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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G 상용화 추진 현황
□ 국내 이통 3사, 5G 상용화 경쟁 돌입…‘속도’와 ‘커버리지’에 중점
o 국내 주요 이통 3사가 5G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오는 3월로 예정된 5G 상용화를 앞두고
속도, 커버리지 등의 강점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함
o SK텔레콤은 최고의 속도로 초반 5G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
특히 이른바 5G '노른자위' 주파수를 확보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동 사는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에서 3.5 GHz 대역 100 MHz폭과
28 GHz 대역 800 MHz폭을 할당받은 바 있음
o KT는 도서 산간 지역까지 이어지는 전국적인 5G 커버리지를 강점
으로 내세우고 있음
o LG유플러스 역시 5G 커버리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요
지역에서 시·군 지역으로 5G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구분

<표> 국내 주요 이통 3사의 5G 상용화 추진 전략

추진 전략

비고

- 최고의 5G 속도로 초반 5G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
- 특히 2018년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받은 5G ‘노른자위' 주파수(3.5
SK
GHz 대역 100 MHz폭, 28 GHz 대역 800 MHz폭)를 자산으로 강조
‘속도’에
텔레콤 - 초기 상용화되는 5G가 LTE와 5G를 연동하는 NSA(Non-StandAlone)
집중
표준인 만큼, 현재 국내 최고의 속도와 품질을 제공하는 LTE와
5G를 합쳐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도서 산간 지역까지 포함한 전국 규모의 5G 커버리지를 강점으로 내세움
KT
- 지속적인 네트워크 차별화 기술 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커버리지’에
제공할 계획
집중
- 2019년 2월 말까지 5G 기지국 1만 2,500여개 구축
LG
- 2019년 상반기 서울․수도권 및 광역시를 시작으로 연내 주요지역에
유플러스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후 85개 시․군 지역으로 점차 확대

(출처: 디지털타임스1))
1) 디지털타임스, “달아오르는 5G 경쟁…”속도‧커버리지 우리가 최고“”, 201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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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타임스2))
[그림] 국내 5G 상용화 일정

o 한편, 이통 3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Korea Telecommunications
Operations Association)와 함께 해외 주요국의 5G 이동통신 상용화

현황을 조사할 예정임
-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해외 선진국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조사'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 속도, 상용화 서비스 종류 등
해외 5G 준비 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 조사 대상은 3개 대륙(유럽, 북미, 아시아) 주요 7개국의 가입자
1위 통신 사업자임
- 조사 결과는 국내 5G 정책 및 상용화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예정임
o 해외에서는 현재 약 80개국 190여개 통신사업자가 이르면 2019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5G 망 구축, 시험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음

2) 디지털타임스, “달아오르는 5G 경쟁…”속도‧커버리지 우리가 최고“”, 201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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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동통신 업계, 중간 밴드 5G 주파수에 주목
□ 美 이동통신산업협회, 중간 밴드 5G 주파수의 중요성 강조…
“GDP 및 고용 증대에 기여”
o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CTIA)가 중간 밴드(mid-band spectrum) 5G 주파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주파수의 할당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2월 5일 발표함
- 컨설팅 업체 애널리시스 그룹(Analysis Group)이 작성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 밴드(3.45 GHz~4.2 GHz 대역)에서 400 MHz의 주파수를
상용 5G 서비스 용도로 할당할 경우, 향후 7년간 미국 경제에 국내
총생산(GDP) 증가 및 신규 고용 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됨
‧ 향후 7년간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중간 밴드 주파수를 사용한
5G 네트워크 구축에 약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이를 통해
미국 GDP가 2,740억 달러 증가하고 이통업계에서 130만개의 새
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임
o 그러나 CTIA는 미국은 중간 밴드 5G 주파수의 확보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함
- 컨설팅 업체 애널리시스 메이슨(Analysys Mason)이 작성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중국, 일본은 2020년까지 미국보다 각각 5배, 7배,
10배나 더 많은 중간 밴드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임
o 한편, CTIA는 2월 6일 미국 상원의 상업과학교통위원회(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mmittee)가 개최한 청문회에서도 중간

밴드 5G 주파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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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IA의 베이커(Meredith Atwell Baker) 회장은 이 청문회에서 미국이
5G 등 이동통신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특히 중간
밴드 주파수가 더 많이 필요하며, 5G 주파수의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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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학계, 5G 주파수의 인체 유해성에 주목
□ 유럽 전문가들, 5G 주파수의 인체 유해성 경고…“5G 서비스 확대
유예해야”
o 최근 유럽 각국의 전문가들이 5G 주파수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제출함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총 36개국의 과학자 및 의사 180여명은
1월 19일 서명한 공개서한에서 5G 주파수의 유해한 영향에 대하여
심층연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5G 서비스 개시를 유예할 것을 EU에
촉구함
- 이 공개서한에서 과학자들은 5G 주파수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하여 산업계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유럽 내 5G 네트워크 확대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이들은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결의안 제1815호(Resolution
1815)에 따라 5G 서비스의 인체 영향 재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태스크포스

