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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3월부터 5G 상용서비스 개시 예정
내년 3월부터 일본도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지 이동통신은 모바일 서비스에 의한 수요 증가

예정이다. 서비스 측면에서 다양한 혁신이 예상

및 다양화에 통신 인프라의 혁신이 대응하는 방

되나 과도한 기대는 곤란하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5G만의 혁신 서비스

있다.

가 출현하지 않는 한 현재의 모바일 소비자는 4G

5G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굳이 5G를 선택하지
않을 위험성도 있다. NTT도코모는 10월 13일 세

첫째, 일본 전체를 커버하려면 5G 네트워크 구

계 럭비월드컵에서 LG의 5G 사전(pre)서비스 단

축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

말기를 활용한 관전 체험행사를 한 바 있다. 그 결

신사업자 간의 협업이 절실하다. 3G와 4G와는 달

과 5G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높아졌으나, 화면의

리 산업용 사용이 많을 5G는 채산성 확보가 곤

떨림이나 광(光)회선의 사용 등 개선의 여지도 있

란한 인구 과소지역에도 설비투자를 하지 않으면

다. 5G의 특징은 고속대용량, 낮은 지연(무선에

안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NTT도코모는 협업 확

서 4G의 1/10)과 다접속 기능이다. 그러나 일본

대를 위해 작년 2월 ‘도코모 5G 오픈 파트너 프

에서는 내년 3월 우선 5G의 고속대용량 기능부터

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회원기업에 5G 기술정보

도입하고, 다른 기능 실현은 수년 후가 될 것으로

와 기술검증 환경을 제공하였고, 신규 사업개발

예상하고 있다.

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우선 일본으로서

셋째, 향후 요금체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는 향후 5G를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연결 가

가 과제이다. 현재 통신량 중심의 요금체계에서

능한 환경조성과 5G 대응단말기 보급 확대에 주

서비스 수준별 요금체계로 비즈니스 모델의 대폭

력할 예정이다.

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일본에서는 산업현장의 기계·장치의 원

다양한 서비스 혁신이 기대되나 해결해야 할 격조작, 자동화, 숙련기술자의 기능 계승을 통한
과제도 많아

생산성 향상, 자동차·물류 분야의 커넥티드 카의
진화를 통한 대열주행 실현, 오락·게임분야의 실

둘째, 5G 이용촉진과 보급을 위해서는 4G 시

시간 e-스포츠와 다접속 음악 라이브 등에 5G 활

대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킬러

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 개발이 선결과제이나, 현 상황에서는 아직

자료 : 「週刊エコノミスト」, 2019.11.5.

킬러 상품이 뚜렷하게 대두되지 않고 있다. 4G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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