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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5G 기술 및 진화방향

1G 4G 5G

NW

기술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IT

기술

Analog → Digital(CDMA),

Circuit → Packet

기술

Paradigm

2G 3G

통신사 Ecosystem 주도

(Motorola, Qualcomm, Nokia,

삼성, Ericsson 등과의 협력 체계)

고성능 HW 및

Proprietary SW 중심의 경쟁력

LTE(OFDMA),

All-IP 시대

OTT/Device업체 Ecosystem 주도

(Apple/Google/삼성 중심,

중국업체 도약)

Cloud, Open Source SW, 

Commodity HW 중심으로 이동

‘1000배 빠른’ 새로운 통신방식,

All-IT NW Infra로 진화

NW-IT Convergence에 의한

IT Player의 NW 시장 진입,

다양한 IoT 단말 보편화

Software Defined Everything,

Big Data, AI 등 Open Source

SW 중심의 지능형 IT 기술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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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보장되는 저지연 특성의 5G 망을 통하여 mission-critical 서비스 제공 가능

Smart

Factory

Smart

Farm

Smart

City

V2X

C-ITS

Streaming

Game

…

지연시간

Managed

3~10ms20~100ms

Best effort

4G

(w/ Cloud)
5G

(w/ MEC*)

On-site

Low Latency

5G

Massive IoT MEC Cloud

QoS

보안

Public

(*) MEC: Mobile Edge Computing

I. 5G 기술 및 진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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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할당

Jun. 2018 Dec. 2018

5G 전파송출

(hotspot only)

Apr. 2019 2H 2019

2019.4.3

5G 상용서비스 시작

5G 스마트폰 (3.5 ㎓ only)

+ 4만 이상의 기지국

5G Commercial Service with 

5G Smartphone (3.5 ㎓ + 28 ㎓ )

5G Roaming (NSA)

Y+3 

(Dec.2021)

Y+5 

(Dec.2023)

(5G License Condition)

- 인구기준 24% 이상 커버리지@3.5 ㎓

- 인구기준 20% 이상 커버리지@28 ㎓

- URLLC Support  

(5G License Condition)

- 인구기준 45% 이상 커버리지 @3.5 ㎓

2020

5G SA Migration

NW Slicing Support

2020

5G Roaming (SA)

2019.4.3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 개시하였으며, 19년 하반기 28㎓ 서비스 추가 예정

I. 5G 기술 및 진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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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5G V2X 서비스

초광대역, 초저지연, 대규모 접속지원 등의 5G 통신 특성은 미래자동차의 통신 요구사항에

적합한 인프라를 제공함

eMBB

(초광대역)

Connected Vehicle Connected

Autonomous Vehicle

인포테인먼트, 

미디어(VR, Telepresence)

차량 주행 환경 정보

차량 상태/센서 정보

딥러닝

mMTC

(다중연결)

URLLC

(초저지연,

고신뢰성)

다중차량 접속

N x N 통신

차량간 협력/군집주행

다중차량 접속

N x N 통신

자율주행의 원격 관제를

위한 고신뢰 통신 제공

5G와의 연계

안전운전 보조를 위한

도로/안전 정보의

신속한 제공

자율주행차를 위한 초저지연

및 고신뢰성 통신 서비스 제공

초광대역을 통한 차량 데이터

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제공

차량 밀집 환경에서의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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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같은 미래자동차의 주문형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자율주행 물류 등의 진화에는

5G기술이 적합

II. 5G V2X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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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2X support for Remote Driving

Information sharing for limited automated driving

Information sharing for full automated driving

Information sharing for limited automated platooning

Information sharing for full automated platooning

Video data sharing for assisted and improved automated Driving

Changing Driving-Mode

Cooperative lane change (CLC) of automated vehicles

자율주행

Communication between vehicles of different 3GPP RATs

Multi-PLMN environment

Use case on Multi-RAT

Use case out of 5G coverage

다중망 지원

Dynamic Ride Sharing

Tethering via Vehicle

Emergency Trajectory Alignment

Teleoperated Support (TeSo)

Intersection Safety Information Provisioning for Urban Driving

Proposal for secure software update for electronic control unit

서비스/보안

eV2X support for Vehicle Platooning

Information exchange within platoon

Automotive Sensor and State Map Sharing

Automated Cooperative Driving for Short distance Grouping

Collective Perception of Environment

Cooperative Collision Avoidance (CoCA) of connected automated 

vehicles

3D video composition for V2X scenario

협력주행/플래투닝

LTE NR

LTE+NR 
coverage

LTE only 
coverage

No coverage

과거 안전, 진단 위주의 차량통신에서 자율주행, 협력주행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적

용 모델 제안

II. 5G V2X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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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llion point per sec
140 bytes per point
50Mbps average
> 1.1Gbps (Max)

HD/Full HD resolution: >  1M pixel
30~60 frame/s
6~9 cameras  
> 48~144Mbps (compressed)
> 4.3~17.2Gbps (uncompressed)

In-Vehicle Network
CAN/CAN FD: 1~12Mbps 
Automotive Ethernet: 100M~1Gbps

Single Radar: 50kbps~6Mbps
Array Radar: > 100Mbps 

최근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스마트카의 다양한 센서 데이터 및 상태 공유를 위한 대역폭 요

