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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_ 이동통신
I. 개념 및 특성

01

개념

·차세대 이동통신은 고속·고품질의 이동통신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지 및 이동 중인 고객
에게 멀티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 및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기술

■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은 다양한 이동통신 기술과 기술간·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해 산업
범위가 점차 확대
●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은 ①이동통신 기반 다양한 응용 서비스 및 융복합 서비스 산업, ②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산업, ③차세대 융·복합 단말·부품 산업 ④차세대 무선계측 및 인증·시험 산업,
⑤타산업 영역과 융합된 신산업 등을 포함
- 차세대 이동통신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타산업과의 컨버전스를 위한 핵심 기술 및 융·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이동통신 요소 기술군으로 구성
- 첨단 이동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창출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 사회 구조 전환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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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이동통신 개념 ▼

환경
건설
융/복합단말 및
부품산업

에너지

교육

이동통신 계촉 및
인증시험 산업

차세대
이동통신

이동통신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산업

국방
응용서비스 및
융/복합 서비스 산업

타산업 연계
융합신산업

조선
물류

의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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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성

■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타 산업 분야로의 부가가치 및 파급효과가 큰 국가 주력기간산업
으로 성장
● 무선통신 산업은 국내 총수출의 10.4%, IT수출의 24.6%를 담당 (’
09년 기준)하는 등,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국가 중추산업
▼ 국내 무선통신 산업의 위상 ▼

(단위 : ’
09년말 기준)

구 분

조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액정 디스플레이

수출금액(억$)
(수출비중 %)

450.5(15.2)

310.4(10.4)

308.9(10.4)

273.5(9.2)

254.2(8.6)

234.5(7.9)

※ 자료 : 지식경제부, 2009.12

● 우리나라는 고가휴대폰 판매에 주력하여 휴대폰 세계시장에서 30.2% (’
09년)의 점유율을 기록
함으로써 세계 2위 달성
▼ 휴대폰 시장 점유율 ▼
구 분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모토로라 RIM
에릭슨

판매량 : 백만대
432(37.7) 227(19.9) 118(10.3) 57(5.0)
(점유율 : %)

55(4.8)

34(3.0)

(단위 : ’
09년말 기준)

화웨이

애플

기타

합계

30(2.6)

25(2.2) 166(14.5) 1,144(100)

※ 자료 : SA, Vendor share Global Handset Market by Technology Q4 2009, 2010.2

■ 현재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는 3세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WiBro(Mobile WiMAX)
서비스 등 데이터 서비스가 이동통신 시장의 주류로 정착됨에 따라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1세대 : 음성 전용, 2세대 : 음성 및 단문 메시지 위주, 3세대 : 음성통화, 데이터 및 영상통화 서비스 제공,
4세대 : 3G 대비 10배 이상의 전송속도로. IP 기반의 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의 통합 서비스 제공
* B4G는 초광대역(100MHz 이상), 초고속(수 Giga-bps급)의 다중망 환경하에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이동통신 기술로 저전력, 이종다중망, 자율접속, 네트워크 가상화, M2M 등의 핵심 키워드로 대변
될 것으로 예측

● CDMA의 후속기술인 EV-DO는 주로 북미·극동아시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GSM의
후속기술인 WCDMA는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로밍이 가능
* WiBro는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는 세계 시장동향과 이동 중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내기술로 세계 최초로 개발, ’
07.10월 ITU-R에서 IMT-2000의 6번째 표준으로 채택

446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향후 융·복합화의 기반이 되는 기본 인프라로서 유선 光통신급 전송용량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무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4세대 이동통신(IMT-Advanced)으로 재편 예상
*’
11년 초 표준이 완성되고 ’
13년 이후에 상용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보기술로 WiBro진화 기술군
(WMAN-Advanced)과 WCDMA 진화 기술군(LTE-Advanced)이 유력

▼ 이동통신 기술 발전 전망 ▼
2006

Mobility

High
250km/h

Medium

3G
GSM/
WCDMA
GPRS/
CDMA 1X
EDGE
CDMAIS-95A/B

2008

2012

3.5G
HSDPA HSUPA
EV-DO EV-DO Rev.A

2015

3.9G

4G

B4G

LTE, HSPA+
UMB

M. WiMax Rel.2
LTE-Adv.

802.16e
1Gbps급

M-WIMAX

WLAN
TeraHerz

802.16d

WLAN

Low

802.11n
2Mbps급
IEEE802.11b

~384kbps

WLAN

mmWAVE
802.15.

802.11a/g
~14.4Mbps

mmWAVE
802.11ad

~100Mbps

~300Mbps

~1Gbps

~5Gbps

Peak Data Rate

이동통신

■ 사용자 요구사항과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산업
구조의 변화와 타 산업(자동차, 조선, 국방, 건설, 환경, 에너지, 교육, 의료 등)과의 융·
복합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
● 초고속 성장을 해오던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내수시장의 성숙, 해외 메이저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급속한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
● 미래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 기본 인프라로 활용될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간 치열한 기술표준 및 시장 경쟁 가속화
● 향후 이동통신 산업은 이동전화 가입자 포화 등으로 독자 산업으로써 발전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 이동통신 기술개발 및 기술·산업간 융합
기술 개발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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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Life 구현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 국가 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주력 기간산업으로 역할수행 기대
● 통신·방송 및 모바일 휴대 환경에서 고품질의 이동 실감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성, 소비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 서비스 구축을 통해 개방·공유·협력·참여의 사회적·문화적 새로운 트렌드의
중추적인 역할수행
●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인프라 제공을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의료,
교육 및 문화생활 등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 균형적 발전 도모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의해 공공, 교육, 의료, 생활 등에 혁신
적인 차세대 이동단말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중분류 (1단계)

소분류 (2단계)

관련 요소기술 (3단계)
다중 미디어 서비스 융합 플랫폼 기술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위치 및 상황인지 서비스 플랫폼 기술
분산형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기술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위치등록 및 관리 기술
이동성 지원
플랫폼 기술

이동통신 보안/인증 기술
이동통신 엔지니어링 플랫폼 기술
3GPPx 기반 이동통신 기술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IEEE802.16 기반 이동통신 기술
Beyond IMT-Advanced 이동통신 기술

이동통신
액세스 시스템

근거리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차세대 WLAN 무선통신 기술
차세대 WPAN 무선통신 기술
국방 이동통신 기술

이동통신 응용
시스템 기술

광대역 무선 백홀 기술
공공안전 및 기타 무선통신기술
단말 플랫폼 기술

융복합 단말기술

서비스 융복합 단말 기술
CR/SDR 플랫폼 기술

이동통신 단말 및
부품, 시험인증

융합 광대역 모뎀 및 AP 부품 기술
융복합 부품기술

광대역 RF 및 안테나 기술
개방형 사용자인터페이스 융합 부품 기술

이동통신 인증
시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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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전망

01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가. 이동통신 트렌드
■ 풀브라우징, 무선데이터 정액제 도입,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 급증 및
Moible WiMAX, LTE 등 모바일 브로드밴드서비스 제공 본격화 ⇒ mVoIP, Mobile
IPTV 활성화 기반 마련
● 기존 3G 이동통신 망에서 일부사업자에 의해 제공되었던 mVoIP 서비스가 모바일 브로드밴드
망에서는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며, Mobile IPTV 서비스 도입으로 방송시청 공간의
일대 확장 가능

▼ 50배 증가한 AT&T 모바일데이터 ▼

2,500,000

(기간 : ’
062Q~’
09 2Q)

2,000,000
4000

se
rea
c
In

iPhone Launched
2000

×
27+

1,500,000
TB/Month

3000

131% CAGR 2008-2013

Data
P2P
Video
Audio

%
32
4,9 iPhone 3G

1000

1,000,000

2,500,000

0
CO2:06

CO4:06

CO2:07

※ 자료 : Morgan Stanley

CO4:07

CO2:08

CO4:08

CO2:09

2008

2009

2010

2011

2012

이동통신

Mobile Data Traffic on AT&T’
s Network
(Normalized, CO2:06=100)

5000

▼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

2013

※ 자료 : CISCO, 2009

● 수 Giga-bps급 전송속도 지원하는 초고속 근거리통신 기술과 광역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셀룰러
이동통신 기술의 결합을 통한 융합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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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CPU를 사용하여 기존 PC를 소형화·경량화한 넷북, 스마트북 같은 PC(성능)와
기존 소형 휴대기기에 이동통신 기능(무선접속성)을 갖춘 새로운 모바일 기기가 속속 등장

<넥서스원>

<Kindle DX>

<iPad>

● 애플의 성공에 이어 PC 제조업체들이 속속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노키아도 넷북을 출시(’
09.8)
하는 등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에이서, 아수스, HP, 도시바, 레노보, 델 등의 PC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 출시

■ 스마트폰의 급격한 성장과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오픈마켓 활성화로 산업의 주도권이
제조사와 콘텐츠 공급자로 변화 계기 마련
● 특히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 사업 환경이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직거래하는
오픈마켓으로 변화

▼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비교 ▼
Windows
Blackberry
Application
Marketplace
App World
Store
for Mobile

구 분

App Store

Android
Market

Ovi Store

플랫폼사업자

Apple

Google

Nokia

RIM

Microsoft

삼성전자

런칭시기

’
08.7

’
08.10

’
09.5

’
09.4

’
09.10

’
09.9(해외)

플랫폼(OS)

iPhone OS X

Android

Symbian

Blackberry OS

Windows
Mobile

Windows
Mobile,
Symbian

콘텐츠 수익배분
(개발자 : 플랫폼
사업자)

7:3

7:3*

7:3

8:2

7:3

7:3

※ 주) Android는 플랫폼사업자(Google)에 할당되는 콘텐츠 수익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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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고속·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고성능 부품과 제품 차별화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의 중요성 증대
● DMB 탑재 휴대폰, Mobile WiMAX/HSDPA 듀얼 데이터모뎀 등이 출시, mVoIP 제공가능
이동전화, Mobile IPTV 탑재 등 컨버전스가 이동전화 단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입
● 터치스크린 이후에 3D UI가 차기 핵심기술로 부상하며 하이앤드 단말부터 탑재되고 있음

■ 공사과정에서 탄소배출 및 통신매체, 관로 등 자원소모가 필요한 유선통신 네트워크를
저전력·친환경 기지국 설치 후 무선으로 중·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술이 대체
● 이동 중 정보 및 설비 모니터링, 양방향 고속전송 등의 특성으로 실시간 자동 전력 관리시스템
구현에 유리한 무선통신기술이 스마트그리드에 적용 확산

■ 스마트폰 시장 개화와 함께 모바일 오피스 구축이 확산되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구축,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제2의 IT 혁명’
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
● 모바일 오피스는 유선상의 시스템을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하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해당 산업 및
직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위치정보, 증강현실, RFID, USIM 인증 등 최적의 무선통신 기술과 접목
시키는 개념
● 금융, 조선, 철도 등 기업별 업무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고 이를 지속적
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면서 운영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노리는 기업들의 모바일
오피스 구축이 증가
이동통신

■ 상용 셀룰러 기술의 성숙 및 서비스 시장의 포화에 따라 M2M, 공공망 및 특수임무 수행,
uHome 고용량 무선통신, 스마트그리드 등의 응용분야로 무선통신 기술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전망
●’
10년까지 사물통신 기반구축 및 사물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고 사물통신
요금제도 및 전용 주파수 확보 등이 이루어진 후, ’
12년까지 사물통신공공망을 구축·운영될 전망
● 공공재난무선통신망, 군용 전술이동통신망, 디지털 홈네트워크 등에서의 첨단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작업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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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4세대 이동통신은 타 산업과 융합시켜 새로운 산업을 유발하는 촉매제로써 모바일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모바일 산업 자체의 全세계 시장규모는 ’
09년 현재 1조2,022억 달러로 추산되며, ’
13년에

1조4,80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시장규모는 ’
09년 257억달러에서 ’
12년 273억달러로 증가 예상

- 특히, ’
13년에도 무선통신 서비스가 68.7%(1조165억달러)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바일
기기의 증가가 두드러짐
무선통신서비스

모바일기기

모바일
시스템

모바일 모바일
콘텐츠 SW

76.3%

14.8%

4.3%

3.1% 1.4%

’
09년

68.7%

’
13년

21.3%

3.4%

4.7%

1.9%

나. 이동통신 서비스
■ 디지털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및 IPTV
●’
3G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유무선 통합서비스, 스마트폰 확산 등 데이터 통신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고속·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4G 이동통신 표준기술도 경쟁이 심화
* 세계 3G 가입자 비중 : (’
09)14.8% → (’
10)19.3% → (’
12)27.5% → (’
15)35.9%
* 세계 데이터 이동통신 비중 : (’
09)21.6% → (’
10)22.7% → (’
12)24.7% → (’
15)26.8%

▼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중 3G 비중 ▼
이동통신가입자

3G가입자

60억명
50억명

▼ 세계 이동통신 매출액 중 데이터 비중 ▼
이동통신서비스규모

58.8억명

10000억불

44억명

40억명

데이터비중

12000억불

10,461억불
8.736억불

8000억불

30억명

6000억불

3G비중
2.9배 증가

데이터비중
1.4배 증가

4000억불

20억명

49.2%
2000억불

10억명

23.2%

16.8%
0억명

2009년

33.5%

0억불
2015년

2009년

2015년

※ 자료 : Gartner,
“Mobile Devices, Worldwide, ’
03~’
13,”’
09.12, ’
14~’
15년은 ETRI 추정

● 4G 이동통신은 삼성, Intel이 주도하는‘IEEE 802.16m’
과 Nokia, Ericsson 등이 주도하는
‘LTE Advanced’
가 경쟁, 향후 복수표준 채택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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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Mobile WiMAX 산업 역시 급속 성장 전망
▼ 세계 Mobile WiMAX 서비스 전망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만명, 백만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가입자 수

57

253

670

1,372

2,300

3,548

4,884

5,861

68.8%

매출액

245.4

1,030

2,731

5,822

10,291

15,648

20,574

24,689

62.2%

※ 자료 : 가입자수 : OVUM, Mobile Technology Split Forecast Pack ’
09~’
14, ’
10.3, ’
15년은 ETRI 추정
매출액 : ABI Research, WiMAX Market Analysis and Forecasts, ’
09.1Q, ’
15년은 ETRI 추정

● 벨소리, 정보수집, 비디오/TV, 게임 등이 다양한 이동통신 콘텐츠가 제작·보급
▼ 이동통신 주요 콘텐츠별 시장 규모 ▼
구 분

(단위 : 만명, 백만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모바일 음악

3,218

4,051

5,009

5,786

6,570

7,144

7,501

7,726

11.4%

모바일 게임

8,746

10,288

11,733

12,826

13,843

14,335

14,622

14,768

6.2%

모바일 비디오/TV

7,894

10,617

13,209

15,186

17,392

18,945

20,082

20,885

11.9%

정보수집

16,354

18,884 20,833 22,783 24,602

모바일 상거래

2,942

벨소리

25,185

25,689

25,946

5.4%

6,883

8,332

9,980

11,577

13,082

21.0%

28,106 30,669

33,311

34,622

35,314

35,668

5.5%

4,171

23,309 25,902

5,535

※ 자료 : Yankee Group, Global Mobile Forecast, 2009.12, ’
14~’
15년은 ETRI 추정

■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도 WCDMA, 데이터 서비스 수요로 이행
* 한국 WCDMA 가입자 비중 : (’
10)64.2% → (’
11)73.7% → (’
13)82.2% → (’
15)89.0%
* 한국 데이터 이동통신 비중 : (’
10)24.5% → (’
11)26.6% → (’
13)32.1% → (’
15)36.5%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가입자 수
이동
통신

WCDMA
음성
매출액 데이터

4,873

5,096

(단위 : 만명,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5,265

5,423

5,558

5,664

5,720

2.7%

1,651

2,516

3,272

3,878

4,232

4,576

4,881

5,091

12.5%

14,931

14,715

14,351

14,222

13,999

13,651

13,025

12,999

-2.0%

3,721

4,285

4,661

5,141

5,776

6,463

7,119

7,461

9.7%

18,653

19,000

19,011

19,364

19,774

20,114

20,145

20,460

1.2%

가입자 수

17.2

30.6

54.6

84.6

120.6

162.6

216.6

238.3

47.2%

매출액

28.6

92

174

247

239

239

240

240

35.5%

소계
WiBro

4,592

이동통신

▼ 이동통신·WiBro 내수시장 현황 및 전망 ▼

※ 자료 : OVUM, Mobile Regional and Country Forecast ’
09~’
14, ’
10.3, ’
15년 및 WiBro 매출액은 ETRI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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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다. 이동통신 단말 및 시스템
■ 시장규모면에서 경기침체 우려와 선진시장 포화 등으로 잠시 위축되고 있으나, 신흥시장
의 3G 전환으로 고기능폰·스마트폰의 수요 증가 등으로 ’
10년부터는 성장세 회복 전망
● Apple iPhone 열풍을 계기로 스마트폰이 급격히 대중화되어, 전체 휴대폰 시장의 10%를 차지
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 성장 중
-’
15년 스마트폰 예상 판매량이 8.8억대로 전체 휴대폰 시장의 48% 점유
* 세계 휴대폰 시장 규모 (억대) : (’
09)12.1 → (’
10)13.2 → (’
12)15.3 → (’
15)18.3
* 스마트폰 판매량 (억대) : (’
09)1.7 → (’
10)2.5 → (’
12)4.9 → (’
15)8.8

▼ 휴대폰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휴대폰판매규모
20억대

▼ 단말 유형별 판매량 전망 ▼

성장률

Basic Phone

18.3억대

8.9%

10%

Enhanced Phone

Smart Phone

20억대

18.3억대

15.3억대
15억대
12.1억대

13.2억대

7.1%

5.5%
5%

10억대

0억대

10억대

1.7억대

2.5억대

4.9억대

8.8억대

6.5억대

6.5억대

6.1억대

5.5억대

3.9억대

4.2억대

5억대

-0.7%

2009년

13.2억대
12.1억대

0%
5억대

15.3억대

15억대

2010년

2012년

2015년

5%

0억대

2009년

2010년

4.3억대

4억대

2012년

2015년

※ 자료 : Gartner, Mobile Devices, Worldwide, ’
03~’
13, ’
09.12, ’
14~’
15년은 ETRI 추정

■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Nokia, 삼성전자, LG전자 3강 체제가 확고해짐
● 국내업체들은 금융위기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 ’
09년 2분기 중 사상 처음 세계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하여 세계 시장에서 위치(2, 3위)를 굳힘
* 시장점유율(’
08년 → ’
09년) : 삼성전자(16.7% → 19.5%), LG전자(8.6% → 10.1%)
* 영업이익률(휴대폰부문만, ’
08년 → ’
09년) : 삼성전자(9% → 10%), LG전자(11% → 7.3%)

