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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스냅샷 

5G 커넥티비티를 통해 차량의 

가치 창출 및 보존을 위한 

규칙들이 재정립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5G 는 코로나-19 확산 

및 반도체 칩 부족 사태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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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5G 는 더 이상 자동차 분야에서 차기 작이 아닌,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커넥티드카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더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경험을 

의미하게 되었고,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도입과 같이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새로운 5G 기술 덕분에 도로 안전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 5G 의 향상된 데이터 속도를 통해 디지털 생활의 다른 부분과 보조를 

맞추는 자동차를 찾는 소비자들은 더욱 더 풍부한 운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차량 그 이상을 

원하며 5G 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5G 는 자동차 산업이 기계보다 이동성에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고객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경쟁업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백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5G 연결성은 차량 가치 창출 및 보존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으며, 

이 기회를 활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잠재적인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율 주행 및 전기화와 함께 5G 는 수십 년 동안 차량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기술 혁신이 될 것입니다. 이 백서에서 알 수 있듯이 5G 는 

OEM 마켓과 애프터 마켓 모두에서 자동차 산업 구조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작된 Avanci 5G Auto Licensing Program 를 통하여 

앞으로 자동차 및 통신 산업이 무선 분야에서 처음으로 함께 협력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와 특허 소유자가 이 독특한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사용자를 

위한 독립적인 시장으로서 모든 당사자에게 5G 기술을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공유하여 파트너가 소비자를 위한 5G 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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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Analytics 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이 백서가 5G 커넥티드카의 

진화와 자동차 제조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그 가치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5G 커넥티드 차량은 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더 빠른 다중 모드 운송 네트워크 및 스마트 도시 구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Kasim Alfalahi, Founder and CEO of Avanci 

www.avanci.com 

 

2. 요약 

Strategy Analytics는 5G 초창기부터 차량 산업 공급망 및 생태계 소속 

임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해당 인터뷰 대상으로는 

자동차 제조사, 이동통신 서비스, 반도체 업체, 서비스 공급 업체, Tier 1 

업체, 규제 기관, 표준화 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뷰 참가자들 과의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4G/LTE 기술에서 5G로의 

변화는 과거 2G에서 3G로, 또는 3G에서 LTE로의 무선 기술 전환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이 확실 해졌다.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사상 처음으로 

차량 개발에서 판매와 차량 소유를 비롯한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산업 

혁신을 맞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러한 여러 인터뷰들 로부터 수집된 정보 분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 제조사,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 기타 협력 

업체들은 공장 작업 현장, 안전성, 인포테인먼트, 자금 조달, 사업 성과 

등에 영향력이 있는 고객 관계를 재정립할 자사의 5G 활용 계획을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 인터뷰들 로부터 도출된 전체적인 정서와 통찰을 수집한 

내용을 제공한다. 여기서 우리는 속도와 용량의 확대, 그리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향상된 무선 기술에 의해 개편된 시장에 대한 

업계의 미래 구상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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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커넥티비티의 중요성 

커넥티드카를 향한 20여 년간의 혁신 후 자동차 및 텔레콤 업계는 

사상최초로 5G 무선 네트워크 표준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5G Automotive Association에서 시작된 이 활동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공동 연구에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 무선 기술은 자동차 산업의 경제 

원리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시키는 동시에 이를 전 세계 각국 정부의 

보다 폭넓은 디지털화 목표에 맞추어 나가고 있다. 

5G 커넥티비티를 기반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의 판매 후 가치 보존 

또는 향상을 위해 차량의 잔여 가치 계산 방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며, 

이는 신규 및 중고 차량의 대여 및 시가의 경제 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5G의 네트워크 접속 기능은 충돌 방지와 자율 및 반 

자율 주행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개발 및 시행 

활동을 직접 보조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5G 기술은 차량 주행의 안전 개선을 위한 특정 주행 방법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차량 생산 속도 향상을 목표로 공장의 

사설망에 적용되고 있다. 운수 기반 시설의 혁신, 차량 생산의 발전 실현, 

건설 환경과 차량 간의 상호 작용 방식 변화 등을 통해 5G는 OEM 시장과 

부품 시장 모두에 있어 자동차 산업 구조의 기본 요소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5G 기술에 투자 중인 세계 유명 18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있어 차량의 커넥티비티 혁신에 대한 5G의 전망은 밝다. 

