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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중국은 5G 통신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 중

○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2021 중국 모바일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중국이 5G 보급률 급증으로 전 세계 5G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 관측1)

- 2021년5월 현재 중국의 5G 단말기 연결 수는 2.8억 개를 돌파하였고, 전 

세계 5G 연결 수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세계 1위 차지

       ※ 2021년 1월 현재 세계 57개 국가에 구축된 5G 상용 네트워크는 144개이며, 5G 단말기 연결 

수는 약 2억3천500만개에 달함

- 지난해 중국 내 5G 스마트폰 판매량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스마

트폰 판매량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는 1억6천300만대 기록을 달성

○ 현재 중국은 세계 최다의 5G 가입자수와 최대규모의 5G기지국 구축 등을 

통해 5G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2)

- 2020년말 기준으로 차이나모바일의 9.42억명의 고객 중, 5G 가입자수는 

1.65억 가구이며, 차이나텔레콤의 5G 가입자수는 8,650만가구에 달함

- 중국은 81.9만개의 5G 기지국을 개설하여 전 세계 최고수준의 5G 생태계를 구축 중

       ※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12억2천만명이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는 9억9천만명을 초과

○ 중국은 한국, 미국 등 국가보다 뒤늦게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14억 인

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5G시장을 구축해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

해낼 것으로 예상3)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5G 산업 경제기여도」에서 2020년~2025년간 중국

의 5G 상용화를 선도한 직접적 경제 총생산액은 10.6조위안, 간접적 경제 

생산액은 약 24.8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

- 또, 2025년에 이르러 5G 발전에 따라 약 300만개의 직접적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

중국이 세계 최대의 5G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기에 관련 육성정책과 발
전현황에 대한 주시가 필요

1) GSMA：2021中国移动经济发展报告(2021.2.23.)
2) 人民日报| 累计71.8万个5G基站，中国已建成全球最大5G网络(2020.12.22.)
3) 中国信通院| 5G产业经济贡献（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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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정책

중국 최고지도자와 국무원은 5G 상용화 발전을 고도로 중요시4)

○ 시진핑 국가주석은 5G 기술 응용시나리오의 강화를 강조하고 5G, 공업인터넷, 빅

데이터센터 등 신 인프라구축 가속화에 대하여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를 내렸음

-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 연설에서 ‘잠재된 소비력 발굴, 5G 기술응용시

나리오 다양화, 5G 휴대폰 단말기 소비 촉진, 전자상거래·전자정부·온라인

교육·엔터테인먼트 소비력을 확대할 것’을 언급('20.2.3)

-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의 연설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응급물자보장 투자확

대, 5G 네트워크 및 데이터센터 등 신 인프라구축을 가속화할 것’을 제시

('20.3.4)

- 저장성(浙江)시찰시 ‘산업 디지털화 및 디지털 산업화에 의해 부여된 기회

를 포착하여 5G 네트워크 및 데이터센터 등 신 인프라구축을 가속화할 것’

을 주문('20.4.1)

- 산시성(陝西) 시찰시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공업인터넷 등 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을 지적('20.4.23)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5개년계획 제정 및 2035년 비전목표 수립을 

위한 중앙위원회회의에서 ‘신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한 5G, 산업용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센터 등 발전촉진의 중요성’을 강조('20.11.3)

- ‘제1회 중국 5G+산업인터넷컨퍼런스’에 보내는 축하서신에서 ‘5G와 공업

인터넷의 융합은 디지털차이나, 스마트사회 건설, 신 산업화과정을 가속화

하여 경제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부여할 것’을 거론('20.11.20)

○ 올해 양회기간, 리커창 국무원총리는 「정부사업보고서」에서 5G와 관련하여 

‘5G네트워크 구축 확대 및 응용시나리오 강화’를 2021년도 핵심과제로 확

정('21.3.5.)

- 중앙정부부처는 5G 정책을 속속 출범해 5G 상용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여 5G 융합발전을 지원

4) 信息通信管理局| 5G融合应用创新取得积极进展(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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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무원 및 각 부처의 5G 정책 추진 경과

자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KOSTEC 정리

공업정보화부, 「5G 가속화 발전을 추진할 것에 관한 통지」5)

○ (목적) 5G 네트워크 구축, 애플리케이션 확산, 기술개발 및 보안보장을 전면

적으로 추진하고 5G 신 인프라의 규모효과와 선도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품질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4대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

5) 工业和信息化部关于推动5G加快发展的通知(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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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5G 응용 양판(揚帆)행동계획(2021-2023)」6)

○ 공업정보화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5G 응용장면을 확대하라는 지시에 부응

하여 5G 응용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행동계획(초안)을 제정함

○ (주요목표) 2023년까지 국가의 5G응용발전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종합실력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IT·CT·OT의 심층적 통합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술

산업과 표준체계를 겸비한 5G응용 '원양항해'의 구도를 점진적으로 형성함

○ 본 계획(초안)은 5G응용표준시스템 구축행동, 5G산업기반 강화행동, 신형 

정보소비 고도화행동 및 5G 네트워크역량기반 강화행동 등 8대 주요행동에

서 32개의 세부 과제내용을 포함함

[표 2-1] '5G 응용 양판(揚帆)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6) 工信部公开征求对《5G应用“扬帆”行动计划（2021-2023年）》的意见('21.4.30)

