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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전환은 산업과 사회 등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와 지능화 및 융합화가 이루어지며 온오프라인 기술

융합과 산업융합을 통하여 전 영역으로 확산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 5세대 이동통신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5세

대 이동통신의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서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결합성, 신규 서비

스 수용성과 다양성 지원, 보안성 및 안전성, 관리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필요성, 비용의 효율성 등 산업융합 지원을 위한 요구사

항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5세대 이동통신의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세대 이동통신은 단순한 통신 서비스의 개념

을 뛰어넘어 인류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 

[Abstract]

Digital transformation takes place in all areas, centering on people such as industry and society and spreads to all areas through 

online and offline technology convergence and industrial convergenc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use of 5G mobile 

communication in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vestigated the domestic and overseas status of 5G mobile communication and 

service requirements. Looking at the requirements for industrial convergence support for the use of digital convergence 5G mobile 

communications, system coherence, new service acceptance and diversity support, security and safety, management software, the 

need for standardization, and cost efficiency were analyzed. The use cases and implication in digital transformation are derived. 

5G mobile communication will be a key platform for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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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제품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정

보라는 무형의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할 것이고 디지털 전환에

서 정보의 대량화 및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정보를 책임

지는 네트워크와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발전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전환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에 의한 디지털화의 개념으로 생각

할 수 있는데 특히 5세대 이동통신은 ICT 산업을 비롯한 다양

한 산업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새로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의 노력과 성공 여부는 기업의 

매우 중요한 성공요소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이란 사람과 

기계, 기계와 로봇 간 협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 

산업별로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2][3]. 

디지털 전환은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및 초지연성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 사물과 사람 간의 경계가 사라

지는 융․복합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네트워크에 의한 연

결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융․복합 산업으로 새로운 신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

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된다.

5세대 이동통신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초연결성과 초지능

화에 필요한 기술적 근간을 제공한다. 5세대 이동통신의 초고

속성, 초저지연, 초밀집성, 초경제성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주요 산업군에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를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

을 위한 사회적 요구로부터 도출되는 필수 혁신 요소는 5세대 

이동통신이 제공하는 기술 기반인 초고속성, 초연결성, 초밀집

성, 초경제성으로부터 충족되며 5세대 이동통신 기반기술 효과

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유틸리티 산업, 공공안전 산

업, 제조 산업, 헬스케어 산업, 금융서비스 산업, 미디어와 게임 

산업 등의 많은 분야에 새로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

거나 각 산업들의 발전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4]. 5세대 이동통신이 적용되면 각 산업들은 새

로운 산업의 모습들도 변환될 것이며 이는 각 산업들의 영역 확

장과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5세대 이동통신을 각 산업에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활

용하느냐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과 각 산업들과의 융합과 복합은 각 산업 영역 

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세대 이동통신를 통한 국민 생활의 변화로 언제 어디서나 지능

화된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호출하고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인

프라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정보는 개인 밀착형 인공지능비서

의 일상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심

리적 위화감을 극복한 혼합현실의 이용이 대중화되며 대규모 

재난 재해 뿐아니라 일상의 작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유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활동보

조가 필요한 환경에서 적절한 도움을 자율로봇과 이동수단으

로부터 상시적으로 획득한다. 

표 1. 5세대 이동통신 산업 영역 적용 분야[5]

Table 1. 5G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application fields

Industrial area Application field

Consumer
electronics

Connected god gets
Appliances
Wearables
Robotics
Participatory sensing
Social web of things

Automotive
transport

Autonomous vehicles
Multimodal transport

Agriculture

Forestry
Crops and farming
Urban agriculture
Livestock, fisheries

Environmental

Pollution
Air, water, soil
Weather, Climate
Noise

Infrastructures
Buildings, homes
Roads, rail

Utilities

Water management
Gas, oil, renewables
Waste management
Heating, cooling

Health,
Well-being

Remote monitoring
Assisted living
Behavioral change
Treatment compliance
Sports, fitness

Smart cities

Integrated environments
Optimized operations
Convenience
Socioeconomics
Sustainability

Processing
industries

Robotics
Manufacturing
Natural resources
Remote operations
Automation
Heavy machinery

또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대

비되는 핵심적인 특징은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간 확장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이르러 가능하게 되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의 초고속과 초저지연 네트워크는 개인, 가정, 도시, 국가, 가상

공간에 이르는 정보공간에서 초지능화와 초연결성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6]. 5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들은 확장된 정보공

간에서 주어지는 초지능화와 초연결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민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사회�문화의 변화를 가져오

게 된다[7][8].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 5세대 이동통신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 5세대 이동통신을 통한 국민의 생활 변

화와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

로는 제2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 5세대 이동통신의 국내외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 5세대 