Figure 1: 세계 OEM 차량 매출 

출처: Strategy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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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커넥티드카는 

출시 이후 판매량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며 매출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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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커넥티드카는 출시 이후 판매량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며 매출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올해 프리미엄 

차량을 대상으로 5G 기술을 시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5G 기술은 세계 

시장의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Figure 2: 5G 차량의 물량 및 매출 점유율 

출처: Strategy Analytics 

4. 5G 커넥티드카의 진화 

4.1 눈앞에 다가온 커넥티드카의 미래 

커넥티드카의 진화는 지금으로부터 25여 년 전 OnStar란 이름으로 시장에 

등장한 General Motors의 Project Beacon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의 사후 

반응형 커넥티비티 솔루션(긴급구조대의 사고 현장 호출 기능을 제공함)은 

그 후 훨씬 더 확대된 가치 제안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데이트 

수집용 도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제는 도난 차량의 추적 및 감지나 온보드 시스템의 고장 예측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에지 컴퓨터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5G 

커넥티비티에 융합된 미래형 커넥티드카는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의 

형태로 대량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 경험을 실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5G Share of Revenue 5G Share of Volume

5G 커넥티드카는 

출시 이후 판매량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며 매출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5G 커넥티드카는 

근시일 내에 클라우드 

자원와 기반 시설, 기타 

차량들과의 상호 작용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기능은 

안전성 향상, 배출 가스 

저감, 시간 및 연료 절약 

등을 목표로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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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커넥티드카는 충돌 방지, 이용 가능한 충전소의 위치 파악, 주행 경로의 

효율 및 잔여 연료 연비 계산, 운전자의 각성 수준 실시간 평가 등을 위한 

향상된 기능을 갖추는 한편, 임베디드 예측 모델들은 오프보드 자원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5G 커넥티드카는 근시일 내에 클라우드 자원과 

기반 시설, 기타 차량들과의 상호 작용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기능은 안전성 향상, 배출 가스 저감, 시간 및 연료 절약 등을 목표로 하게 

될 것이다. 

4.2 5G 커넥티비티의 핵심적 특징 

4G LTE에 비해 5G New Radio(5G NR)는 네트워크 접속 속도가 빠르며 

지연 시간이 훨씬 짧고 단위 면적당 훨씬 더 많은 수의 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다. 5G는 무선망에 업그레이드 정보를 전달하며, 최신 버전의 경우 

클라우드 네이티브 코어 네트워크에 업그레이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향상된 경험을, 통신 서비스 업체에는 보다 

유연하고 간소화된 보안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5G는 광범위한 용도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상이한 

스펙트럼 브랜드마다 그에 맞는 상이한 네트워크 특성을 제공한다. 

밀리미터파 스펙트럼(24 GHz 이상)의 경우 가용 대역폭이 큰 만큼 

단거리에 걸쳐 기가bps 울트라 브로드밴드 경험을 실현할 수 있다. 

중대역 스펙트럼(1-6 GHz, 특히 널리 사용되는 3.5 GHz ‘5G’ 대역)의 

경우 이미 여러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훨씬 더 장거리를 대상으로 

300~600 Mbps의 향상된 모바일 브로드밴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대역 스펙트럼(1 GHz 미만)의 경우 여러 시장에서 5G를 대상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저속의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 신호를 전달하는 한편 

여러 가지 사물인터넷에 적용 가능한 중요 커넥티비티 계층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데이터 처리 속도는 커넥티드카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 

커넥티드카는 수백만 행의 소프트웨어 코드와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센서들의 확산에 의해 정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코드와 데이터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다 속도가 빠른 

차량 탑재형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차량용 등급의 온보드 Ethernet 

네트워크가 개발되었다. 5G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교환, 처리는 차량 

외부의 데이터 교환 속도 및 양과 동등한 양과 속도로 이루어진다. 