■ 스마트폰 OS는 아이폰, 블랙베리, 안드로이드 등의 OS 급성장에 심비안, 윈도우 모바일 등
기존 OS가 반격하는 혼란한 상황
● 스마트폰 OS는 ’
09년 상반기까지 심비안, RIM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였으나,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장 이후 시장구조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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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 시장점유율 변화전망 ▼

70%

60%

50%

40%

30%

20%

10%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자료 : Gartner, Competitive Landscape : Smartphone Operating Systems, 2009.9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Android

640.5

0.5%

9,203.9

5.1%

22,747.6

8.5%

58,623.9

14.7%

94,465.1

18.0% 132,490.5 20.5%

iPhone OS

11,417.5

8.2%

21,692.5

12.1%

35,944.0

13.5%

54,219.9

13.6%

71,508.7

13.6%

89,239.6

13.8%

Linux

10,622.5

7.6%

8,715.3

4.8%

8,424.1

3.2%

8,669.5

2.2%

11,022.3

2.1%

11,901.5

1.8%

Maemo

0.0%

75.6

0.0%

2,230.4

0.8%

9,332.3

2.3%

23,547.3

4.5%

42,081.1

6.5%

Windows
16,498.1
Mobile

11.8%

16,092.5

8.9%

21,528.3

8.1%

37,019.2

9.3%

47,699.1

9.1%

53,989.0

8.3%

Palm OS

2,507.2

1.8%

788.8

0.4%

0.0%

-

0.0%

BlackBerry 23,148.9

16.6%

34,526.7

19.2%

48,889.6

18.3%

63,373.6

15.9%

73,262.8

13.9%

83,835.4

13.0%

Symbian 72,933.6

52.4%

86,446.8

48.1%

121,327.9

45.5%

162,477.5

40.7% 196,584.8 37.4%

224,843.3

34.8%

Web OS

0.0%

1,538.8

0.9%

4,794.4

1.8%

5,645.4

1.4%

7,589.6

1.4%

8,383.2

1.3%

-

0.0%

-

판매량

-

점유율

이동통신

OS

0.0%

Others

1,519.7

1.1%

748.2

0.4%

698.8

0.3%

185.0

0.0%

220.8

0.0%

248.9

0.0%

합 계

139,288.0

100.0%

179,829.0

100.0%

266,585.2

100.0%

399,546.3

100.0%

525,900.5

100.0%

647,012.4

100.0%

※ 자료 : Gartner, Forecast : Smartphones by Operating Systems and End User Segment, 2007~2013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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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W-CDMA 시장가속화 및 Mobile WiMAX 신규 시장 확대
● 세계 이동통신 시스템 시장은 ’
08년을 기점으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어 ’
15년까지 연평균 470억
불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WCDMA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이동통신 시스템 시장에서 WCDMA 시스템이 2G 및 2.5G
(GSM/GPRS/EDGE, CDMA) 시스템을 점차 대체해 나갈 전망
-’
10년 말부터 북유럽·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LTE 시스템 도입이 시작될 전망
● Mobile WiMAX는 개발도상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무선기반 초고속 서비스 (BWA) 확대로
수요가 증가
*’
09년 3분기 기준 전세계 77개국 162개 사업자가 Mobile WiMAX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 중 (Instat, ’
09.10월)

▼ 세계 이동통신 시스템 시장 전망 ▼
구 분

(단위 : 백만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합계 (WiMAX제외)

50,226

49,047

47,580

46,809

46,304

46,142

46,579

46,918

-0.7%

GSM/GPRS/EDGE

23,208

19,316

15,397

12,477

10,716

9,387

8,448

7,688

-14.2%

WCDMA/TDSCDMA/HSxPA/UMTS

16,295

19,567

22,207

23,826

24,329

24,197

23,979

23,667

3.2%

CDMA계열

10,723

9,768

8,398

7,349

5,916

5,200

4,732

4,353

-12.6%

LTE

-

396

1,578

3,156

5,343

7,359

9,420

11,209

74.6%*

WiMAX

1,848

2,325

2,853

3,370

3,888

4,321

4,709

5,039

13.8%

※ 자료 : IDC, Worldwid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2009~2013, 2009.5, 기술방식별 수치 및 ’
14~’
15년
ETRI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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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업체의 M&A로 인한 영향력 확대, 높은 기술장벽 등으로 진입이 어려운 가운데,
Huawei, ZTE 등 원가경쟁력 및 사업자 특화 사업전략을 무기로 한 중국 업체의 도약이
두드러짐
- LG-Nortel의 시스템 사업 위기로 Ericsson, Huawei 등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
▼ 최근 주요 시스템벤더별 시장점유율 추이 ▼
35%

32.0%

30.5%

30%
25%
20%

27.6%
24.8%
23.1%

25.1%
15.8%

15.8%

8.2%
5.0%

8.3%
7.5%

15%
10%
5%

3.2%
0%

31.0%

2006

4.3%
2007

14.7%

20.8%
19.9%

11.8%

11.7%

6.9%

7.2%
5.8%

6.7%
2008

2009

※ 자료 : IDC, Worldwid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Market Share Update, 2010.4

■ 국내 이동통신 단말 및 시스템 시장은 ’
08 ~ ’
15년 연평균 9조원의 시장 형성 전망
● 시스템시장의 경우, HSUPA, EV-DO Rev.A로의 투자가 진행되어 3.2조원의 시장을 형성한
’
08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
15년에는 2.4조원을 기록할 전망
● 단말시장은 가입자 순증 감소로 신규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의 단말교체 시장을 중심으로 ’
08~
’
15년 연평균 6.3조원의 시장 형성 전망
이동통신

▼ 이동통신·WiBro 단말 및 시스템 내수시장 전망 ▼

(단위 : 십억원, 만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시스템매출액 2,498 2,638
2,877
2,848
2,701
2,624
2,610
2,605 -0.2%
이동
단말판매량
2,272
1,952
1,888
1,822
1,772
1,736
1,727
1,723
-3.9%
통신
단말매출액
7,822
6,703
6,456
6,209
6,022
5,882
5,853
5,841
-4.1%
시스템매출액
161
179
190
194
219
201
220
223
4.7%
31.3
107.1
190.1
157.9
198.6
209.3
215.6
219.9
32.1%
WiBro 단말판매량
단말매출액
55
161
247
189
199
209
216
220
21.9%
※ 자료 : 이동통신시스템 : IDC, Korea Telecom Service & Equipment Market ’
09~’
13,’
09.12/ ’
14~’
15년은 ETRI
추정이동통신단말 : IDC, Korea ICT 2009~2013 Forecast Update, 2009.5/ 2014~2015년 ETRI 추정
WiBro 시스템 및 단말출하량 : IDC, Korea WiBro and WLAN 2007~2011
“Equipment Market Forecast
and Analysis,”
2007.12/ 2012~2015년 ETRI 추정, WiBro 단말 매출 : ETRI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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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라. 부품 및 계측기
■ 세계 이동통신 단말용 반도체 시장은 ’
08~’
15년간 연평균 2.8%의 성장 예상
● 최근의 모바일 단말은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WiFi, WiMAX, 블루투스 모듈의 채용이 확대되고,
위치기반 및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하면서 GPS 모듈 등의 탑재도 급증해 RF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4.7% 성장 전망
▼ 세계 이동통신 단말용 반도체 시장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베이스밴드 관련 36,073 31,486 31,606 32,959 33,977 34,644 35,337 36,004
2.3%
RF 관련
8,798
7,824
8,137
8,725
9,110
9,517
9,898
10,294
4.7%
합 계
44,872 39,310 39,742 41,683 43,087 44,162 45,235 46,338
2.8%
※ 자료 : IDC, Worldwide Mobile Phone Semiconductor ’
09~’
13 Forecast, ’
09.10, ’
14~’
15는 ETRI 추정

● 고성능 정보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Application Processor의 탑재 및 메모리 용량이 대용량화,
전력사용 증가에 따라 인덕터와 대용량 MLCC(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대용량 배터리
등의 채용이 증가할 전망

■ WLAN 칩셋이 이동통신 단말에 탑재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
15년에는 전체
WLAN 칩셋의 33%가 이동통신 단말에 탑재될 전망
●’
10년부터 IEEE 802.11n이 IEEE 802.11b/g 칩셋 매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
13년 이후에는
WLAN시장을 100% 점유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기술방식별 WLAN 칩셋 매출 및 활용처 전망 ▼
구 분
802.11 (a+b/g)
802.11 b/g
802.11n

2008년
155.8
1,330.7
403.3
1,889,8
합 계
(100%)
PC
42.5%
Networking
21.9%
Mobile phones
16.4%
Gaming
13.1%
Printers
1.3%
PMP
2.6%
DSC/DVC
1.4%
Home networked devices 0.8%

2009년
57.2
1,272.5
808.6
2,138.3
(100%)
40.2%
17.8%
22.5%
12.0%
1.8%
3.0%
1.1%
1.5%

(단위 : 백만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11.2
1.7
0.6
N/A
1,164.0
457.5
144.7
N/A
1,429.7 2,709.6 3,452.3 3,924.5 4,238.5 4,492.8
41.1%
2,604.9 3,168.8 3,597.6 3,924.5 4,238.5 4,492.8
13.2%
(100%) (100%) (100%) (100%) (100%) (100%)
37.8%
35.6%
34.9%
34.7%
34.3%
33.8%
9.8%
14.5%
10.9%
9.0%
7.6%
6.7%
6.0%
-5.8%
26.8%
30.8%
33.2%
33.6%
33.5%
33.4%
25.6%
11.2%
11.2%
10.1%
9.2%
8.5%
7.9%
5.5%
2.2%
2.6%
2.7%
2.9%
3.1%
3.2%
29.2%
3.4%
3.5%
3.3%
2.9%
2.6%
2.4%
12.0%
0.9%
0.9%
0.9%
0.9%
0.9%
0.9%
7.0%
3.2%
4.4%
5.8%
8.0%
10.3%
12.5%
67.3%

※ 자료 : IDC, Worldwide WLAN Semiconductor ’
09~’
13 Forecast, ’
09.12, ’
14~’
15년은 ETRI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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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의 가격경쟁력 중요성 증대, 소형화·슬림화·멀티미디어의 융합화 등으로 부품
시장의 원칩화·모듈화·통합화가 진행 중
▼ 휴대폰 핵심부품의 원칩화·모듈화·통합화 추이 ▼
GSM
Receiver

GSM
Transmitter

GSM PLL
Synthesizer

GSM Analog
Circuit

Channer
Codec

GSM
Equalizer

DSP

Controller
Interface

MCU

Discrete
Power Suppy

GSM
Transceiver
GSM Analog
Circuit

GSM
Transceiver
BB / ABB / RF
BB / ABB / RF

(GSM BB+ABB)
GSM One Chip
Logic Device

Power Mgmt

65nm
EDGE, ARM11
FM-Radio, USB
Memory Card IF,
Video, Stereo Audio

Power Mgmt
Power Supply
ASIC

■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일본과 원가경쟁력으로 저가의 범용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부품업계의 시장 선도력 강화
● Qualcomm의 CDMA 모뎀칩/RF칩 시장점유율은 세계 96%, 국내 98%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세계 휴대폰 부품·모듈의 32.3%, 세계 디지털 가전산업에서 소재·원재료 66%, 부품 32%의
시장 점유율 확보
● 원칩화·모듈화·통합화가 심화될수록, 기술력, 자본력 및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이저 부품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특정부품에 한정적 역량을 갖춘 국내 중소 부품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동통신

▼ 국내 팹리스 기업 연평균 매출액 및 순이익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평균

11,792

20,315

21,019

23,729

25,101

27,369

순이익 평균

368

1,764

1,557

634

-960

-2,058

※ 자료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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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무선통신 시험·계측시장은 3G와 차세대 성장모멘텀을 형성할 WiMAX, LTE등의 3.5G
서비스의 대규모 상용화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모바일서비스와 진보한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으로 ’
13년까지 연평균 18.8%
성장하여 글로벌 계측기 시장의 22.5%차지할 것으로 예측
● 음성/화상/패킷 서비스 품질측정, 시스템/기지국 필드테스트, 단말 프로토콜 및 RF성능에 대한
인증, 시험장비 검증 등의 시험·계측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세계시장(아시아) : ’
06년 26억불(3.7억불, 14.3%) → ’
13년 55억불(12.4억불, 22.5%)

● 무선통신 계측기 시장은 Agilent(미국), Rhode&Schwarz(독일), Anritsu(일본), Spirent (미국)
등이 세계 계측기 시장의 52% 점유
▼ Wireless Test Equipment Revenue($M) ▼

580
560
540
520
500
480
46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자료 : Frost & Sullivan, Wireless Test Equipment for Manufacturers Market, ’
08, ’
15년은 ETRI 추정

▼ 분야별 세계 무선 시험계측 장비 전망 ▼
구 분
기지국 시험
단말 시험
무선프로토콜
분석

(단위 : 백만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183
(36.8%)
175.9
(35.4%)
138.5
(27.8%)

190.7
(38.1%)
181.2
(36.2%)
129
(25.8%)

197.4
(39.1%)
185.5
(36.8%)
121.7
(24.1%)

203.5
(39.7%)
190.2
(37.1%)
118.8
(23.2%)

210
(40%)
195.1
(37.1%)
120.4
(22.9%)

217.1
(40.2%)
200.8
(37.1%)
122.7
(22.7%)

224.5
(40.3%)
207.2
(37.2%)
125
(22.5%)

229
(40.3%)
211.3
(37.2%)
127.5
(22.5%)

3.3%
2.7%
-1.2%

※ 자료 : Frost & Sullivan, Wireless Test Equipment for Manufacturers Market, ’
08, ’
15년은 ETRI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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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기술
구 분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현재 기술 (~에서)

개발 방향 (~로)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음성 중심의 플랫폼에서
페쇄적이고 사업자만의 단일 서비스
플랫폼에서

광대역 멀티미디어 중심 IMS기반 플랫폼
으로
개방 및 표준화된 기술 기반의 융합서비스
플랫폼으로

이동성 지원
플랫폼 기술

셀 중심의 위치 서비스의 단일
서비스 플랫폼에서

광대역 멀티미디어 중심 다양한 LBS기반
서비스 플랫폼으로

(1)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① 다중 미디어 서비스 융합 플랫폼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현재 3GPP(3rd Generation Project Partnership)는 Common IMS(Internet protocol
Multimedia Subsystem)를 Rel-9에 포함하여 표준화 진행 중
-’
07년부터 상이한 액세스 망간 Service level에서 Mobility 및 Inter-working을 보장하기 위하여
ETSI 산하의 TISPAN(Telecoms & Internet converged Services & Protocols for Advanced
Networks) 그룹과 표준화를 진행
-’
08년부터 3GPPx 및 ITU는 Common IMS 표준화 진행 중
이동통신

● 3GPP의 IMS 기반 서비스 이동성 기술 관련하여 Rel-7 VCC(Voice Call Continuity)를 개선시켜
Rel-8에서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세션 전달을 지원할 수 있는 IMS Service Continuity(TS
23.237)가 표준화 완료
- 현재 Rel-9에서도 IMS Service Continuity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며동일한 네트워크내
에서 서로 다른 단말장치간에 세션을 전달하는 기술인 Device Transfer의 Device간 서비스 연속
성은 표준화 진행 중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북부 유럽 및 일본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IP기반의 개방형
멀티미디어 모바일 서비스로의 확장을 위하여 프레즌스 기능과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한 IMS기반
RCS(Rich Communication Suite)를 ’
10년까지 도입예정
● 오라클은 ’
09년 IP 기반 차세대 통신 서비스 확장을 위해 기존 모바일 콘텐츠, 메시지, 전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SDP(Service Delivery Platform)에 레거시 시스템, 웹 2.0, IP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와의 통합을 위한 융합 아키텍처를 반영한 커뮤니케이션즈 서비스 딜리버리 솔루션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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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KT는 인스턴트 메시징, 프레즌스 등 유선망 중심의 IMS 서비스 플랫폼을 KTF와 합병(’
09.3월)을
계기로 이동통신망과 모바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FMC (유무선통합) 기능이 통합된
IMS 서비스 플랫폼 구축(’
10.3월)
- 일대다자간실시간그룹통화와쌍방향모바일게임, 실시간인스턴트메시징(IM) 서비스를제공할 예정
● SKT는 WCDMA 망에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의 상호 전환 기능, 음성 통화중에도 영상 공유, 영상
채팅이 가능한 IMS 플랫폼 기반의 비디오 쉐어링 서비스
‘T LIVE 영상공유’제공(’
09.2월) 및
IMS 플랫폼으로 구축(’
09.7월)
- IP기반의 음성·영상통화는 물론 인스턴트 메신저, 영상 공유, 푸시투올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
● LGT는 유선망에서의 IMS유무선 방통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품질 광대역 차세대 통합망을 구축
중이며 ’
10년까지 IMS 기반의 BcN 서비스 제공을 위해 IP백본에 MPLS(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 기능 도입과 IMS-VCC검증을 완료할 예정
● LGT는 기 구축된 IMS SDP를 활용하여, 이동통신 3사 연동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개발 상용화
하였으며, 영상 공유, 영상 채팅 등으로 확대할 예정
● Common IMS기반 WCDMA, WiBro, Giga 인터넷망의 시험망을 구축하고 통신사업자는 수익모델
발굴 및 네트워크 고도화 달성, 장비 및 솔루션사는 장비 개발, 검증을 통한 기술 확보(’
09년)

② 위치 및 상황인지 서비스 플랫폼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이동통신망에서의 위치기반 서비스 플랫폼은 WLAN, UWB, RFID등의 근거리 통신망 기반 및 측위
인프라 간 복합 측위기술을 고려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로 발전 중이며, 특히 콘텐츠의 대용량 및
모바일 단말의 고속 이동성을 고려한 3GPP LTE Advance, WiMAX 등에서 위치기반 서비스
표준화가 진행 중
● 일본은 모바일 단말을 활용한 위치 및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을
활발하게 개발 중이며, KDDI는 GPS와 가속센서 및 지자기센서를 활용한‘실공간투시 휴대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3D 이미지 영상위에 에어태그를 표시하는 지구앨범서비스를 데모
(’
09.7월)
● 미국 Sprint Nextel과 Verizon Wireless가 개방형 LBS(Location-Based Service) 플랫폼을
채택하여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WHERE’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uLocate사의
Where.com을 통해 공항위치 정보·항공기 이착륙 정보·주유소 위치 등을 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아울러 GPS와 연계한 다양한 LBS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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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국영 철도인 Nederlandse Spoorwegen(NS)는 모바일 단말을 통해 기차 탑승객을 위한
최초의 무선 상황인식 서비스‘Reisplanner Xtra’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상황(context)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POI(Point of Interest)서비스를 제공
● WWRF 및 WWI는 ITU, ETSI, IETF, UMTS Forum과 협력하에 EU의 6차, 7차 FP의 IST프로
그램을 다양한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MobiLife와
Spice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새로운 개인화 서비스를 프레임워크 및 시멘틱
웹 기술을 적용함
● 무선전송 기술과 위치정보 기술을 통합하여 3G/4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유비쿼터스 액세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목표로 EU의 FP7는 WHERE(Wireless Hybrid Enhanced Mobile Radio
Estimators) project를 ’
10년까지 수행 중
● ISO의 지리정보분과인 TC211에서 LBS를 위한 WG8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3건의 LBS 관련 기술
규격 표준을 진행 중임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SKT는 위치 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GPS 기반 위치 서비스인‘T Map’서비스를 통해 차량용
Navigation, 실시간 교통정보, 친구찾기, POI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KT는 KIST와 함께 AR을 적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시스템인‘모바일 혼합현실 기반 체험투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멀티미디어 정보를 overlay하고 실시간 유무선 연동이 가능한 UCC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SK네트웍스는‘위치정보 기반 개방형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개발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화 한 후 휴대형 단말기로 전달해주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개발할 예정임
● LGT는 위치 정보 기반 플랫폼을 활용, 단순 위치 정보 제공이 아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내주변 생활 편리 서비스’지오태깅(Geo-Tagging)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이동통신