이동통신 활용 및 서비스의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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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전환에서 5세대 이동통신 국내외 현황

디지털 전환은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환

된다. 5세대 이동통신은 2018년부터 채용된 무선 네트워크 기

술이며[9], 26, 28, 38, 60㎓ 등에서 작동하는 밀리미터파 주파

수를 이용하는 통신이다. 2017년 12월의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릴리스 15[10]가 5G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

이다. 일부는 더 엄격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MT-202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2020) 정의를 더 선호하지만[11] 훨씬 더 빠른 속도의 고주파

수 대역만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Verizon 사업자가 5GTF(5G 

Technology Forum)를 2015년 말에 설립하여 주도하고 있으며, 

5GTF에 한국에서는 KT와 SKT가 합류였고, 일본의 도코모가 

가세해 있다. 5GTF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1단계로 None 

Mobility 제품에 대한 시험용 규격을 발표했으며, Verizon은 5

세대 이동통신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 시범 서비

스를 2017년 2월부터 시작하고 2017년 말에는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래, 한국은 2018년 12월 1일부로 상용화를 위

한 5세대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개통했다. 5세대 이동통신의 

나라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

로 전통기업을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시키는 정책적 수단을 구

축하고 있다.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무선 및 이동통신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범주로 계획을 세운다. 고정 무선 기지국은 일반적

으로 주거용 광대역 고객에게 밀리미터파 대역을 사용하는 

1Gbit/s 이상의 속도로 서비스한다. 모바일 기지국은 기존의 

LTE(Long Term Evolution) 또는 새로 할당된 밴드에서 6GHz 

이하의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향상된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와 기존의 LTE와 비슷한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

여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미국 최대 통신사 

Verizon은 미네소타 등 도시에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먼

저 구축하였다. 중국에서는 IMT-2020을 중심으로 5세대 이동

통신에 대한 요구 사항 분석이 진행되었다. 자동차, 미디어, 사

물인터넷 등의 다양한 5세대 이동통신 적용 분야를 분석하였다

[12]. 또한 효율적인 서비스 다양성의 수용 서비스 상태 관리 및 

제어 다양한 무선기술의 수용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지

원하기 위해 고용량의 넓은 커버리지와 함께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와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 사물인터넷 지원을 위한 광범

위한 연결성이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요구된다고 정의하

였다. 관리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가격, 다양성과 관리 용

이성을 위한 네트워크 복잡성 감소, 지능형 최적화 시스템과 보

안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경우 2020년대부터 본격

적으로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자, 중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을 첨단 통신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영국은 먼저 5세대 이동통신을 런

던과 다른 주요 도시에 배치하고 출발점으로 5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른 주요 도시에 5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음 

단계는 영국의 중소 도시에 네트워크를 설치한다[13]. 일본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신산업구조 비전을 수

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7대 국가전략을 선정하였다. 일본은 

2020년 하계 올림픽에서 개최하는 스포츠 국제 경기에 맞춰, 

관객들에게 5세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대한민국에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주도로 기가

바이트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한국은 2018년 12월 1일부로 

상용화를 위한 5세대 무선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개통했다. 

삼성전자에서 5세대 이동통신의 기술을 개발했다[14].

디지털 전환에서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결합성, 신규 서비스 수용성과 다양성 지원, 보안성 및 안전성, 

관리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필요성, 비용의 효율성 등의 산업융

합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시스템 결합성과 사업 연

계성은 각 산업군의 이동통신을 활용한 서비스 시스템과 이동

통신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각 산업군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이 

이동통신 시스템을 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일부로 활용하여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군의 서비스 제공시스템과 이동

통신 시스템 사이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혹

은 다른 방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결합성의 구분에 더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

비스의 기능에 따라 결합성을 구별할 수 있다. 시스템의 결합성

을 통해 타 산업군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타 산업의 서비스 시

스템의 일부처럼 활용하게 되고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를 통해 

타 산업이 서비스 시스템 운영자로부터 서비스 비용 형태로 사

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양

한 산업군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다양한 기

능과 다양한 성능을 요구한다.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초기에 요

구되는 기능과 성능이 서비스의 진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성

능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신규 서비스 수용성과 서비스 

다양성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동통신 시스템에 요구되는 보안성으로 해킹을 비롯

한 공격으로부터 서비스와 자원을 보호하고 다양한 산업을 지

원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문제로부터 보안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동통신 시스템과 서비스 차원에서 데이터

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타 산업군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확보가 필요

하다.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은 수시로 재구성되고 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원에 대한 모

니터링과 오류의 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를 미

리 방지하고 필요한 자원의 수정 재배치를 운영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자동화를 위

