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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숙에 따른 성장 한계에 직면한 이동통신 업계는 최근 소비자들의 데
이터 사용 급증, 산업융합 활성화, 우호적 투자환경 등을 기회로 통신 외 신
규 먹거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G 대비 속도·저지연
성·연결기기 수 등이 10배 개선된 5G의 상용화는 통신업계의 패러다임 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G는 1G~4G와 달리 세계 최초 단일 기술표준
으로 스마트폰 중심의 기존 산업 생태계에 와해적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세계 5G 시장규모는 ’26년 통신서비스 407조원, 융합서비스 1,307조원으로
기존 2~4G 시장 대체에서 나아가 융합 기반의 대규모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개인 소비자보다는 B2B 분야 중심의 시장 전개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적극 참여, 특허 리더십 확보 등 세계 5G 기술을 선도
중이며, 통신망 조기구축과 세계 최초 서비스 상용화 등 업계와 정부가 적극
적으로 5G 생태계 조성과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5G는 다양한 미래 IT 서비스의 기술 요구수준을 충족함으로써 통신사업자
에게 사업영역 확대와 脫통신사업자로 역할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며, 국내 업계는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
으로 병원 등 특정 B2B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솔루션 시장 공략, B2B2X(B2B
와 B2X가 합쳐진 사업모델로 X는 기업, 개인 소비자, 정부 등 통칭) 등 사업
모델 다변화, 非통신 중심의 해외 틈새시장 진출, M&A와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투자를 적극 활용한 신사업 추진, 콘텐츠 사업역량 강화 등
을 제안한다. 나아가 에너지, 보안·안전, 유통·운송, 자동차, 농업 등 5G와 융
합 시너지가 높은 산업의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신규 수익기반 창출뿐 아니
라 국내 산업계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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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동통신 산업의 이해와 5G의 등장
1. 이동통신 산업의 이해
❑ (산업 정의) 전파신호를 장소 제약 없이 송수신하는 서비스로, 사용자는 이동
하면서 단말기를 통해 음성·영상·데이터 등 이용
❍ 국내는 SKT, KT, LGU+가, 해외는 Verizon(美), Vodafone(英), NTT Docomo

(日), China Mobile(中) 등이 대표적 사업자
❍ 콘텐츠, 플랫폼, 통신장비 등이 후방산업, 휴대폰 등 단말기가 전방산업
〈그림 1〉

이동통신 산업의 가치사슬과 주요 사업자

자료 : 한국산업은행

❑ (산업 특징) 국가 기간산업, 강한 정부규제, 과점구도 형성, 기술집약적
❍ (기간산업) 국가 산업활동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기초 산업으로 공기업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강한 정부규제 및 내수 중심) 사업 인허가부터 영위까지 정부가 직간접적 통제,
사업지역이 국내에 한정되는 전형적 내수산업
❍ (과점구도) 사업자 허가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며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
❍ (기술집약적) 기술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지속적 설비투자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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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이동통신 산업의 주요 이슈
❑ 시장 성숙에 따른 성장 한계 및 MVNO1) 등장 등으로 경쟁 심화
❍ 국내 이동통신 보급률은 ’10년 100% 돌파 후 ’19년에는 130%로 예상되어 포화
상태이며, 향후 신규수요 성장은 크지 않을 전망2)

- 세계 이동통신 보급률은 신흥국 수요에 힘입어 두자리수 증가세 지속했으나
(’14년 50% → ’18년 71%) 향후에는 2%대 성장 예상3)
❍ 이동통신사들의 매출도 신규가입 감소, 정부규제, 경쟁심화 등으로 정체

- 전 세계 매출 상위 10개 통신사업자의 매출액 합은 최근 4년간(’13년~’17년)
연평균 2%로 더디게 성장4)

- 한국도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등으로 매출은 답보 상태, ARPU
(Average Revenue Per Unit, 인당 매출액) 하락세 지속
❍ MVNO 확대 등 통신서비스 범용화와 산업 경계의 약화에 따른 경쟁 심화,
스마트폰 대중화 후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산업 주도 등으로 통신
사업자의 단순 망 공급자(Dump Pipe)로 역할 위축 우려
〈표 1〉
구분
1Q’17
1Q’18
1Q’19
증감률

국내 통신사업자의 최근 영업실적 추이

(단위 : 매출은 조원, ARPU는 원, %)