구분 주요행동 세부 과제내용

5G 
응용 
핵심 
부분 
돌파

 5G응용표준시스템 구축행동

1. 산업간 표준완성 가속화

2. 주요산업 통합응용표준 연구

3. 주요산업 핵심표준 배치구현

지원사업1: 5G 응용표준시스템 구축·확산 프로젝트

K
O
ST

EC
   

  K
O
ST

EC
   

  K
O
ST

EC



중국의 5G 연구개발 및 발전 동향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5

구분 주요행동 세부 과제내용

 5G산업기반 강화행동

4. 핵심시스템 장비공략강화

5. 산업 단점보완 강화

6. 신규 소비자 단말기 성숙도 가속화

지원사업2: 산업수요 지향형 5G제품개발 프로젝트

5G 
응용 
핵심
영역 
기능
부여

 신형 정보소비 고도화행동
7. 5G+정보소비

8. 5G+융합미디어

 산업통합응용 심화행동

9. 5G+산업용인터넷

10. 5G+차량사물인터넷

11. 5G+스마트물류

12. 5G+스마트항만

13. 5G+스마트마이닝

14. 5G+스마트전력

15. 5G+스마트석유가스

16. 5G+스마트농업

17. 5G+스마트수력

 사회민생서비스 혜택부여행동

18. 5G+스마트교육

19. 5G+스마트메디컬

20. 5G+문화관광

21. 5G+스마트시티

5G 
응용 
지원
기능 
향상

 5G네트워크역량기반강화행동

22. 공용 5G네트워크 범위 확장

23. 산업중심의 5G네트워크 공급역량 강화

24. 5G주파수 자원보장 강화

 5G 응용생태 융통합행동

25. 교차분야 통합혁신 개발 가속화

26. 5G통합응용정책 혁신촉진

27. 5G응용 혁신캐리어 구축추진

28. 5G응용 공통기술플랫폼 지원강화

지원사업3: 5G응용혁신생태계 육성 실증프로젝트

 5G응용보안 개선행동

29. 5G응용 보안위험 평가강화

30. 5G응용 보안시범 확산추진

31. 5G응용 보안평가인증 기능향상

32. 5G응용 보안공급지원 서비스강화

지원사업4：5G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평가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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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2020년 신 인프라구축공정 (광대역 네트워크 및 
5G 영역) 조직·실시에 관한 통지」7)

○ (목적) 국가 ‘광대역 차이나’전략 실시를 가속화하고 신 인프라구축을 촉진하

기 위해 5G 혁신 애플리케이션 고도화공정을 조직·실시함

[표 2-2] 2020년에 추진한 5G 혁신 애플리케이션 고도화공정

7) 《关于组织实施2020年新型基础设施建设工程(宽带网络和5G领域)的通知》印发(2020.3.17.)

순
서 과제명 주요 내용

1

☑ 중대 공공위생 비상
사태에 대비한 5G 
스마트의료시스템 구
축

- 신 5G 네트워크 아키텍처 기반의 스마트 의료기술 연구개발 수행

- 5G 스마트 의료 시연네트워크 구축, 평가 및 검증 환경 조성

- 스마트 의료 협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네트워크 핵심장비 및 프로토타입 시스템 
산업화 촉진

- 5G 전염병 경보 및 입원전 응급구조, 원격 실시간 진료, 원격수술, 무선모니터
링

2
☑ ‘인터넷+’협업제조를 

위한 5G 가상 기업 
전용망 구축

- 서비스업체 혹은 산업단지를 위한 5G네트워크 구축 

- 5G 네트워크 기반 산업 협업제조플랫폼 구축 

- 5G 기술과 산업네트워크, 산업소프트웨어 및 제어시스템 통합 촉진

- 산업협업제조플랫폼 및 솔루션의 확산 및 응용 가속화 

- 제조업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전환 고도화 촉진

3
☑ 스마트 그리드를 위

한 5G 신기술 규모
화 응용

- 신 5G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스마트그리드 시나리오 기반의 5G 엔드투엔드 네
트워크 슬라이싱 및 자원 조정시스템 개발

- 스마트그리드 업무관리영역 격리, 업무격리 등 네트워크 수요충족

- 네트워크 장비 및 프로토타입시스템 연구개발 

- 5G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제공

4

☑ 5G 기반의 차량-도
로 협업 차량 사물인
터넷의 대규모 실증 
및 응용

- C-V2X 스케일 데모 네트워크 구축

- 전형적 응용 상황에서 C-V2X 차량-도로 협업플랫폼 기능 및 상호작용능력 확
인

- C-V2X/5G 모듈·장비 기능, 성능 대규모 데이터분석 및 표준화

- C-V2X 대규모 테스트결과를 충족시키는 모듈, 단말제품 및 플랫폼의 산업화 연
구

5
☑ 5G+스마트 교육 애

플리케이션 시연

- 5G, VR/AR, 4K/8K 초 고화질 비디오기술 기반의 수백 개의 학교, 수천 개의 
강의 및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 창출

- 원격교육, 스마트 교실/강의실, 캠퍼스보안 등 5G 응용 탐색

- 5G + 고화질 원격 대화형 교육, AR/VR 몰입형 교육, 홀로그램 교실, 원격모니
터링, 고화질 비디오보안 모니터링 등 서비스개발

6
☑ 5G 스마트 항만 응

용시스템 구축

- 5G 기술을 이용한 항만 정보화 시스템 변환, 항만의 수평 운송, 수직 운송 및 
선박 출입항 시스템의 지능형 변환 및 고도화실현

- 현장 다중 채널 비디오 리턴 및 수직 운송 포트 기계의 원격 제어, 자동포트 하
역, 폐쇄 구역내 트럭의 자동운전 실현

7
☑ 5G + 4K/8K Ultra 

HD 제작 및 방송 시
스템 인프라 구축

- 5G + 4K/8K 초 고화질 제작 및 방송시스템 시설 구축 

- 5G 초 고화질 서비스 전송 네트워크 등 인프라 시스템 개선 

- 포터블 5G + 4K/8K 라이브 인코딩 전체 솔루션 디자인

- 5G 초 고화질 장비의 대규모 상용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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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5G + 공업인터넷’ 512 공정추진방안」8)

