반도체

가 다량 요구되면서 또 한 번의 큰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스마

트폰이 반도체 사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JP모건에 따르면 플래그십 LTE폰과 5G폰의 반도체 구성 요소를 비교한 

5G폰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반도체 시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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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IITP, JP모건]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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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용으로 신형 쏘나타를 구매한 A씨. 오늘 저녁 평소 마음에 두던 

그녀와 첫 데이트 한다는 설렘을 안고 출근길에 오른다. 평소 뻥 뚫린 길에

서도 80㎞/h를 고집하던 A씨. 기분 탓인가. 그날은 왠지 본인도 모르게 발

끝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자 ‘삐삐’ 신호음과 전조등이 두 번 깜박,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모드에서 컴포트모드로 바뀐다. A씨는 속도감을 그대로 즐기면

서 회사로 향한다.

현대차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의 결정판이라 불리는 ‘신형 쏘나타’ 이야기

다. 현대차는 쏘나타에 최초로 스마트 시프트, 즉 운전자의 장기적 습관과 

순간적 의도를 판단하는 기술을 탑재했다. 또, 자율주행기술과 커넥티드 기

술 등 카 인포테인먼트도 적용해 차를 삶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현대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

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발걸

음을 야심차게 내디뎠다. 현대차

는 우수한 주행성능과 서비스 품질 

등을 기본으로 갖추면서 경쟁업체

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 실행에 

나섰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오는 

2024년까지 45조원을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기술에 투자하기로 했

다. 친환경 이동성, 이동의 자유로

움, 연결된 이동성 이 세 가지를 핵

심 포인트로 잡았다.

현대차의 미래차, 자동차·IT 융합한 고성능 컴퓨터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과 커넥티드 기술을 상용화 하고, 자율주행차 표

준화 작업을 주도하는 등 미래차 산업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해 1월 공개한 현대차와 삼성전자, KT의 ‘5G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개입

현대차 
“차를 삶의 공간으로 바꾼다”

신형 쏘나타에 최초로 스마트 시프트 탑재

차 인포테인먼트 연구개발 강화...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탈바꿈 

5G time #47

현대자동차가 쏘나타에 최초로 적용한 ‘현대 

디지털 키’.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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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음식 배달 등 각각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데이터를 주고받던 자율주행차가 통신 장애로 연결이 

끊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5G의 초연결성은 예측하지 못한 트래

픽의 폭증도 유연히 대처할 수 있고 그만큼 안정적인 주행환경을 보장한다”

고 강조했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자동차가 하나의 생활공간

현대차는 차세대 차량 인포테인먼트 분야에도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2019년 4월 현대차는 현대자동차가 스타트업 오디오버스트에 1000만달러

를 투자하기로 했다.

오디오버스트는 인공지능 기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

다. 차량용 오디오와 인공지능 비서, 내비게이션 등이 포함된다. 현대차는 

5G통신의 개화와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미래 자동차시장이 성장함에 따

라 오디오버스트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현대차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출시한 신형 쏘나타에 적용한 음성인식 비서 서비

스를 들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물으면 카카오i의 AI 플랫

폼이 최적의 답을 찾아 대답해준다.

현대차는 차량의 모든 장치를 언어로 안전하게 제어하고 궁극적으로는 

차가 개인 집무실 또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현대차는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차량 공유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상에 활용되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에선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차량공유 등이 일상화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

면서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미래 자동차와 로보틱스, AI, 정밀 지도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전민준 기자 minjun84@newspim.com (2019년05월27일 출고)

이 전혀 없는 ‘레벨5’ 수준의 궁극적인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와 전기·전자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 기술이 경지에 다다

른 삼성전자, 그리고 5G 이동통신 상용화 기술을 지닌 KT. 결국 전자회사와 

통신사까지 뛰어들어야 레벨4는 물론 레벨5 수준의 궁극적인 자율주행차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0년부터 사람의 개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자율주

행차 시대가 본격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5G가 필수적이다. 

LTE로는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다양

한 기계들과 공유하는 데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G의 속도는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르다. 

5G의 전송 지연시간은 1ms. 백만분의 1초다. 10ms인 LTE와 비교해 반응 

속도가 10배나 빠르다. 지연 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실시간에 가깝다는 

이야기. 수집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어도 초기 반응 속도가 느리

면 대처가 늦어진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속도, 교통량, 주행 상태 등 수많은 데이터를 주변 모든 

디바이스와 공유해야 한다”면서 “이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주고

받기 위해 빠른 전송속도를 요구하는 데 기존 LTE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

했다. 