매출액
2.69
2.57
2.41
△10.4

ARPU
34,927
33,299
30,645
△12.3

매출액
1.79
1.74
1.73
△3.4

ARPU
34,537
32,283
31,496
△8.8

매출액
1.37
1.33
1.34
△2.2

ARPU
35,400
33,250
31,051
△12.3

주 : 각 사 무선통신 사업부문 기준
자료 : 각 사 사업보고서

1)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통신사업자의 망을 임대해 자체 브랜드와 요금제를 가지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국내는 알뜰폰이 대표적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19.5), “2019년 3월 기준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3) GSMA(’19.2), “The Mobile Economy 2019”
4) 2018 Forbes Global 2000 기업 기준 및 각사 공시자료, AT&T(美), Verizon(美), China
Mobile(中), NTT Docomo(日), SoftBank(日), Deutsche Telecom(獨), Telefonica(西), KDDI(日),
China Telecom(中), Orange(佛) 등 10개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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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등 통신망 연결기기 및 모바일데이터 트래픽 폭증
❍ 통신망에 연결하는 모바일 및 사물인터넷 기기, 센서의 수 증가

- 전 세계 통신망에 연결된 기기의 수는 ’17년~’22년 중 연평균 8%씩 증가하고,
특히 사물인터넷 기기의 연결이 크게 늘어날 전망
❍ 동영상 등 데이터 집약적 콘텐츠 증가로 모바일데이터 트래픽 폭증

- 전 세계 모바일데이터 트래픽은 ’17년~’22년 중 연평균 46%씩 증가해 ’22년
(월평균 77EB5))에는 ’17년의 6.4배에 달할 전망
- 국내도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19.3월 월별 모바일데이터 트래픽 월총량
421PB, 인당 월별 트래픽 6.7GB를 기록하며 급성장
〈표 2〉 전 세계 통신망 연결기기 수 전망

〈표 3〉

국내 모바일데이터 트래픽 추이

(단위 : 억개, %)

구분
전 세계 통신망
연결기기 수
비
중

’17년

’22년

123
86
(연평균 8%↑)

스마트폰

42

44

사물인터넷

11

31

태블릿PC

10

13

기타

37

12

자료 : Cisco(’19.2)

(단위 : PB, GB, %)

구분
’15.12 ’17.12 ’18.12 ’19.3
트래픽 총량(PB)
174
310
398
421
인당 트래픽(GB)
3.1
5.2
6.4
6.7
동영상
45
49
59
56
멀티미디어
10
15
7
7
비
웹포털
19
15
15
17
중
SNS
13
16
13
15
기타
13
5
6
5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9.5)

❑ 유·무선, 방송과 통신, 통신과 비통신 등 산업 내외 융합 활발
❍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와 IPTV 등 방송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 방송
사업자도 유무선 인터넷, 스마트TV 등 다양한 서비스 결합
❍ 커넥티드카(ICT+자동차), 핀테크(ICT+금융), 스마트공장(ICT+제조) 등 전통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이 부상, 기업간 합종연횡 활발

- M&A 시장에서도 이종산업간 융합형 M&A가 전체 시장을 주도6)
5) 엑사바이트 : 데이터 크기의 단위. 데이터 크기는 기가바이트(GB), 테라바이트(TB), 페타바이트
(PB), 엑사바이트(EB) 순으로 각각 1,000배씩 커짐
6) ’17년 글로벌 ICT 산업의 M&A에서 세부 산업(통신, 소프트웨어, 미디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내 M&A 비중은 28%, 세부 산업간 M&A는 72% 점유(Bloomberg, 삼정KPMG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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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스타트업 투자, 해외 진출 등으로 신규 먹거리 창출 노력
❍ 해외 통신사업자들은 신사업 진출의 핵심전략으로 M&A와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사내 벤처캐피탈) 투자를 적극 구사해 脫통신 활로 모색
-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M&A에 다소 소극적인 행보였으나 최근 사물
인터넷, 방송·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M&A 움직임 활발
〈표 4〉

국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최근 M&A 관련 동향

구분

내용
(美)

AOL(’15년), 야후 인터넷부문(’16) 인수로 미디어 사업 진입, 이후 텔레매틱스
등 사물인터넷과 광고·미디어 관련 업체 다수 인수

(美) DirectTV(’14), 타임워너(’18) 등 미디어 업체 인수에 주력
(日)

해외 통신사업자(스프린트), ARM(반도체), 보스톤다이내믹스(로봇), 수퍼셀(게임),
우버(차량공유) 등 비통신 업체 다수 인수 및 지분투자

(佛)

금융기관인 그루파마뱅크 지분인수(65%)로 인터넷은행 출범
반도체(하이닉스, ’11), 보안(ADT캡스, ’18) 등 인수, ’19년 티브로드 (케이블TV)
인수 추진 중으로 국내 통신사 중 M&A에 가장 적극적
BC카드(’11), 금호렌터카(’10년 인수, ’15년 롯데그룹에 재매각) 등 인수, ’19년
딜라이브(케이블TV) 인수 추진 중
’19년 CJ헬로(알뜰폰 및 케이블TV) 인수 추진 중

자료 : 각사 보도자료 등

- Verizon(美), Orange(佛), Telstra(濠) 등 해외 통신사업자는 非통신 스타트업
투자에 CVC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사업 기회로 연계