높은 처리 속도와 

저지연은 5G 

커넥티비티의 

특징이다. 

이처럼 높은 데이터 

처리 속도는 

커넥티드카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 

커넥티드카는 수백만 

행의 소프트웨어 

코드와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센서들의 

확산에 의해 정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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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의 저지연 또한 커넥티드카의 혁신적인 부분이다. 새로운 5G 

네트워크는 저지연과 더불어 늘어난 용량으로 인해 “지각적” 네트워크로 

평가될 만한 네트워크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전망을 수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지능형 주행 솔루션 지원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마련하고 있다. 

저지연 응용 기술, 그 중에서도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는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 지능형 차량 주행 지원, 차량 품질 및 수명 관리,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의 품질과 가용성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5G의 기술 실현 요소들 중에서도 MEC는 핵심적이다. MEC는 

실사용자 근처의 네트워크 에지에 위치하는 클라우드 환경이며 서비스 

공급 업체의 네트워크 기반 시설과 연결된다. 

MEC은 특히 보행자, 차선 또는 도로 봉쇄, 또는 그 밖의 위험에 대해 

네트워크 에지의 센서들과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에 경고 

전송이 가능한 차량용 안전 용도에 유용성이 높다. MEC의 기능성은 

현재의 이동통신망이 이미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5G 이전에도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나 5G의 저지연성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향후 5G를 통해 운전자를 위한 커넥티비티 경험이 도입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MEC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3GPP LTE Release 14를 통한 PC5 인터페이스의 도입에 따라 

V2V(Vehicle-to-Vehicle) 통신뿐 아니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도로 

이용자들(작업자, 보행자 등)을 위한 V2P(Vehicle-to-Pedestrian) 및 V2I 

(Vehicle-to-Infrastructure) 응용 기술이 실현된 상태다. 이러한 기능들의 

전체 범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차량 및 기반 시설 모두에 있어 보다 

폭넓은 LTE Advanced 및 5G 기술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직접 전송 

방식의 도로 위험 경보, 동적 제한 속도 정보 업데이트, 교통 상황 경보, 

차량 경로 안내 등의 형태로 즉각적인 가치가 제공되는 상황들도 예상해 

볼 수 있다. 

5G는 또한 차량 중심적 형태의 QoS(Quality of Service)도 제공한다. 

앞으로 5G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차량들은 (실시간으로) 특정 시간대 및 

상황에서 네트워크 접속 기능이 가동될지의 여부와 그것이 커넥티비티에 

의존적인 안전 시스템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 가능한 

예측적 QoS가 장착될 것이다. 

5G 표준은 

차량중심적인 

형태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한다. 

MEC 는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 지능형 

차량 주행 지원 등의 

주요 서비스 항목들의 

품질과 가용성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_________________ 

5G 의 저지연성은 

이러한 기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5G 기술 시행에 

따라 즉시 가치가 

제공될 만한 예상 

상황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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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G 기능의 핵심 용도 유형 분류 

기술적으로 볼 때 5G NR은 세 가지 범용 분야의 용도를 지원하며, 그 

각각은 차량용 커넥티비티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하다. 

•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는 폭넓은 신호 범위에 걸쳐 

대역폭 집약적인 용도를 지원한다. 5G NR은 폭넓은 범위의 데이터 

집약적인 차량 용도에 적합한 고도의 모빌리티(500 km/h 이상)와 기가 

bps 속도의 지원이 가능하다. 초창기에 실시된 5G 네트워크 기술은 

eMBB의 ‘용량’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5G 무선을 4G 코어 

네트워크 중심의 기존 4G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추가하는 NSA(Non-

Standalone) 기술에 기반한 것이다. SA(Standalone) 5G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용도 유형의 개발을 위한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URLLC(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s)는 임무 수행에 

필수적이며 시간에 민감한 용도를 지원한다. 저지연 및 고도의 

신뢰도는 보다 빠른 클라우드 접속 및 정보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그 목표는 0.001초의 지연 및 99.9999%의 신뢰도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수술, 로봇 기술 및 공장 자동화, 자율 운수 및 원격 차량 

주행 등과 같이 전송 지연이나 패킷 드롭을 허용하지 않는 용도를 

실현할 수 있다. 

