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기 현황
□ 개요
o GSA 보고서에 따르면 5G 기기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72개의 업체에서 183종의 5G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이 중 최소 42종의 기기가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함
o 5G 기기는 주로 1~6

㎓ 대역에서 사용됨

o 본 동향에서는 5G 기기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15개의 폼팩터(Form factor)

o 전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핫스팟, 실내 CPE(Customer Premise
Equipment), 실외 CPE(Customer Premise Equipment), 랩탑/노트북, 모듈,
스냅 온 동글(Snap-on dongles)/어댑터, 기업용 라우터, IoT 라우터,
드론, 로봇, TV, 스위치, USB 터미널, 자동 판매기
o 72종의 공급업체에서 183종의 5G 기기를 제공하며, 이 중 최소 42종
이상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함
2. 5G 기기의 주파수 대역

∼ ㎓ 대역을 지원함

o 5G 기기는 주로 1 6

- 2.6

㎓ 대역 이하의 주파수는 LTE 서비스에 사용되기 때문에 5G

서비스 지원은 초기 단계임

- 2.6

㎓ ~ 5 ㎓ 대역 범위에서 5G 기기의 사용빈도가 높음

o 5G 기기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 대역은 n78, n41, n79

* 주파수 대역 : n78(3300∼3800 ㎒), n41(2496∼2690 ㎒), n79(4400∼5000 ㎒)

* 출처 : GSA, “5G Device Ecosystem”, 2019. 11.

[그림 1] 주파수 대역별 발표된 5G 기기 수

㎓

o 5G 기기의 64%가 6
이하의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고 30%가
밀리미터파(mmWave) 대역을 지원함

* 출처 : GSA, “5G Device Ecosystem”, 2019. 11.

[그림 2] 5G 기기의 지원 주파수 대역 비중(%)

o 폼팩터별 5G 기기
- 5G 기기의 30% 이상이 무선 브로드밴드의 구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임

- 54종의 5G 스마트폰이 개발되었고, 이 중 24종 이상이 상용화되었음

* 출처 : GSA, “5G Device Ecosystem”, 2019. 11.

[그림 2] 폼팩터별 5G 기기

o 2019년 발표된 5G 기기 종 수
구분
전화
핫스팟
모듈
로봇
스냅온동글/어댑터
라우터
드론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랩탑/노트북
스위치
usb 단자/동글
TV
자동 판매기
CPE 장치(실내,실외)

발표된 기기 종 수
54
11
34
3
2
7
2
2
2
1
2
3
1
9

상용화된 기기 종 수
(발표된 기기 중)
24
6
34
3
2
7
2
2
2
1
2
3
1
9

3. 5G 기기 판매량 예측

o 2020년 5G 기기 수는 5천만 종에서 1억 2천만 종으로 예상
o 2021년 말에는 전세계에 1억 5400만개의 5G 기기가 연결되어 있고,
북미에서는 3,200만개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됨
o 5G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기기의 가용성이 향상될 것이며 삼성, 애플과
같은 제조업체는 5G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임
4. 5G 구축 사례

1) 미국(Verizon)
o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사용하여 시카고에서 모바일 5G 서비스를
제공함

o 최근에는 덴버, 워싱턴 DC,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등으로 확대하였음
o Verizon은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를 통하여 5G를 제공함
- LG V50 ThinQ, Samsung Galaxy S10, Note10 및 10+, Motorola
moto Z3
o 5G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G Lab을
설립함

2) 미국(퀄컴)
o 5G 기기 범위를 고정 무선 중계기(FWA, Fixed Wireless Access),
자동차 , PC로 확장함

㎓

- 6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 가능한 5G용 고정무선중계기
(FWA)용 고객 댁내장치(CPE, Customer Premise Equipment)의 설계를
공개함

- 복합모드와 단독모드의 백홀과 모두 연결 가능하고, 시분할(TDD,
Time Division Duplex)과 주파수분할(FDD, Frequency Division Duplex)도
지원함

3) 유럽(Vodafone UK)
o 5G 네트워크를 Wi-Fi로 전환하여 최대 64개의 기기에 연결하는
5G 무선 라우터(GigaCube)가 있음
o Vodafone은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를 통하여 5G를 제공함
- Samsung Galaxy S10, Note 10 및 10+, Huawei Mate 20 X,
Xiaomi Mi Max3
4) 호주(Telstra)
o 5G를 은행에 활용하기 위해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플랫폼을
이용함

o Telstra는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를 통하여 5G를 제공함
- LG V50 ThinQ, Samsung Galaxy S10, Note10 및 10+
o 에릭슨과 제휴하여 세계 최초의 엔드투엔드 독립형(end-to-end
standalone) 5G 통화를 완료함

□ 시사점
o 커버리지 확대 및 기기 가용성 향상으로 인해 5G 서비스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므로 5G 트래픽 관리
및 5G 지원 주파수 확보, 관리를 위해 대책과 다양한 5G 폼팩터 및
기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o 기기와 네트워크, 서비스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호운용
성을 원활히 구현하는 5G 시스템 구현이 필요함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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