· 국내도 SKT의 ‘유니콘랩스(스타트업 육성·투자)’, LGU+의 ‘5G 이노베이션
랩(스타트업 R&D 지원)’ 등 통해 스타트업과 상생 추진
❍ Telefonica(西), Vodafone(英) 등 유럽의 통신사업자들은 남미, 아프리카 등
통신인프라가 미비한 국가로 진출해 매출 성장에 기여

- 국내 통신사업자들도 꾸준히 해외 진출을 시도해왔으나 실적 저조로 해외
사업을 철수하는 등 뚜렷한 성과 창출 미흡
❍ 한편 최근 해외 통신사업자의 파산 사례 등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제기

- Oi(브라질 유선 1위) ’16.6월 파산, Aircel(인도 6위) ’18.3월 파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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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G의 등장과 의의
❑ 1~4세대 이동통신 이후 ’19년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 등장
❍ ’84년 이동통신의 최초 등장 이후 여러 기술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해왔으며, 약 10년 주기로 세대가 진화

- (1세대) 아날로그 음성통신을 위한 최초의 이동통신으로서, 크고 비싼 단말기로
보편화에 한계

- (2세대) 통화용량 증대로 이동통신이 보편화, 유럽 중심의 GSM 기술 방식과
한국·미국 중심의 CDMA 기술 방식간 경쟁

- (3세대)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이 확산, GSM 방식의 3G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CDMA 기술은 위축

- (4세대) 대형화된 스마트폰과 초고속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의 확산
❍ ’19년부터 상용화된 5G는 기존 4G 대비 속도 20배, 저지연성(Latency, 반응
속도) 10배, 연결기기의 수 10배 등 성능이 향상

- 5G 통신에는 주파수 및 네트워크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7), 다중 입출력8) 등의 신기술이 적용
〈표 5〉

이동통신 세대별 특성

구분

1G

2G

3G

4G

5G

상용화 시기

’84년

’00년

’06년

’11년

’19년

최고 속도

14Kbps

144Kbps

14Mbps

100Mbps

20Gbps

주요 단말기

피쳐폰

피쳐폰
(소형화)

스마트폰

스마트폰
(대형화,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기기

주요 서비스

음성통화

1G 서비스
+ 문자

2G 서비스
+ 화상통화

3G 서비스
+ 데이터

4G 서비스
+ 사물인터넷

차별성

통신기기의
휴대성

이동통신의
보편화

모바일인터넷

초고속
모바일인터넷

초연결성,
저지연성

자료 : ITU, IT동아(’18.7) 등

7) 물리적으로 하나인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리시켜 여러 서비스들에 특화된 전용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술
8)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이라고도 하며, 기지국과 사용자 단말기에 100개 이상
안테나를 사용해 다중경로로 신호를 송수신하여 간섭을 줄이고 전송용량·속도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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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는 세계 최초 단일표준으로, 현재의 스마트폰 중심 산업생태계 혁신 예상
❍ (기술 특성에 따른 의의) 4G에서 충분한 구현이 어려웠던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글로벌 단일 기술표준

- 유무선 통신의 차이가 없는 대용량·초고속 데이터 이용환경이 가능
· 실감형 고해상도 콘텐츠(가상현실 등) 이용 시 셋탑박스 때문에 멀티미디어
기기를 특정장소에 고정해야 하는 등 이동성 제약 감소

· 5G 기반 스마트공장은 기존 유선통신 기반 스마트공장에 비해 작업 동선
및 레이아웃 변경 등이 자유로워 유연한 생산시스템 구축에 도움

- 수용기기의 수, 저지연성, 에너지 효율이 크게 개선되어 진정한 사물인터넷
사용 환경이 마련

· 특히 5G의 저지연성으로 의료, 자율주행차 등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까지 사물인터넷 적용 기대

- 유럽, 미국, 중국 등 지역별로 파편화되어 있었던 기술표준이 단일화된 최초의
이동통신 기술로 서비스의 빠른 글로벌화 가능
❍ (혁신 양상 관점의 의의) 스마트폰 중심의 기존 산업 생태계 혁신

- 과거 1G와 3G 등 홀수 세대는 새로운 와해적 혁신을 일으키고, 2G와 4G 등
짝수 세대는 홀수 세대의 혁신을 확산시켰던 양상

- 5G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의 스마트폰 중심 통신
서비스 시장에 와해적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그림 2〉

이동통신 세대의 진화에 따른 혁신의 양상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19.3) 등을 참고해 한국산업은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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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5G 추진 동향
1. 기술 동향
❑ (국제표준화) 1차 표준화 완료, ’20년 상반기 최종표준 채택 예정
❍ 5G 기술 표준화는 국제 협의체인 ITU9)와 3GPP10) 중심으로 진행