• mMTC(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는 상대적으로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로 소량의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할 필요가 있는 

다수의 기기를 대상으로 커넥티비티를 제공한다. 작업 수행 목표는 

1평방킬로미터당 기기 100만 대에 1~100 K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저전력 소모를 지원함으로써 배터리 수명 최대 10년까지 센서 및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이 가동되도록 하는 데 있다. 향후 mMTC는 

밀집된 센서 네트워크와 저가의 IoT 용도를 지원하며 스마트 도시 기술 

시행에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4.4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5G 개발 추세 

과거 이동통신 서비스 및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협력 시 서로를 경계하며 

무선 서비스 원가나 네트워크 접속의 신뢰도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5G 

기술 초창기 이래 자동차 업계는 운영 개선, 수익성 향상, 주행 안전성 강화, 

고객 유지 기간 연장 등을 위한 5G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각 제안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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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제안이긴 하나 그와 동시에 대중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도로 운영이 전망된다. 

Figure 3: 차량 관련 업계 5G 가치 유형 

출처: Strategy Analytics 

5G 커넥티비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UNECE(유럽경제위원회)의 

움직임이 촉진되었으며 Euro-NCAP(Europ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내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UNECE의 WP.29 

규정에 따르면 5G 기술에 의해 개발 및 개선되는 사이버보안 조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한편 Euro-NCAP은 차량의 네트워크 

연결에 의존하게 될 지능형 속도 제한(Intelligent Speed Assistance)과 

같은 안전 중심의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성장 요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저지연, 처리 기능 강화, 용량 증대 

등 5G 커넥티비티의 핵심적 이익에 대한 차량 제조사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5G에 상호 연관된 최대의 가치 

제안이라면 차량 가치의 보존 및 향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5G 

커넥티드카에는 가장 정밀한 여러 센서와 진단 시스템, 강화된 정보 처리 

및 저장 기능, 더욱 빠른 온보드 네트워크 등이 장착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 

진보에 따라 차량의 “지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내장된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접속 기능을 통해 최신 온보드 시스템 기능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능은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유사한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된 수천 대의 차량으로부터 수집되고 종합된 정보 분석 결과에 의해 

실시되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5G 커넥티드카 판매 후 가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토대가 되고 있다. 

5G 에 연관된 

최대의 가치 제안은 

차량 가치의 보존 및 

향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Stakeholder
Annual 

Value

Lifetime 

Value
Value Type

Car Maker  $500 / car $7,500  Warranty cost avoidance            

Consumer $400 / car $6,000  Lease, loan, and insurance savings

Dealer $300 / car $5,000  Higher sale price, higher residu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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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TA 무선 업데이트 

출처: T-Systems 

5G 커넥티드카는 차량 자신의 가치 보존 효율을 높일 것이며(또한 판매 

후 부가 가치를 통해 향상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네트워크 접속 기능이 

없는 차량들에 비해 재판매 및 대여에 있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잔여 가치 보존에 따라 내장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더 많은 센서와 보다 강력한 프로세서, 보다 빠른 온보드 네트워크의 소유 

비용 증가분은 상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차량 구매 이후 오랜 기간 고객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5G 커넥티드카를 통해 차량의 정비, 

수리, 교체 등의 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는 앞서 말한 가치 제안들과 더불어 차량 제조사와 관련 대리점들의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성과에 기여하는 한편 운전자의 지속적인 

안전성 강화 및 주행 경험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모든 응용 기술의 저변에서는 차량과 클라우드 자원 간에 적시에 

최적화된 데이터 수집 및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차량 제조사와 서비스 공급 업체들은 주행 안전성 향상 및 고객 유지 

기간 확장을 위해 데이터를 추가하게 될 것이다. 