○ 공업정보화부는 ‘5G+ 공업인터넷’ 512공정 추진을 가속화하며 5G와 공업

인터넷의 융합혁신을 고품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본 솔루션을 제정함

- (주요목표) 공업인터넷 혁신발전전략의 심층적 실시와 5G의 상용화단계로

의 공식적 진입에 따른 5G와 공업인터넷의 융합발전 가속화

- (발전기반) 5G와 공업인터넷 융합발전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산업생태계의 

점진적 개선, 발전구도의 기본적 형성, 응용범위 확대 가속화 등 발전에 유

리한 기반을 구축

8)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印发“5G+工业互联网”512工程推进方案的通知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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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듀얼 기가비트(雙千兆)’ 네트워크 협동발전 행동계획(2021~2023)」9)

○ 공업정보화부는 “듀얼 기가비트”의 효과적인 투자견인, 정보소비와 제조업의 

디지털화 촉진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본 행동계획을 발표('21.3.25)

- (주요 목표) 3년에 걸쳐 도시 및 조건에 부합하는 향진(鄉鎮)에 “듀얼 기가비트” 네트워

크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고정·모바일 네트워크가 모두 기가비트 속도 실현

- 이를 위해 기가비트 광케이블망과 5G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초고화질(UHD) 영상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 발전 촉진

- 기가비트 광케이블망과 5G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확

보하고 산업 공급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하며, “듀얼 기가비트” 네트워크 안전보장 능력 강화

9)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双千兆”网络协同发展行动计划（2021-2023年）》的通知(20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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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송부, ‘차이나모바일의 5G 지능형 교통정보 인프라사업추진 등 교통강국건
설 시범사업 의견’10)

○ 교통운송부는 ‘14.5’계획기간 「교통강국건설강요」 목표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함

10) 交通运输部关于中国移动通信集团有限公司开展5G智能交通信息基础设施建设等交通强国建设试点工作的
意见-政府信息公开-交通运输部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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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위생건강위원회, ‘5G + 의료건강 응용실증사업 신청에 관한 통지’11)

○ 국무원의 5G 네트워크 등 신 인프라구축 가속화에 대한 결정과 「국무원의 ‘인

터넷+의료건강’발전촉진에 관한 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본 시범사업을 추진함

- (목표) 5G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료건강 분야에서 5G기술 응용

시나리오 다양화, 5G+의료건강 혁신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및 발전방향을 

확정하여 5G 스마트 의료 및 건강혁신발전의 중견역량을 육성함

- (내용) 응급치료, 원격진단, 원격치료, 원격 ICU, 중의진단, 병원관리, 지능

형 질병관리, 건강관리 등 8개 핵심방향을 중심으로 확산이 가능한 5G 스

마트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함

11) 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 国家卫生健康委员会办公厅关于组织开展5G+医疗健康应用试点项目申报工作的通
知_部门政务_中国政府网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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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D 프로젝트

5G 추진배경 및 중국과기부 R&D 과제지원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5G 표

준 연구사업 착수 공식 선언으로, 5G 기술혁신 및 표준연구 결정적 단계 진입

- ITU가 2015년 6월에 5G 비전을 작성하고 2018년에 5G 표준 응모에 착

수하였으며, 3GPP12)는 2016년에 5G 표준연구사업을 개시하였음

- 중대전문프로젝트의 5G 관련 연구개발 과제와 국가 863계획 임무와 연결

하여 863과제의 연구결과를 IMT-2020 국제표준에 응용하도록 지원하였음

○ 2016년도의 5G R&D 프로젝트는 5G 핵심시나리오, 핵심기술 솔루션, 핵심

부품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제표준화를 위해 준비하였음13)

- (연구방향) 주로 5G 총체 및 핵심부품, 5G 무선기술, 5G 네트워크 및 애플

리케이션의 3개 연구방향에 중점을 두어 도합 12개의 과제를 지원하였음

12)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13) 中国科技部 | 关于组织“新一代宽带无线移动通信网”国家科技重大专项2016年度课题申报的通知(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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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차세대 광대역 무선이동통신망’ 국가과학기술 중대전문프로젝트14)

○ (배경) 중국과기부가 2016년초에 5G기술 연구, 테스트 및 5G 표준화 개발을 

지원한 이듬해인 2017년에 공업정보화부가 5G R&D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기에 2017년을 5G 연구개발의 원년이라고 지칭함

- (연구방향) 2017년에 추진된 5G R&D프로젝트는 5G 기술 R&D 및 표준화, 

5G 장비 프로토타입 R&D 및 테스트, 지적재산권 등에 중점을 두어 국제표

준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 5G R&D 프로젝트는 5G 무선기술, 5G 네트워크·서비스, 5G 핵심장비 모

듈·플랫폼 등 3개 부분을 연구하였고 도합 24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음

14) 2017国家科技重大专项课题公布 5G研发囊括了24个具体课题(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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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광대역통신과 신형네트워크’ 중점전문프로젝트

○ 과기부가 2018년~2020년간 ‘광대역통신과 신형네트워크’ 중점전문프로젝트

를 통해 5G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음

- (총체목표) 신형네트워크 및 고효율 전송기술체인의 연구개발을 통한 유니

버설 IP네트워크, 미디어네트워크기술 및 산업 미래발전의 주도자, B5G 무

선이동통신기술 및 표준개발의 글로벌 선도자로 부상하여 ‘네트워크강국’ 