(task force)를 구성할 것을 촉구함
o 한편, 41개국의 과학자 및 의사 240여명은 5G 주파수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제출한 바 있음
- 또한 이들은 5G 서비스가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5G 서비스 확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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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학자와 의사들의 우려에 따르면 5G 서비스 확대는 인체가 전자기장
(EMF, Electromagnetic Fields)의 유해성에 노출되는 잠재적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음
- 이들의 주장은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을 위하여 5G 네트워크를
확대할수록 더 많은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전자기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임
․ 5G 서비스에 사용되는 고(高)대역 주파수는 저(低)대역 주파수에
비해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5G 안테나를 약 10~12 m의 짧은
간격으로 추가 설치해야 함
- 또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전제품, CCTV, 자율주행 차량 등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는 5G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서비스 환경에서는 전자기장이 인간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음
o 한편, 이통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우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스위스의 경우, 주요 이통사 스위스컴(Swisscom)과 선라이즈 커뮤니
케이션(Sunrise Communications)은 각각 5G 주파수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는 5G 네트워크 구축에 장애가 되고 관련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5G 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스위스 연방의회(Federal Council)가 이동통신망의 방사 제한
(radiation limits)에 대한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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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5G 주파수 경매 현황
□ 스위스, ‘디지털 전략’에 따라 5G 주파수 경매 실시…700 MHz
대역 등 15년간 할당
o 스위스 정부는 연방통신위원회(Ofcom, Federal Office of Communications)가
실시한 5G 주파수 경매 결과를 2월 8일 발표함
- 이 경매를 통하여 스위스 주요 이통사 스위스컴(Swisscom), 선라이즈
커뮤니케이션(Sunrise Communications), 솔트 모바일(Salt Mobile)이 700 MHz,
1400 MHz, 3.5 GHz 대역의 5G 주파수를 차지하여 향후 15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됨
- 경매 수익은 총 3억 7,900만 달러로, 주변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임
․ 이탈리아는 2018년 10월 실시한 5G 주파수 경매에서 약 7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 바 있음

구분

<표> 스위스 주요 이통사의 5G 서비스 계획

주요 계획

스위스컴
(Swisscom)

- 2019년 말까지 60개 소도시 및 마을에 5G 서비스 제공
- 스위스 최초의 5G 기기가 2～3개월 내로 출시될 예정

솔트 모바일
(Salt Mobile)

- 2019년 3사분기에 핀란드 노키아(Nokia)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
5G 서비스 개시

o 한편, 스위스 정부는 이번 경매의 결과를 발표하며 5G 주파수 할당은
‘디지털 스위스 전략(Digital Switzerland Strategy)’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스위스 연방의회(Federal Council)가 2018년 9월 6일 발표한 향후 2년
간의‘디지털 스위스 전략’은 디지털 시대에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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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원활히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파수 자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디지털 스위스 전략(Digital Switzerland Strategy): 스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공지능
(AI), 스마트 시티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밖에 교통,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화,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이슈들을 다룸

구분
인공지능
(AI)

스마트 시티

주파수

<표> ‘디지털 스위스 전략’ 주요 내용

주요 역할

- 스위스 연방의회가 인공지능에 대한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
하여 관련 지식 및 의견의 공유, 국제기구와의 의견 조율을 촉진
․ 이 실무 그룹은 인공지능 적용의 투명성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2019년 가을까지 연방의회에 제출할 예정
- 스위스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 Federal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Energy and Communications)가 2019년 중반까지 스마트 시티
(Smart Cities),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s) 등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 2019년 2사분기까지 5G 주파수 경매 실시
- 5G 주파수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전파통신회의(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19, 2019년 10월 개최 예정)에 적극
참여하여 밀리
대역의 신규 주파수 가용 여부를 파

미터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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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파공학연구소

미래전파동향 제2호(2019. 2. 13)

- 본 자료는 미래전파공학연구소가 정부,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등 ICT 이해관계자들
에게 전파 등 ICT 관련 동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 연구개발(R&D)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본 동향정보의 활용이나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전파방송통신연구실 조사연구부 윤성원 책임연구원
ㆍ주소 : (0317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701호(신문로 1가, 구세군회관)
ㆍ전화 : 02-325-7023 / 팩스 : 02-325-7024
ㆍ이메일 : swyun@ifre.re.kr / 홈페이지 : http://www.ifr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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