4.5 최근 규정에 차량 커넥티비티 요구돼 

UNECE(유럽경제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WP.29 가이드라인에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신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5G 가치 제안은 차량 

제조사와 관련 

대리점들의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성과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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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정은 현재 시행 중인 유럽위원회의 eCall 의무 규정에 의해 이미 

확립된 차량 커넥티비티의 기본적인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유럽연합의 사이버보안 신규 규정들은 2022년 7월부터 모든 신형 차량 

유형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며, 또한 2024년 7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신형 

차량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선 커넥티비티 기능은 

긴급 상황 대응 뿐만 아니라 온보드 소프트웨어 관리와 차량 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의 보존을 위해서도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커넥티비티는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Euro-NCAP의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로드맵 요소의 이행 요건이 될 것이며, Euro-NCAP 또한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속도 제한 변경 사항에 대한 실시간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향후 커넥티비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안전 관련 응용 

기술들이 규정 요건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한 규정들은 차량 안전 

시스템에 기본 사항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이는 실시간 상황별 조언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 커넥티비티에 있어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선 커넥티비티는 있으면 편리한 사후 관리 도구에서 도로 주행에 

함께하는 사전 주도적인 기본 요소로 진화한 상태다. 이는 바로 5G의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6 5G 기능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통해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인식 체계 생겨나 

오늘날 대부분의 5G 네트워크는 NSA(Non-Standalone Architecture) 

방식이다. SA(Standalone Architecture) 5G 네트워크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5G 코어 네트워크의 시행이 필요하며, 그 후 이에 따라 모든 제어 기능이 

제공될 수 있으며 5G는 4G 코어 및 무선 가용성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운영 가능하다. 5G SA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대폭 간소화 

• 지연 시간의 대폭 감소 

• 오늘날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훨씬 더 빠른’ 브로드밴드 

경험이라는 기본 요건 이외의 다양한 여러 첨단 5G 기능 

. 

5G 는 온보드 

소프트웨어 관리와 

차량 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의 

보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커넥티비티는 있으면 

편리한 사후 관리 

도구에서 도로 

주행에 함께하는 

사전 주도적인 기본 

요소로 진화한 

상태다. 이는 바로 

5G 의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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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5G 코어 네트워크의 진화는 2021년 이미 소규모로 실시되고 

있으나 그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한 추가적인 차량 커넥티비티 혁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일반 물리적 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가상화된 독립형 논리 

네트워크를 실현하며 하나의 네트워크가 여러 상이한 용도의 목표한 요구 

사항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5G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동적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광범위한 서비스 요건 

비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 민첩성,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할 것이며,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이를 통해 ‘다용도 기능’을 넘어 특정 

가치 제안에 적절한 규모로 구성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고도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용량, 수용 능력, 

지연 등의 네트워크 성능과 기능을 각각의 슬라이스에 사용한 후 이들을 

서로 격리시킬 수 있다. 그런 후 슬라이스는 상이한 용도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어느 한 슬라이스에서 (예: 트래픽의 급증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다른 슬라이스의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슬라이스 격리를 통해 SLA(Service Level Agreement)는 각 

슬라이스 내부의 성능 매개 변수들에 부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선의 

노력에 기반한 오늘날 모바일 서비스의 수준을 초월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 업체의 시각에서 볼 때 차량에 대한 서비스는 여러 

슬라이스에 배치되며,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커넥티드카 관련 서비스는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또는 원격 진단 및 관리와는 다른 별도의 

슬라이스에 배치될 것이다. 각각의 기기 및 단말기는 여러 슬라이스의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슬라이스들은 기기가 아닌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요건에 따라 활성화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도매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되며, 

따라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특정 차량 전문 

기술을 통해 자사 각 고객의 전용 슬라이스에 대한 도매 ‘소유권’을 갖게 

된다. 