및 ‘인터넷+’국가전략의 실시를 위해 견고한 기술지원 제공

- (연구내용) 네트워크통신 핵심칩, 통합망, 고속광통신설비, 미래 무선이동통

신 등에서 획기적 성과, 자체 지재권 확보, 산업표준 제정, 애플리케이션 시

범사업 수행, 군민융합 심층발전전략, 완비된 기술협동혁신시스템 구축

- (연구방향) 이 프로젝트는 신형네트워크기술, 고효율 전송기술, 통합네트워

크 테스트 및 시범 등 3개의 기술방향에 따라 도합 24개의 연구과제를 지

원하며, 과제 수행기한은 5년(2018년~2022년)

- (과제수 및 예산) 2018년에 3대 연구방향의 24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8.2

억 위안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15), 2019년에는 6대 연구방향의 21개 과제

를 지원하였으며16), 2020년에는 1개 연구방향의 2개의 과제를 입안하여 

2.2억위안의 예산이 지원되었음17)

[표 3-1] 2018~2020년 입안되어 지원한 ‘광대역통신과 신형네트워크’ 중점전문프로젝트

15)关于发布国家重点研发计划“宽带通信和新型网络”等重点专项2018年度项目申报指南的通知(2018.10.30.)
16)科技部高新司|关于对国家重点研发计划“宽带通信和新型网络”重点专项2019年度项目申报指南建议征求意

见的通知(2018.12.12.)
17)科技部关于发布国家重点研发计划“宽带通信和新型网络”等重点专项2020年度定向项目申报指南的通知(2020.5.28.)

         연도
 연구방향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형 

네트워크기술

① 전차원(Full-dimensional) 정의기반의 신형 네트워크시스템 아키텍처 및 핵심기술 (기초프런티어)

② 인터넷 기초행위 측정 및 분석(기초프런티어)

③ 일체화 통합네트워크시스템 아키텍처 및 핵심기술연구(기초프런티어)

④ 대규모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소지정 라우팅 핵심기술 및 응용실증(공통핵심기술)

⑤ 개방적이고 협업적이며 제어가능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핵심기술 및 시스템(공통핵심기술)

⑥ 독립적이고 제어가능한 고성능 라우터 및 핵심기술(공통핵심기술)

⑦ 새로운 도메인 확인시스템 아키텍처 및 핵심기술(공통핵심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⑧ 데이터 구동 및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신형 네트워크 진화(공통핵심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① 다중모드 지능형 네트워크 핵심기술 및 원리플랫폼(공통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② 네트워크자원 감지를 위한 지능형 라우팅제어기술(공통기술)

③ 미디어융합네트워크 지능형 협업컴퓨팅 및 네트워크간 협업전송(공통기술)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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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파란색상으로 표기한 6개의 2019년도 과제는 6G 지원과제에 속함

         연도
 연구방향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④ 5G/B5G 거대링크, 대용량 트래픽, 저지연 시간 및 빠른 진화를 지원하는 신형 네트워크기술 

   연구 및 테스트(공통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고효율 
전송기술

① P-bit 광전송시스템 및 핵심기술연구(기초프런티어)

② 신형 광섬유기반, 신 증폭 고속 광전송기술 및 시스템 검증(기초프런티어)

③ 대규모 무선통신 물리계층 기초이론 및 기술(기초프런티어)

④ T-bit급 초장거리 광전송시스템 핵심기술 연구 및 응용·실증(공통핵심기술)

⑤ 넓은 커버리지 및 초대용량 신형 광접속시스템 연구 및 응용·실증(공통핵심기술)

⑥ 동축 광대역 접속 핵심기술연구 및 대규모 응용·실증(공통핵심기술)

⑦ Terahertz 무선통신기술 및 시스템(공통핵심기술)

⑧ 기지국의 대규모 무선통신을 위한 새로운 안테나 및 무선주파수기술(공통핵심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⑨ 데이터센터를 위한 근거리 광상호연결기술

⑩ 새로운 공간분할 다중화기술 기반 광통신시스템(공통핵심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⑪ 초소형 고속 장거리 전송을 위한 가시광통신시스템 연구(공통핵심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⑫ C-파대역 호환성 밀리미터파 통합 무선주파수 프론트엔드시스템 핵심기술(공통핵심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⑬ 3세대 화합물반도체 기반의 RF 프론트엔드시스템기술(공통핵심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핵심장비

① 자체 프로그래밍 가능한 칩 기반의 신형 네트워크 장비(공통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② 광도파로 백플레인 기반의 통신시스템 핵심기술 연구(공통기술)


위성통신

① 자주 제어성 고집적 광대역 위성통신 단말기 및 칩 개발 (공통기술)

② 5G/6G와 통합된 위성통신기술연구 및 원리 검증 (공통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③ 전차원(Full-dimensional) 정의기반의 우주-지구 협업 이동통신기술 연구 (기초연구)

④ 위성간 테라헤르츠 네트워크 통신 핵심기술연구(공통기술)


무선통신

① 비대칭 mm파 및 서브mm파 대규모 MIMO 핵심기술 연구 및 시스템 검증(공통기술)

② 오픈소스 생태계 기반 무선협업환경(공통기술, 지역/부처 연계과제)

③ 대차원(Large dimensional) 지능형 공생 무선통신 기초이론 및 기술(기초연구)


광통신

① 신형 광섬유전송시스템의 구조 및 핵심기술연구 (공통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② 저전력소모, 고집적도, 고성능 100G 광전송시스템 연구 및 응용·실증(공통기술)

③ 단일파장 50G TDM-PON 신형 광접속시스템 연구 및 응용·실증(공통기술)