- 3GPP에는 한국을 포함한 각 국의 표준화 기관11)과 SKT, KT, LGU+,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19개 업체를 포함한 560여개 기관 참여
❍ ’18.6월 5G 상용화를 위한 1차 표준화 완료, ’20년 3월까지는 5G 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2차 표준화 진행 예정

- 2차 표준화에는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융합서비스 요구사항과
시나리오 등을 반영
❍ 우리나라는 민·관 협력으로 ITU에 세계 최초로 국내 기술 기반의 5G 표준
후보기술을 제안(’18.1)하는 등 국제표준화 적극 대응

- 초고주파인 밀리미터파 활용 기술, 다중 입출력 기술 등을 제안
❑ (국내 기술력) 세계 최고 기술국인 미국의 92% 수준,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세계 5G 특허 리더십 확보
❍ 주요국의 이동통신 기술수준은 선도국인 미국(100%)을 기준으로 유럽(94%),
중국(93.1%), 한국(92.3%), 일본(90.7%) 순12)

- 과거보다 국가간 이동통신 기술 격차가 거의 좁혀진 가운데, 중국이 전년비
9.1%p 상승하며 크게 약진해 우리나라를 추월
9)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 국제연합 14개 전문기구 중의
하나로 전기통신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이며, 국제전기통신 및 국가별 통신정책의 조화와
관련하여 회원국 상호간 국제 협력·규제 및 표준화 수행
10)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98년 설립된 이동통신 국제표준 제정 단체(193개국,
400여 기업 등이 참여)로 최근 5G 관련한 세부규격 합의 중
1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미국의 ATIS,
중국의 CCSA 등 7개 기관
12) 정보통신기획평가원(’18.5), “2017년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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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5G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별 5G 특허 보유 순위
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각각 1, 6위로 세계 시장 선도

- 연도별 세계 5G 특허출원 수는 ’10년 1,662건에서 ’18년 5,600건으로 8년새
3.4배 증가
- 5G 표준특허13) 수(’18.12월 기준)에서 삼성전자는 1,166건으로 후발 기업들과
큰 격차를 벌리며 1위, LG전자는 621건으로 6위에 위치
〈표 6〉
순위

5G 표준특허 보유 기업 순위(’18.12월 기준)
기업

표준특허* 수

순위

기업

표준특허* 수

1

(韓)

1,166

6

(韓)

621

2

(中)

933

7

(美)

473

3

(中)

795

8

(日)

468

4

(瑞)

794

9

(中)

352

5

(美)

730

10

(芬)

299

CATT**

주

: 1) 표준특허 수는 패밀리특허(여러 국가에 동일한 하나의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 최초의
출원에 대한 각국의 출원들이 가족과 같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 특허) 기준
2) 중국 정부 산하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 기관
자료 : IP Analytics(’18.12)

❍ 범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단말기와 기존 통신 인프라,

ICT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나, 상대적으로 열위한
통신장비 분야는 개선과제로 지목

- (단말기) 삼성전자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18.4분기 20%)14)
- (통신 인프라) 무선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세계 1위(’18년 133Mb/s)15)
- (ICT 제조경쟁력) 포춘 500대 전자기업에 삼성전자 2위, LG전자 14위16)
- (통신장비) 국내 통신장비 시장 내 외산업체 점유율 49.5%(’16년)17)
13)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회피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의 생산이 어려움
14) Gartner(’19.4), “Marketshare: PCs, Ultramobiles and Mobile Phones, All Countries, 4Q18 Update”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12), “2018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16) Fortune(’18.11), “Fortune Global 500 2018”
17)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17.8), “국내 네트워크 장비제조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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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동향
❑ (시장규모) 5G는 기존 4G 시장의 대체와 함께 신시장 창출 예상
❍ 5G 관련 세계 시장규모는 ’26년 통신서비스 407조원, 융합서비스 1,307조원,
단말기 308조원, 통신장비 37조원 등으로 기존 2~4G 시장의 대체와 동시에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 특히 기존 4G 통신망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사물인터넷 등 융합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
❍ 국내 5G 시장은 빠른 통신망 전환율(Migration)을 기반으로 ’20년 전체 이동
통신 서비스 시장의 5%에서 ’26년 60%로 확대 예상
〈그림 3〉

세계 5G 시장규모 전망

<이동통신 서비스>

<5G 융합서비스>

(단위 : 조원)

<단말기>

<통신장비>

자료 : Gartner, Ericsson, IDC, ETRI(’18.10)

❑ (수익모델) 초기 B2C 시장 개화 후 B2B 중심으로 수익창출 예상
❍ 5G 도입 초기 개인 소비자 위주의 B2C 서비스 시장이 먼저 개화된 후, 점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B2B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전개 예상

- 전 세계 CEO들도 5G의 B2B 시장 중요도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조사
〈표 7〉

5G 기반 수익모델의 분야별 중요도(전 세계 CEO 설문조사 결과)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덜 중요

중요하지 않음

對기업 서비스(B2B)