아울러 5G는 한 번에 더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율주

행 기술은 자동차와 자동차 뿐만 아니라 많은 사물과 신호 교환이 필요하다. 

이에 5G를 활용한 커넥티드카 기술이 나온다. 즉 자동차와 IT를 융합한 달리

는 고성능 컴퓨터로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다. 2019년 4월 현대차가 네이버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이 세운 스타트업 ‘코드42’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드42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자동 배달 로봇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율

주행 이동수단을 하나로 통합해 차량 호출과 카 셰어링, 로보 택시, 스마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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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NH통합IT센터.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

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등 NH계열 IT 자산을 집결시킨 초대형 데이터

센터다. 이곳의 모든 IT 시설엔 ‘데이터센터관리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 환

경이 구현됐다.

데이터 센터에서 수집된 모든 설비 운영데이터는 3D 화면으로 모니터링

되면서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 센터 내 보안문이 열려있을 경우, 센서를 통

해 개방된 출입문의 상태와 위치를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출입관리 

정보와 연계해 보안문 근처에 있는 작업자에게 상황을 알려 즉각적인 조치

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센터 직원의 근무 환경과 방문자 안내 방식도 개선

한다.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해 구내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

정지역의 혼잡도를 관리한다. 예컨대, 12시 기준 구내 식당이 혼잡하니 12시 

20분 이후로 식당 방문을 안내하는 식이다. 센터 방문자를 위한 부서 및 업

무 담당자를 안내하는 키오스크도 설치한다.

빌딩·사무실·공장, 모두 스마트 새 옷 입는다

IT서비스업체인 SK㈜C&C가 NH농협은행의 ‘NH통합IT센터’에 구축하

기로 한 ‘데이터센터관리시스템’을 통해 구현될 기술들이다. 이를 통해 NH

통합IT센터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빌딩’으로 탈바꿈

한다.

각 기업의 사내 IT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SK

㈜C&C, 삼성SDS, LG CNS 등 IT서비스 업체들이 ‘IoT 시스템’ 영역을 놓고 

본격 선점 경쟁에 들어갔다. 5G 상용화와 맞물려 각 기업들이 자사 건물을 

IoT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빌딩’ 및 ‘스마트오피스’로 리모델링하고, 공

장들은 ‘스마트팩토리’로 변모해가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시스템 구축 시장

이 열린 것이다.

선점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스마트팩토리다. 각 기업들이 5G 및 4차산

IT서비스 업계
‘IoT 시스템’서 미래 찾다

삼성SDS, ‘스마트팩토리’ 선점에 집중

SK㈜C&C, SK텔레콤과 시너지로 IoT 시스템 구축 가속

LG CNS,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공공사업 공략

5G time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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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5G 상용화를 맞아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오피스 등 관련 기업

대상 사업(B2B)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SK㈜C&C의 IoT 시스템 구축 

사업 기회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지난해 출시한 5G 전

용망 특화 솔루션·데이터 분석 플랫폼·단말을 함께 제공하는 ‘올인원 패

키지’를 통해 양사는 스마트팩토리 등 IoT 시스템 구축 사업을 확장해나간다

는 방침이다.

LG CNS는 ‘스마트시티’를 차세대 먹거리로 삼았다. 2018년 IT 업계 최초

로 ‘IoT 결합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티허브(Cityhub, 가칭)’를 출시하

고 관련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이다. 교통·안전·에너지·환경 등 도시 운

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각종 공공사업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19년 4월엔 창원시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양측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각종 사업 협업을 통해 창원시를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팩토리는 5G 시대의 핵심 영역이 될 것”

IT서비스업체들의 스마트팩토리 등 IoT 시스템 시장 선점 경쟁은 더 치열

해질 전망이다. △백화점, 마트 등 유통 매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마케팅 및 

판매관리를 비롯해 △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 △’SHE(Safe

ty·Health·Environment) 영역’에서의 혁신 등 IoT 시스템 구축에 대한 

B2B 시장의 니즈는 비약적으로 커질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마트팩토리는 5G 시대의 핵심 영역이 