④ 고접적 광칩 기반의 광전송시스템(공통기술,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테스트, 
시험검증환경 및 

응용실증

① 스마트 미디어 융합 네트워크 테스트 및 실증(응용실증,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② 해양 커버를 위한 응용실증네트워크 (응용실증,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③ 낮은 전력소비, 저지연, 대량연결 공업인터넷 응용·실증 (응용실증,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① 고신뢰성, 지능형 통신통합네트워크 응용·실증(응용실증,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② 5G 및 진화기술을 향한 코어칩 자율 테스트 검증환경 (응용실증,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③ 오픈소스 무인 지능망 시스템 응용·실증(응용실증, 지역/부처간 연계과제)

④ 중국산 자주칩의 홈네트워크 종합테스트 검증플랫폼 (공통기술)

① 전형산업을 위한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응용·실증(응용실증, 지역/  

   부처간 연계)

② 광대역통신 및 신형 네트워크 응용·실증(응용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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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6G 이동통신기술 지원

○ 과기부 등 6개 부처, 2019년에 6G 이동통신기술 개발 본격 착수

- (배경) 과기부,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중국과학원, 자연과

학기금위 등 부처는 제6세대 이동통신(6G)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6G기술 연구개발회의를 소집하고 공식 발표함('19.11.3)18)

- 회의에서는 국가 6G기술개발추진실무팀과 전체 전문가팀을 신설하였으며, 

그중 추진실무팀은 정부 관계 부처로 구성되어 6G기술개발 추진 임무를 맡

았고, 37개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은 6G기술연

구 레이아웃건의, 기술논증 제안 및 의사결정 등 책임을 맡음

[그림 3-3] 국가 제6세대 이동통신(6G) 기술연구개발 사업추진회 소집

   자료: 中国科技部 | 我国正式启动第六代移动通信技术研发工作(2019.11.6.)

- (과제) 2019년도 과기부 ‘광대역통신과 신형네트워크’ 중점전문프로젝트를 

통해 6G 분야의 연구과가 6개 이상 지원되었음([표 3-1] 참조)19)

18) 中国科技部 | 我国正式启动第六代移动通信技术研发工作(2019.11.6.)
19) 重磅！科技部发布6个6G研究项目(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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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19년도 ‘광대역통신과 신형네트워크’ 중점전문프로젝트 중 6G 지원과제

○ ‘14.5’계획기간, 6G 이동통신기술 개발 지속적 추진

- ‘14.5’기간 과기부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다중모드네트워크 및 통신’ 중

점전문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도에 2개의 6G 과제를 지원할 계획20)

[표 3-3] 2021년도에 지원할 ‘다중모드네트워크 및 통신’ 중점전문프로젝트 중 6G 연구과제

20)科技部高新司|关于对“十四五”国家重点研发计划“氢能技术”等18个重点专项2021年度项目申报指南征求意
见的通知(2021.2.2.)

구분 과제명 비고

☑ 신형네트워크
기술

- 5G/B5G 거대링크, 대용량 트래픽, 저지연 시간 

및 빠른 진화를 지원하는 신형 네트워크기술 연구 

및 테스트

공통기술, 지역/부

처간 연계과제

☑ 위성통신

- 5G/6G와 통합된 위성통신기술연구 및 원리 검증
공통기술, 지역/부

처간 연계과제

- 전차원(Full-dimensional) 정의기반의 우주-지구 

협업 이동통신기술 연구
기초연구

☑ 무선통신

- 비대칭 mm파 및 서브mm파 대규모 MIMO 핵심

기술 연구 및 시스템 검증
공통기술

- 오픈소스 생태계 기반 무선협업환경
공통기술, 지역/부

처 연계과제

- 대차원(Large dimensional) 지능형 공생 무선통

신 기초이론 및 기술
기초연구

구분 과제명

☑ 차세대 무선
통신

- 6G 통신-감지-컴퓨팅 융합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핵심기술

- 6G 초저지연 초고 신뢰성 대규모 무선전송기술

K
O
ST

EC
   

  K
O
ST

EC
   

  K
O
ST

EC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1/2/452744.shtm


중국의 5G 연구개발 및 발전 동향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7

Ⅳ 5G 발전 현황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5G 상용화 네트워크를 구축

○ 2019년 6월, 공업정보화부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중

국광전 등 4대 통신기업에 5G 라이선스를 발급한 후 18개월만에 중국은 

5G 기지국 수량이 71.8만개, 5G 단말기 연결수량이 2억개를 돌파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30개 성(시)의 2,300여개의 기

업이 4,200개 이상의 5G혁신응용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디지털화·네트워크·

지능화 고도화를 촉진

[그림 4-1] 5G 혁신응용프로젝트의 분야별 차지비중

                 자료: 중국정보통신연구원 통계자료 
               

○ 중국 전역에서 1,100개이상의 ‘5G+공업인터넷’프로젝트가 수행되었음

- 5G+원격진료를 통해 19개 지역의 60여개 이상의 병원에서 사용되었고, 

5G+HD영상을 통해 양회(兩會), 스포츠경기 및 중요행사 생방송에 사용되

었으며, 5G+자율주행, 5G+스마트관광, 5G+원격교육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

[그림 4-2] 5G+ 핵심서비스분야 실증·확산 추진 예시

스마트항만 5G+HD영상 스마트광산 5G+의료 스마트교통

작업효율/자동화실현 에베레스트높이측정 무인운송/무인채굴 원격진료/원격수술 5G자율주행/원격운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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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완비된 5G 신인프라 산업체인을 구축

○ 현재 중국은 5G 메인장비 외에도, 소형 기지국, 안테나 및 광모듈 등 패키지 

장비를 포함한 5G 신인프라 산업체인을 구축 및 완비 중

[그림 4-3] 중국의 5G 신인프라 산업체인 구조도

자료: iresearch, '磐石—2020年中国5G新基建研究报告'(2020.11.9.)