③ 분산형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기술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세계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무선 네트워크 전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분할하여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분산형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기술의 일환으로 HTML5
웹 표준을 기반으로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추진
● 차이나모바일은 데이터 마이닝, 클라우드 스토리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엔진 기능을
제공하는 고효율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 도입을 추진(’
09.6월)
● 구글은 ’
08년부터 웹 플랫폼 상에서 개발자들이 자유로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PaaS(Platform as a Service)기술을 도입하고 유선 및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App Engine을 개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463

＞＞이동통신
● 애플의‘MobileMe’
와‘Funambol’
, MS의‘My phone’
, Nokia의‘OVI’
, Palm의‘Synergy’
등에서 웹과 모바일 단말간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SyncML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술과 모바일
디바이스 및 분산 동기화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
● 일본 총무성은 통신사의 단말, 네트워크에 종속되지 않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금, 인증,
Push분배기능, QoS제어, 위치정보 등 모바일 통신 플랫폼 개방을 추진(’
09.1월), 개방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진행
●’
06년 설립된 OGF(Open Greed Forum)와 ’
08년 미국의 대학 연구소들로 설립된 OCC (Open
Cloud Consortium)를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방형 상호인터페이스 개발 중
● 클라우드 컴퓨팅의 Storage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로는 애플의
앱스토어가 활성화중이며, 대부분의 관련 업체들이 자사의 특성화된 서비스 영역에 국한된 기술
개발에 주력 하고 있음
● 세계 주요기업,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SUN, Adove 등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로
자체 서버구축 및 서비스를 개시 또는 준비 중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09년‘클라우드 컴퓨팅 포럼’
,‘한국 클라우드서비스협의회’
를 창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표준 발굴
및 개발을 통해 표준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K(한국형)-클라우드 기술 개발이
추진 중
● SKT는 오픈마켓 지원을 위하여 Widget, GNEX, WIPI-C, COGP(Cross Over Game Platform)의
네가지 플랫폼을 포함하는 크로스 플랫폼 환경을 구축
● SK Broadband는 종량제 기반의 Storage 임대 서비스 제공(’
09.6월)
● WCDMA, WiBro, WiFi 등의 다중 무선인터넷 환경에서도 개인간 콘텐츠 분배 및 공유를 위한
SNS, C2C커머스(Customer to Customer) 서비스 모델이 속속 등장, 인증/과금, 결제, 서비스
분배, 위치정보 등의 공통 플랫폼 기술이 개발 중
● 모바일 컴퓨팅 분야로의 국내 연구 동향은 초기 태동기로써,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앱스토어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인프라 기술보다는 응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사의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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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성 지원 플랫폼 기술
① 위치 등록 및 관리 기술
● 3GPP에서는 LTE, SAE(System Architecture Evolution)에 적용할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
- User Plane 방법을 우선 고려, 부가적으로 Control Plane 방법에 대한 표준화는 ’
09. 6월에 시작
하여 진행중
● 3GPP2에서는 2세대 이동통신망에 해당하는 ANSI-41과 PCS 1900시스템, ANSI-41을 발전시켜
패킷 전용 기능 요소를 추가한 CDMA2000 3세대 이동통신망에서의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표준
화를, TIA TR-45는 OMA LOC와 협력하여 패킷망에 기반하여 단말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평면 위치에 대한 공동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 WiMAX 포럼의 LBS 관련 표준은 네트워크 실무반(Network Working Group)에서‘위치기반
서비스용 프로토콜 및 구조 규격’
에 대한 표준화 논의 중
● OMA(Open Mobile Alliance)에서는 User Plane에 기반한 위치 계산 프로토콜인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의 표준화 논의 진행
- 1.0 버전은 상용화 완료, 2.0 버전은 표준화가 완료, 3.0 버전은 수용하는 모든 무선 접속망을
지원하면서 향상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확장 모듈이 제안되어 SUPL3.0의 확정 이후
Location Support for LTE, Improved Location for IP Emergency Calls 등 표준화 단계(RD,
AD)가 진행 중
● IEEE 802.21 실무반은 이종망간 핸드오버의 연속성을 위한 표준을 연구중
- 802시스템(WLAN, WiMAX, 유선인터넷) 간 또는 802시스템 및 비802 시스템 간의 핸드오버를
위한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 프로토콜 표준화

이동통신

- BT, Intel, Telcodia, InterDigital에서는 LBS 관련 미디어 독립정보 서비스 내에 PoA (Point of
Attachment)의 위치 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포함한 실내외 연속측위 서비스
등의 기술을 개발 중
● IEEE802에서는 IEEE802.11/16에서 E911을 만족하는 LBS기술이 없음을 확인하고, ’
10.3월 E911을
만족하는 Emergence service를 위한 IEEE802.23의 구성을 승인하였고, ’
10.7월부터 활동 시작
● IETF GEOPRIV WG(위치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실무반)은 위치정보에 대한 인증 및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하여 퀄컴, 베리사인 등의 통신 및 보안기업 중심의 LBS 표준화기구로서
LBS/GIS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진행중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LBS 산업협의회 LBS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LBS 기능 인터페이스 및 플랫폼 구성, 이동통신
기반의 측위 관련 표준안 개발 진행 중이며 OMA 등에 참가하고 LBS 기반 표준화에 대한 기고 및
발표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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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는 CDMA/WCDMA망에서 OMA SUPL 기반의 AGPS 측위 기술 및 기지국 신호 패턴을
응용한 네트워크 측위 기술을 개발하였고, Zigbee, RFID 등 WPAN 기술을 활용한 정밀 위치측위
기술을 개발 중
● LGT는 신호세기에 의한 삼각측량 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측위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

② 이동통신 보안/인증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GSM/GPRS/WCDMA/3G CDMA를 위한 UICC(Universal IC Card) 표준규격은 ISO/ IEC/JTC
1/SC 17, ETSI TC SCP, 3GPP, 3GPP2, WiMAX Forum 등 국외 표준화 단체에서 논의 중이며,
UICC의 부가응용은 Global Platform, OMA에서 표준화 논의 중
● 3GPP 및 3GPP2에서는 가입자 인증을 위한 SIM(Subscriber Indetification Module) 카드 규격을
제정한 후, WiMAX 3.5G IP 망에서의 인증을 위한 inter-working 규격제정을 진행 중
● EU FP6는 Open TC(Trusted Computing, 2006~2009)에서 기본적인 TC 인터페이스와
APIs, 가상화, 마이크로커널, 응용 사례, 표준화 등을 진행
- 일본 후지쯔, 히타치, 파나소닉사 등 많은 업체들이 TCG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신뢰

컴퓨팅 기술 확산에 노력
- 미국 IBM, Intel, Motorola, MS, Juniper, SUN 등 많은 대형 업체가 TCG에 활발히
활동중이며, Intel은 TXT 프로젝트를 통하여 신뢰 컴퓨팅 관련 자체 기술 개발, MS는
Windows Vista에 신뢰보안 기술을 탑재하여 출시하고 있음
- Nokia, Vodafone 등의 모바일 단말업체나 프랑스 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
Freescale과 같은 반도체 회사들도 TCG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ETSI SCP(Smart Cart Platform)에서는 단말과 UICC(Universal IC Card)와의 고속 통신 프로
토콜(High Speed Protocol)지원을 위해 USB기반 인터페이스 규격을 공표(’
09.6월), 비접촉
(Contactless) 통신을 위한 HCI(Host Controller Interface)의 논리적 인터페이스 규격을 공표
(’
09.6월)
● 안전한 이기종망간 연동을 위해 3GPP 및 WiMAX 포럼에서 신뢰가능한 사업자망과 신뢰할 수 없는
사설망간 게이트웨이(ex. ePDG)를 두고 단말과 게이트웨이간 IPSec (Internet Protocol
Security protocol)터널을 통해 연동 방안 마련
● 3GPP LTE Advanced 및 WiMAX 포럼에서는 단말과 기지국, 그리고 인증서버간
AKA(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접속인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유한 비밀키로 무선구간 암호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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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술개발 동향
● WiMAX NWG는 KT의 최초 기고와 기술 표준 주도하에 추진된 WiMAX SIM 규격을 승인함
(’
09.1월)
●’
07년 WiMAX SPWG(Service Provider Working Group)를 통하여 KT가 최초 발의한 WiMAX
SIM규격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WiMAX NWG SIM sub-team에서 WiMAX SIM규격을 ’
07년말부터
’
09년초까지 진행
● 현재 TTA에서 WiMAX 포럼 권고방식 EAP-AKA, EAP-TTLS(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Tunneled TLS) 그리고 EAP-TLS(Transport Layer Security)의 WiBro 상호인증
방법을 위한 표준화가 완료
● LGT는 칩기반 Mobile Banking 서비스인 뱅크온 서비스 및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여 하이패스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온(Pass 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UICC 기반으로
교통, 뱅킹, 증권, 맴버쉽, 카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
● KT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MP3나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256MB 메모리를
가지는 대용량 UICC를 개발완료하고 상용화를 준비 중
● SKT는 GSMA EMC 산하의‘스마트 심’
(Smart SIM) 표준화 프로젝트를 제안, UICC에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 중, 현재 KT, 오렌지, 텔레포니카,
TIM, AT&T 모빌리티, 소프트뱅크 등이‘스마트 심’프로젝트에 참여

③ 이동통신 엔지니어링 플랫폼 기술
■ 국외 기술개발 현황
이동통신

● 전세계 통신 사업자들은 Rich, Sync, 개인화의 방향으로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멀티 무선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 및 협력모델 개발 등을 고려하는 유무선망의
융합 연구를 진행 중
● 3GPP에서는 효율적인 이종무선망간의 이동을 위한 시스템간 이동정책, 액세스 망 발견정보 등을
지원하는 ANDSF(Access Network Discovery Support Function) 기능이 정의되어 무선망
이용을 결정하는 표준화가 진행
● 무선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WSN(Wireless Sensor Network), WLAN 등의 자원 공유
기술들이 SENDORA, ORACLE 등의 프로젝트에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
● IEEE SCC 41은 미국 FCC, 영국 OFCOM, SDR Forum, OMG Forum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동적 스펙트럼 액세스 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 표준화를 진행중으로 복수의 무선
네트워크를 고려한 자원활용 및 서비스 품질 측면의 연구를 IEEE1900.4에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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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802.21 MIH WG에서는 MIC 관련 이종 무선망간 심리스한 이동성 제공과 더불어 유휴 주파수
센싱을 위한 주변망 정보 전송, 무선 접속 방식 정보의 전달 방법 등의 논의가 진행 중
● IEEE 802.11h에서는 비면허 대역인 5GHz환경에서 운용되는 WLAN의 채널 측정 및 보고 메커니즘
표준화가 진행 중
● NICT는 전파 이용 상황 및 네트워크 매니저의 지원 정보에 근거하여 접속 가능한 복수 무선망중
최적의 망을 선택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IEEE 1900.4에 준거한 모바일 전용 무선 라우터를 개발
● 복합적인 다양한 망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3GPP 등에서는 UMTS, GSM 통합 관점으로
Private Network 구성 및 UE(User Equipment) 제어에 대한 PN(Personal Network)
Management와 Protocol 설계표준화를 진행
● SPICE, Ambient Network 프로젝트 등에서는 이기종 네트워크 통합 플랫폼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G와 3G를 혼용 운용에 이어 향후 4G의 경우는 복합망에서의 커버
리지, 트래픽, 간섭 및 품질 등을 고려한 자동최적화 및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중
● 무선망 설계 기술은 소수의 장비 제조업체 및 전문 업체중심의 독과점 상태이며, 최근 2G/3G
멀티기술, 멀티밴드 네트워크의 Co-Planning 기능과 네이버 할당 알고리즘 및 간섭에 기반한
핸드오버 모델링 지원하기 시작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국내에서도 위피 폐지를 통한 개방형 분위기 확산과 함께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ALL-IP 기반의
유무선 인프라 전환이 시도되고 망설비 및 운영비용 절감 및 유무선 경계가 사라진 융합서비스
등장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
● LG텔레콤은 하반기부터 2G에서 4G까지 다양한 세대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멀티모드 기지국’
을
신규 구축지역 및 통화량 증가로 추가 기지국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 예정
● SKT는 기지국 망 설계툴 CellPLAN을 자체 개발하여 1x/EV-DO/WCDMA/WiBro 망설계에 활용
하였으며, IAM을 개발하여 CellPLAN과 상호 연동하여 네트워크 운용 및 망 최적화에 활용,
WiBro Wave 2 뿐만 아니라 HSPA+, LTE 기술에 대한 분석 모델 등도 개발 중
● KT는 무선망 설계 및 최적화 툴 CellTREK을 개발하여 2G, 3G 이후 기술에 대응하고 있으며
다층셀을 고려한 3D Ray-tracing 기반의 실내 설계툴을 개발하여 사용 중
● 전파연구소에서는 통신, 방송, 위성망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업무간 양립성 분석 및 정책지원 시스템
개발, GIS 고도화 및 하드웨어 도입 등의 사업을 통하여 전파자원 분석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
●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 자체 웹 기반의 전국망 서비스 커버리지
맵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 품질측정협의회에서 이동통신 전파환경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비측정 지역에 대한 품질측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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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rged Network 서비스 지원을 위해 WPAN Alliance를 창립(’
06.11월), 현재 이통 3사,
이동통신 단말 제조사, WPAN 관련 솔루션사업자 등 약 35개사가 활동 중이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관련 중점 표준화중임
●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 예상과 함께 국내 이통 3사는 한국형 앱스토어 출시를 준비중이며 무선인터
넷망 개방과 관련 SKT는 표준플랫폼으로 컨텐츠를 다양한 단말기에서 적용하는 방안 진행 예정

나. 이동통신 엑세스 기술 기술
구 분

개발 방향 (~로)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음성 중심의 서킷망에서
영상통신 중심의 이동통신 및 협대역 무선 전송
기술에서
음성 및 패킷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독립 망
기반에서
동일 RAT내의 핸드오버만을 지원하는 시스템
에서

데이터 중심의 패킷망으로
4세대 광대역 멀티미디어 통신 및 광대역
초고속 무선전송 기술로
All IP 기반의 통합 서비스 제공망 기반으로
이종 RAT간 Seamless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통신 근거리
액세스 이동통신
시스템
시스템
기술

근거리 수백 Mbps급 무선전송속도 지원에서
유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송거리 확장
및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에서
단일모드 WLAN/WPAN 시스템 개발에서

근거리 수 Giga-bps급 무선전송속도 지원으로
멀티 홉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거리
확장과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등의 융합
서비스 제공으로
다중모드 셀룰라/WLAN/WPAN 시스템 개발로

고정 기지국 기반에서
저속 음성 위주 지휘통제 기술에서
평시와 비상시의 분리된 기술 및 시스템에서
특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 기술에서
지상망 기술 중심에서

이동 기지국(기동노드) 기반으로
광대역 멀티미디어 기반 지휘통제 기술로
평시와 비상시의 통합망 기반 시스템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제공 기술로
지상·해상·위성 연계기술 중심으로

이동통신
응용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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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① 3GPPx기반 이동통신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LTE Release 10 & Beyond (LTE-Advanced)’
가 ITU 차세대이동통신표준화작업반(WP5D)
제6차 회의에서 후보기술로 제안됨(’
09.10월)
● 3GPP는 LTE 규격에 새로운 기능 추가 및 기존 규격 보완 형태로 LTE-Advanced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LTE Rel-9에 eMBMS(enhanced Multimedia Broadcasting/Multicast Service)를
위한 L2 이상의 상위계층 규격과 단말 위치확인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 완료
-’
11년 3월까지 Release 10을 완성할 예정으로 추진중
* 새로운 기능 : 대역폭 확장 및 고속전송을 위한 Carrier Aggregation, DL/UL MIMO 확장 및 도입, 협력
다중점 전송 기법인 CoMP, 셀 커버리지 확장과 셀 경계 사용자의 용량 증대 및 유선 Backhaul 링크를 위한
릴레이 기술 등

● 3GPP는 LTE-Advanced를 위한 Type 1(L3) 릴레이는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다른 셀이나 릴레
이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리피터 기술과 Type 2(L2)는 홀딩 상태이나, 현재
HSDPA/HSUPA까지 진화되었으며 중간경로 경유 또는 우회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LTE Rel.10으로
진화할 전망
-’
09년 Teliasonera(스웨덴)에서 최초 LTE 상용서비스 개시
- Verizon Wireless는 ’
10년 중 전국 35개 지역 규모의 LTE 도입 예정
- AT&T는 HSPA+로의 업그레이드보다는 ’
11년을 목표로 LTE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네트워크 전략 선회
- T-Mobile은 ’
11년에 LTE 도입을 준비중에 있으며, 4G 기술을 곧바로 도입하는 대신 HSPA로
용량 증대 후 HSPA+로의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이통사와 제휴 통한 4G도 검토
● LTE 및 LTE-Advanced기반의 모바일 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기화전송 및 영상품질 개선
등에 관한 표준규격 개발 논의는 시작단계임
* Orange 및 T-Mobile 등은 영국 런던지역에서 UMTS/TDD를 이용한 이동방송 시범서비스(TDtv,
TV&Radio)를 제공하고, AT&T는 WiFi 장비를 이용해 가정 어디서나 HD-TV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U-verse 서비스 필드테스트 시작