해서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가 운영에 대한 지침, 운

영에 대한 재구성의 자동화, 자원과 동작에 대한 모니터링, 동

작 결과 보고 및 동작 과정 중 발생한 상태에 대한 자동 분석이 

진행할 수 있는 관리 소프트웨어 필요하다. 표준화는 다양한 산

업에 이동통신의 활용에 대한 일관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 하

나의 표준으로 다양한 산업의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유리하고 타 

산업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단일화되고 강력한 표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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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지털 전환에서 5세대 이동통신 활용 및 

서비스 사례

5세대 이동통신은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

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세대의 상용화로 최대 20Gbps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해지

면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통해 증강현실, 가상현실 생방송, 홀

로그램 통화 등이 가능해진다. 실제 오프라인 현실과 차이가 없

는 수준의 증강 또는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로 상호작용할 수 있

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함께 체험할 수도 있다.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도 실현될 수 있다. 5세대는 촉각 수준의 

동시 반응 속도로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드론 제어 등의 ‘실시

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격진료를 통해 건강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

한, 화재·붕괴 등 재난 현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15]. 5세대 재난대응 

응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관리활동을 지원하며 공통적으로 재난정보수

집, 재난 상황 예측, 재난 상황 대응 등으로 구성한다. 대비하고

자 하는 재난 상황에 맞는 스마트 센서와 폐쇄회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재난을 모니터링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센

서 및 폐쇄회로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난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동기지국과 이를 지원하는 무선 백본 기술을 이용하여 

UVA(Unmanned Air Vehicle) 및 로봇 그리고 소방대원을 연결

하는 3차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인명구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6][17].

3-1 현장재난대응 및 상황관리 강화 

재난 시 현장통화 및 영상 문자 등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 현장상황, 피해내용, 작전정보, 지휘내용 등 공유, 통

합적 상황관리 재난현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신속히 제공, 작

전에 활용 재난현장 대원 작전능력 및 안전 강화, 웨어러블 장

비 활용 지원 등 소방, 경찰 등 8대 이용기관 중심, 현장재난대

응 적용 및 활용강화 등이다. 영상분석기술 기반의 지능형 

CCTV(Closed-Circuit Television)를 도입하는 등 관제 시스템에

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지능형 폐쇄회로는 딥러닝 기

반의 영상분석기술을 적용해 공정 설비 이상 또는 화재, 위험 

행동 등을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관제 시

스템이다. 사람이 직접 폐쇄회로를 보고 있지 않아도, 이상 상

황이 발생하면 폐쇄회로가 이를 감지해 즉시 알람을 하게 되고, 

이 알람을 통해 현장 구성원들이 빠르게 상황 파악 및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3-2 재난안전관리 고도화

재난망 단말기를 통해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정보조회, 현장

사진 등록, 측정 도구 제공 등 현장점검 활동 및 재난안전정비

사업 관리 등 지원한 재난관리 현장성 강화와 재난망에 사물인

터넷기술 적용, 시설물안전, 화재감시, 산림감시, 미세먼지, 풍

수해모니터 중심 재난안전 예방, 해상안전, 위험물관리, 가축질

병감시 등의 트래킹 중심 재난안전 예방 중심 재난안전 고도화

로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용 가능성이 높고 비용 절감

이 필요한 분야에 재난망과 사물인터넷기술 등을 접목하여 응

용서비스를 지원한다. 

3-3 사회안전 문제 해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상 사물인터

넷,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위치파악 및 혈당측정 등 건강관리 서

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지역, 농어촌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

에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증강현실 적용 재난망 단말을 통한 원

격 진단 및 응급의료 실시 등 스마트 복지분야 이다.상습정체 

구역에 센서를 설치 재난망과 연계하여 교통신호를 최적화하

고 긴급차량 우선 통행로 확보를 위한 스마트 신호시스템과 재

난망 기반 사물인터넷으로 수집된 노면정보, 교통사고정보, 기

상정보 등을 종합하여 자율주행차에 전송 안전운전 지원 지능

형 교통안전 등의 스마트 교통 분야이다. 시설 노후화 운영비 

증가에 대응, 재난망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상하수도와 

재난망과 연계한 드론, 로봇을 이용, 입체적 환경감시망 구축,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오염제거 환경오염 

대응과 같은 스마트 환경 분야 등이다.