1. 5G 네트워크 발전 가시화

○ 독립 네트워킹의 대규모 상용화 실현

- 차이나텔레콤은 2020년 11월 7일 5G 독립 네트워킹(SA)의 대규모 상용화

를 발표하고 전국의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5GSA 상용화단계 돌입

- 차이나모바일이 2020년 11월 20일 5G 독립 네트워킹(SA)의 대규모 상용

화를 발표하고, 차이나유니콤 역시 5G NSA(비독립 네트워킹)에서 5GSA로

의 전환을 가속화 중

○ 네트워크 성능이 뚜렷이 향상

- 4G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5G 네트워크의 업링크 및 다운링크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용자 경험이 뚜렷이 최적화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2020년 8월~10월기간 14개 주요 도시에 대한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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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네트워크 품질 특별평가를 실시한 결과, 10개 도시의 다운로드 평균속도

가 800Mbps 이상, 업로드 평균속도가 100Mbps를 초과함

        ※ 2020년 10월 28일 발표한 ‘차이나모바일 2020년 스마트하드웨어품질보고서(1단계)’의 평가결

과에서도 5G 네트워크에서 생방송(4K HD 생방송), 온라인 스토리지, 소셜 네트워킹 및 응용시장

프로그램의 고객 만족도가 대폭 향상됨

[그림 4-4] 14개 주요 도시의 5G 다운로드 평균속도 (단위: Mbps)

[그림 4-5] 14개 주요 도시의 5G 업로드 평균속도 (단위: Mbps)

    자료: 중국정보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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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G 기술표준의 지속적 혁신

○ 3GPP가 2020년 6월에 공식 발표한 5G R16 표준은 R15와 비교하여 핵심성능, 애

플리케이션기능 및 네트워크 기본기능이 크게 향상

- (핵심성능) R16은 1ms 미만의 무선 인터페이스 단방향 지연과 99.9999%의 신뢰

성을 달성하여 저지연 및 고신뢰성 성능을 강화

- (네트워크 기본기능) R16은 R15의 여러 기본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네트워

크 자체 구성, 자동화 운영 및 미터급 위치확정 등을 대폭 개선

- (애플리케이션기능) R16 완료후 5G 시나리오는 인물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

결, 특히 저지연 고신뢰성 수직 산업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

        ※ 공업인터넷 및 자동화, 차량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스마트 전력배분 등 응용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R16표준단계에서 중국기업이 발표한 무선 및 네트워크 논문은 2.1만편이상으로, 3GPP 

발표 논문전체의 35% 차지

○ 5G 핵심기능인 종단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전체 아키텍처를 완성

- 현재 3GPP / IETF / ITU-T / ETSI / CCSA 등 기구들은 관련 표준화 작

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간 및 공급업체간 표준화 속도가 상용화에 뒤처

져 있는 상황

- 이를 위해 중국통신표준화협회는 ‘5G 네트워크 종단간 슬라이싱 특별프로젝트팀’

을 구성해, 5G 네트워크 종단간 슬라이싱 시스템 프레임워크 기획, 기존 관련 표

준 보완, 공통표준연구 및 관련 테스트를 수행

- IMT-2000(5G)추진팀은 5G 종단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테스트방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장비제조업체를 동원해 동일 제조업체의 장비 하위 슬라이스 

도메인을 완성

○ 5G 관련 기술연구 및 산업 가상전용망 표준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G 산업 가상전용망 연구팀’을 구성

- (네트워크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지리위치, 서비스범위 등의 차원에서 

국지 가상전용망과 광역 가상전용망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5G 핵심네트워크 

소스의 산업안전을 보장함

- (대외서비스역량) 산업중심의 대외서비스플랫폼은 아키텍처, 기능 및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표준을 정립하여 사업자와 산업기업이 5G 네트워크의 공동관리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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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G 융합 응용 산업 지원 시스템의 점진적 완비

[그림 4-6] 중국의 5G 융합 응용 산업 지원 시스템

자료: 중국정보통신연구원

○ 5G 제품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중국의 5G 기지국은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

- Omdia 데이터에 따르면 Huawei와 ZTE의 5G 기지국은 2020년 2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매출 기준)의 49.4%와 18.5%를 기록하며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

- SA 데이터에 따르면 화웨이, 샤오미, OPPO, VIVO는 각각 전 세계 5G 모

바일의 33.3%, 12%, 10.4%, 5%를 보유하여, 2020년 1분기 글로벌 휴대

폰시장 시장 점유율 전체의 60% 이상 차지

       ※ 2020년 1~11월 중국 국내 휴대폰시장 전체 출하량은 누계 2.81억대이며, 그중 5G 휴대폰 

출하량은 전체의 51.4%를 차지하는 1.44억개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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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국 내 5G 휴대폰 출하량 및 차지비중

            자료: 중국정보통신연구원

○ IMT-2020(5G) 추진팀은 5G 밀리미터파가 차세대 이동통신 발전의 핵심임

을 감안해, 총체 계획을 수립하고 밀리미터파 기술장비 및 네트워킹 테스트

를 완료

- 단계별 5G 밀리미터파 기술테스트 진행 및 밀리미터파 테스트기술 연구를 

통해, 200MHz 대형 반송파 대역폭 및 다운링크 메인 프레임구조 등 주요 

물리계층 매개변수를 조정 및 통합

- 밀리미터파 기지국 및 단말기의 기능, 방사 무선주파수 및 OTA 성능에 대

한 테스트 규범화, 밀리미터파 테스트 시스템 완비, 밀리미터파 테스트 지

원 및 밀리미터파 후속발전 기반 마련

○ 중국은 독립네트워킹을 목표로 5G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독립네트워킹 산