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5G 활용은 ‘생산성 향상’에 포커스를 맞춰야한

다. 5G 네트워크와 기술을 활용해 ‘제조업 발전→수익→서비스 발생→소비

→제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갖

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5월 28일 출고)

업혁명 기술의 활용도를 ‘제조 생산성 향상’에 맞추면서 공장의 스마트화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삼성SDS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시장 선점을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신성이엔지 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바꾸기 위해 2019

년 5월 7일 이통사 KT와 손잡았다. 양사는 이날 협약을 통해 5G 기반 스마

트팩토리와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사업화를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삼성SDS는 이미 2018년부터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플랫폼인 ‘넥스플랜트 플랫폼’을 선보였다. 삼성SDS는 이 플

랫폼을 통해 △설비△공정△검사△자재물류 등 제조 4대 핵심영역에서 고

객사의 인텔리전트팩토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SK㈜C&C는 그룹 계열사인 이통사 SK텔레콤과의 시너지가 강점이다. 

LG유플러스, 5G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 공개. [사진=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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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내려받아(스트리밍) 듣듯 게임도 

설치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스트리밍으로 즐긴다.  

5G 강점인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바탕으로 5G 시대를 맞아 게임 

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어디서나 ‘내가 하던 게임’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 바로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의 등장이다. 

네트워크 속도 때문에 좌절했지만 환경 바뀌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은 소니(Playstation Now), 파섹(Cloud 

Gaming), KT(위즈게임), SK텔레콤(클라우드 게임), LG U+(C-Games) 

등이 과거에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네트워크 속도가 뒷받

침되지 못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환경이 달라졌다. 스트리밍 게임은 전세계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를 통해 패치나 업데이트 설치 없이 곧바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웹에 접속한 뒤 게임을 선택해 즐기기만 하면 

된다. 장소나 기기의 제약이 없어진 것이다. 현재는 PC·모바일·엑스박스

(Xbox) 등 각각의 기기에 게임을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IT 공룡’ 구글은 올해 초 차세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타디아

(Stadia)’를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구글보다 앞선 2018년 마이

크로소프트 애저(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기

반의 ‘프로젝트 X 클라우드’ 

서비스를 예고했다.

특히 구글은 올해 여름 베

일에 싸인 ‘스타디아’의 구체

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 업계는 

물론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

했던 부분으로 △가격 공개 

클라우드·스트리밍 게임,
대세된다

5G 빠른 속도와 반응...‘스트리밍 플랫폼’ 가능케해

기기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스트리밍 게임’ 기대

5G time #49

구글 스타디아 로고. [사진=스타디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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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먼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웹 기반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플레

이 되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일부 게임사들은 구글이 서울에 설립할 데이터센터 이용을 고려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게임 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다

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 게임사는 “서버 안정성은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아직까지는 서버 변경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클라우드 게임 서비

스에 대한 신뢰도 크지 않는 편이다. 실험적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유보

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2018년 3억 8700만

달러였으나, 4년 후인 2023년에 25억달러로 6배 이상 커질 것으로 기대된

다고 밝혔다.

현재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전세계 16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2019년 5월 29일 출고)

△게임 발표 △정보 공개 등이다.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장에 나섰다. 구

글은 2019년 5월 27일(현지시간) 핀란드 하미나 지역 데이터센터 확장에 6

억 유로(약 79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초 서울에도 클

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에 서비스하던 게임들을 새로운 플랫폼에서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구글 스타디아 출격 전야...국내 게임업계 “지켜보자”

구글 스타디아의 국내 도입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국내 게

임사들은 스타디아가 2019년 북미와 유럽 등에서 먼저 출시되는 만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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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은 2019년 5월 27일 스타트업을 발굴

하고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5G 관련 스타트업 15곳을 키

우겠다고 발표했다. 경쟁사인 KT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5G 오픈랩’을 통

해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2019년 4월 마곡 사옥

에 ‘5G 이노베이션 랩’을 열고 400여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겠다고 나선 상

황이다.

바야흐로 ‘스타트업 전성시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LG전자 등 주요 전자 제조사와 네이버·카카

오 등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제조사와 건설사에 이르

기까지, 전 산업군에 걸친 거대 기업들이 스타트업 파트너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가상현실(AR)·증강현실(AR)·빅데이터·헬스케어·자율주행 등 

5G 시대의 주요 신산업으로 꼽히는 영역에서 참신한 신기술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스타트업에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투자금이 몰린다.

