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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10명중 8~9명은 ‘잘 모르고, 봐서 이용할 것’ 

 

- 작년 동기 조사와 큰 차이 없어  

- KT는 평창동계올림픽 파트너로 5G 이미지 선점 

 

이동통신 3사는 내년 3월로 예정된 5G 상용화를 앞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대

부분은 5G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굳이 이용해야 할 이유도 못 찾고 있다.  

 

이동통신전문 리서치 컨슈머인사이트가 2005년 이래 연 2회씩 실시해 온 이동통신 기획조사의 제 

27차 조사(2018년 4월 실시)에서 5G 서비스를 아는지,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5G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안다는 답은 7명 중 1명(14%)에 불과했고, 나머지 86%는 잘 모르거나 처

음 들어 본다고 했다. 작년 동기간 조사에 비하면 안다는 답은 1년 사이에 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지난 1년간 통신 3사가 5G에 들인 투자에 비하면 좋은 성과라 볼 수 없다[그림1]. 

 

5G 이용의향도 높지 않다. 출시되면 적극 이용하겠다는 답은 18%에 그쳤으며, 1/2(49%)은 주변 평

가를 보고 이용하겠다고 했고, 1/3(33%)은 현재 LTE도 충분해 비용을 더 내면서까지 이용할 생각은 없

다고 했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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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이용의향 역시 낮을 수 밖에 없다. 10명중 8명 이상이 5G의 장점과 가치

를 모르고, 이용의향이 없다는 것은 사업을 시작할 소비자 환경이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5G 서비스를 가장 잘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동통신회사로는 SKT가 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KT(27%), LG U+(9%)의 순이었다. KT만이 작년 동기 조사에 비해 6%포인트 상승했고, 1위 SKT는 5%포

인트 감소했다[그림2]. 두 회사간 차이도 20%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이는 KT가 평창

동계올림픽 파트너의 하나로 5G를 적극 홍보한 효과로 보이며, KT가 후원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의 신기술과 속도에 대해 전처럼 열광하지 않는다. 5G를 ‘합리적 가격’에 출시

한다는 전제에도 뜨거운 반응은 없었다. 왜 5G가 아니면 안되고, 그것을 통해 어떤 효익을 얻을 수 있

는지 소비자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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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인사이트는 2005년 상반기 이후 12년간 연2회 대규모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위 결과는 ‘18년 상반기(27차) 이동통신 기획조사’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 

 

◈ 참고: 컨슈머인사이트 ‘이동통신 기획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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