● CELTIC 프로그램 중 WINNER+ 프로젝트(’
08~’
10)는 LTE Rel-8의 개선·개량을 목표로 진보된
무선자원 관리, 진보된 안테나 시스템, 협력 다중점 전송, 릴레이 및 유연한 스펙트럼 활용 기술
등을 개발 중
● LTE Rel.8은 ’
09년말 상용서비스 개시, Rel.10은 제조업체 장비구현, 사업자 요구사항 반영, 장비
인증 및 Field Test 등으로 ’
14년 하반기 완제품 출시, ’
15년 이후 상용서비스 전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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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N(Nokia Siemens Networks) 등이 WINNER 프로젝트를 통해 4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릴레이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고, Ericsson은 자기간섭 제거 MIMO(Multi-Input Multi-Output) 중계기
및 릴레이 기술 등을 개발 중
- Ericsson, Huawei 등의 장비업체는 LTE 시스템 상용화와 함께 LTE-Advanced 시스템 기술을
개발 중
* 3GPP LTE 서비스는 ’
10년부터 시범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은 SDR Forum, 유럽은 EC를 중심으로 SDR(Software Defined Radio)구조 및 적용 알고
리즘을 표준화중이며, 캐나다 CRC는 SCA 2.2기반의 SCARI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유럽은
IST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술 개발 중
● Femto-cell 기술은 NSN 등 여러업체에서, WCDMA/HSDPA/ HSUPA/cdma2000 1X 기반의
기술을 개발중이거나 일부 시제품을 출시한 상태이나, IMT-Advanced 기반의 새로운 기술 시도가
필요
- 3GPP/WiMAX Forum 등에서 IMT-Advanced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채택된 SON 기술은
3GPP의 3개 WG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SON 기본개념 표준화는 완료되었고, SA WG5
에서 O&M 관련 표준화가 진행중, 노키아, 에릭슨, 알카텔 등의 유럽 표준진영은 서비스 시나리오
등을 논의중
● 미국은 DTV 전환에 따른 700MHz 주파수대 경매와 더불어 TV White Space를 Unlicensed화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Google 및 MicroSoft 등 인터넷 기업은 White Space를 이용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
● NSN는 TI DSP칩을 이용한 모뎀을 장착하여 SW 재구성에 의해 GSM, HSPA, LTE 등의 모드로
동작이 가능한 SDR 기반의 Flexi Multiradio BTS를 상용 개발하여 시판 중

■ 국내 기술개발 동향
이동통신

● ETRI는 3GPP LTE기술을 ’
07년말 개발하였고 국내업체는 LTE 상용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4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LTE-Advanced 기반 시스템 기술(’
06~’
10)을 연구 중
● KT는 중계기 및 릴레이 기술로써 WiBro용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 중계기의
기술 검증을 위한 현장 적용시험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준비 중이며, LTE용 ICS 중계기나 LTEAdvanced 릴레이 기술 개발은 초기단계임
● 삼성전자에서 cdma2000 1x 기반 UbiCell(Femto-cell)을 개발하여 Sprint사에 공급 하였고, KT는
WiBro Femto-cell 개발 및 사업 적용을 준비 중이고 2.3/2.5GHz Dual Band를 지원하는
Femto-cell 개발 중
* SKT와 KTF는 UMTS기반 Femto-cell 시범 도입을 위한 Femto-cell 시험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험 중

● SKT는 옥외형 WCDMA Femto-cell을 개발 중이며, LTE Femto-cell 기술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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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LTE-Advanced 기반의 멀티캐스트(MBMS)기술(’
08~’
10)은 프로토콜 위주로 ETRI, 국내업체가
개발 중에 있으나, 효율적인 이동방송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계층전송 기술, 영상품질 개선 기술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SDR 기술은 삼성탈레스에서 SCA기반 미들웨어를 이용한 군용 SDR시스템을, SKT, 삼성종합
기술원, LG전자 등에서 SDR 적용을 위한 첨단 알고리즘 및 SDR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ETRI는
WiMAX와 HSDPA 지원이 가능한 SDR 기지국플랫폼을 개발(’
07.01월)
● LGT는 cdma 1x+EVDO rev.A+차세대 기술(IMT-Advanced 포함)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통합 기지국을 개발 중
- 2G/3G/LTE를 모두 지원하면서 전력 소모량을 절반으로 줄인 멀티모드 기지국 구축예정 발표
(’
09.10월)
● 삼성전자는
-‘4G World’컨퍼런스에서 ’
10년 2종의 LTE 단말을 출시하고, ’
11년부터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
09.9월)
- 스웨덴 스톡홀롬에 설치된 에릭슨이 공급한 TeliaSonera LTE 네트워크와 삼성전자의 USB 타입
데이터통신 단말 간의 상호연동 시험에 성공(’
09.10월) 했으며, ’
10년 USB형‘GT-B3710’단말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② IEEE802.16.기반 이동통신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IEEE 802.16m’
은 ITU 차세대이동통신표준화작업반(WP5D) 제6차 회의에서 후보기술로 제안됨
(’
09.10월)
● WiBro(WMAN, Mobile WiMAX) 기술이 ITU-R RA(Radio Assembly)에서 IMT-2000의 6번째
표준(공식명 : OFDMA/TDD WMAN)으로 채택(’
07.10월)됨
-’
11.3월까지 IEEE802.16m 표준을 완성 예정으로 추진 중 (주요 회원사들은 ’
10년내 16m 표준의
사실상 완료를 위해 노력 중)
* WiMAX Forum은 Mobile-WiMAX Wave2 기반 국제 공인 인증시험을 완료하고, TTA는 AT4 Wireless와
함께 공인인증 시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IEEE-SA(Standard Association)에서 IEEE Std 802.16-2004, IEEE 802.16e, IEEE 802.16f와
IEEE 802.16g를 대체하는 IEEE Std 802.16-2009 규격과 IEEE Std 802.16j 규격을 최종 승인
(’
09.5월)

472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IEEE 802.16m 표준(WMAN-Advanced으로 명명함)은 IEEE802.16e의 기능향상, 기존 MIMO
기술 외에 다양한 하향링크 Multi-user MIMO기술, 용량 및 커버리지를 증대 시키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Self Configuration 기술 적용
- eMBS, LBS, Relay, Femto cell, Self Organization Network, Multi-BS MIMO 등
Advanced feature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
● WiMAX 포럼에서 제안한 Femto-cell 요구사항이 채택(’
08.9월)되어 IEEE 802.16m
SRD(System Requirement Document)에 반영되었으며, 요구사항은 SDD(System Description
Document)에 반영(’
09.1월)
* SRD 요구사항은 CSG, 동기화, 핸드오버, Idle 모드, 간섭완화, SON기술 등을 포함

● 전 세계 66개국 121개 사업자가 Mobile WiMAX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이중 35개국 55개 사업자가 상용서비스를 제공(’
09.3월 기준)
- Mobile WiMAX 시장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대형 사업자들도 Mobile WiMAX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
- Sprint와 Clearwire 양사는 Mobile WiMAX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
10년까지 Mobile WiMAX
전국망을 구축할 예정
- 미국의 Clearwire는 현재 46개 주에서 Fixed WiMAX와 1개 주에서 Mobile WiMAX를 제공 중이며,
’
10년까지 Fixed WiMAX 서비스를 Mobile WiMAX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
10년에 스페인
에서 WiMAX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 Time Warner는 ’
09.12월부터 North Carolina州 Charlotte, Greensboro, Raleigh 등 3개
도시에서 Clearwire의 모바일 WiMAX를 재판매하기로 하고, Dallas에서도 모바일 WiMAX를
제공 및 하와이는 ’
10년에 런칭 예정

이동통신

- KDDI와 교세라, 인텔캐피탈 등이 설립한 UQ Communications은 Mobile WiMAX에 과감한
투자로 적극적인 커버리지 확보 및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사업 강화하고
있으며 WiMAX/CDMA 듀얼모드 데이터통신카드‘DATA0x’
를 개발해 서비스 준비(’
09.12월)
- 우즈베키스탄 통신사업자인 Super-iMAX가 타슈켄트 등 주요 4개 도시에서 상용서비스(’
08.10월)
- 러시아 WiMAX 사업자 Yota는 삼성전자와 IEEE 802.16m 기반의‘Release 2.0’기술 테스트에
돌입(’
10년말까지)하였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38개 도시를 포함해 러시아 전역
으로 WiBro 서비스를 확대
- KT는 ’
09년 5월부터 르완다(키갈리)에 WiBro 망구축을 하고 있고, SK 텔레콤과 SK 텔레시스가
요르단에서 WiBro 상용서비스를 개시
● 일본 NEC는 2.5GHz 대역 기지국 및 PC카드에 대해 WiMAX Forum으로부터 인증을 획득
(’
08.8월)하고, ’
08년말 멀티밴드(2.3/2.5/3.5GHz)를 지원하는 솔루션인 PasoWings을 출시
* PasoWings 특징 : WiMAX Forum Wave2 인증제품, 30Mbps 전송속도, MIMO 기술사용, End to End
QoS 관리 및 필드 지원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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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미국 Cisco는 순응형 능동 빔형성과 순응형 수동 빔형성 MIMO 기술을 결합시킨 Mobile WiMAX
솔루션 제공
● Intel사는 ’
06년말 Mobile WiMAX 베이스밴드 칩 개발을 완료하고, 무선랜/WiMAX 듀얼모드
모듈(Echo Peak) 및 칩(몬테비나) 개발 완료
● ZTE는 ’
05년부터 중국, 중동, 아프리카 등에 WiMAX 네트워크를 공급중이며, ’
06년말 2.3GHz 지원
시스템 개발하고 제품 생산중, ’
07년 미국 Sprint사에 PCMCIA및 USB형 단말을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
● 칩 솔루션 제공업체인 Picochip社는 Mobile WiMAX 기지국과 Femto-cell 단일칩 솔루션을
Sequans社는 Mobile WiMAX 단말기, 기지국 그리고 Femto-cell 싱글칩 솔루션을 개발
● IEEE802.16 Project Planning AdHoc에서는 ’
09.11월부터 beyond 16m의 표준화 대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
10년에 Machine-to-Machine과 GRIDMAN (Greater Reliability in
Disrupted Metropolitan Area Network)에 대한 Task Group을 구성하기로 하고 PAR 작성을
위한 Study Group 활동 중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WMAN-Advanced 기술 표준을 TTA PG702를 중심으로 제조업체, 사업자, 국내외 정부·연구소·
학계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를 주도
- WiBro기반 Femto-cell (또는 옥내용 기지국)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어, SKT와 KT 등
에서는 옥내용 WiBro에 대한 시스템 시험 및 성능을 개선
- TTA에서는 옥내용 WiBro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과 와이맥스 기반 Femto-cell 기술 보고서를
작성 중
- TTA는 WiMAX 국제 공인 인증기관으로 선정(’
06.7월)되었으며, 삼성 등 국내 WiBro 장비 제조
업체가 WiMAX 시스템 국제 공인 인증 획득(’
08.4월)
● WiBro 국내 사업자는 서비스 지역 확대 및 WiBro를 활용한 무선형 카드 결제기 같은 다양한
기업형 서비스 모델을 출시하는 등 WiBro 확산에 노력
- KT는 수도권 전역 및 전국28개시에서 서비스 제공중(’
09년말 기준)
- SKT는 수도권 전역과 전국 52개시에서는 일부 번화가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Hot Zone’서비스를
제공중(’
09년말 기준)
- KT 및 SKT는 ’
11년말까지 전국 84개시까지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예정
- SKT와 KT 등은 옥내용 WiBro에 대한 시스템 시험을 통해 성능 특화 및 개선
● ETRI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WiBro 시스템 개발( ’
05년) 및 WiBro Evolution 시스템 개발( ’
08년)
- 국내 제조업체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WiBro에서 모바일 멀티미디어 최적화 전송 기술 연구,
4G 이동통신 표준개발, IMT-Advanced 기반 개방형 WiBro 플랫폼 연구 개발 과제 등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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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WiBro 제조업체는 단말기, 기지국, 칩셋(SoC), 중계기 및 Femto-cell을 제조하는 업체들로
’
09.11월 기준 약 27개 업체가 운영 중
- 단말 제조업체는 삼성전자, 모다정보통신, 서원인텍 등 11개사
- 시스템(기지국 장비) 제조업체는 삼성전자, 세아네트 스(포스데이터 인수), SK텔레시스 3개사
- 칩셋(SoC) 제조업체는 삼성전자, GCT, 카이로넷, Amicus 4개사
- 중계기 및 Femto-cell 제조업체는 기산텔레콤, 위다스, KMW 등 9개사
* 현재 국내는 다양한 WiBro 단말 및 결합 서비스 등이 개발 및 출시되고 있으며, WiBro 내장형 노트북,
WiBro 스마트폰, WiBro 풀터치폰, WiBro 동글, WiBro 결합 Navigation 시스템 및 WiBro 결합 소형노트북
시스템 등이 제공되고 있음

● KT는 MMR Usage Model 및 기술 진화를 고려한 WiBro 무선국 솔루션 다변화를 위한 연구
- Qook&Show 서비스를 시작으로 유무선통합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사업을 본격화
(’
09.10월)
● 삼성전자는 WiBro 음성 서비스에 대비해 WiBro 스마트폰을 개발중이며 서비스에 맞춰 제품을
출시할 예정임
- IEEE 802.16m (4G WiBro) 단말은 ’
11년 테스트를 시작하여, ’
12년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돌입
할 것으로 예상
● SKT는 10월 중에 WiBro 서비스인‘T 로그인 WiBro’
를 무선랜(WiFi)이 지원되는 다양한 단말기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WiBro 무선공유기‘브릿지(BRIDGE)’
를 출시(’
09.10월)

③ Beyond IMT-Advanced 이동통신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이동통신

● ITU-R WP5D에서 Beyond IMT-Advanced 이동통신기술 표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
10.10월 회의에서 관련 워크샵 개최 예정
● 3GPP는 매크로셀 내에 피코셀, 펨토셀, 릴레이 등이 중첩 배치되는 heterogeneous network
에서의 간섭 완화를 위한 표준화를 시작한 단계이며, IEEE 802.16 WG에서도 802.16m 이후의
기술로 이를 다루고 있어 4G 진화 기술의 하나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3GPP는 LTE망에서의 positioning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Rel-9로 진행 중이며, 위치추정 성능
개선을 위한 positioning enhancement에 대한 표준화를 ’
10년 하반기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음
● 3GPP는 LTE망에서의 eMBMS 표준화를 ’
09년 재개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는 가장 간단한 방식에
대한 표준화만 진행 중이나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3GPP RAN은 다중 셀 협력 송수신(CoMP)에 대한 SI(Study Item)를 ’
10.3월 승인되었으나 Work
Item으로 추진은 보류됨, 3GPP Rel.11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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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 RAN은 LTE 네트워크에서의 전력소모 절감을 위한 표준화 SI를 ’
10.3월 승인하였으며, ’
11년
부터는 본격적인 규격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
● D2D(device to device) 및 단말 릴레이 기술은 셀룰러망에서의 네트워크 용량 증대 등을 목적으로
Nokia에서 연구를 진행중이며, IEEE 802.16 WG에서도 802.16m 이후의 기술로 4G 진화기술의
하나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3GPP RAN2와 SA2 작업그룹은 3GPP 망에서의 M2M 통신 제공을 위한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s) 표준화를 시작한 SI 단계에 있으며, 본격적인 규격 표준화 작업은 ’
11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NTT는 초저전력 소모 단말(예 ; 10mW 송신전력, 배터리 수명 10년)을 이용한 광역(커버리지
반경 5km) M2M 셀룰러망 기술을 개발 중
● 미국 국방성에서는 XG 프로젝트를 통하여 Agile Radio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Virginia Tech
에서는 Cognitive Engine을 만들어 주파수를 자동 센싱하고 이로부터 주파수를 동적으로 선택하는
기술을 시연
- Tektronix와 버지니아대의 MPRG(Mobile and Portable Research Group)에서 인지 접속 기술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지아 공대는 SDR 기반의 스마트 라디오 기술을 위한 RF 기술 연구를,
버클리 대학의 BWRC (Berkeley Wireless Research Center)에서도 스마트 라디오를 위한 플랫폼
연구를 수행 중
- FCC에 의해 900MHz, 2.4GHz 및 5GHz 대역에 대한 스마트 라디오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CR을 위한 적응형 전송 기술, cognitive engine 및 적응형 waveform 기술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
- SDR Forum에서는 인지접속기술분과를 신설하여 SDR 기반의 인지접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Smart Radio Challenge 2007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계의 스마트 라디오 기술을 시험함
● 유럽 E3(End-to-End Efficiency)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주파수와 접속규격에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통신 분야에 CR(Cognitive Radio)기술 접목 시도와 동적 주파수 관리 및 제어를
위한 시스템 기능 구조 및 프로토콜 등을 설계 중
- E2R(End-to-End Reconfigurability) II 프로젝트에서 주파수 사용 효율증대를 위한 FSM(Finite
State Machine)과 다양한 RAN(Rapid Automatized Naming)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RAN을
빨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CPC등의 기술을 연구(~’
07)

● IEEE P1900(’
05년 구성)은 4개의 WG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그 중 IEEE P1900.4 WG(’
07년
구성)는 최적화된 radio 및 스펙트럼 자원 이용을 위한 구조 및 Enabler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
● 3GPP 주관의 IMT-Advanced workshop(’
08.5월)에서 노키아는 주파수 사용효율 개선을 위해
FSU와 스펙트럼 공유기술 도입을 제안하였고, 중국의 Huawei는 연속적/불연속적인 스펙트럼
활용을 위한 FSU기법 사용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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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RF(Wireless World Research Forum)는 스펙트럼 이슈를 다루는 SIG1(Special Interest
Group1)에서 DSA(Dynamic Spectrum Allocation), FSU(Flexible Spectrum Usage) 기술을,
WG6는 CR측면에서 FSU 기술을 논의
● 일본 NICT는 이동통신 주파수 스펙트럼을 공유하기 위한 요소기술을 연구(’
06년~’
08년)를 수행
하였고, Software defined cognitive wireless network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중(’
06년~’
11년)
● 국외 산업체는 UHF에서 6GHz까지의 광대역에서 무선통신의 동작환경을 센싱하고 적응하기 위한
부품(Tunable multiband antenna, Tunable broadband Amp., Tunable bandpass filter,
Broadband direct up/down converter 등)을 개발하여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다양한 동작
모드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활용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ETRI에서는 비면허주파수 대역에서의 CR 기술과는 별도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에서의
Universal Access를 위한 Smart Radio 원천기술을 연구
● 차세대 이동통신에서의 광대역 신호처리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RF신호를 직접 디지털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Digital RF 신호처리 기술을 연구
● KAIST에서는 빔 분할 다중접속기술(BDMA)과 그룹협력 중계 기반의 시스템 기술, 서울대에서는
in-building 환경 기반의 3차원 지능형 무선 통신 시스템 기술에 대해 연구