‘스타트업 모시기’에 나선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5G ‘생태계 선점’이다. 이

를 위해 스타트업 파트너 확보는 필수불가결하다. 5G 생태계를 구성하는 콘

텐츠, 소프트웨어, 전용 디바이스와 이를 담아내는 플랫폼의 대부분은 스타

트업들이 만들어낸다. 대기업 혼자 이 생태계를 꾸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

다. 5G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려면 콘텐츠

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다.

SKT·LG전자·삼성전자...ICT 대기업들 ‘스타트업 모시기’에 혈안

SK텔레콤의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엑셀러레이터)은 처음이 아니다. 인

공지능(AI)·모빌리티에 이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까지 2019년에

만 벌써 3개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내놨다. 자사의 사업포트폴리오를 

5G 위주로 전면 재구성하고 있는 만큼, 5G 생태계 선점과 스타트업 파트너 

확보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온 결과다.

LG유플러스의 스타트업 투자는 LG그룹 차원의 큰 그림의 일환으로 진행

스타트업 ‘물 만났다’

ICT 대기업들 ‘스타트업 모시기’ 혈안

VR·AR·자율주행 관련 기술 보유 ‘핫(Hot)’한 스타트업

5G tim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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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중 ‘C랩 출신’ 회사들이 상당수다. 2018년 하반기

부턴 C랩 운영 노하우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한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으

로 스타트업 발굴 작업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G와 AI를 4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편입하고, 향후 3년동안 

이 분야 스타트업에 총 220억달러(26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

이 입증된 스타트업의 경우 적극적인 인수합병(M&A)도 진행한다는 방침이

다.

VR·AR·자율주행 관련 기술 보유한 곳 ‘핫(Hot)’한 스타트업

최근 5G와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는 곳들은 주로 VR과 AR 및 AR글래스,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다.

송창현 전 네이버 CTO가 설립한 스타트업 ‘코드42’는 현대자동차의 전략

적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코드42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

스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주목하면서 관련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플

랫폼 ‘유모스(UMOS)’를 개발 중이다.

카카오 출신 창업자들이 설립한 가상현실(VR) 스타트업 ‘어메이즈VR’ 역

시 LG, 네이버 등으로부터 약 84억원의 투자를 받아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어메이즈VR은 영상 제작자가 쉽게 인터랙티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자

체 제작툴을 제공한다

ICT 업계 관계자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경쟁사보다 먼저 

파트너로 확보하느냐가 5G 신사업 성공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장기적 생

존을 담보하는 요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의 스타트업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2019년 5월 30일 출고)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구광모 LG 회장이 

직접 이끌고 있다. 구 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서울 마곡 LG사

이언스파크에서 “기업 내외부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가치를 창출하는 개방

형 혁신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스타트업 발굴에 집중해달라”

고 강조한 바 있다.

LG그룹 차원에서 설립한 스타트업 투자회사(벤처캐피탈, VC) ‘LG테크놀

로지벤처스’엔 LG유플러스를 비롯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 

CNS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 5곳이 공동으로 총 5000억원(4억2500만달러)

을 출자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 현재까지 투자한 1900만달러의 상당 

비중이 VR·AR·차세대 부품 및 소재·빅데이터·자율주행 등 5G 기술 

관련 스타트업으로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을 운영 중이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6년간 228개 과제에 917명의 임직원들이 참여

했고, 2018년 말 기준 40개 과제가 스타트업으로 창업했다. 최근 업계의 주

LG유플러스는 5G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첫 번째로 ‘5G 이노베이션 랩을’ 마곡사옥에 개관했다. 

[사진=백인혁 기자]

230 231



“기상! 정 이병, 복장 착용 완료하고 5분내 경계초소 출동 준비 완료!”

새벽 3시, 단잠을 깨우는 고참의 목소리가 귓가를 어른거린다. 기상! 목소

리가 떨어지는 동시에 눈을 떠야 한다. 재빨리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총을 챙

겨 일직사령실로 향한다. 일직사령에게 소총 안전 유무 등 근무신고를 마친 

후 경계초소로 이동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

봤을 얘기다.

드론·로봇이 경계 근무...킬러로봇, 전선에

5G 시대 개막과 함께 가까운 미래엔 군(軍) 문화도 확 바뀔 전망이다. 사

람 대신 드론이나 로봇이 경계 근무를 하고, 킬러로봇이 전선에 배치된다. 