5. 커넥티드카에 대한 5G의 가치 

5.1 새로운 응용 기술 

5G의 도입에 따라 유연한 커넥티비티가 실현될 것이며, 우리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커넥티드카 안에서도 지속적인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5G 기능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차량 관련 등 여러 

상이한 용도의 목표한 

요구 사항을 

효율적이며 이행할 수 

있도록 5G 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도매 사업 방식에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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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들은 커넥티드카로의 확장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며, 

또한 스마트폰은 차량과 상호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매우 다양한 

새로운 차량 전용 응용 기술들이5G 기술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첫 번째 

응용 기술의 물결은 안전성을 중심으로 하며 충돌 방지와 더불어 

교통신호등을 포함한 기반 시설과의 일부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5G를 통한 MEC 기능성이 도입될 경우 도로 주행 및 안전 보조와 

연관된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응용 기술 계층이 추가될 것이다 (a) 도로 위험 

요소에 대한 실시간 상황 인식과 이에 대한 감지 및 상호 교신을 위한 

고해상도 지도, (b) 추월 대상인 전방 차량을 “투과하여 보여 주는” 동영상 

화면 접속 기능, (c) 차선 변경 협력(추월을 계획한 차량 간 통신), (d) 차도 

근처 또는 차도 안쪽의 긴급 구조 및 도로변 작업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위험에 노출된 도로 이용자 파악 기능. 

5.2 마침내 해결된 서비스 품질 문제 

5G 지능형 네트워크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면 예측적 

서비스 품질(QoS)일 것이다.  오래 전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이 불만을 

토로해 온 문제가 마침내 5G 네트워크 자체의 기능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간단히 말해 예측적 QoS는 5G 표준의 하나로 그 목적은 

사전에 여러 네트워크의 성능 수준들을 예측하는 데 있다. 네트워크와 

해당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기기들에 추가되도록 설계된 이 프로세스는 

지연 시간(ms), 신뢰도(%), 패킷 전송률(%), 데이터 전송 속도(Mbps), UP 

연결(활성/비활성) 등의 네트워크 요소들로 구성되며 각 특정 성능 

한계치에 따라 다양한 응용 기술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상이한 커넥티비티 요건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5G 커넥티드카의 경우 하루 중 특정 시간대나 날씨, 교통량, 지형 

등에 관해 예측되는 네트워크 제약들에 대처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전형적인 예로는 원격 조종 차량 

주행, 고밀도 군집 운행,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고 메시지, 차선이 합쳐지는 

위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콘텐츠 스트리밍 등이 있다. 

예측적 QoS는 변화하는 네트워크 연결 품질 수준을 예측하고 이에 

적응하는 능력을 통해 5G의 주행 경험을 GM의 OnStar과 같은 초기의 

사후 대응적 솔루션과 차별화하기 위한 기능의 한 예일뿐이다. 5G 

커넥티드카의 경우 단순한 반응보다는 예측적 유지 보수 및 정비 일정 

관리와 같은 LTE 지원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사전 주도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자체에 운전자 보조 및 차량의 안전 

5G 네트워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오래 

전부터 불만을 

토로해 온 문제의 

해결책이 될 예측적 

QoS 일 것이다 

5G 시대에는 

텔레매틱스 3.0 

기술 제품들이 

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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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향상을 위한 지능을 제공하는 Telematics 3.0 경험으로 기술될 수 

있다. 

5.3 제품 수명 주기 관리의 철저한 시각화 

새로운 5G 커넥티드카 시대의 특징은 제품의 수명 주기 관리가 철저히 

시각화 된다는 점이다. 차량에 내장된 무선 네트워크 연결 장치는 차량 

소유자, 제조사, 대리점에 차량의 현 상태 및 성능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충돌 방지와 더불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무결성 

보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자동차 제조 업체와 

소비자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신규 차량 대리점에게는 매출 

기회가 될 수 있다. 