업체인의 주요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

- (시스템장비) 5G 기술 연구개발, 테스트 및 운영자의 5G 테스트를 통해 

Huawei, ZTE, Ericsson, Datang 및 Shanghai Nokia Bell과 같은 시스

템 장비 제조업체는 5G 기지국 장비 및 핵심네트워크 제품을 속속 출시

- (칩) Huawei HiSilicon, Qualcomm, MediaTek 및 삼성 등 업체들도 독

립 및 비독립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휴대폰 칩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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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업 추진사례

기업1: 차이나모바일21)

○ 차이나모바일은 중국정부의 5G를 대표로 하는 새로운 정보인프라구축 가속

화 정책에 힘입어 “5G+”계획을 통한 고품질 발전전략 추진 중

[그림 4-8] 차이나모바일의 5G 추진전략 및 사례

   자료: 前瞻산업연구원 ‘2019년 중국 5G산업발전현황 및 추세 분석보고’

- (5G표준·기술발전) 차이나모바일은 5G R16표준의 적시 동결 및 5G R17

표준제정에 깊이 참여하였고 99개의 5G국제표준 프로젝트 실시를 주도

- (5G구축) 2021년 현재 1.73억 가구의 5G 패키지 고객을 보유한 차이나모

바일은 5G 구축사업에 총 1,025억 위안을 투자

       ※ 2020년에 차이나모바일은 클라우드, 중앙집중식 SA 코어네트워크 사용을 기반으로 약 34만개의 

5G 기지국을 신설, 39만개의 5G 기지국을 개통

- (5G애플리케이션) 차이나모바일은 고객수요 맞춤형 정보비용 최적화, 정보

소비경험 고도화에 따라 더 많은 고객이 5G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5G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단말산업체인 구축 및 보완 중

       ※ 차이나모바일은 5G뉴스, 5G 초고화질 비디오 컬러링, 5G 클라우드여행, 5G+4K+VR 초고화질 

생방송 등 새로운 5G 애플리케이션을 솔선 출시

21) 投资1025亿元！中国移动大力发展5G网络

K
O
ST

EC
   

  K
O
ST

EC
   

  K
O
ST

EC



2021. 5.  Vol. 5

24  

○ 5G 정부·기업 시장을 위해 차이나모바일은 BAF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5G 전용망의 상용화를 실현했으며 470개의 전용망을 구축

- (5G버티컬서비스) 차이나모바일은 100개의 그룹급 선도시범프로젝트를 추

진하였고 2,340개의 지자체 특별사업으로 확산

       ※ "에베레스트산의 5G 기지국", "5G into the seaport" 및 "5G Deep Mine" 등 산업시범프로젝트

를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음

- (5G산업플랫폼) 차이나모바일은 OneTrip Global Travel, OneHealth 

Smart Medical, OneCity Smart City 등 9개의 산업플랫폼을 출범

       ※ 산업플랫폼 구축을 통해 1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촉발시켰으며, 보다 높은 수준,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시킴

기업2: 화웨이22)

○ 화웨이는 최근 발표한 ‘혁신 및 지적재산권 백서(2020)’에서 혁신에 대한 지

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특허보유자로 위상을 굳혔음

- 2019~2021년 3년간의 지적재산권 수입은 12~1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되며, 그중 5G 휴대폰 수수료 표준은 대당 약 2.5달러를 적용할 예정임

- 2020년 화웨이의 연구개발인력은 10.5만명으로 직원 전체의 53.4% 차지하

며, 2019년 R&D지출은 1,317억위안으로 연간 수입 전체의 15.3% 차지

F 2019년기준 10년 누계 R&D비용은 6,000억위안(약 900억달러)을 상회

   

       자료: 《华为创新和知识产权白皮书2020》（2021.3.19.）

22) 5G | 华为出手！ (20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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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는 2009년에 5G 연구팀을 구성해 5G 연구개발에 투자해왔으며 시스

템디자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및 재료 등 체계적인 기술을 갖추고 5G 발

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상

- 2020년말 화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4만개이상의 유효 특허그룹(10만개 이

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발명특허가 90% 이상을 차지

- 그중, 화웨이의 5G 특허보유량은 1,970건으로 전 세계 1위 차지하며, 

2021년말에 이르러 5G 단말기 총량은 4억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23)

   자료: Forward산업연구원, '2019年中国5G产业发展现状及趋势分析报告'(2019.5.27.)

[표 4-1] 화웨이의 5G 주요 제품

23) 华为预测今年底国内5G终端总量达到约4亿

구분 특징 제품구성 세분제품

접속망
☑ 접속망 네트워크측

과 모바일클라우드 
엔진구성

- 5G마이크로파
분체식 마이크로파、E-Band、V-Band、Agile IP 

Longhaul、완전실외

- 소형 기지국
SingleDAS、LampSite、Pico、Service 

Anchor、AtomCell

- LTE
LTE FDD_CPE、LTE FDD_eNodeB、LTE TDD RAN、 

LTE TDD 단말

전송망
☑ 전송측 SDN제어장

치 및 기본 포워딩
노드구성

- OTN FO OTN 전송제품、EchoLife ONT 시리즈제품

- PTN/IP RAN

ATN시리즈(ATN905、ATN910B、ATN950B、ATN980B) 

SPTN시리즈(PTN 7900、PTN 6900、PTN 3900、PTN 

1900、PTN 900)