국내외 군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5G 기술을 적용한 미래 군사 무기나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방산업체 LIG넥스원은 최근 무인기제작 전문 강소기업인 성우엔지니어

링(대표 김성남)과 국방·민수분야 미래 무인기 기술 개발 및 관련 신사업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우엔지니어링은 1993년 설립 이후 27년간 무인기 제작과 시험비행을 전

드론·킬러로봇 배치
軍도 바뀐다

LIG넥스원·KAI 등 방산업체들 5G 시대 대비

5G 기술 접목으로 각종 무기 체계와 실시간 정보 공유

K9 자주포. [사진=국방부]

5G time #51(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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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선 내 공중 수색 등을 선보이며 다양한 드

론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 기업5G사업담당 서재용 상

무는 “5G 기반의 U+스마트드론은 고용량 

이미지를 고속 촬영하고 실시간 전송해, 긴

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해진다”라며 

“향후 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AI)·빅데이

터를 접목하고 민·관·군 협력을 통해 지

속적으로 드론의 활용도를 넓혀나갈 것”이

라고 강조했다.

킬러로봇끼리 전투...테러에 악용될 위험도

좀더 먼 미래에는 ‘킬러 로봇’이 인간의 역

할을 대신해 전쟁을 수행할지도 모른다. 킬

러 로봇은 전장에서 적군을 살상하는 역할

을 담당하는 인공지능(AI) 로봇이다. 감정 없이 기계적 판단에 의해 인간이 

프로그램해 놓은 대로 수류탄을 던지거나 총을 쏴 적군을 살상한다.

킬러로봇 개발에 대해서는 민간인 살상 가능성과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악용 소지 우려로 아직 조심스런 상황이다. 다만 잘못된 판단 예방을 할 수 

있고 오히려 킬러로봇끼리의 전투로 인명 피해를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개

발에 찬성하는측도 만만찮다. 킬러 로봇에게 있어 역시 5G 기술은 핵심 기

술이 될 전망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군은 보안이 생명인 만큼 5G를 당장 민간과 같은 

속도로 도입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5G 기술을 활용한 드론이나 

드론봇 같은 분야는 조만간 군에서도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2019년 5월 30일 출고)

문적으로 수행해 온 국내 최고 수준 무인기전문 업체다. LIG넥스원은 차기군

단, 중고도 무인기 등 다수의 무인기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LIG넥스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및 로봇의 국방분야 적용 확대에 주력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수직이착륙 무인 기술 

시범기를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하고 있다.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헬기 형태

로 제자리 비행이 가능해 활주로 없이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다. 5G 기술

을 접목하면 다른 전투기나 무기 체계와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

로 공유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군사용 드론을 활용, 31사단과 공동으로 해상작전

을 펼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드론을 활용 △해상 상황 실시간 대응 △

해안 수색 정찰 △고속 침투 상황 대응 △건물 내부 수색 △주둔지 경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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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

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입니다.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오늘은 함께 축하

하면서 5G 전략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사용자들은 휴대폰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접하기 때문에 ‘지금 스

마트폰으로 충분한데, 5G가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4세대 이동통신은 ‘아직까지는’ 빠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텔레비전, 스위치, 침대

까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물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

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량

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을 비롯해 데

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분야는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기존 통신

망으로는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5G는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미래시장 창출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더 넓은 길이 필요한 것처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

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동통신망도 더 넓고 빠른 길이 필요합니다.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

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

경제에서도 5G는 고속도로로 비견될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고속도

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되어 주었듯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

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입니다. 5G가 분야에 융합되

면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 자동차, 드론, 로봇, 지능형 CCTV를 비롯한 제조

업과 벤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 전체의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합

니다.

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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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걸음 앞섰을 뿐입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양질 일자리 60만개·730억불 수출 목표

무엇보다 통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말기와 장비,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의 스타 기업이 각각의 분야에서 경쟁하는 시대는 지

났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융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과기부와 통

신3사, 단말기 제조사 간의 원활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G시대의 선도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관련 업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합니다.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 창출, 730억불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5G 조기 활성화

를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5G 전국망을 2022년까

지 조기에 구축하고,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지능형 

CCTV,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겠습니다.