(2) 근거리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① 차세대 WLAN 무선통신 기술
이동통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WLAN은 11Mbps 802.11b(’
99년), 54Mbps 802.11g/a(’
03년), 300Mbps IEEE802.11n 표준
(’
07년), ’
08년부터 Gigabps급의 차세대 WLAN 표준(VHT) 논의가 시작되어 ’
12년경에 상용 시제품
출시 예정
● IEEE 802.11n 표준화가 완료된 ’
09년 이후에 최대 600Mbps급의 IEEE802.11n 표준을 적용한
상용제품이 출시 중이며, 특히 130nm 공정이 65nm 공정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Gbps급의 VHT(Very High Throughput) 국제표준은 Motorola, Nortel, Qaulcomm 등이 주도
하고 있는 5GHz대역(VHTL6, IEEE802.11ac)과 Intel, SiBEAM, Broadcom 등이 주도하는
60GHz대역(VHT60, IEEE802.11ad)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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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AN 칩 개발은 Atheros, Marvell, Broadcom, Airgo, Intel, Qualcomm 등이 선도 하고 있으며,
무선 VoIP 폰, 듀얼모드 핸드폰, 디지털 액자, 무선 HD IPTV 셋탑박스, 초 고화질 AV 시스템 등을
개발 중
- 최근엔 Norvatel Wireless사에서 셀룰라와 최대 5명의 WiFi 사용자를 접속하게 해주는 휴대용
핫스팟 무선 라우터를 개발
● 최근 1~2년 사이 WiFi와 결합한 무선메쉬 네트워크를 이용한 광역 WLAN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
- 인도 뭄베이, 마케도니아, 케냐,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아프리카, 중국 등 유선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미국의 많은 도시가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이용한 u시티 구축 중
- 다만, 국내외적으로 FMC 중심의 네트워크가 이슈화 되면서 메쉬 네트워크 구축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IEEE 802.11은 ’
10년 3월에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를 위해 1GHz 이하의 비허가 대역을 이용한
SG(Study Group)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WLAN을 이용한 스마트 그리드 전력 무선통신망 표준화가
시작됨
● IEEE 802.11은 ’
10년 1월에 60~800MHz TV 대역의 유휴 채널을 활용하기 위한 IEEE 802.11af
TV White Space 표준화 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
● 최근 WLAN 업체들은 칩 제조비용을 낮추고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802.11n 표준의 단일
스트림 지원 모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
●’
07년도부터 ’
08년도 사이에 130nm CMOS 기반 듀얼 칩으로 구현된 300Mbps급 802.11n 칩이
등장했고, ’
09년도부터 90nm CMOS 공정의 RF/PHY/MAC 단일 칩으로 다양한 안테나 구성할
수 있는 칩들 출시됨
● VoIP 폰 및 스마트 폰이 활성화된 ’
09년도 초부터 블루투스, GPS, FM 기능과 WLAN 기능을
하나의 칩에 집적한 콤보 칩이 등장하게 되었음
● 특히, Broadcom과 Atheros는 1x1 구성의 11n 칩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양한 무선
통신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집적한 콤보 칩이면서 RF/PHY/MAC 등 요구되는 모든 소자를 포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최근 애플사에서 아이폰에 사용하는 칩은 Broadcom의 BCM4329이며, 차기 버전으로 MIMO
지원 가능한 Broadcom의 WLAN 칩셋을 도입하여 향상된 전송 속도를 지원할 예정임
● 단일 스트림용 802.11n 칩으로 Atheros는 LDPC 기술을 사용했으며, Qualcomm은 1x2 모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였고, 뛰어난 RF 기술을 보유한 Broadcom의 경우는 1x1 구성에 길쌈부호기만
적용함
● Broadcom, Atheros, Marvell, Ralink, Qualcomm 등 주요 802.11n WLAN 칩 밴더들은 1x1부터
4x4까지 다양한 구성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RF, 베이스밴드, PA, 및 LNA 등 모든 소자들이
싱글 칩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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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AN의 표준은 IEEE 802.11a/b/g/n 무선전송 표준과 IEEE 802.11e/d/h/i/j/k/s 등의 부가
표준으로 나뉘며, 블루투스와의 호환, 20/40MHz 듀얼 모드, 2.4GHz 대역과 5GHz 대역의 선택적
사용을 지원함
●’
10년 초에 WLAN 칩 제조업체 모임인 Wi-Fi Alliance가 Wi-Fi Peer-to -Peer 기술인 Wi-Fi
Direct 버전 1.0 표준을 발표하고, WLAN이 블루투스가 장악해온 WPAN 영역까지 시장을 확장하기
시작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국내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삼성전기, 넥스터치, 유비원 등과 공동으로 ’
06~’
08년까지
3년간 IEEE 802.11b/g/n/i 통합 모뎀 칩 개발에 성공(’
08년)하였고, 넥스터치와 함께 해외 업체와
협력하여 칩셋 상용화 추진 중
● 카이로넷은 WiMAX Wave 2와 IEEE 802.11n을 하나의 칩으로 하는 듀얼모드 SoC 칩셋 개발하고
상용화 추진 중
● 삼성 SDS는 삼성 물산 건설부문과 함께 두바이에 시공 중인 세계 최고층 빌딩‘버즈 두바이’
에
무선 메시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여 건물 전체의 네트워크 구성을 무선으로 구축하고 있음
● 최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주요시 및 행정부에서 공공서비스를 위한
WiFi 무선메쉬 기반 자가망 구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 중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편리한 무선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WLAN 인프라 확산 추진 계획을
수립(’
10.3월)하고 ’
11년까지 세계 3위권에 진입하도록 ’
10년 말까지 WLAN 이용 지역을 2배로
확대 추진 예정
이동통신

● IEEE 802.11n 후속 표준인 Gigabit 수준의 차세대 WLAN IEEE 802.11ac가 지난 ’
09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및 ETRI을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IEEE 802.11ac 표준화 활동으로 삼성전자는 아테로스, Broadcom, 인텔 등과 함께 Accord 그룹을
결성하였고, LG 전자와 ETRI는 퀄컴, 소니 등과 Accelerate 그룹을 결정하여 자사의 IP를 표준에
반영키 위해 활동 중
● 지경부는‘20대핵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
10년부터 ’
12년까지 3년간 스마트폰 등 모바일용
단말에 사용할 차세대 저전력 WLAN 칩셋 개발 사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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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세대 WPAN 무선통신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밀리미터파(57~64GHz) 대역에 대한 새로운 주파수 자원개척과 10m 범위 내에서 수 Giga-bps
급 전송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이 ECMA international (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및 IEEE 802.15.3c에서 완료되었고, IEEE 802.11 TGad에서 진행 중
- ECMA international (ECMA-387)은 ’
07년도에 시작하여 ’
08년도 규격 완성, 해당 규격은
2009년도에 ISO/IEC 13156 국제규격으로 승인됨
- IEEE 802.15.3c는 ’
05년도에 시작하여 ’
09년도에 규격 완성, IEEE 802.11 TGad는 ’
09년도에
시작하여 ’
12년도에 규격 완성 예정
● 테라헤르츠(300GHz~3THz) 주파수대역 중 300~600GHz 대역을 이용한 단거리 무선전송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하여 IEEE 802.15에 IGthz (Interest Group TeraHertz) 가 형성되어 Intel을
중심으로 활동 중
● 가시광 대역(파장 : 380~780nm, 주파수: 385∼789THz)을 사용한 근거리 통신기술 개발 및
표준화는 IEEE 802.15.7에서 ETRI, 삼성을 중심으로 활동 중
● HDTV를 케이블, 위성방송셋톱박스/게임콘솔/DVD/캠코더 및 이동식 멀티미디어 장비와 무선으로
연결시키는 전송 기술이 Intel, Philips, Motorola, IBM, SiBeam, NICT, Sony, 대학 등이 개발 중
- 미국 조지아 공대 GEDC(Georgia Electronic Design Center)는 60GHz 대역을 이용해 1m 거리
에서 15Gbps, 2m 거리에서 10Gbps, 5m 거리에서 5Gbps급의 무선전송 기술 개발
- 호주 NICTA에서 10m의 거리에서 5Gbps 무선전송을 할 수 있는 60GHz CMOS 단일칩 솔루션 개발
- Sony는 UWB기반 고속무선전송 기술인‘TransferJet’규격 책정과 보급 목적으로 Panasonic/
삼성전자 등 총 14개 가전업체로 컨소시엄 구성(’
08년)하여 1.25인치 거리에서 최대 560Mbps급의
근거리 무선전송 기술 개발
● 최근 국내외적으로 인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 대한 표준화 작업이 IEEE 802.15 WPAN WG 산하 TG BAN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WBAN은 IEEE 802.15.6으로 승격됨
- IEEE 802.15.6 TG BAN은 BAN 응용, Regulatory, 채널 모델, 기술 요구, Selection Criteria
Document 등의 5개 하부위원회에서 주파수 대역, 물리계층, 매체접근제어 및 응용 등에 대해 논의 중
- IEEE 802.15.6 TG BAN에서는 NICT, Philips, CSEM과 한국의 ETRI, 삼성전자, 한국전파진흥원,
제주대 등을 중심으로 물리계층과 매체접근제어 계층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 중임
● IEEE 802.15에서는 ’
09년 1월에 1GHz 이하의 비허가 대역을 이용한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를 위해
IEEE 802.15.4g TG(Task Group)로 승격시켜 활동하였고, ’
10년 3월 현재, 규격(초안)에 대한
전자 투표 시작 단계에 있음
● WLAN을 이용한 WiFi P2P 기술인 WiFi Direct 규격 및 제품이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기지국
없이도 WiFi 단말끼리 직접 연결할 수 있어 블루투스 등의 기술과 경쟁 예상됨

480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삼성전자, LG전자는 SiBeam을 주축으로 Panasonic, Sony, NEC, Toshiba 등이 구성한 WiHD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투자 및 공동 개발을 ’
07년부터 추진 중
● ETRI는 60GHz대역에서 최대 6Gbps 속도를 제공하는 WPAN 무선전송 기술 개발(’
09년), 필립스
및 삼성전자 등의 업체와 공동으로 ECMA-387 규격 개발에 참가, 삼성전자 및 일본의 NICT 등과
공동으로 IEEE 802.15.3c 규격 개발에 참가하였음
● ETRI 및 삼성전자는 가시광 대역을 이용한 근거리 조명통신 융합 원천기술 연구 중에 있으며,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인 IEEE 802.15.7의 규격 개발에도 참가
● ETRI는 전력망, 가스망, 수도망 등 공공분야의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IEEE 802.15.4g SUN
(Smart Utility Network) 국제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원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음
● ETRI, 한국전파진흥원, 제주대, KAIST 등에서 WBAN 연구와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으나 초기단계
이며 최근 TTA에서 전파통신 기술위원회의 PG 317을 신설하고 WBAN 표준화 진행
● SKT는 지능형 전력망인 Smart Grid의 요소 기술의 하나로써, 지능형 전력량계에 최적화된 근거리
이동 통신 기술 개발 수행 중
● 고려대는 300GHz 이상의 테라헤르츠 대역 근거리 무선 전송 원천기술연구를 추진중이며, KETI는
지중매설물 관리를 위한 근거리 자기장 통신 기술을 개발 중
● 국내 중소기업인‘카서’
는 피코캐스트(PicoCast)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관련 기술을 ISO/IEC
29157 국제표준으로 제정 중에 있으며, 또한 ’
10년 1월부터 IEEE 802.15 산하 개인공간통신
(PSC) Interest Group 활동을 진행 중
● ETRI는 3~5GHz 대역에서 최대 480Mbps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UWB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와이미디어 공통 무선 플랫폼(WiMedia Common Radio Platform)’
인증을 획득함(’
08년)
이동통신

(3) 이동통신 응용 시스템 기술
① 국방 이동통신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WIN-T는 네트워크의 이동성, 보안성을 보장하며 고속 이동 환경에서도 전술상황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된 미 육군 통합 전술 네트워크로써 ’
08년부터 배치됨
● 나토는 TACOM-Post 2000 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에 기술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원칙
하에 각국의 통신체계들 간의 상호연동성, 접촉점, 서비스, 번호체계 등을 고려한 통합 망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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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육해공 작전환경에서 Link-11(’
70년대~), Link-16(’
80년대~), CDL(Common Data
Link), TCDL(Tactical CDL) 등 다양한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운용 중
- 미래 NCW(Network Centric Warfare) 작전에서의 전술 디지털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 위해
Link-22, TTNT(Tactical Targeting Network Technology), N-CDL (Networked-CDL) 등
차세대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단계임
● 이스라엘은 Smart Data Link, 일본은 TDDL, 프랑스는 LX(Link X) 등을 개발 중
● 유럽은 6차 Framework Program에서 MIMO OFDMA 기반 OpenAirMesh 플랫폼을 개발함
● 미국은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를 중심으로 1973년 Packet
Radio Network (PRNET) 과제를 시작으로 1983년부터 Survivable Adaptive Network
(SURAN)에서 무선 망의 변화에 적응 능력이 있는 망 기술 개발을 하였고, 1994년부터 전투용
MANET의 빠른 현실화를 위해서 기동노드 간 적응 통신 시스템 및 Mobile Ad Hoc Network
(MANET) 연구 개발을 수행
● 미국은 1999년부터 Future Combat System (FCS) Program에서 차세대 적응적 기동 노드 기술 및
MANET 기술 개발을 수행하여, ’
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우군 및 적군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지휘통제에 활용함.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전술이동통신 체계인 ‘스파이더넷’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WiBro 기술을 접목한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사업의 탐색개발을 ’
08년에 종료하고,
’
09년부터 체계개발 추진 중
- ETRI, 대학교/사업자와 공동으로 차세대 TICN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WiBro기반의 전술이동통신
핵심요소 기술을 개발 중
- 전시 환경에서의 응용을 위한 필수 요소인 기동노드간 통신을 위한 Mesh 기술, 가변 주파수 대역의
활용을 위한 기술 등 군용 시스템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의 Link-16 시스템에 준하는 Link-K 사업을 ’
11년 적용을 목표로 Ad-hoc 무선네트워크,
자동화 프로토콜, GPS 등을 적용하여 개발 추진 중

② 광대역 무선 백홀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일본 후지쯔 연구소에서 인펄스 무선방식에 기반한 70~100GHz대역 밀리미터파 통신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
09.6월)하고, 현재 10Gbps이상의 트래픽을 전송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
12년 상용화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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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dgeWave Communications은 80GHz 대역에서 1.5Gbps이상의 트래픽 전달이 가능한
Flexport라는 제품을 출시(’
09.3월)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 모바일 Backhaul 플랫폼으로
활용
● Exalt Communications은 Gigabit ethernet microwave radio platform을 출시(’
09.3월),
BNSF railway company는‘exalt ex-i series GigEradios’
를 이용하여 TDM(time division
multiplexer) voice 와 ethernet traffic을 지원하는 IT 네트워크를 구축
● Motorola는 ’
07년 고정 지점 (4-55km)간의 무선 광대역 통신 솔루션인 캐노피와 멀리 떨어진
이동통신 기지국 간에 안정된 네트워크를 보장하는 장비인 무선 Backhaul 등으로 이루어진 무선
솔루션인 motowi4 출시
● Firetide(미국), Cisco(미국) 및 Alcatel-Lucent(프랑스)등도 다양한 무선 솔루션으로 무선
Backhaul 서비스 및 모바일 시티 구축 시장 개척에 적극적
● Chughwa Telecom(Taiwan)은 WiMAX시스템 솔루션을 이용한 타이완 전역의 WiFi존을 연결하는
무선 백홀링 구축 중
● TI에서는 MEMS(Microel Ectro Mechaical System) 기술을 이용한 미러를 개발 무선 광통신에
적용, 100Mbps의 802.3/Ethernet접속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함
● 보다폰(Vodafone)을 포함한 일부 통신사들은 전용 회선의 높은 비용 부담을 피하고자 이미 마이
크로파 대열에 합류한 상태이며, PDH와 SDH 규격에 근거하는 마이크로파 백홀 환경을 구축함
● MRV Communications사는 10Gb급 레이저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FSO기반의 TereScope
TS-10GE 시스템을 출시(’
08년)
● 이탈리아 산타나공대 정보통신센터 연구팀이 일본 국립정보통신연구소 및 와세다대와 공동연구로
자유공간 링크에서 1.28 Tbps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자유공간 레이저기반 무선광전송 시험을
실시함

이동통신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국방과학연구소는 ’
07년부터 군 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TICN) 개발일환으로 기지국과 교환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군 전술 체계에 적합한 대용량 무선전송장치(HCTR) 및 광대역 무선백홀 기술
개발을 진행
● 에어스트링은 ’
08.11월 정확도와 기상상태에 따른 성능저하가 적은 프리미엄 무선광통신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군용 및 해외수출을 고려한 프로토타입 작업을 진행
● SKT는 차세대 고속 데이터 이동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10GHz 이상의 Microwave 대역
에서 대용량을 전송하면서 무선 링크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무선 백홀 기술 개발 중
● 테라링크사는 LGT와 155MB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무선광통신(FSO)기술을 개발하여 광화문
주변 건물간 카메라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기지국간 광대역 무선백홀을 위한 FSO 응용
기술 개발은 아직 미비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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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안전 및 기타 무선통신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최근의 잦은 테러 및 대형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안전 및
긴급구조기관간 일원화된 무선망을 디지털 TRS(Trunked Radio System) 방식으로 구축 중
● 유럽의 ETSI와 미국의 TIA는 MESA 프로젝트를 창설하여 PPDR(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전파통신을 위해 B3G의 단일 이동통신 광대역 규격작업을 진행 중
- 미국은 보다 나은 재난 관리를 위해 초고해상도 영상, 초다분광 영상 등의 신기술 및 융합처리
기술을 개발 중
- 유럽의 TETRA Association(Terrestrial Trunked Radio)에서는 TETRA2를 기반으로 공공 안전
부문 및 사설 무선통신 사용자를 위한 디지털 광대역무선통신 플랫폼을 연구를 중이며
WiBro(WiMAX/IEEE 802.16e) 기술 도입을 검토 중
● IEEE 802.16에서는 GRIDMAN라는 Study Group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IEEE 802.16n
(Greater Reliability Network) Task Group으로서 ’
10년 7월 회의에 정식 출범 예정임
● 최근 의료, 교통 통제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무선 통신 기술 연구가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화 작업도 진행
● EU는 무선 이동 통신 기술이 보다 다양한 장소-가정, 의학, 재난 구호, 환경 보호 등에 활용될 것
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
07~’
13년까지 진행되는 FP7차 연구 주제 중“Cognitive
Systems, Intelligent System”
의 주제 하에 신규 M2M 통신 프로젝트를 구성함
● 미국의 Idaho 주에서는 M2M 통신을 농업 분야에 적용하여 관개 시스템 (Irrigation system)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모델을 제시함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국가재난관리 종합정보시스템(NDMS;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을 구축하여 중앙행정
기관 및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연계하고 유비쿼터스 환경 지원 중
- 정부는 ’
03년부터 대형 재난 발생시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방부 등 관계기관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범용 통신망 구축 사업으로 국가통합무선지휘통신망 사업을 착수
- 국내 TRS 장비업체에서 TETRA2 기반 지상 재난통신 시스템 기술을 개발 중
- 방송통신위원회는 WiBro를 국가 광대역 무선망으로 정의(’
09.6월)하고, ’
10년부터 WiBro 기반의
공공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예정
- 감사원 감사에 의한 TETRA 기반의 국가통합망 구축 사업 중단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행정
안전부로 국가통합망 사업의 주관부서를 이관/승격 (’
09.7월)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 및 지속 추진을
위한 정책수립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정립 및
주파수 확보 등을 바탕으로 ’
11년 말까지 통신방식 결정하고, 기술 개발 및 망 구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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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에서는 ’
09.5월부터 차세대 재난통신 표준화 구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 중
● ETRI는 재난통신망의 백업솔루션으로 위성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연구 중이며, 경북대에서는
해상용 수중통신기술로 초음파 통신기술을 연구 중
● 이동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휴대 단말과 사물간의 통신을 활용한 서비스를 기획 중으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 궁극적으로 이동성 지향의 기기 및 사물간의 이동통신시스템 및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음
● ETRI는 미국 대학들과 협력하여 상황인지형 Radio 기술을 통한 저전력 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ITU-T, ISO/IEC JTC 1, ETSI TC M2M 등의 표준화 활동을 통해 M2M 및 D2D 통신에
대한 표준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 한국전력의 송배전 시설물 관리 및 원격 검침, 한국난방공사의 배관관리, 방송사나 통신사의 기지국
장비의 원격 감시, 지하수 수위관리 등을 비롯하여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까지 다양한 영역
에서의 M2M 도입이 시행 또는 고려되고 있음
● WiBro 기술의 확산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에 따라, 국가 모바일 행정
서비스의 제공, 공공 시설물 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 등 정부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에의
통합 및 연동 망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됨
● ETRI는 단파 및 초단파 대역에서의 해상용 통신기술 연구 중

