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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5G 서비스 2018년 시작 전망, 최초 시작 이동통신사 후보 4곳 

 5세대 이동통신시스템(5G)을 이용한 서비스 앞당기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예상보다 이르

게 2018년 안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동통신사를 볼 수 있을 전망 

 2016년 초만 해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5G 서비스 시작은 2020년경으로 예상되었으나, 2016 

년 중반에 5G 무선 사양의 일부 규격이 약 6개월 정도 앞당겨 정해짐에 따라, 2017년에는 2019

년에 서비스 개시를 하겠다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증가하였음 

 실제로는 2017년 12월에 거의 원래 예정대로 정식 사양의 일부가 정해지긴 했으나 사업자들

의 움직임을 앞당긴 계기가 되었고, Mobile World Congress(MWC) 2018에서는 정식 사양에 준

거한 IC 몇 개가 선보이기도 하였음 

 이런 가운데 2018년 내에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통신 사업자들도 등장

했으며, 대표 주자는 AT&T와 버라이즌임 

 2017년 초 AT&T는 표준 기반 5G 서비스를 2018년 하반기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며, AT&T

는 이미 2017년에 오스틴 시를 시작으로 „5G Evolution‟이라 불리는 LTE의 고속 통신 규격(3GPP 

LTE Category 18 등)에 따라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현재는 이 서비스 제공 지역을 23개 도시로 확대하고 있는데 2018 년 내에 수백 개 도시로 확

대할 계획이며, 그 위에 5G 표준 사양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서비스 „Mobile 5G‟를 2018년 

후반기에 미국 12개 도시에서 시작할 계획임 

 미국에서는 버라이즌(Verizon)도 새크라멘토 시를 시작으로 2018년 5G 서비스 개시 계획을 발

표하였는데, 다만 이것이 버라이즌이 2017년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고정 액세스(FWA) 서

비스인지, 이동통신 서비스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한편, MWC 2018 개최 직전에는 유럽의 한 통신 사업자가 발표한 5G 기반 이동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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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단축 계획이 화제가 되었는데, 주인공은 스위스컴(Swisscom)임 

 스위스컴은 기존 계획을 2년 앞당겨 2018년 말에 5G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으며, 3월 

중순부터 스위스 베른 교외의 잇티겐(Ittigen)에서 5G 실증 실험을 개시하였음 

 스위스컴은 향후 스위스 각지에서 5G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

고 하며, 5G 시스템 제공은 스웨덴의 에릭슨(Ericsson)이 맡았음 

 스위스컴은 4G(LTE) 서비스 향상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80%의 인구 커버리지에서 

300Mbps, 60%의 커버리지에서 450Mbps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2018년 말에

는 30% 인구 커버리지에서 1Gbps급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8년에 최초 5G 서비스 시작이 가능한 또 하나의 사업자는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

나 모바일임 

 차이나 모바일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중국 전역의 5G 서비스 시작은 2020년”이라는 것인데, 

MWC 2018에서도 대만 미디어텍(MediaTek)과 2018년에 5G 사용자 단말기의 필드 시험, 2019

년 사전 상용 서비스 시작, 2020년 5G 상용 서비스 시작 계획을 발표하였음 

 필드 테스트는 광저우, 항저우, 상하이, 쑤저우, 우한, 베이징, 선전을 포함한 12개 이상의 도

시에서 총 500개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하여 실시할 계획인데, 시험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

가 될 것이라고 함 

 그런데 MWC 2018에서 차이나 모바일은 부스 설명을 통해 5G 서비스가 2018년에 시작할 것

이라는 발언을 하였음 

 시험 서비스가 성공적이라면 일부 지역에서는 그대로 2018년 연내에 상용 서비스로 전환한

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사업자가 AT&T, 버라이존, 스위스컴, 차이나 모바일 중 하나일지 아

니면 제5, 제6의 통신 사업자일지, 그 답은 수개월 내에 확인될 것임 

 (Venture Beat, 3. 12. & NBC News 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