처음 걷는 길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

습니다.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활용하고, 과감하게 실증

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

다.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망구축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세계적 수

준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5G-팩토

리 1000개 구축을 지원하고, 주력 제조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한편, 5G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이면 세계 5G 시장 규모는 1161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반도

체 시장 규모가 529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큰 대규모 미래시장

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의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

까지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융합서비스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

시티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

다. 또한, 인공지능, 클라우드와의 결합을 통해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을 획

기적으로 높이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5G, 사람은 물론 모든 사물 연결...제2벤처붐 기대

국민 여러분, 5G는 열려 있는 세계입니다. 기존 이동통신기술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다면 5G는 사람 간 연결은 물론 모든 사물까지도 연결합니다.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

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G와 결합한 첨단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

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 교육, 교통, 재난 관리 분야는 5G 기

술과 서비스가 가장 먼저 보급될 곳으로 꼽힙니다.

이동 중인 구급차 안의 환자를 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운행 중 생기는 돌발상황이나 장애물에 즉

각적으로 대처하여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이동, 교통 혼잡 감소, 에너지 절감

이 가능해집니다. 지역의 제약을 넘어, 배우고자 하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를 비롯한 재난현

장에서 사람의 위치를 정밀히 파악하고, 고화질로 상황 정보를 전달하여 인

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최초’의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

다는 의미입니다.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1998년 세계 최초 초고

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어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세 번째 문을 열었

습니다. 세계는 이미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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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추진하고 병사 전용 요금제를 비롯한 특화요금제 도입과 저소득

층 학생이 무료로 교육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어르신이 새로운 통신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기술(Able Tech)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세

계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한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에 세계의 많은 국가

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습

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려고 합니다.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입니

다.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맙시다.

2019년 4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전세계적으로 우려가 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와 보안 관

련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

록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360도 중계, 작년 4.27 남북 정상회담 때 프레스센터에

서 사용된 스마트월처럼 언제나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홍보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 계속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도록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는 한편, 통

신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 5G 테크 콘서트 출연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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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G+ 전략』의의 및 추진방향

□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

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다.

• 5G는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

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 (초고속) 최대 20Gbps속도 대용량 콘텐츠 전송 → VR 생방송, 홀로그램 통화 등

   (초저지연) 촉각수준(1ms) 동시반응 → 완전 자율주행, 실시간 로봇·드론 제어 등

   (초연결) 수많은 센서·기기 연결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 또한 5G는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

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서비스 질 개선)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 종합병원-병·의원간 고화질 환자

영상 실시간 공유, (실감교육)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 실현, (국민안전) 화

재·붕괴 등 재난현장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등

  **  SOC의 실시간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차량·도로·보행자가 연결되는 안전

하고 스마트한 교통·물류 환경 등

5G+ 전략산업 육성

���
����

��
������

지능형
CCTV

(미래형)
로봇

(커넥티드)
로봇 5G

V2X

정보
보안

실감
콘텐츠

스마트
공장

자율
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엣지
컴퓨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VR·AR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5G+ 전략 부록

세계최초 ‘대한민국 5G’
세계 1등 향해 5G+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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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➍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육성,

➎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의 글로벌化이며,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공공 선도투자

(1) 5G+ 핵심서비스* 실증·확산

     * ①실감콘텐츠, ②스마트공장, ③자율주행차, ④스마트시티, ⑤디지털 헬스케어

•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 발굴·실증 지원(’18~’21) ⇨ 본격  보급·확산을 

위한「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추진(’21~’25)

(2) 공공의 선도적 수요창출 지원

• (SOC) 기반·노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지원

   -  (기반시설) 도로·항만·공항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5G 로봇·CCTV 활용 

등) 구축을 위한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 추진(’20~)

   - (생활시설) 교육·문화시설 내 5G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지원(’20~)

   -  (노후원전) 고위험 작업장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자 생체정보 확인 등 5G 기반의 

안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적용 추진(’20~’23)

• (첨단 디바이스 활용)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디바이스 시장 창출

   - (로봇) 5G 공공 서비스로봇(공공시설 안내봇 등) 시범사업(’20~) 추진

   -  (드론)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20~)을 지원하

□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하면서 주요 5G 전·후방 산업에서 ’26년 총 1,161조

원 규모의 新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 해외 시장전망, ICT전문기관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추정(KISDI, ’19.1)

• 주요국은 그러한 5G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생태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

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하였다.

• 특히,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

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인프라 조기 구축’ → ‘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

확산’ →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에 주

력하기로 하였다.