구사항, 지연시간 요구사항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II. 5G V2X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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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LTE 망의 초고속/초저지연 통신은 자율주행차와 Big Data, AI, IoT, 보안 등

ICT 기술이 융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

5G/LTE V2X

HD-Map

Vehicle 플랫폼

ITS

보안

인공지능

관제
Infotain
ment

Analytics

IoT

인지 판단

제어

V2X

ADAS

센서

Mission
Critical 
서비스

V2X

Map

보안 HUD/
AR

• Low Latency, 

High Reliability

제공 인프라

• 실시간 처리/

대용량 전송

Cloud

LBS

HD Map

자율주행 S/W

V2X
Service

II. 5G V2X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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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ed
(조향, 가·감속 등에 운전
자가 도움을 받는 수준)

Partial Automation
(앞차와 간격 유지, 고속
도로 차선인식 가능, 운
전자가 주변상황 주시)

Conditional 
Automation

(고속도로 등 특정지역에
서의 자율주행 가능)

High Automation
(돌발 상황 時,
운전자 개입)

Full Automation
(모든 곳에서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

Level 5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출처: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SAE)]

‘현재(‘19)’ 2025년 ~2020년 ~

조향

가속/감속

V2X

Sensors

HD Map

Landmark 인식 및
경로 탐색

차로, 차선, 횡단보도, 
표지판, 터널, 고가 등

Landmark 변화 및
이동체 인식

보행자, 신호등, 
사고차량, 공사구간 등

인지Perception

상황 판단 및
주행 전략 결정

차선변경, 추월, 가/감속, 
좌/우 회전, 정차 등

주행 경로 갱신

목표 경로, 우회 주행 등

판단Decision 제어Control

차량 제어

목표 조향각/토크,
목표 가/감속 제어

입
력

출
력

자율주행 수준은 인지, 판단, 제어의 Process를 가지며, 현재 Level 3/4단계에서 진화 중

II. 5G V2X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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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Driving Center에 세계 최대 5G망을 구축하고, 실차량에 5G 단말을 탑재하여

초연결/대용량/초저지연 Connectivity 서비스(관제, 360 VR, 차량제어 등) 서비스

세계 최초 5G Connected CarIII. Connected Car 서비스 동향



11

5G Tele-operated Driving(중국)

상하이에서 초저지연의 5G 망을 이용하여 군집주행(플래투닝), 원격주행 제어 서비스 시연

(17~18년, 화웨이, China Mobile, 상하이자동차, 통지대학교, 상하이개발공사)

III. Connected Car 서비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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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Connected Car 시연(일본)

도쿄 오다이바에서 1Gbps 이상의 4k영상전송 서비스 및 실시간 정밀지도로

5G Connected Car 시연 (17.11월 인텔, 에릭슨, NTT도코모, 토요타, 덴소)

III. Connected Car 서비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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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상현실/증강현실 서비스

정밀지도, 3D 모델링, 차량통신을 포함한 가상현실/증강현실을 통해 주행 및

인포테인먼트에 필요한 정보 제공 (invisible to visible)

III. Connected Car 서비스 동향

비가시거리 위험 경고

정밀지도 및 동적객체 인식 차량간 협력주행

주차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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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K-City)

화성 K-City에 5G 시험 망 구축을 통한 5G V2X 및 자율주행 기술 연구 및 검증

(’18.11 월, 자동차안전연구원)

(*) K-City: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원 주관의 자율주행 평가 실증을 위한 시험도시

III. Connected Car 서비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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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로 카셰어링 서비스(’18.11월)

▪ 실증지역: 경기도 시흥시 배곧 신도시

▪ 참여사: SK텔레콤, 한국도로공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우모바일, 세스트 등

▪ 참여자: 일반인 100명 포함

▪ 자율주행차: SK텔레콤(G80), 서울대(아이오닉, K5, 니로), 연세대(레이)

<Call a AD car by app.> <AD car arrives > <Get in & AD> <Get off & Return >

▪ 서비스 시나리오

▪ 만족도 조사 ▪ Monitoring System

자율주행 카셰어링 서비스III. Connected Car 서비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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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V2X에 기반한 대중교통차량을 위한
ITS 서비스 (버스, 택시 1700 대)

• 상암 DMC 지역에 공공도로 5G 자율협
력주행 테스트베드구축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일반인 실증
진행

• T-map® Connected Car 서비스
급정지 경보, 신호 정보 서비스, 교차로 안전
서비스 등 반영

• 정밀지도 갱신단말을 통한 도로 위험요
소 인식 및 정밀지도 업데이트

DMC센터

IT 센터

공원주차장입구

S플렉스

디지털미디어
시티역

Scenario Candidates

▪ 보행자 경고
▪ 신호등 반영한

주행경로변경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상암

서울 C-ITS사업개요

5G V2X 기반한 모빌리티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서울시내 1,700대 규모의 대중교통 교통안전 서비스 구축 (~2020)

III. Connected Car 서비스 동향 서울 C-ITS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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