69%

20%

3%

6%

3%

對개인 서비스(B2C)

23%

31%

34%

9%

3%

對정부 서비스(B2G)

14%

26%

40%

17%

3%

자료 : GSMA Intelligence(CEO Survey, ’17)를 한국산업은행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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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 정책 및 업계 동향
❑ (정책) 5G 시장 선점 위해 통신망 조기구축, 국제표준 적극 참여
❍ 국가별 5G 준비도18)는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이 선두권으로 각각 1~4위 차지,
다음으로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10위권에 위치
❍ 과거 3G와 4G 시대에 독자 기술을 채택해 국제경쟁력 약화를 경험했던 중국
등 국가는 5G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는 양상
❍ 한편 유럽의 경우 5G에 대한 본격적 상용화는 ’20년 이후로 예상

- 통신사업자들의 4G 투자 회수가 아직 진행 중이고, 최근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신규투자 여력이 부족한 데 기인
〈표 8〉
구분

주요국의 5G 정책 추진 동향
내용
- Wibro 시장확산 실패를 교훈으로 표준 선점과 생태계 조성에 주력
- 평창 동계올림픽(’18.2)에서 5G 서비스 시연, 5G 주파수 공급(’18.6)
- ’19.4월 통신 3사의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는 ’16.7월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
시장 주도권 확보
- ’18년 독일 등을 시작으로, ’19년 주요국의 5G 주파수 공급 완료
- 민·관 협의체인 5G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스마트 시티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시범 사업(’17~)
- 5G 상용화를 도쿄올림픽(’20)에서 ’19.9월 럭비월드컵으로 단축 추진
- 5GMF(5G Mobile Forum)에서 5G 융합서비스실증실험(’17~’20) 추진
- 3G, 4G 기술의 독자표준 채택으로 약화되었던 무선통신 경쟁력 회복을 위해
5G 국제표준 제정에 매우 적극적
- 5G 주파수 허가(’18.12), ’19년 하반기 5G 스마트폰 출시 예정
- 통신 3사는 30개 도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5G 테스트베드 구축 중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9.4),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한국산업은행 작성

18) 주파수 대역대 준비수준, 정부 로드맵 공표 여부, 정부의 지원정책 수준, 산업 내 준비수준
등을 평가(미국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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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19년 5G 투자 본격화, 기업 협력으로 5G 생태계 확장 모색
❍ ’19.5월 기준, 국내 통신 3사와 미국의 AT&T와 Verizon 등 5개 사업자가 5G
서비스 제공 중, 11개 사업자가 5G 상용화 계획 발표
〈표 9〉

국내외 업계의 5G 추진 동향
구분

내용
- ’18.12월 라우터 기반의 5G 서비스 개시 후, ’19.4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5G 서비스 개시
-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서비스 후,
’19년 말까지 85개 시로 확대 계획
(美)
(日)

- ’18.12월 모바일라우터 기반의 고정형 5G 서비스 개시
- ’19년 상반기 중 스마트폰 기반의 5G 서비스 상용화 예정
- ’20년 서비스 개시 목표로 스포츠 원격관람, 가상·증강현실, 원격오피스,
자율주행 등을 주력 서비스로 선정
- ’19.1월 청두의 지하철역에 5G를 이용한 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축

(中) - ’19년부터 4G 기지국 100만개 이상을 5G로 업데이트해, 12개 도시에서
5G 서비스 우선 개시 후 ’20년부터 전국 서비스 계획
자료 : 삼정KPMG(’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19.4)

❍ 한국은 5G 인프라의 조기 구축, 5G 스마트폰 출시 및 서비스 개시 등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세계 시장 주도를 위한 발판 마련
<참고>

한국의 5G 상용화 상세 현황

○ (5G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19.4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출시한
데 이어, LG전자도 ’19.5월 ‘V50 씽큐’ 출시
- 애플(美) 등 경쟁사는 ’19년 중 5G 스마트폰 출시 계획 불투명
○ (서비스 범위) SKT와 KT는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LGU+는 서울·수도권과 대전에서 우선
서비스, ’19년 말까지 전국 85개 시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
- 통신 3사의 첫 5G 서비스는 스마트공장(SKT), 5G로봇(KT), 원격제어 트랙터(LGU+) 등
B2B 서비스
○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LTE 대비 대폭 확대한 5G 요금제 출시
- 단말기 구색, 서비스 범위 등이 다소 불충분한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존 LTE 대비
경쟁력 있는 중·저가 요금(데이터요율 최대 40~50% 인하) 출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9.4) 등을 참고해 한국산업은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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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5G 활용방안
1. 5G와 4차 산업혁명
❍ 5G는 다양한 미래 정보통신 서비스의 기술 요구수준을 충족해, 통신사업자에게
사업영역 확대와 脫통신사업자로 역할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5G는 ’26년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매출액의 최대 36%에 해당하는 추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19)