2. 『5G+ 전략』목표 및 주요내용

□ 정부는 ‘5G+ 전략’ 추진을 통해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

출 730억 달러 달성,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5대 추진전략은 

➊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의 제고, 

➋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지 실시간 
홀로그램 협연

업종별 솔루션 개발 
및 산업단지 확산

5G 자율주행 셔틀
버스 개발·보급

화재현장 응급구조 
지원 서비스

구급차·병원 간 
응급의료시스템

5대 5G+ 핵심서비스 분야 실증·확산 추진 예시

정부 민간
주파수

조기할당
인프라
구축

新서비스·
디바이스 도입

시장
활성화

세제 등
제도정비

시험·인증
표준화

안전한
이용환경

네트워크
망 투자

단말·서비스
사용화

공공수요
창출

R&D·실증
규제개선

중소기업
지원

수익모델
사업화

생산기반
구축

산업간
협력·확산

해외진출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신기술
고도화 재투자

글로벌
산업화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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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 (테스트베드 구축) 다양한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엣지컴

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  K-City(화성), 판교 제로시티, 서울 상암에서 5G 자율주행 실도로 성능검증 지원

(’19∼)

   **  기 구축 중인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5개소(영월·고성·보은 등)에 5G 설비 구축

(’20∼’21)

   - 5G 단말·V2X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19~)

• (5G 챌린지) 5G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 (클러스터 조성) 기존 전파·보안 산업 지원에서 5G 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까지 확

대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20~’25)

(3) 중소기업의 5G 기술사업화 촉진

• (네트워크 장비)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스몰셀·중계기·모뎀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 확대(이동통신 R&D 중 25%(’17) → 35%(’20))

• (구매조건부 R&D) 공공기관 및 해외의 5G 기반 신기술·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지원 확대

(4) 5G 콘텐츠 시장 활성화 지원

• ‘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

트’ 추진 및 개발 거점 인프라 확충(’19~)

(5) 주력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

고,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 개발(’19~’21) 및 공공구매 연계

   - (CCTV) 5G 지능형 CCTV R&D·실증 및 재난안전 시범서비스(’21~) 추진

(3) 5G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5G+ 라이프 프로젝트) 교육·농업·환경 분야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G 솔루션 보급 추진(’21~)

• (의료서비스 개선) 거점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

(’20~) → ’23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

(4) 5G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 (국가 시범도시) 5G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시

범도시 내 데이터·AI 센터 구축 추진(’20~’22)

• (기존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5G 선도 적용으로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 지원(‘19~)

2) 민간투자 확대

(1) 세제·투자 지원

•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19~’20년 2~3%) 지원 및 신

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9∼’21, 10조원), ‘KP Inno 펀드’(’19∼’22, 1.2

조원), ‘스마트공장 펀드’(’19∼’21, 3천억원) 등

실감미디어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한 실감미디어 콘텐츠(예 : 360° 멀티뷰 중계)

실감커뮤니케이션 원격지 접속 실감커뮤니케이션 콘텐츠(예 : 다자간 홀로그램 영상통화)

실감라이프 쇼핑‧교육 등 실생활 수요 높은 생활형 콘텐츠(예 : VR 쇼핑 플랫폼)

융합인더스트리 공장‧농장 등 他산업에 접목 가능한 융합콘텐츠(예 : AR 농장제어)

공공서비스 국민 복지‧안전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적용 콘텐츠(예 : VR 안전교육)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5대 핵심분야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지방‧직업학교에 5G 기반 VR‧AR
원격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5G 드론·
트랙터를 활용한 정밀농업 확산

공장밀집 지역 등 5G 기반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대응 시스템 구축

5G+ 라이프 프로젝트 추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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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공급) ’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現 2,680㎒폭 → 5,190㎒폭)하

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주파수 공급(’19~)

• (규제개선)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전파법 개정, ’19~) 등 행정부담 완화 지원

(3) 가장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 (사이버 안전)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

련*(정보통신망법 개정, ’19~) 등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

    * 사물인터넷(IoT) 기기·서비스 보안 관련 법적 근거, 융합서비스 보안기준 권고 등

• (통신망 안정성 강화) 정부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80→870여개),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 마련

(4)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

•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 및 위치정보사업 규

제완화(허가제 → 등록제,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

(5)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

• (디지털 격차 해소)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체험(VR·AR 등)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 확대

