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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탠퍼드 대학, 2021년까지 전력 소비량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

◾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커네이디언 솔라(CSI)”는 자회사인 “리커런트 에너지(Recurrent 

Energy)”가 스탠퍼드 대학과 25년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발표

▸ 계약 내용은 스탠퍼드 대학이 현재 짓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2호’의 개발을 리커런트 에너지

가 담당하고, 향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리커런트 에너지가 구매해준다는 것

▸ 스탠퍼드 태양광 발전소 2호는 캘리포니아주 킹 카운티에 위치하게 되며, 태양광 패널의 출력

은 88MW, 연계 출력은 63MW로, 약 1만 5,750 세대 분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2021년에 운용을 개시할 예정임

◾ 스탠퍼드 대학은 2021년까지 대학 구내의 전력을 모두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2호가 운용을 시작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될 전망

▸ 대학 측은 지금까지 출력 67MW의 전

력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5MW의 지

붕 설치형(roof-top)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음

▸ 여기에 태양광 발전소 2호가 운용되면 

대학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모두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달성될 것

으로 예상됨

▸ 리커런트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소의 개

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미국 전 지역의 전력회사들과 다양한 안건에 관해 협력하고 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최신 ICT 이슈*

<자료> Stanford University

[그림 1] 스탠퍼드 대학 건물 지붕의 태양광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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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5G 상용화 시작, 해외 5G B2C 예상 킬러 서비스 트렌드*

◾ 2018년 12월 1일 국내 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하였는데, 아직 무선 단말은 

없지만, B2B 중심으로 제한적인 5G 상용 서비스를 실시하였음

▸ 국내 통신 3사는 2018년 12월 1일 0시에 수도권 및 전국에 5G 전파를 송출하였으며, KT는 

롯데월드타워의 로봇 ‘로타’, SKT는 자동차 부품업체 명화공업의 스마트팩토리, LGU+는 LS

엠트론의 원격제어 트랙터를 각각 대상으로 첫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 첫 가입자를 보면 모두 B2B 형태이며, 핸드폰이 아닌 기업용 5G 라우터(에그)를 통해 기업 

고객들에게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5G B2B전용 요금제(KT: 49,500원

(10G), SKT: 52,000원(11G), LGU+: 50,000원(10G))도 함께 출시함

▸ 5G의 첫 상용화 대상이 B2C가 아닌 B2B인 이유는 5G를 수용할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이며, 

삼성, LG, 모토로라, ZTE, Oppo 등은 2019년 3월부터, 아이폰은 2020년부터 출시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어, 진정한 5G의 상용화는 2019년 3월로 예상됨

▸ 특히, 에릭슨 모빌리티 리포트(Ericsson Mobility Report)에 의하면, 7월까지 8개 종류의 

5G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라우터, 즉 5G 에그 중심으로 

출시(이미 버라이존, AT&T, KT 등에서 상용화 중)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김범수 집필위원(baemsu@gmail.com ☎ 
010-7230-79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zdnet

[그림 1] 에릭슨 모빌리티 리포트 5G 스마트폰 출시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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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아직 5G B2C 서비스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실내 고객댁내장치 포켓 라우터를 활용

한 B2C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유선 인터넷 설치가 어려운 고객을 대상

으로 IPTV 등의 고화질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8년 10월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존(Verizon)은 세계 최초로 “5G Home”이라

는 5G B2C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유선 인터넷이 들어가기 힘든 고객들에게 모바일 

5G가 아닌 고정형 5G인 FWA(Fixed Wireless Acces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버라이존 기존 고객에게는 50달러/월, 타사 고객에게는 70달러/월 가격으로 애플TV나 크롬

캐스트 등의 TV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함

▸ 이는 유선 케이블 TV, 유선 IPTV에 대응한 서비스로서, 유선 중심의 미디어 기업들이 유선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기 힘든 고객들을 락인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아직 미국 

전역은 불가하고 휴스턴, LA 등 4개 도시에서만 가능한 제한적인 B2C 서비스이지만 유선 

고객을 천인(Churn-in)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버라이존은 5G 스마트폰이라 보기에는 다소 약하지만, 기존 LTE 스마트폰을 5G 스마

트폰으로 바꿔주는 5G 수신기를 부착할 수 있는 모토로라의 Moto Z3라는 5G 스마트폰 

모듈을 출시하여, 5G 스마

트폰이 나오기 전 B2C 고객

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

▸ AT&T 역시 이동형 5G 핫스

팟 라우터를 출시하였는데, 

‘나이트호크(Nighthawk)’

라 불리우는 이 라우터는 

[그림 2] 유선을 대신하는 FWA 구조(좌), 모토로라 모토Z3(우)

[그림 3] AT&T 5G 나이트호크 라우터(좌) 버라이존 5G 홈 라우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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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용으로 넷기어(Netgear)와 함께 제조한 5G 에그이며, 이를 통해 5G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에서도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존과 AT&T의 이와 같은 횡보는 5G를 유선 미디어 서비스의 강력한 대체

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버라이존의 CFO인 매튜엘리스는 모간스탠리 유럽 테크놀로지, 미디어 & 텔레콤 컨퍼런스

(Morgan Stanley European Technology, Media & Telecom conference)에서 앞으로 

미디어 분야(비디오 콘텐츠 제공업체와 제

휴 강화)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때, 무선(5G)을 통한 고화질, 4K급 동영

상 콘텐츠 제공을 주력 서비스로 할 것으로 

보여짐

▸ AT&T도 DirectTV Now를 지원하는‘Thin’

이라는 무선 4K OTT 단말을 개발하여 시범

적으로 테스트 중이며, 유선 TV에서 탈피해 

향후 5G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가장 빠르게 트래픽이 증가할 분야는 동영상 스트리밍이며, 이에 따라 5G의 킬러 서비스는 

미디어, 동영상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 

▸ 인텔과 Ovum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8년 5G 트래픽의 90%를 동영상 스트리밍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2025년까지는 무선 미디어 수익의 57%, 2028년에는 거의 

80%의 미디어 수익이 5G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그림 4] AT&T ‘Thin’ OTT 무선 단말

[그림 5] 인텔 및 Ovum 5G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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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해외 유수의 통신업체(버라이존, AT&T)들이 미디어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 

역시 미디어를 상위 조직(KT는 Customer & Media로 미디어 부문을 상위 조직화, SK브로

드밴드는 OTT 서비스인 옥수수 투자 유치 후 독립법인화 예정, LGU+는 넷플릭스 제휴 및 

결합 요금제 추진)으로 배치시키는 등 미디어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

을 뒷받침 하고 있음

▸ 5G를 상용화한 이 시점, 통신사들은 수조원의 투자를 지속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5G의 장점을 실감할 킬러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분야는 분명 5G의 저지연성, 초고속, 대용량이라는 핵심적인 특징을 부각시켜줄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확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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