-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수익저하와 성장한계 도달의 난관을 5G로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적 기회 향유 필요
❍ 나아가 5G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최상위 원천
기술인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20)로서 통신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
서비스, 공공 등 국내 산업계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통신업계와 자동차, 인프라, 에너지, 운송,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이종산업간
융합으로 상호 Win-Win 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
〈그림 4〉

4차 산업혁명에서 5G의 역할

자료 : 한국산업은행

19) Ericsson&Arther D.Little(’17.10), “The 5G Business Potential, Second Edition”
20)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적용되는 최상위 원천기술로 전기, 증기기관, 컴퓨터 등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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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업계의 5G 활용방안
❑ (개요) 5G를 기점으로 脫통신사업자로서 포지셔닝을 위한 사업영역 확대 및
시장 접근방식 혁신
❍ 최근 이동통신 산업의 주요 이슈, 5G의 특성, 국내외 정부·산업계의 5G 추진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통신업계의 5대 전략방향 도출
〈그림 5〉

통신업계의 5G 활용방안

자료 : 한국산업은행

❶ B2B 고객 대상 버티컬솔루션21) 시장 주력
❍ 5G 공장, 5G 병원 등 5G와 융합 시너지가 높은 특정 산업군에 초점을 맞춘
버티컬솔루션은 통신사업자에게 대규모 수익기반 제공
❍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을 감안해 중견·중소
기업에 특화된 5G 공장 솔루션 개발 시 파급력 클 전망

- 국내 5G 공장은 ’25년 20,000개, ’30년 29,375개로 빠른 확산 예상22)
- 5G는 세계 동일 기술표준으로 신규 서비스의 빠른 해외 출시가 가능하므로,
베트남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거점 내 현지 업체 등 공략
21) Vertical Solution : 병원, 교육, 금융 등 특정 수직시장을 겨냥한 솔루션으로서 워드프로세서
등과 같이 업종을 불문하고 사용되는 수평적 솔루션과 대비
22) KT(’18), 국무조정실(’19.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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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활용 시 전용망 서비스와 같은 효과를
저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 기업고객의 만족도 제고

-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한 통신망을 여러 개의 독립적 통신망처럼 사용하는
기술로, 기존의 기업 전용망 서비스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다수의 신규 기업고객 유치 기대

❷ B2B2X(Business to Business to X)23) 등 사업모델 다변화
❍ 4G까지는 통신사업자의 주 수익원이 대중시장(Mass Market)인 B2C 서비스
였으나, B2B 분야 잠재력이 큰 5G의 특징을 살려 B2B2X 사업모델 적극 도입

- 통신사업자가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은 자사의 제품·서비스와 통신
사업자 솔루션을 결합해 소비자에게 차별적 가치 제공

- 통신사업자는 제휴기업과 수익공유를 통한 매출 증대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
접촉 없이 수요시장 정보 취득 등 추가적 효익 기대
❍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과 B2B2X 사업 제휴를 모색
하여 롱테일24) 시장 접근

- NTT Docomo(日)는 B2B2X 사업을 위해 자동차(도요타), 유통(세븐일레븐),
소재(도레이), 중공업(미쓰비시), 설비(화낙) 등 여러 산업의 기업과 제휴
〈그림 6〉

B2B2X 사업모델 개요

자료 : 한국산업은행

〈그림 7〉 NTT Docomo(日)의 B2B2X 파트너

자료 : NTT Docomo(’17.9)

23) B2B와 B2X가 합쳐진 사업모델로, X는 기업(Business), 개인 소비자(Customer), 정부(Government)
등을 통칭
24) Long Tail : 판매 곡선에서 불룩 솟아오른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히트상품에 대비해 길게 늘어지는
꼬리 부분을 가리키는 틈새시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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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니치 플레이어(Niche Player)’ 서 전략적 해외시장 공략
❍ Telefonica(西), Vodafone(英) 등 유럽 통신사업자들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 성공은 조기 진출에 따른 시장 선점, 동일 언어권 등 문화적 잇점
등에 기인
❍ 과거 해외 사업 부진 경험을 다수 보유한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향후 해외 진출
시에는 유망 콘텐츠·서비스 중심의 틈새시장 공략, 현지 업체와 기술제휴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한 선택적 접근 고려

- 경쟁 강도와 현지 규제의 제약장벽이 높은 통신서비스의 직접 제공은 초기
투자부담이 높고 사업 리스크도 높으므로 지양
<사례>

SKT의 과거 해외 진출 부진 사례와 최근 동향

○ SKT는 ’00년대 초부터 베트남·미국·중국 등에 통신서비스 직접 운영이나 현지 업체 지분인수
등의 방식으로 진출했으나 실적 부진으로 철수(’17년 매출 중 해외 비중은 0.8%에 불과)
진출국
베트남