3-4 사회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 가속화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에 AI(Artificial Intelligence)

와 디지털 기술 기반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역 주요 간선 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구축된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자동차와 자동

차, 자동차와 교통인프라 사이의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함과 편

리함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다. 철도의 전기

설비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해 상태를 실시간 진단하고 무

인검측시스템을 통해 선로 안전을 모니터링 한다.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한다. 안전과 환경을 관리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 국가하천 배수시설 73개소에 

폐쇄회로를 통한 관리 시스템이 2022년까지 구축된다. 재난 위

험을 조기 경보하는 시스템을 2022년까지 510개소에 설치하고 

둔치 주차장 차량의 침수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을 2022년까지 

180개소 구축한다. 그 외에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안

전기준을 2021년 이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토 지상과 지하를 대상으로 3차원 지도를 구축하는 디

지털 트윈 구축도 추진된다. 디지털 트윈은 정밀한 3차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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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행정과 민간 정보를 결합한 개념으로, 국토와 도시문제

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쉽게 하고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기본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먼저 주요 지역의 지형을 입체로 구축하는 3D 지도가 

구축된다. 지상에서 12cm 떨어진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정밀

한 지도다. 또 상하수도나 공동구 등 지하시설 공간을 파악하는 

지하 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4차선 이상 지방

도와 국도의 정밀도로지도가 마련되고 이들 데이터를 온라인

으로 제공해 산업계에서 활용하기 쉽게 할 계획이다[18].

3-5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 

현재 상용망을 활용함에 따라 무선통신 암호화, 화면캡처방

지, 위�변조방지 등 엄격한 보안기능을 적용하여 이용자 불편으

로 활용분야가 제한적이나 전용망인 재난망 단말기를 통해 모

바일전자결재 등 행정업무 지원의 모바일 행정업무와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점검, 차량영치 등 관련 앱 탑재, 재난망 단말기 

지원의 모바일 현장 근무와 재난망 단말기에 바로톡을 기본 앱

으로 탑재하여 업무 메신저 연계, 파일 송�수신, 정부 내 각종 

알림 서비스로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시스템 등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모바일 영상회의 참여 등 바로톡 활용 모바

일 소통 서비스 등이다.

3-6 디지털 전환 신산업 창출

원격에서 감시, 구조, 대응 등이 가능하도록 지능형 로봇, 무

인기, 웨어러블 기기 등에 재난망 통신기기를 탑재한 제품으로 

로보틱스 장비로 접근 불능 특수재난현장 상황감시 및 모니터

링과 특수드론으로 재난유형별 다양한 현장정보 취득 및 비행 

임무 시간 확대와 특수임무 수행용 짐볼 드론, 고정익 드론, 열

적외선카메라 드론의 로봇, 드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활용 

재난안전 기술개발 지원이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분야 드론, 로봇 

등 민관협력 실증 시범사업 추진하고 고가의 개발환경을 갖추

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장비 기능, 성능, 품질 

등 시험�검증 기반을 위한 실증 서비스 제공이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디지털 전환에서 5세대 이동통신은 단순한 통신 서비스의 

개념을 뛰어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과 융복합을 통하여 인류의 생

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주목받고 산업 간 융합 및 첨단과학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지능정보통신기술과 다른 기술 분야와 

융합과 서비스의 융�복합화가 확대되고 다른 기술과 서비스의 

영역이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재난안전에서는 예찰과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기술적,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충분한 대책이 필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운용하는 사

람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재난안전 대응을 단순히 사회제도

나 기술적 차원이 아닌 인문, 사회, 환경, 문화, 기술, 교육 등 융

�복합적 접근으로 인간과 시스템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적이고 반복적인 사고나 재난 발생의 방지를 위해 관행적인 사

고방식을 규정짓는 구조적인 결정적 요인에 대한 점진적 개선

이 필요하고 위험을 유발하는 시스템의 중첩성에 입각한 기술

위험, 사회위험, 문화위험, 환경위험, 시스템 위험, 인력조직위

험의 통합적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반 노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첨단 장

비를 활용하여 공공수요와 연계된 5세대 이동통신 기기 시장의 

창출과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세대 이동통신 솔루션 보급 추진 등의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국

민들의 다양한 5세대 이동통신 활용서비스를 활용과 사이버보

안 예방체제 확립과 통신망 안정성 강화,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

화와 실생활 체험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활용 교육 확대,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방지와 관리 강화를 위한 원칙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이 필

요하다. 셋째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

화, 증강현실, 가상현실 문화콘텐츠 제작과 유통, 문화유산 실

감체험관, 5세대 이동통신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융합인재 

육성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의 혁신 기업 융합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통신사업자는 5세대 이동통신 상

용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정

보통신 생태계에서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고 정부는 통신, 장비, 단말로 이어지는 국산 5세대 이동통

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과의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 예방과 대비계획

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조기경보시스템들을 연결

하는 공공대비 훈련을 통해 비상 관리 역량을 키움으로써 효과

적인 재난대응력을 확보하고, 재난위험경감 계획 수립, 평가를 

개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다면적이며 적극적인 접근법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응용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활용

하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생성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 관련 법 

개정 등이다. 5세대 이동통신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정체되

어있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되며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국제 이동통신 표준기술 선점으로 정보

통신기술 강국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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