다. 이동통신 단말 및 부품 기술
구 분

개발 방향 (~로)

디자인-폼팩터/피처폰 중심에서

트라이버전스/스마트폰으로
개방형 OS 기반 이머징 단말로
IT기반 타 산업 융합단말로
사용자 특성 기반 융합기능 단말로
플렉서블 융합단말로

폐쇄형 OS 기반 단말에서
IT 분야내 융합단말 중심에서
다수의 개별기능집약 단말에서
Bar type 스마트폰에서

이동통신
단말 및
부품,
시험인증

융복합
부품기술

이동통신
인증
시험 기술

스마트폰용 입출력 UI에서
단일모드 모뎀에서
RFIC SoC에서

음성 품질 위주의 측정에서
단순 신호품질 측정에서
수동측정 위주에서

이동통신

융복합
단말기술

현재 기술 (~에서)

실감/감성형 입출력 멀티 UI로
멀티밴드/멀티모드 융합모뎀으로
플렉서블 RFIC로
* 저전력, 고효율, 친환경 부품기술
데이터 서비스 품질 위주의 측정으로
신호품질 통화기능·망연동 복합
시험으로
자동화시험 기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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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1) 융복합 단말기술
① 단말 플랫폼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제품의 복잡성 증가, 소비자의 요구 변화, 센서, 소프트웨어 등의 관련 기술의 진보로 인체의
오감을 활용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단말 플랫폼과 플렉서블 단말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Nokia는 인간의 오감을 인지하는 센서를 탑재하여 진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휴대폰 컨셉인‘Scentsory’
와 플렉서블한 형상의‘모프’컨셉 단계별 개발 결과를 ’
08년말 발표
- 멀티터치, 자이로 센서를 적용한 애플 iPhone, 음성인식 기능과 터치패드를 장착한 HTC의
‘매직 Hero’등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다양한 단말기 출시
● 휴대단말의 성능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서비스 증가에 따라 인증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생체 인식기술의 휴대 단말 적용 연구 진행
- 일본 Sony는 ’
09.2월 손가락 정맥을 활용한 생채인식기술인 모피리아(Mofiria)를 개발, 인식률도
우수하고 휴대폰의 CMOS 카메라와 LED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휴대폰에
적용할 예정
● 모바일 환경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단계로 발전하고, 단말이 고기능화 함에
따라 사용자 적응성/개인화 등이 지원 되는 개방형 플랫폼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출시
- 구글은 안드로이드2.1 OS 발표를 통해 개방형 플랫폼의 이점을 활용한 다양한 메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HTC를 통해 ’
10.1월에 넥서스원을 출시하였으며, 향후 HTC 및 메이저 단말
업체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폰을 다수 출시할 예정
- 스마트폰 시장의 38%(’
09.4분기)를 점유하고 있는 심비안은 심비안 Foundation을 통해 ’
10.2월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 MWC에서 심비안3 OS를 발표하였고,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
10년
3분기에 출시 예정
- 마이크로소프트도 개방형 OS인 윈도우즈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
10.2월 MS 웹플랫폼
윈도우 모바일6.5를 출시하였고, MWC에서 윈도우폰 7을 공개하였으며, 윈도우폰 7이 탑재된
단말을 ’
10년 하반기에 출시예정
- 이동통신 관련 단말제조사, 통신사업자, 부품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LiMo Foundation은 ’
10.2월
LBS, Contact Management, 진보된 UI 및 멀티미디어 기술, 향상된 보안 및 네트워킹을 지원
하는 리눅스 기반의 플랫폼 R3를 공개
- Nokia와 Intel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OS용으로 자사의 리눅스 기반 모바일 OS인
Maemo와 Moblin을 결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MeeGo를 ’
10.2월 MWC에서 발표
● 휴대폰(스마트폰) 이외에도 3G, WLAN, 블루투스 등 다양한 무선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Wireless Always Best Connected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PMP, 넷북, 이북, 내비게이션,
MP3P 등의 다양한 이머징 단말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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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hone을 통하여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애플은 ’
10.2월 인터넷 검색 및 멀티미디어
지원이 가능하고 9.7인치의 IPS 디스플레이를 채택하여 모바일 뉴미디어 시대를 주도할 iPad를
출시
- MS는 터치와 펜을 기본으로 하는 NUI(Natrual User Interface)을 적용한 신개념의 모바일
타블렛 기기인 Curier의 데모 영상을 공개하고 ’
10년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 예정
- 구글이 무료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휴대기기에서 어플리케이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
10년 국내에 출시되는 MP3P 및 PMP 상당수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출시될 예정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시장의 급성장 전망에 따라 각 이해 당사자별로 모바일 웹애플리케이션을
주도하기 위한 활동 본격화
- 사업자 중심 애플리케이션 표준화 단체인 OMTP(Open Mobile Terminal Platform)는 ’
09.2월
다양한 단말 OS 플랫폼에 무관하게 Application 및 위젯을 구현하는 Java 기반의 모바일 웹
플랫폼인 Bondi 1.0을 발표
- 글로벌 이통사 연합은 ’
09.4월 JIL(Joint Innovation Lab)을 설립하여 이기종기기 간의 모바일
웹어플리케이션 운용 표준 규격화를 추진 중이며, ’
10.2월 국제적인 단말 API 규격을 수용하는
글로벌 앱스토어 WAC(Wholesale App Community)를 창설하기로 합의
- 심비안, 임베디드 리눅스, 윈도우 CE 등의 OS 업체 중심의 운영체계 플랫폼과 별도로 어도비
AIR,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 등의 서비스 플랫폼 통합이 추진 중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모바일 뱅킹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지문인식 기능과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OCR 기술을 적용한 명함인식 기능이 적용된 휴대폰을 출시

이동통신

● 리눅스 OS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 표준화 단체인 LiMo Foundation에 창립 멤버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 KT, SK 텔레콤, ETRI, 삼성 SDS 등이 참여하여 개방형 플랫폼 표준화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 단말 제조사들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3D UI(User Interface) 및 멀티터치 기능, 다양한
지자기 센서 및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모션 UI 등을 적용한 단말을 출시
-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휴대폰에 3차원 정육면체 개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속도 센서 등을 활용한
모션 UI 기능을 탑재하여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휴대폰을 출시

- 풀 터치스크린 기능과 다양한 햅틱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 입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함

● KETI은 3차원 영상터치 기술로 고휘도 LCD와 X,Y,Z 축을 감지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 공간
터치로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 차세대 3D 광고, IPTV, 게임산업 및 3D 원격교육 등의 융합서비스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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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는 감성정보 전달을 위한 햅틱 서비스에 대해 ’
09.2 3GPP SA1에 제안, 현재 Mobile
Haptic Service라는 Working Group을 통해 Feasibility Study 진행 중, ’
10년부터 Rel.
10 공식 표준화 규격(Technical Specification) 예정
● 삼성전자는 ’
09.12월 자사의 휴대폰에 탑재할 모바일 단말용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OS)
바다를 공개하였으며, 이를 탑재한 첫 스마트폰인 웨이브폰을 ’
10.2월 MWC에서 선보임

② 서비스 융복합 단말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IT 분야의 유·무선 통합 및 방송·통신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단말 기술도 융합형 플랫폼에서
점차 나노·바이오·의료분야 등의 타 산업분야와의 결합지원이 확대되는 추세
- 비영리 텔레헬스 산업표준 단체인 CHA(Continua Health Alliance)는 ’
09.6월 차세대 모바일
헬스기기의 근거리 무선통신 가이드라인으로 저전력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ZigBee와
블루투스 4.0을 채택
- Nokia는 영국의 어플라이드 나노디텍터스(Applied NanoDetectors) 센서 칩을 이용하여 입김에
포함된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 구성비를 질병 등의 특성과 비교해 각종 병을
측정하는 건강 체크 단말을 출시(’
09.2월)
- 일본의 오므론, 스즈켄, 니프로, 히타치 등은 개인의 신체활동 관련 데이터를 기록, 관리하는
라이프 레코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휴대폰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
● 향후 u-city, u-Home, u-Health 등의 센서 네트워크와 연동된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결합 기술이 개발 중
- NEC는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GPS, 지자기 센서를 사용하여 추출된 위치와 방향 정보를
데이터 서버와 연동하여 현실 세계에 다양한 정보를 매핑 시켜주는 증강현실 기술인
OneShotSearch 서비스를 개발 중
- 생체 의학기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융합을 위한 WBAN 기술이 IEEE 802.15.6
에서 표준화 논의 중이며 휴대단말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
- 미군 원격의료 신기술 연구센터(TATRC)는 미군내의 헬스케어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 중,
원격의료서비스 연구를 진행 중인 미국원격의료협회(ATA)에는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인텔,
IBM, 소니, 시스코 등의 기업들이 참여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삼성전자와 아디다스는 ’
07.7월 GSM GRPS/EDGE를 지원하며 헬스기능인 심장박동수 체크,
조깅시 트랙거리 표시, 운동 후 소비 칼로리 산출 등의 스포츠 관련 기능을 갖는 융합형 단말인
아디다스 폰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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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연구소는 ’
07.1월 바이오센서를 이용하여 지방간과 알코올성 간염 등 각종 간질환을
전기화학적 신호로 휴대폰에 전달하여 간기능 효소치를 측정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 진단기술을
개발하여 ’
09년 사업화 착수
● 건국대 병원은 정보기술업체 모비컴과 공동으로 ’
08.5월 휴대폰만 있으면 24시간 재발 위험성을
체크하는 모더스 이씨지1(ECG1)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 ’
09.3월부터 SK텔레콤 및
모비컴과 공동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원격지 의료서비스 시스템 개발 추진 중
● 한림대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환자의 검사결과/처방/상태를 조회하는 모바일
병원시스템(Mobile Hospital System)을 ’
10.4월 도입하여 서비스중이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도 도입을 추진
● AP시스템은 위성, TETRA 듀얼모드 단말을 개발하여 중동의 뚜라야社에 수출중이며, EADS社와
TETRAⅡ 공급을 위한 MOU 체결(’
10.4)

③ CR/SDR 플랫폼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에 적응하여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lways Best
Connected 서비스 단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표준 인터페이스로 동적 재구성이 가능한
CR/SDR 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중
- ITU-R WP1B는 CR/SDR 도입에 따른 규제, WP5A는 육상 이동 서비스에서의 CR 시스템,
WP5D는 IMT 시스템에 적용될 CR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 IEEE SCC41 P1900, ETSI TC RRS, 그리고 SDR Forum 등에서 표준화 진행중이며,
IEEE802.22에서는 TV 밴드를 사용하는 WRAN 표준화 마무리 단계
이동통신

- 미국에서는 ’
08년 FCC가 TV white space에서의 CR 기술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디지털 TV
전환 시기인 ’
09년 6월 이후 700 MHz 대역 이동 및 고정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음
- EU의 E3(End-to-End Efficiency) 프로젝트와 일본의 NICT 프로젝트에서 CR/SDR 기술
개발 및 구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특히, NICT에서는 CR 단말을 위한 다중밴드 튜너블
디바이스를 개발
- AirNet Communications는 무선 인터넷 망에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동일 플랫폼
상에서 GSM, GPRS, EDGE 세 가지 모드 변경이 가능한 SDR 기반의 Base Transceiver
Station(BTS)인 AdaptaCell을 개발
- 호주의 SDRCT는 다중 네트워크 환경에 공통 인프라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CDMA 방식의 경우
퀄컴의 칩셋을 이용하지 않고도 네트워크 제공자가 GSM, CDMA, W-CDMA, UMTS 등의
서비스 프로토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SpectruCell SDR 플랫폼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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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ETRI는 이동통신 Primary User를 위한 CR 기술을 Smart Radio로 정의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 과제를 수행 중
● 삼성탈레스에서는 RF 부분을 제외한 군용의 재구성 가능 통신 시스템을 구현, 실시간 구현을
목적으로 다운로드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재구성을 통해 기존 통신과 시스템과의 상호운용 및
다양한 통신 모드와 응용에 대해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
● 삼성전자 등은 다중모드 단말기 과제를 추진 중이며, SKT, 삼성종합기술원 등은 SDR 적용을
위한 첨단 알고리즘 및 SDR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 중
●’
09년 특허청에서는 CR/SDR 기술분야의 핵심특허 대응전략 제시, 미래 전략적 제휴관계 제안,
R&D 과제 도출 및 유형분석 등을 위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을 수행하였음

(2) 융복합 부품기술
① 광대역 모뎀 및 AP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이동통신의 경우 초기에는 싱글모드의 모뎀으로 시작하여 2G/3G/4G의 멀티모드 구조로 진화
하며 RF까지 포함하는 추세임
●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경쟁력 중요성 증대, 소형화, 슬림화, 멀티미디어의 융합화 등이 지속
되면서 카메라, 모뎀기능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Bluetooth, Wi-Fi 및 FM 라디오 기능 등의 원칩화
진전
- 삼성, LG, 팬택, HTC 등은 퀄컴의 통합칩인 스냅드래곤 채용 스마트폰을 출시 또는 출시 예정임
● 응용프로세서로는 TI의 OMAP, Renesas의 SH-Mobile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퀄컴의
Snapdragon, Marvel의 PXA계열, ST-Ericsson의 Nomadik, 삼성의 S3C 등의 채용이 늘어
가고 있음
● Qualcomm은 ’
09.2월 CDMA2000?1x, 1xEV-DO Rev.B, 멀티캐리어 HSPA+ 및 LTE를
지원하는 고급 스마트폰용 다중모드 칩셋 솔루션을‘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
09’
에서 소개하였으며,
’
10년 중반에 샘플 출시 예정
● 많은 조사기관이 향후 4G 이동통신시장의 70%이상을 LTE 시스템이 점유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전세계 많은 Fabless 업체 및 시스템업체들이 WiBro(WiMAX)보다 LTE 모뎀 및 기지국
시스템 개발에 치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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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주요 AP 벤더 및 Product 현황 ▼
Vendor

Product

Notes

TI

OMAP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AP

Renesas

SH-Mobile

일본 내수시장 장악

Qualcomm

Snapdragon

Smart Phone에서 Smartbook, Zeebo 게임기기 및 CE 시장진출

AMD/ATI

lmageon

’
09.01 Qualcomm이 해당 자산 인수

Mtekvision

MV Family

-

CoreLogic

CL Family

-

ST-Ericsson

Nomadik

Symbian Foundation의 전략 AP로 Nokia와 협력(U8500 Platform)

Freescale

I.MX Family

Netbook/Secondary Device Target

Marvel

PXA Family

BlackBeryy 및 대만 업체들의 PND 제품에 사용 중

Apple

-

’
08.04 P.A Semi 인수

Broadcom

BCM2820

Nokia Smart Phone 사용 예정

삼성전자

S3C Family

자체생산 개발의지/AP Flash Memory 통합공급 및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LTE의 경우 하향 100Mbps, 상향 50Mbps를 제공하는 카테고리 III타입 단말을 목표로 한 모뎀
개발을 추진 중이며, LTE를 채택한 사업자는 초기(’
11년~’
12년) LTE 단일모드의 데이터 카드
형태의 제품으로 서비스 시작 후 점차적으로 EDGE (GSM)/ HSPA(WCDMA)/LTE 다중모드를
지원하는 단말 기반의 서비스 제공 예상됨
이동통신

● WiMAX 칩셋업체로 GCT, Beceem, Sequans, Wavesat, Intel 등이 있으며, 특히 Beceem은
Mobile WiMAX WAVE 2를 지원하는 칩셋과 SkyCross의 iMAT 안테나를 사용하여 ’
09.2월
MIMO 필드테스트 수행
● ABI Research는 Vodafone, KDDI 등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향후 WiMAX와
LTE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듀얼 모드 칩셋이 개발되어, USB 모뎀, 랩톱, 넷북, MID 등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
● 미국에서는 DARPA를 중심으로 기존 ADC의 sampling speed, resolution 등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AIC 기반의 광대역 baseband 수신 부품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 TV 주파수 대역에서의 화이트 스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EEE 802.22 규격이 ’
10년 중에
완료 예정이며, 이에 따라 스펙트럼 센싱 등의 CR 기술을 적용한 baseband 부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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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국내에서는 ’
10.4월말 추가주파수(800MHz, 900MHz, 2100MHz)를 각각 LGT, KT, SKT에
할당받음으로써 ’
11년 하반기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 LG전자는 ’
08.12월 LTE 단말 모뎀칩 개발, 삼성전자는 LTE/HSPA 듀얼모드 모뎀칩 개발 추진
중이며, ETRI는 국내 중소 Fabless업체와 ’
08.3월부터 LTE 모뎀칩 공동개발을 시작하여 ’
10.3월
1차 칩 제작, ’
10.12월까지 복합기능의 2차 칩 개발 중
- ETRI에서 LTE기반 All-in-one 펨토셀 기지국용 모뎀 기술을 개발 중
● IMT-Advanced 분야에서는 ETRI,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LTE Advanced 및 IEEE
802.16m에 대한 표준 IPR 확보와 함께 관련 칩셋 및 부품 연구를 진행 중
● 삼성에서 ARM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한 32비트 RISC ARM 1176JZ와 삼성
S5PC100 ARM Coretex-A8을 애플의 iPhone에서 채택
● 삼성은 전문업체인 실리콘 마이터스 등과 손잡고 스마트폰용 전원 제어관리 칩 개발에 착수, SK
텔레시스는 GCT리서치 등과 손잡고 LG전자 및 차이나모바일 등에 공급할 통합 송수신 트랜시버
칩을 각각 개발키로 함
● 카이로넷은 Mobile WiMAX Wave 2와 IEEE 802.11n을 지원하는 60nm 공정의 듀얼모드 모뎀
칩셋을 ’
09.6월 개발
● 연세대, KAIST 등에서는 주파수 및 시간영역에서 Sparse 한 특성을 활용한 Compressive
Sampling 기법을 적용한 모뎀 및 AP 기술 연구 중
● 코아로직은 MAP-Multimedia Application Processor, Hera-Hardwired MPEG4 code
solution 및 CAP-Camera Application Processor 등 다양한AP를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