내용
’01년 베트남 정부와 합작해 ‘S폰’ 브랜드로 사업화, ’09년 사업 철수

미국

’05년 버진모바일과 MVNO 합작사 ‘힐리오’를 설립해 5억달러 이상 투자, 5년간
가입자 20만명 미만으로 사업 철수

중국

’06년 차이나유니콤의 전환사채 매입에 1조원 투자, ’09년 매각

○ 최근에는 미디어, 차량공유, e스포츠 등 非통신 분야에 대해 해외 진출 시도
- Grab(동남아 차량공유 기업)과 조인트벤처 설립 협약(’19.1), Deutsche Telecom(獨)과 R&D
합작회사 설립계획(’19.2) 등
자료 : SKT 사업보고서, 업계 인터뷰 등

❹ M&A, CVC 투자 등을 활용한 ICT 신사업 진출
❍ 해외 통신사업자들은 신사업 진출의 핵심전략으로 M&A를 적극 구사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CVC 투자 활발

- 전 세계 ICT 기업 CEO의 81%, 미국 통신사업자 CEO의 75%가 향후 3년내
M&A 추진 의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25)
25) KPMG(’19.2), “5G가 촉발할 산업 생태계 변화”, ’18년 전 세계 주요 기업 CEO 대상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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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zon(美), Orange(佛), Telstra(濠) 등 해외 통신사업자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非통신 분야에 약 70%를 투자
〈그림 8〉

해외 통신 사업자의 CVC 투자 포트폴리오(’17년)

주 : 통신 연관분야는 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신산업은 핀테크·전자상거래 등
자료 : CBInsights, GSMA(’17.9)

❍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非통신 ICT 분야에 대한 신사업 진출 시에는 M&A,

CVC 투자 등을 활용해 여러 대안들을 동시에 검토하는 한편 사업준비 기간과
리스크를 축소할 필요

- 특히 서비스의 빠른 글로벌화가 가능하고 롱테일 시장 접근이 중요한 5G의
특성상, 신사업의 직접 추진보다는 M&A와 CVC 투자를 활용하여 서비스
출시시기(Time To Market) 단축 가능

❺ 콘텐츠 사업역량 강화
❍ 4G까지는 스마트폰 중심의 콘텐츠 유통에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권
행사해왔으나,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폰 외 다양한 기기의 포용, 글로벌 단일
통신망의 특성을 가진 5G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영향력 확대 가능
❍ 모바일 가상·증강현실 방송, 대용량 클라우드 게임, 360도 다시점 e-스포츠
중계 등 5G를 접목한 실감형콘텐츠, 음악·드라마·웹툰 등 한류와 연계한 수출
콘텐츠 개발 및 조기 출시로 시장 선점
❍ 콘텐츠 분야는 단기간에 기획·운영역량 내재화가 어렵고 일회성 프로젝트가
많으므로 사업 추진 시 국내외 업체 제휴, 관련 업체 인수 등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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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산업(非통신)의 5G 활용방안
❑ (5G 융합산업 규모) 세계 1.3조달러(’26년), 국내 42조원(’30년) 예상
❍ (세계) 주요 산업과 5G의 융합산업 규모는 ’26년 1.3조달러로 전망

- 특히 에너지·설비, 제조, 보안·안전, 헬스케어, 운송 등 5대 산업이 5G 융합
시장 전체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큰 잠재력 보유

- 가치사슬 관점에서는 솔루션 등 콘텐츠와 플랫폼이 80% 이상을 점유하여
고부가가치 분야로서 중요성을 시사
〈그림 9〉

세계 5G 융합산업 규모 전망(’26년)
<산업별>

<가치사슬별>

자료 : Ericsson&Arther D.Little(’17.10) 참고해 한국산업은행 재구성

❍ (국내) 10개 주요 산업과 5G 융합으로 ’30년 42조원의 가치창출 예상

-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 상 5G 융합도 제조업 분야의
잠재력이 막대할 전망, 특히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표 10〉

국내 5G 융합산업 규모 전망(’30년)

(단위 : 조원)

제조

자동차

금융

미디어

헬스케어

운송

유통

에너지

보안

농업

15.6

7.3

5.6

3.6

2.9

2.8

2.5

1.1

0.72

0.26

자료 : KT경제경영연구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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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산업별 5G 활용방안
❍ 각 산업은 5G의 활용을 통해 단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로 사업모델을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달성 가능
〈표 11〉

주요 산업별 5G 활용방안

구분

내용
- 4G 대비 에너지효율이 10~100배 높은 5G의 저전력·저비용 센서를 이용해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연결 장치 확대 가능
-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과금체계 정교화
- 스마트그리드보다 작은 지역 단위의 독립된 분산 전원시스템인 마이크로그리드 도입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기여

에
너
지
·
설
비

- 현장관리 비용 절감과 과금 정교화로 사업자의 운영비 및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
<5G 기반 스마트그리드 구성요소 및 체계>
지능형
검침
인프라