• (이용자 보호 원칙) 5G 융합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

해 방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원칙 정립(’19~)

4) 산업기반 조성

(1)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 (스마트공장)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된 ‘5G-팩토리’ 솔루션을 

’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 보급* 지원(’20~’22)

    * 구축 목표 : (’20) 200개 → (’21) 300개 → (’22) 500개

• (조선) 조선소의 5G 기반 스마트 통신환경 구축 실증(’20~’23) 및 공정 자동화·최

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야드’ 핵심기술 확보(’21~)

• (해운항만) 5G 기반으로 해운항만물류를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 해운항만물

류 시스템 구축(시범사업 : 부산·광양항 등 4개항) 본격화(’19~)

• (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발전단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5G와 실시간 빅데

이터 처리를 통한 최적발전 시스템 구현(’20~’23)

• (제조 AR) 5G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여 제조분야 AR서비스(AR매뉴얼, AR원격

지원 등)를 중소·중견기업에 시범보급(’20~)

3) 제도 정비

(1) 통신 요금제 및 제도 정비

• (5G 요금제 출시)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 유도(’19.4~)

    * 최초 5G 요금제부터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 지속 인하

• (B2B 활성화 지원)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 추진(’19~)

(2) 전파자원 확충 및 규제개선

구 분 추진내용

자율주행차
・차량통신(V2X) 기반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세계시장 선점 지원
     - 차량통신 5G NR-V2X 주파수 발굴
     - 고해상도 차량충돌방지레이다 주파수 공급

스마트공장 ・제조업의 지능화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물류·공정 자동화 기반 마련
     -  산업용 AI 로봇 정밀공정 등을 위한 센싱용 주파수 공급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 발굴로 글로벌 혁신사례 창출
     -지능형 교통제어·에너지 관리, 치안·방범용(CCTV) 주파수 공급 검토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확보·공급 예시

산업용 AR글래스 행동보조용 웨어러블 슈트 클라우드 로봇(소셜서비스)

5G 기반 차세대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 추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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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5G 표준화 선도

• 5G 후보기술 최종 제출 등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

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

(3) 국제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 新남방·新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하고 고위급 

순방,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 추진

3. 추진체계

□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

하는「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

• 동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범부처, 민·

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Project Manager)를 지정하여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정부는 5G 전국망을 ’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

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 (차세대 디바이스) 초실감·경량 VR·AR 기기, 5G·AI 기반 웨어러블(행동보조용 

슈트 등) 및 클라우드 로봇 기술 등 R&D 투자 강화(’20~)

• (미래선도 R&D) ‘차세대 네트워크’ 및 VR·AR 이후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홀로

그램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추진

(2)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고,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

하는 보안모델(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개발·실증(’20~)

(3) 5G+ 한류 기반 구축

• VR·AR 문화콘텐츠(음악·게임·웹툰 등) 제작·유통,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국

립박물관 4개) 및 역사·문화 VR 상영관 조성 등 한류콘텐츠 확산(’19~)

(4) 5G 창업 촉진 및 인재양성

• (창업)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바우처) 지원(’19~), ‘5G 실감형콘텐츠 랩’ 

구축(’19), 사내벤처 육성 등 5G 창업 생태계 조성

• (인재양성) 5G+ 전략산업 인력수급 분석체계 구축 및 주요 ICT 인재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19) 등 5G융합인재 양성

5) 해외진출 지원

(1) 5G 서비스 글로벌화 지원

• (동반진출)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

성으로 타겟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 지원

• (현지화) 유망기업의 글로벌 5G 선도기업 파트너십 구축 지원

VR 게임 문화재 AR 콘텐츠 VR 콘텐츠 상영관

5G+ 한류 콘텐츠 서비스 추진 예시

252 253



EDITORIAL

대표이사 발행인 

편집인

편집장

에디터

취재 기자

DESIGN

PHOTO

민병복  bbmin9407@newspim.com

신현태  sht3769@newspim.com

박종인  in@newspim.com

문형민

 

김영섭

김지나

김진호

나은경

백진엽

서영욱

성상우

송기욱

심지혜

정경환

정탁윤

조정한

최주은

김아랑

이형석

윤창빈

정일구

최상수

백인혁

이한결



2019년 9월 발행

ISBN 979-77-950458-1-5

「삶이 달라진다 5G 시대」 단행본은 고객을 대상으로 권당 50,000원에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뉴스핌의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