Figure 5: 다방면의 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5G 기술 

출처: Strategy Analytics 

텔레매틱스 3.0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를 위해 성능과 원가 

절감은 최대화하는 한편 시스템 가동 정지 및 네트워크 연결 중단 시간은 

최소화하도록 자사의 차량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은 

고객 유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며 또한 차량의 가치 향상을 위한 

토대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이다. 차량은 다른 차량 또는 기반 시설이나 

클라우드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독특한 혁신적 주행 경험을 창출하며 위험 

요소 예방, 연비 향상, 배출 가스 저감, 교통 혼잡 완화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오래 전부터 기대되어 온 커넥티비티의 혁신적 변화이다.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Residual Values Insurance Savings

Warranty Cost Savings OEM profitability

5G 기반의 기능 및 

서비스 제안들은 

자동차 제조 

업체들에게 있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중요한 가치 

제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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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다 강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인포테인먼트 경험과 주행 자동화 기능 

5G 커넥티드카의 진화 중 최종 단계는 보다 강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인포테인먼트 경험과 주행 자동화 기능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다음 

단계를 예상하는 고급 차량 제조 업체들은 이미 증강현실 요소가 포함된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교한 차량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운전자의 시선 정면에 가장 

시각적이며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서 주행 정보 및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차량 주행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차량 내 인공지능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요구 사항을 예상하며 5G 전용 자원에 의해 강화된 

풍부한 주차, 날씨, 장애물 등 차량 이동에 관한 필수 데이터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5G 커넥티드카는 자동화 및 반자동화 주행 기능들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각 모바일 기기와 스마트홈 서비스의 

연결을 통합할 것이다. 제스처 인식을 포함한 강화된 자연 언어 디지털 

어시스턴트는 운전자 및 탑승자를 오프보드 자원들과 연결시켜 줄 것이다. 

또한 충돌 사고 시 차량에 관한 모든 중요 데이터와 탑승자의 건강 상태는 

긴급구조대에게 송신될 것이다. 

한편 자율차는 5G 커넥티비티를 활용하여 위치 정보 정확도 향상, 도로 

위험 요소 파악, 교통 신호등 예측 등의 기능을 개선하며 다른 차량이나 

위험에 노출된 도로 이용자들의 이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또한 5G 연결 기능은 긴급 상황 시 원격 조종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의 

제어 장치와 접속될 것이다. 

6. 맺음말 

5G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공장의 작업 현장에서 고속도로에 이르는 

자동차 산업은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5G 기술이 향후 5년간 양산 차량에 

추가될 경우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운전자와 탑승자는 상황 인식 기능이 강화된 

흥미로운 운전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5G 커넥티드카는 

각 요구 사항을 

예측하여 주차, 

날씨, 장애물, 

교통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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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롭고 향상된 가치 제안에 따라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던 통신과 

자동차 업계 간의 협업과 더불어 반도체 회사, 표준화 기구, 규제 기관 등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방대한 생태계와 공급망은 아직 개발 

초창기이긴 하나 차량 주행 자동화 환경 조성이 가능한 지능형 무선망에 

대한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 중이다. 5G 커넥티드카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빠른 다양한 운송망과 스마트 도시의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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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Kendall, 연락처 pkendall@strategyanalytics.com, 또는 전화 번호: 

+44 1908 423 620 

Andreas Koehler, 연락처 akoehler@strategyanalytics.com,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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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help from Strategy Analytics 

Working with Strategy Analytics gives you the 

knowledge you need to succeed. 

  

  Understand your customer 

Business opportunities abound. But which 

ones are right for you and your customers? 

Which will give you the advantage? 

  Optimize your user experience 

Optimize your product to give your users 

the best experience and you the market 

advantage. 

  

  Analyze the market 

Understand the size of the opportunity 

and where your product fits using our 

unrivalled knowledge and world class data 

analysis techniques. 

  Explore your future 

Working with us will focus you. With our 

insight and forecasting expertise you’ll 

make confident strategic decisions that 

drive success. 

Please contact us at custom@strategyanalytics.com with any questions and for further details and 

solutions on how we can work with you on creating a custom solution to address your specific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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