에너지 공급자수요자간 양방향 통신
및 원격검침

에너지
관리시스템

에너지 생산, 소비,
분배과정의 통합관리

마이크로
그리드

작은 지역 단위의
분산 전원시스템
(에너지 자급자족)

- 5G 기반 스마트공장인 5G 공장 도입으로 작업 현황의 실시간 공유, 공장간 제조공정
연계를 통한 유연한 생산체계 구축
- 무선제어 작업 로봇 및 솔루션 도입으로 공정 작업효율 개선
- 가상현실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시뮬레이션, 생산현장 직원 교육
- 불량률 감소 및 원가절감, 맞춤형 생산역량 강화로 매출증대 기대
제
조

<KUKA(獨)의 무선제어 작업로봇>

<ESI(美)의 가상 엔지니어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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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5G의 고용량 통신망을 통한 감시카메라의 고화질 영상제공과 무선 기반 착탈식 CCTV
도입으로 보안 사각지대 감소, 범죄발생 예방 및 민간보안 품질 제고
- 재난 상황에 대비해 드론중계국, 단말기간 직접통신 등 다양한 형태의 통신망 제공으로
신속한 재해복구

보
안
·
안
전

- 사람의 진입이 어려운 재난재해 지역에 5G 기반 원격로봇 투입 및 제어로 현장구호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NTT도코모(日)의 드론중계국>

<MIT(美)가 개발한 원격 재난구호 로봇>

- 모바일기기로 개인 신체정보의 실시간 확보 및 건강예측 정확도 향상
- 가능한 규제 환경 하에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원격진료 및 수술 적용(국내는 아직
원격진료 미허용으로 제도적 한계 존재)
- 공공 헬스케어 비용과 소비자의 보험료 절감, R&D 비용 효율화 기대
헬
스
케
어

<다빈치(美)의 원격수술 장비>

<주요국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
한국

’10.4월 법안 발의 후 번번히
무산되어 원격진료 미허용

미국 금지규정 無, 공공보험 적용
일본 ’15년 전면 허용
영국 금지규정 無, 정부주도 활성화
- 화물차 자율군집주행 및 적재공간 관리, 교통관제 시스템 최적화 등 운송방식 혁신으로
수송효율 및 안정성 제고, 효율성 개선
- 5G 드론으로 대용량 주행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정밀한 관제 가능
<군집차량 관리를 위한 센서 위치>
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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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5G의 초저지연성에 기반해 가상·증강현실 게임, 영상 등 실감형 엔터테인먼트 확산
-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등 360도 광고 활성화
- 5G 기반의 무선 4K·8K(해상도의 단위) 슈퍼HD 영상 중계
<무선 가상현실 게임>

<KT의 360도 가상현실 광고>

미
디
어

- V2X(Vehicle to X, X는 사람, 사물, 자동차 등 Everything을 의미)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
군집주행, 물류 혁신 가능
- 가상현실 등 실감형미디어 기반의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활성화
-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상품 및 서비스 혁신 가능
- 교통체증 해소, 에너지 저감, 물류 운송 효율화 기대
자
동
차

<5G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전방 화물차 앞의 시야 제공 예시>

- 5G의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특성을 블록체인에 접목해 처리속도 개선, 다량의
P2P(Peer to Peer, 개인간) 거래에 대한 안정적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3세대 블록체인
요구사항 충족
- 5G와 빅데이터, 핀테크 접목으로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기관들의 운영
효율화 및 매출 상승 기대
금
융

<블록체인의 진화과정과 3세대 블록체인의 등장>
1세대 블록체인

2세대 블록체인

3세대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이오스

- 거래 기능만 제공
- 낮은 확장성
- 느린 거래속도

- 가상화폐 소유자간 계약을
중계자 없이 자동실행
- 느린 거래속도

- 가상화폐 소유자간 내부합의
기능 제공
- 빠른 거래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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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5G를 통한 가상·증강현실 쇼핑 서비스로 온라인쇼핑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상의 가구
배치 등 오프라인쇼핑보다 나은 가치 제공
- 5G 무선 센서 기반의 물류로봇 활용으로 물류관리 최적화
<IKEA(瑞)의 VR 쇼핑>

<아마존(美)의 물류로봇 ‘KIVA’>

유
통

- 1세대 스마트팜(재배환경 원격 모니터링), 2세대 스마트팜(생육 정보, 기후환경 등
빅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관리)에서 나아가 에너지 최적화와 로봇자동화 등 3세대
스마트팜으로 진화 가능
- 재배환경 원격 모니터링 및 조작, 실시간 생육 빅데이터 활용, 무인트랙터 접목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대 기대
농
업

<히타치(日)의 자율주행 트랙터>

<DJI(中)의 농업용 드론>

자료 : Ericsson&Arther D.Little, KT, KPMG,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한국예탁결제원,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 참고해 한국산업은행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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