- SDN 제어장치

네트워크 클라우드 엔진(NCE)、Agile Controller– 
Transport、Agile Controller–Campus、Agile 

Controller–DCN、Agile Controller–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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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西南증권 &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Ⅴ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발전에서 가시적 성과24)

○ 2020년초부터 중국정부의 신인프라구축 정책에 힘입어 5G 발전 본격화

- 2월이후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등 회의에서 5G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신인프라 구축 가속화 제안

-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는 ‘5G 가속화 발전촉진에 관한 통

지’, ‘2020년 신인프라구축사업(광대역망 및 5G분야) 조직실시에 관한 통

지’를 출범해 5G 발전에 전폭적 지원

○ 중국의 이동통신산업은 수십년간의 혁신과 축적을 바탕으로 5G 급성장 이룩

- 거대한 4G 인프라(기지국 370만개, 전세계 60%)를 보유한 중국은 4G 후

발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5G 통신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

24) 중국정보통신연구원, 「中国5G发展和经济社会影响白皮书(2020)」 (2020.12.)

구분 특징 제품구성 세분제품

- 전송망 파장분할, MSTP & Hybrid MSTP

- 고정망 접속
OLT、ODN&ODN、MXU、네트워크단말(HS8145V

5、HS8346V5、HS8546V5 등), 데이터센터 교환기

클라우
드핵심
망

☑ 핵심네트워크측 통
합데이터베이스의 
동적, 반정적, 정적 
전략데이터

- CS&IMS 핵심

망

IMS(IP Multimedia Subsystem), MSOFTX3000, 

SPS, SBC SE2900, CDM

- 5G핵심망
CloudCore(CloudIMS、CloudSBC、 

CloudPCRF、CloudSDM、CloudSPS포함）

- 융합데이터

POP전략운영플랫폼、HSS9860、UPCC 통합전략과금관

리、UIM、USCDB통합 사용자데이터중앙데이터베이스、
PolicyView 지능형 전략엔진

- 패킷핵심망
CloudEPC、CloudMSE、CloudUIC、USN9810、

UGW9811

- IoT IoT 연결관리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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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4G 기지국을 일부 업그레이드하여 사용이 가능한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5G 통신사업을 준비하였기에 3.5GHz 5G 특허, 기지국 수 및 통

신장비 측면에서 양적으로 우위 확보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및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디지털 전

환과정이 가속화되면서 5G+ 여러 신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신속히 융합

- 보다 많은 기업가와 관리자들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디지털화의 가치 

및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 및 공감

      ※ 칭화대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3% 이상의 기업이 코로나 종식이후 디지털 전환을 수행할 의사를 밝힘

- 코로나기간 ‘홈’이코노미의 급성장으로 5G+HD 비디오, 5G+원격진료, 

5G+스마트예방 등 전염병 예방 효율성 극대화 및 5G의 응용수요를 자극

한국은 5G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미래산업을 향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차지

○ 한국정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

을 발표하고,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

- 5G+전략산업(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통해 '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불 달성 및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목표를 제시

[그림 5-1] 한국의 ‘5G+전략산업육성’

     자료: 세계 최초 ‘대한민국 5G’, 세계 1등 향해 5G+ 전략 발표, 과기정통부 (2019.4.8.)

○ 특히 한국은 5G 서비스 글로벌화 지원 및 글로벌 5G 표준화 선도를 통해 

국제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중

K
O
ST

EC
   

  K
O
ST

EC
   

  K
O
ST

EC



2021. 5.  Vol. 5

28  

- (예시)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였던 5G의 85%가 국제표준에 이미 반영이 되

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 5G 표준화 시장선점에 유리한 기회 확보25)

- (예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5G 스몰셀26)(소형 기지국) SW기술 개

발로 5G 장비 국산화, 상용화 탄력전망27)

한·중 협력시사점

○ 일찍이 2013년부터 한·중양국은 5G를 포함한 정보통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해 “한·중 정보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정례적 개최('13.6.28)28)

- 회의에서 중국 IMT-2020(5G)추진단과 한국 5G포럼은 ‘한·중 5G 협력 양

해각서’에 서명하고 5G 이동통신 표준 및 신서비스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

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제4회 한·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발전협력포럼’(제주도)에서 양국은 5G,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협력가능성 및 협력강화에 공감대 형성('19.11.6)29)

○ 중국이 세계 최대의 5G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기에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30)

- 2025년에 이르러 중국의 모바일 사업자가 약 236조 원을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할 것이며 그중 90%를 5G에 투입할 전망

- 2025년 4G가 중국 내 총 연결수의 53%, 5G가 47%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연결 수가 15억 개를 상회할 전망

       ※ 2020년말기준 중국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12.2억명이 모바일서비스 사용 중, 중국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9.9명 초과, 2025년에는 2억명이 더 증가된 인구의 80% 이상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

○ 따라서 한국기업은 중국의 5G 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 선점을 노려야 하며, 이

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25)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KT "평창 및 패럴림픽 올림픽 성공적 운영...5G 본격 행보"(2018.3.22.)
26) 5G 스몰셀 기술은 음영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에서 전송 용량을 키워서 체감 통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초고주파 

대역 지원 기술로 28GHz 대역, 낮은 전력으로 고용량 데이터 전송
27) [IT비즈뉴스 김소현 기자] ETRI, 28GHz 밀리미터파 지원하는 5G 스몰셀SW 기술 개발(2020.10.28.)
28) 中国新闻网 | 中韩探讨5G发展与合作 签署5G合作谅解备忘录（2013.6.28）
29) 专家：中韩应加强5G等新技术领域合作 (2019.11.6.)
30) GSMA：2021中国移动经济发展报告(2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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