② 광대역 RF 및 안테나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Sierra, Analog Device, Qualcomm, Infineon, Maxim, Philips 등은 이동통신 및 WLAN
기능을 지원하는 다기능/다중모드 광대역, tunable RF transceiver 기술을 개발 중
● TI, Skywork, RFMD는 GSM/GPRS/EDGE 시스템용 디지털 RF 솔루션을 발표, 송신부는 주로
polar transmitter 구조, 수신부는 subsampling 또는 IF-subsampling 구조를 적용하여 개발
● 미국의 MIT, Harvard, 일리노이 대학 등이 고주파용 Flexible TR 등의 RF 소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노키아에서 Flexible TR 기술을 개발 중
● 독일 FBH 연구소에서는 monolithic 형태의 switching amplifier block을 통해 1.8 Gbps의
modulation을 구현하였고, GaAs, GaN HEMT 기술을 적용하여 낮은 주파수에서 90% 이상의
효율과 5W 이상의 출력을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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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은 휴대폰, WLAN, 모바일 WiMAX를 지원하는 tunable 안테나 기술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Netgear는 메타소재라 불리는 특수 소재를 사용한 내장형 다중안테나를 사용하여 3×3 MIMO를
지원하는 WLAN 엑세스 포인트를 상용화 함
● NTT는 광대역/고이득 안테나를 집적화한 밀리미터파 SiP 기술과, 신호를 복수 채널에 분할하여
전송하는 복수채널 병렬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60GHz 대역 무선전송용 12mm 소형 파라볼라
안테나 모듈을 개발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KAIST는 tunable RF, 광대역, 저전력 RF기술을 기반으로 digital, tuned, switchedreconfigurable radio구조 연구 중이며, 이동통신/WLAN/WPAN을 수용하는 재구성 디지털
트랜시버 구조와 내장 핵심 부품에 대해서 연구 중
- 디지털 RF의 송수신부 구조 기술 및 주요 IP기술들이 ETRI에서 개발 중
●’
09.3월부터 ETRI와 KETI는 빔포밍 기술을 지원하는 60GHz대역 CMOS RFIC와 모뎀 칩셋을
개발 중
● 에이스안테나, 파트론, 인탑스, LS전선 등이 보상 알고리즘을 이용한 튜너블 안테나, EMW와
KETI에서 Metamaterial 소재를 이용한 안테나를 개발 중
● 파루, 순천대, KAIST 등에서 RF-ID Tag용 디지털/아날로그 TR 및 다이오드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나, Flexible 고주파 TR 및 능·수동 소자, UHF 대역용 Flexible 능·수동 소자 및 모듈에
대한 연구는 미흡

이동통신

● LS산전과 와이즈파워는 접촉에 가까운 수 mm 미만의 거리에서 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노트론테크놀로지는 2.45GHz에서 무선전력 전송 및 충전 기술을
개발 중
● KETI에서 2m이내에서 휴대폰 및 게임기 등의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듀얼밴드 멀티모드
무선충전기술 개발 추진 중
● ETRI와 KETI에서 고효율 Class-S 증폭기용 GaN소자 및 전력증폭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중
● 삼성종합기술원, ETRI 등에서 digital RF의 송신부 구조의 기초 연구 및 IP 개발을 시작하는 등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Postech과 KAIST 등의 학계를 중심으로 구조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KETI에서는 차세대 플렉서블 단말용 수동소자 임베디드 기판 및 안테나 등의 부품개발 중이나
플렉서블 RF소자 및 SoC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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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방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융합 부품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Tactile 기술 중 터치스크린 패널은 Nissha 및 3M 등에서, 투명전극 필름은 일본 닛토덴코,
오이케 등이, 컨트롤러 IC는 미국 시냅틱스, 싸이프레스, 일본 알프스전기 등이 개발
● 싸이프레스에서는 열 손가락의 터치를 감지할 수 있는 컨트롤러 칩셋 솔루션과 이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터치보드를 MWC2010 전시회에서 발표(’
10.2)
● Flexible 단말 패널을 위한 무선 타블렛 입력 센서 기술은 초기 상태로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
으로 개발중에 있으며 특히, 노키아는 ’
15년 Flexible 단말을 목표로 Flexible 입력 센서 기술을
개발 중
● 개방형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Solomon Systech는 대표적인 디스플레이용 MIPI (Mobile
Industry Processor Interface) 솔루션 전문업체이며, MIPI 마스트 브리지 칩 SSD2805와
integrated MIPI TFT driver controller SSD2215를 제공
● 최근 애리조나주립대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센터(FDC)는 세계 최초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반의‘터치스크린’개발로 플렉서블한 능동 구동형 구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 입력이
가능한 플렉시블 전자 디스플레이 시작품 개발
● 미국의 Unidym은 CNT 제조업체였던 CNI와 합병하여 플렉서블 전자기기용 SWCNT 투명전극을
개발하였으며, 터치스크린, LCD 및 OLED에서 사용되는 ITO 투명전극을 대체하기 위해 적극
노력
● 일본은 Mitsubishi Rayon에서 SWCNT 투명전극을 제작하여 발표하였고, 유럽에서는 20개
기업과 연구기관 및 대학들이 모여 만든‘FlexDis’프로젝트를 통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개발을
진행
● Organic TFT부문에서는 Sony, Hitachi, Philips 등의 선진업체에서 수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연구 수행 중이며, 선진업체들은 폴리머 기판위에 유기 반도체 스위칭 소자가 형성된 EPD가
상용화될 것으로 발표함
● 일본 동경대 소메야 교수 그룹은 폴리머 필름상 압력 센서를 결합시킨 E-Skin를 발표하고 있으며
플렉시블 전자소자의 구현을 위한 각 요소기술개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플렉시블 센서 분야에 있어서 오스트리아 Nanoident사에서는 유기물 기반의 Photodetector
개발을 완료하여 상용화 준비 중이며,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선진국에서 우선 상용화 가능한
플렉시블 센서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생체 모방형 인공피부 및 촉각 센서 모듈 등의 개발로 진행된 적이 있으나 본격적으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결합할 수 있는 플렉시블 촉각 스크린 및 구동부가 집적화된 보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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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술개발 동향
● KETI 및 업체를 중심으로 차세대 Tactile 입력 및 Haptic 출력 센서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작되고
있으나, 기술적 완성도가 미흡한 실정
● 코아리버는 가로 세로 각 16개의 입력 센서를 이용하여 총 256개의 입력을 인식할 수 있으며,
디지털 방식 터치 엔진과 MCU(Micro Controller Unit)를 내장하고 있는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코어 2.0을 개발
● KETI와 업체 중심으로 압력을 인식하여 다양한 입력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터치 압력 입력센서
기술 및 플렉서블 단말용 타블렛 입력센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 매그나칩 반도체는 MIPI DSI를 지원하며 CABC(Contents Adaptive Brightness Control)에
기반한 절전 기능을 내장한 휴대폰용 QVGA(Quarter Video Graphics Array (320x240))급
LCD 구동칩을 대량 공급할 예정
● 코아로직은 MIPI를 지원하는 차세대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ISP3 플러스를 ’
09.1월에 출시

(3) 이동통신 인증 시험기술
① 시험/계측 및 인증장비 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이동통신망의 음성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으로 PESQ(Perceptual Evaluation for Speech
Quality) 알고리즘이 ITU-T 표준으로 채택(’
07.2월)
이동통신

● 이동통신망에서의 화상품질은 PEVQ(Perceptual Evaluation for Video Quality) 알고리즘이
’
08.9월에 ITU-T 표준으로 채택되어 상용화
● LTE의 경우, Anritsu, Agilent, Rohde & Schwarz 등이 자체 솔루션을 확보 중
-’
09년 Anritsu에서 LTE에 기반하여 100Mbps 가량의 데이터 전송속도 시험을 할 수 있는
BSE(Base Station Emulator) 장비를 개발
● Agilent는 이노와이어리스와 협력하여 Mobile WiMAX용 신호발생기술과 분석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 중이며, LTE의 경우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여 안정화단계 진행 중
● 계측대상 장비의 어플리케이션의 진행과 함께 신호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의 제공이 새로운
추세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495

＞＞이동통신
■ 국내 기술개발 동향
● 이동통신망에서의 화상품질 측정알고리즘을 연세대학교에서‘연세모델’
이라는 이름으로 제안,
’
08.9월 PEVQ와 함께 ITU-T의 복수표준으로 채택
● 패킷이동통신망에서 E2E구간의 품질을 측정하고, 문제가 있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상용화
● E2E 품질측정 기술은 ’
04년말 WCDMA 망에 적용되었으며, LTE 망에서의 적용연구가 진행 중
● LTE의 경우, RCT 및 PCT관련 test case들이 완벽하게 제공된 것이 없는 실정, 현재 이노와이어리스는
LTE용 Pre_RCT 시스템을 개발 중
● 이동통신 단말기에 사용되는 RFIC(Radio Frequency IC) 시험용 장비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보급은 전무한 상태
● SKT는 WCDMA 및 WiBro 시스템 장비의 효율적인 시험 검증을 위한 검증 Tool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다수의 임의 사용자 서비스 및 호 생성, 랜덤 RF 환경 생성, 핸드오버 RF 상황 생성, 비정상
적인 호 발생 등을 수행하여 상용망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검증 가능해야 함
● 이노와이어리스는 특정 이동통신 규격에 상관없이 계측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계측 장비용 공통 H/W 및 S/W 플랫폼을 ’
10년부터 개발 중

② 인증장비 검증기술
■ 국외 기술개발 동향
● 시험장비 검증 기술은 수행절차 및 검증시험 규격화 연구가 미비하여, 검증 기술이 시험소 고유의
무형 지적자산으로 인식됨
● WiMAX의 경우 RF 시험장비 검증은 영국의 RFI가 프로토콜 시험장비 검증은 SGS가 수행
● 시험장비의 테스트 소프트웨어인 TTCN-3 Script는 WiMAX의 경우 ETSI에서 LTE는 3GPP에서
개발 중
● 이기종망간 연동을 위한 핵심기술로서 Vertical Handover, IPv6 기반 Seamless Mobility등의
표준화 논의가 IEEE802, 3GPP 등에서 진행 중이나 관련 시험 규격에 대한 논의는 없음
● 다원화된 융복합 단말기의 시험인증 체계가 개별 포럼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
으로 시험·인증하는 시스템에 대한 검증기술은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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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술개발 동향
● 국내에서는 검증 기술개발 사례는 전무한 상태이며, ’
06.10월 TTA가 Mobile WiMAX 국제공인용
RF, 프로토콜 5종 시험장비 장비에 대한 검증시험을 진행함
● Rohde & Schwarz의 RF 시험장비, Agilent의 프로토콜 시험장비에는 국제공인용으로 검증된
이노와이어리스의 Signaling Unit가 사용되고 있음
● 국내 이기종망간 연동을 위한 표준화 논의는 TTA PG706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시험인증
및 검증 규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음
● WiFi-WiMAX 융복합 단말기에 대한 One-stop 시험장치가 국내개발중이나 이 장치에 대한
검증시험을 위한 기술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TTA는 GSM/WCDMA/WiMAX 분야의 국제공인시험소를 구축하고 해외 수출용 휴대단말기 및
기지국(WiMAX에 한함)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실시
● 대구 모바일 상용화센터(MTCC)는 GSM/WCDMA 분야의 국제공인시험소 자격을 획득하고 대구
경북 지역 뿐 아니라 국내 중소업체에 국제공인시험서비스를 제공
● 구미 MFT 시험소는 ’
07년 7월 개소하여 지경부 사업을 구미시가 유치하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에서 위탁운영 중
●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 설치된 Siemens 기지국을 독일 베를린에서 서비스하는 GSM 상용망과
연결하여 유럽시장 수출용 휴대폰 단말기 필드테스트 베드를 제공함
● MFT 시험범위는 기본적인 망 연동 시험뿐만 아니라, WAP, Streaming Server, 약전계, 강전계,
차량 field testing 가능 (양천과 구미)
● 금천구청에서 운영 중인 MFT는 LG-에릭슨(구 LG-Nortel) 기지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GSM
시험주파수 사용현황 등은 구미 MFT와 동일하나 상용망에 연결된 기지국이 아님
이동통신

● 구미와 금천의 MFT 운영은 ’
09년부터 당초 WCDMA 시험환경구축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시험주파수 확보에 어려움으로 추진이 보류됨
● 대전 TP(Techno Park)에서는 TTA WiMAX 국제공인시험소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시험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인증전단계의 제품 사전 시험을 지원
● KTL은 GSM/WCDMA 분야 국제 공인 시험소 자격을 획득하여 현재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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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가. 기술발전 트렌드
■ [Seamless] 네트워크 및 단말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기기간의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정보 및 지식기반의 융합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
● [Seamless] 네트워크 및 단말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기기간의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정보 및
지식기반의 융합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
● 동종·이종 산업분야별 상황 정보 연계가 가능한 서비스 지향적 구조(SOA)의 융복합 통신서비스
플랫폼(IMS, SDP, MDS) 기술의 발전
● 웹2.0, 시멘틱 웹, 지식처리, SOA, 클라우드 등의 IT기술을 이동통신 플랫폼에 접목한 통신과
타산업간 융합된 ICT 융합서비스 제공 예상
● 센서기반 상황정보의 실시간 수집,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전달·가공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
- 사용자 정보 및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요구상황을 예측하는 실시간 상황인식(contextual)
컴퓨팅기술이 모바일의 PC 대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이동통신 플랫폼 및 서비스 시장에서는 개방화가 가속화 되고 새로운 개념의 분산형 플랫폼 도입
등으로 참여 및 협력모델의 서비스가 예상됨

■ [Convergence] 유·무선 및 통신·방송 등의 융합,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편화, 타산업
간의 융복합로 다양한 신규 산업 및 기술 발전이 기대
● 광역과 근거리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기술 및 유·무선 통합 (FMC/FMS) 관련 기술이 대두
되고 있으며 관련 기기 및 장비시장이 형성되기 시작
● WiBro진화기술/LTE진화기술/근거리WLAN기술 등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상황에 맞춰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편화 및 모바일 오피스 환경 등에서의 적용을
통한 산업 및 직무 생산성 향상
● 모바일 TPS : 이동통신망 기반의 TPS(전화, 인터넷, 방송) 서비스로, IPTV, VoIP, 영상전화, 인터넷
검색 등 응용서비스를 모바일 통합단말로 제공
● ICT기술이 자동차, 조선, 건설, 환경, 스마트그리드 등 타산업과 융복합화 됨에 따라, 녹색성장을
위한 타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인프라 산업으로써의 역할 수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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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adband] 융·복합화의 기반이 되는 기본 인프라로서 유선 光(광)통신급 전송용량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무선으로 제공
●’
10.2월 ITU 제4차 이동통신표준화회의에서 후보기술에 대한 제안과 평가를 진행해, 차기 세계전파
총회(RA)에서 국제표준이 최종 승인 예정
- 3GPP의 LTE Advanced와 IEEE802.16m의 복수 표준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
13년 이후 상용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Beyond IMT-Advanced에 적용이 예상되는 원천기술에 대한 선행 개발
추진으로 차세대이동통신 기술 선점 기반 마련 중
▼ 이동통신 시스템 로드맵 ▼

100G
10G
1G
100M
10x

10M
1M

100x

100K

ITRS Roadmap: Continues until 2025

10K
1995

2000

2005

2010

2015
이동통신

※ 자료 : Professor G. Fettweis, VTC-2007

■ [Intelligence]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개방형 어플리케이션 및 다기능 스마트폰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가속화
● 휴대폰과 PC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존 휴대기기에 통신기능이 탑재되면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간 경쟁이
심화되고, 3G, 4G, WiBro, WiFi 등 유무선 복합 다중 통신방식을 지원
● 다양한 크기 및 모양,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소재와 보다 편리한 UI를 채용한 고효율, 저전력의 스마트한
기기 개발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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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기술의 진화 방향
구 분

현재(∼2010년)

2~3년 후(2012∼2013년)

5년 후(2015년)

피쳐폰/스마트폰

스마트북/e-book/
태블릿PC

Wearable phone
인체공학적용

처리 능력

Single-Core @600MHz
∼1GHz

Single-Core @1.2∼
1.6GHz

Dual Core @1.2GHz↑
Quad Core @800MHz1GHz

디스플레이

VGA/WVGA
OLED/AMOLED

3D AMOLED, MEMS
display Transparent
display

Holographic display
Flexible LCD

인터페이스

정전식 터치스크린 멀티터치
입력 촉각 인식

모션/제스쳐 인식 음성/
이미지 인식

후각인식·재현

OS

실시간OS (WIPI)
개별 범용OS (안드로이드)

Cross 플랫폼 Mobile SW

다중 단말간 협업지원
Mobile SW

3G (300K∼14Mbps)

3.9G (30∼100Mbps)

4G (100M∼1Gbps)

WCDMA/HSPA EV-DO
Rev.A WiBro Wave 1/2
IEEE 802.11 b/g/a

HSPA+/LTE WiBro Rel.
1.5 IEEE 802.11n

LTE-Advanced WiBroAdvanced IEEE
802.11ac/ad

단순모바일게임

모바일 실시간 게임

다자간 실시간 모바일 게임

형태

기
기

이동통신망

서
비
스

단순텍스트 검색

응용서비스

500

맞춤형(동영상,텍스트) 검색 지능형(동영상,텍스트) 검색

위치기반 지도

Mash-Up 지도

3D 증강현실 지도

GPS기반 네비게이션

음성인식 네비게이션

영상인식 네비게이션

푸쉬메일(SMS, MMS)

사용자 위치 기반 광고

사용자 위치 기반
3D 증강현실 광고

모바일 보안 문제인식

모바일 단말보안

모바일 네트워크 전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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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기술별 기술발전 주요내용
기술 분류

개인화 및 기기간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정보 및
지식기반의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ICT와 타산업과의 융복합화에 따른 녹색성장을 위한 타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

이동성 지원
플랫폼 기술

유무선망의 통합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결합과 always connected
환경이 제공되기 위한 기반 기술 등장
개방화가 가속되어 협력형, 분산형 서비스 모델들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 도입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언제 어디서나 양방향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IMT-Advanced가 도입될 전망
광역 이동통신 기반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전개에 따른
Mobile Office 환경으로 생산성 향상 가능

근거리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WLAN/WPAN 국제표준화에서 수 Giga-bps급 지원 무선통신 표준
개발 중
초고속 근거리 통신 모듈은 기존 모바일기기에 탑재된WLAN/
Bluetooth를 대체할 것이며, 최근 HDMI, USB3.0 유선인터페이스
실장도 증가 추세임

이동통신 응용
시스템 기술

이동중인 무선인프라와 단말간 기간통신 노드의 생존성을 위한
mesh 및 ad-hoc 기반의 전술이동통신 기술개발 중
평상시에는 모바일 국가 행정망으로 활용되고, 비상시에는 국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역할을 수행할 광대역 국가통합망이 필요

융복합 단말기술

실시간 상황 인식 컴퓨팅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머징 단말
플랫폼 및 개방형 OS 기술 개발 전망
다양한 망 접속, 서비스 융합 및 단말기 성능 개선에 따라 오감을
활용한 사용자 친화적인 UI 기술 개발 전망
휴대단말 및 센서 등을 인체착용 및 부착하여 인체정보의 실시간
검진을 위한 플렉서블 단말 기술 개발 전망

융복합 부품기술

다양한 이동통신의 융합에 따라 초소형 다중대역 안테나, 멀티 터치UI,
오감센서, 모뎀 칩셋 등의 핵심부품 개발 본격화 전망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등장에 따른 다양한 근거리 무선통신 통합
모뎀 및 RF칩셋 기술, 다중접속기술, 플렉시블 RFIC, RF부품 및
센서기술, 저전력 부품 및 배터리 기술, 3D 모바일 영상기술 등
관련 부품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

이동통신 인증
시험기술

멀티모드멀티밴드 단말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인증 및 계측장비도
복수의 무선 규격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술로 진화

이동통신
단말 및 부품,
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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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이동통신
액세스
시스템

기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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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경쟁력분석 및 핵심발전 동인

01

국내 R&D의 평가 및 경쟁력 분석

가. 국내 R&D의 평가
■’
04∼’
07년 4년동안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R&D 투자액은 4,018억원 규모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전체의 17.6%에 해당
● 투자주체별로는 정부가 2,834억원(70.5%), 민간이 1,184억원(29.5%)을 투자하였으며, 세부과제당
연구비는 32.4억원으로 타 분야 대비 대형과제 형태
▼ 산업별 연구비 투자현황 ▼
4년간 연구비(억원)
정부

민간

계

정부연구비
비중

이동통신

2,834

1,184

4,018

70.5%

17.6%

32.4

전체

15,550

7,238

22,788

68.2%

100%

9.6

구 분

전체연구비
비중

세부과제당
평균연구비(억원)

※ 자료 : 대형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성공요인 분석, KISTEP, 2009.2

■ 이동통신의 특허출원 수는 가장 많은 1,631건을 기록하였고, 등록특허 수도 530건으로
타 산업분야보다 많음
● 연구비 10억원당 특허 출원 및 등록(건) 수는 5.38건으로 전체평균(4.57)보다는 높았으나, 전체
3위에 그침
▼ 차세대 이동통신 특허 실적 ▼
특허출원

특허등록

연구비 10억원당 특허(건)

국내

국외

합계

국내

국외

합계

출원

등록

합계

1,256

375

1,631

508

22

530

4.06

1.32

5.38

※ 자료 : 대형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성공요인 분석, KISTEP, 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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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의 기술료 징수실적은 109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연구비 10억원당
기술료 징수료도 2천7백만원으로 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
▼ 산업별 기술료 징수액 실적 비교 ▼

(연구비 10억원당 기술료 징수액(백만원))

12,000

30.00

10,000

25.00

8000

20.00

6000

15.00

4000

10.00
홈네트워크
자동차

2000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TV/방송

이동통신

콘텐츠
바이오

0

5.00
0.00

로봇

자동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술료

TV/방송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콘텐츠

바이오
[’
04~’
07 누적]

연구비 10억원당 기술료 징수액

※ 자료 : 대형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성공요인 분석, KISTEP, 2009.2

이동통신

■ 사업화 실적은 총25건으로 R&D 금액규모 대비 미흡했으며, 연구비 10억원당 실적도
0.06건으로 전체평균(0.22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 이동통신은 4년간 전체의 6% 수준인 총 122편으로 SCI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R&D 규모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
▼ 차세대 이동통신 논문게재 실적 ▼
SCI(편)

비SCI(편)

국내

국외

소계

국내

국외

소계

27

95

122

372

458

830

합계
952

연구비 10억원당 논문게재(편)
SCI

비SCI

전체

0.30

2.06

2.37

※ 자료 : 대형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성공요인 분석, KISTEP, 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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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경쟁력 분석
1) 국내 산업의 기술수준 및 경쟁력 분석
■ 우리나라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92.7% 수준이며, 미국과 1.01
년의 기술격차를 보임
● 미국(100%) → 유럽(97.5%) → 일본(94.3%) → 한국(92.7%) → 중국(78.7%) → 인도(73.8%) 순
●’
08년과 ’
07년 조사자료 기준, 국가간 기술격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중국 기술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3년 이내에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 폭이 상당부분 좁혀질 것이라는 응답이 지배
적임

■ 상대적으로 시스템부문과 서비스플랫폼이 단말부문의 경쟁력보다 미흡
●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및 부품 기술은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동통신 단말 기술은 유럽이
세계 최고 기술보유국으로 조사
● 세계최고 대비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단말 기술수준(기술격차)은 98.7%(0.32년), 서비스부문은
91.1%(1.08년), 시스템부문은 92.5%(1.03년)로 조사
▼ 이동통신 기술수준 현황 ▼
미국
분 류

유럽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상대 기술 상대 기술 상대 기술 상대 기술 상대 기술 상대 기술 상대 기술
수준 격차 수준 격차 수준 격차 수준 격차 수준 격차 수준 격차 수준 격차
100.0

97.5

94.3

92.7

0.31

0.67

1.01

이동통신 전체분야
0.00

79.9

78.7

73.8
3.41

2.40

2.41

서비스 플랫폼 기술 100.0 0.00 96.0 0.42 91.6 0.83 91.1 1.08 77.0 2.43 76.3 2.31 73.9 2.48
액세스 시스템 기술 100.0 0.00 97.5 0.41 92.7 0.91 92.5 1.03 80.3 2.73 80.9 2.53 76.4 3.49
단말 및 부품 기술 100.0 0.00 98.9 0.09 98.6 0.24 94.5 0.92 82.6 2.00 78.9 2.37 70.8 3.43
※ 자료 : 2008년도 IT분야 기술수준 조사 보고서, IITA, ’
0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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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시장의 폐쇄성·보수성에 의한 세계시장 도태 우려
●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인 시장 운영으로 과거 신기술 적용을
주도하던 테스트베드의 지위 상실
- 혁신적인 서비스 경쟁 미흡은 국내 산업체가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신규 분야에서 국내 제조업체의 선점기회 상실
* WiBro 서비스 확산저조, 국산 휴대폰의 해외 선출시 등이 대표적 사례

● 내수시장의 성장 둔화, 데이터 시장의 보수성에 의한 활성화 저해 등 급속한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직면

■ 모바일 OS 및 스마트폰 등 시장 트렌드 주도 미흡
● 국내 휴대폰 제조업은 高기능폰 위주의 신속한 시장대응, 이동통신 사업자 밀착형 사업전략 등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의 분야별 경쟁력 수준 ▼
구 분
신제품 개발능력

소재/부품 자립도

제품품질 경쟁력

종합

2006년

2007년

2008년

보급형

120

120

120

고급형

120

120

120

보급형

75

75

80

고급형

70

75

70

보급형

110

110

110

고급형

120

120

115

보급형

110

110

110

고급형

120

120

115

보급형

96

96

97

고급형

100

100

100

이동통신

생산기술

(1위 업체 100% 기준)

※ 자료 : KETI, 기술경쟁력조사분석(기기편), ’
09년

● 하지만, 모바일 OS, UI 등 SW 경쟁력 부족으로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Key
Player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함
● 핵심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급, 서비스 기반 수익모델 부족 등으로 Nokia, Apple, RIM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영업이익율
* 휴대폰 재료비의 25%를 차지하는 모뎀 등 핵심부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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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의 핵심부품별 원가 비중 및 국산부품 채용비율 ▼
핵심부품명

제조원가 비중(%)

국산부품 채용비율(%)

베이스밴드모뎀 & RF

25

-

디스플레이모듈

10

100

카메라모듈

7

100

배터리모듈

6

100

메모리

14

70

DMB모듈

11

100

PCB, 기구

16

100

기타

11

80

국산부품 채용비율 (평균)

69%

※ 자료 : 이동통신 산업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
09.3월

■ 핵심·원천기술력 취약으로 기술 선도력 확보 미흡
● 통신방식 관련 원천기술 확보가 미흡하여 휴대폰 핵심부품, 시스템, 계측기 등 기반산업 경쟁력이
취약
* 주요 4개 업체가 초기 전체 WCDMA IPR의 약 85%를 보유 (Ericsson 30%, Nokia 21%, Qualcomm
20%, Motorola 14%)

▼ 휴대폰의 국산부품채용율 및 기술경쟁력 ▼
구 분

채용율(%)

기술경쟁력

이미지센서

53

거의 대등

거의 대등 카메라 모듈

모듈부품

78

완전 대등

거의 대등

컨트롤 IC

78

완전 대등

33

거의 대등

패널

37

완전 대등

트랜시버

0

매우 열위

전력증폭기

3

매우 열위

TCXO 및 크리스탈

15

비교적 열위

베이스밴드

0

매우 열위

멀티미디어칩

30

거의 대등

RF 부품

RFIC

채용율(%)

기술경쟁력

안테나

73

완전 대등

듀플렉서

33

필터

33

FEM

기구류

90

완전 대등

무선통신칩

0

매우 열위

DMB칩

50

거의 대등

GPS칩

0

매우 열위

각종 센서칩

0

매우 열위

※ 자료 : 이동통신 산업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
0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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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LCD 모듈

라이트

80

완전 대등

드라이버 IC

39

거의 대등

패널

59

비교적 열위

드라이버 IC

27

비교적 열위

PCM

43

비교적 열위

패키지

75

거의 대등

셀

10

비교적 열위

메모리

65

완전 대등

PCB

70

거의 대등

OLED 모듈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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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집약적 지식산업으로 소수 선도업체들의 시장 집중현상 가속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국내
업체의 경쟁력 약화 지속 우려
* 원천기술을 확보한 WiBro 시스템 1조원 수출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시스템 수출 실적이 거의 없음 (삼성전자의
’
00∼’
08년(9년) CDMA 시스템 수출실적도 15억 달러에 불과)

● 국내기업은 일부 무선통신 계측기 분야에서 다국적기업에 기술을 수출하여 기술로열티를 받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나, 아직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으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국내 중계기 산업은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서비스 발전에 따른 신규투자 및 교체수요 급증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최근 3G 투자가 마무리되고 업체 난립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어려움
가중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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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WOT 분석 및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SWOT분석
가.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기술
●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의 융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잠재력이 큰 반면,
서비스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미흡
● 대외적으로는 Apple iPhone, Google Android, Nokia Symbian 등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의
출현으로 이동통신 사업모델이 기존의 폐쇄적인 walled garden 모델에서 개방형 모델로 진화
하는 추세
▼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에 대한 SWOT 분석 ▼

508

강 점

약 점

All-IP 기반 유무선 인프라 전환 시도 등 융합
서비스에 대한 기반 구축 중
IMS 서비스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 등의 개발
환경 구축
세계 수준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망 보유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소비자군
보유

미국/유럽/일본 대비 국내 mobility관리 원천기술
미흡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복합 전문인력 확보 미흡
개방형 플랫폼기반 서비스 개발 및 보급 경험 부족

기 회

위 협

Mobile 2.0, 개방형 플랫폼 환경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시장창출
방통/유무선 융합 등 컨버전스 및 위치기반
서비스 수요 확대
타산업과 이동통신 접목에 따른 새로운 BM 및
수익원 등장

Google, Nokia 등 개방형 단말 및 플랫폼 강자
들의 시장잠식 우려
개인 위치정보 보호 등 보안·인증 문제 대두
미국, 유럽 등의 측위 및 기반기술 관련 표준화
주도
국내 데이터 매출 비중 및 스마트폰의 비중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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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통신 액세스 시스템 기술
● CDMA, WCDMA, WiBro 등 다양한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 및 일부 관련 요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원천기술 및 표준 IPR 확보 미흡
●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수요 증가는 기회요소로 작용하나 기존 전국 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신규 망
구축의 경제성은 떨어지며, 해외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술 주도 및 과점양상 확대, 후발업체의 급성장
등은 위협요소로 작용
● 일부 확보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공안전, 국방응용, 융합서비스 분야로의 선제적 진출 및
시장선점이 가능할 것이나, 국내 통신시장의 규모가 작아 독자 표준화 추진 및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 등을 통한 기술 확산이 어려움
● R&D 집약적 지식 산업으로 소수 선도 업체들로의 시장 집중 현상 가속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국내업체의 경쟁력 약화 지속 우려
▼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한 SWOT 분석 분석 ▼
약 점

국내 사업자·제조업체들의 다양한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및 운용기술 우위
3G 기술 확보, IMT-Advanced 요소기술 일부
확보
얼리어답터의 빠른 Feedback을 반영한 기술개발
우수한 WiBro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광대역 공
공안전 등 융합 분야 선도 기반 구축

핵심 원천기술 및 표준 IPR 확보 미흡
시스템 시장의 높은 내수 의존도
국내 통신시장 규모가 작아 주체적인 De-facto
표준을 추진하기 어려움
표준화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국제표준 협상력
및 주도력 부족
글로벌사업자 부재로 시장 요구사항 수집창구 미흡

기 회

위 협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요구증대 및 시장
활성화
멀티모드 기지국 및 멀티모드 단말기 수요 확대
중국 3G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대규모 시장 기대
유선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 국가에서의 인터넷
요구 사항 증가로 WiBro 기술의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
4G 이동통신 표준화 완료(’
11년) 및 상용화 시점
(’
13년)과 국내 국가통합망 방식 선정(’
11년) 및 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시(’
13~’
14년)를 연계한
시장 활성화

해외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술 주도 및 중국 제조
업체의 괄목할 만한 성장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 표준 활동 주도
장비제조업체의 M&A로 소수 거대기업 과점확대
이동통신 기술 진화에 따른 발전 폭이 점점 감소
하여, 기존 망이 구축된 상황에는 신규 망 구축에
대한 경제성이 낮아짐
독자적인 표준화 추진 및 망 구축 시 통상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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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통신 단말, 부품 및 시험인증 기술
●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는 중고가 시장위주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핵심 원천기술 확보 미흡, 스마트폰 등 신규 Biz의 진입 지연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내재
● 메모리, LCD,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전체 부품업계 나아가 세트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
● 시험인증 분야는 오랫동안 기술축적을 해 온 해외 계측장비 업체들의 입지가 공고하므로, Mobile
WiMAX, LTE 등 새로운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검증 및 국제특허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시장
공략 필요
▼ 이동통신 단말, 부품 및 시험인증 기술개발에 대한 SWOT 분석 ▼

510

강 점

약 점

세계 2위, 3위 휴대폰 세트업체 보유
방통/유무선 융합 관련 단말개발 기술 보유
정확한 소비자 니즈 파악 및 짧은 제품공급 기간
메모리, LCD, 카메라 등의 기술·부품 경쟁력 보유
Mobile WiMAX 국제공인 시험인증 경험 축적,
특화된 고객요구사항 수용이 가능

모뎀, RF부품, OS 등 핵심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이동통신 단말산업 구조 취약 (수직 계열화)
개방형 플랫폼 기반 서비스 개발 및 보급 경험
부족
중소·벤처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및 마케팅 능력
취약으로 규모의 경제 형성에 한계
산업계의 표준화 기반 기술 및 표준 전문 인력
확보 미흡
시험인증의 경우, 기술개발 자금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계측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취약

기 회

위 협

QPS(TV, 인터넷, 유/무선전화) 시장 성장으로 복합
단말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타산업과 연계수요 성장
스마트폰을 비롯한 고가제품의 비중확대
디바이스, 콘텐츠 및 서비스를 결합한 트라이버
전스 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 증가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소비자 기반 확보
시험인증에 대한 내수기반이 튼튼하고, Mobile
WiMAX, LTE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시험계측
시장 확대

대만, 중국 등 후발국가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세계시장 잠식
기존원천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로열티 지불 증가 및
특허 괴물에 의한 추가 로열티 지불 부담
Apple, RIM, HTC 등 스마트폰 전문업체의 급성장
Google, Microsoft 등 해외 대형 S/W 업체의
이동단말 시장 진출 모색
핵심부품의 원칩화, 모듈화 추세 및 글로벌 부품
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시험인증 기존업체들의 견제가 심하며, 시장
주도적 사업자가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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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 및 이동통신 하드웨어 제조기술을 확보하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OS, 스마트폰 등 오픈마켓 트렌드에 대응 미흡, 핵심원천
기술 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내재
● 과거 신기술 적용을 주도하던 우리나라의 테스트베드 지위가 약화되고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응미흡은 향후 국내 산업계의 기술주도권 상실 우려요인으로 작용

■ 세계 최고수준의 유무선 인프라와 하드웨어 제조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근원적 경쟁력
(원천기술, 핵심부품기술 등) 확보 및 오픈마켓 등의 환경 변화에 실기할 경우, 애플·구글
등의 신규 플레이어와 대만·중국 등 후발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 있음
● 오픈마켓으로 변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 보편화 등의 시장 환경에 맞춰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
▼ 이동통신 시장 전체에 대한 SWOT 분석 ▼
약 점

세계 수준의 모바일 HW 제조 기술 확보
세계 최고수준의 유무선 인프라
방통/유무선 융합 관련 단말개발 기술 보유
WiBro(Mobile WiMAX) 등 무선 브로드밴드 핵심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술 보유
정확한 소비자 니즈 파악 및 능동적인 사용자
다기능폰에서의 모바일 SW스택 구축 및 콘텐츠·
서비스 창출 경험

폐쇄적인 통신 서비스 구조 및 모바일 인터넷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미흡
국내시장 규모가 작아 주체적인 de-facto 표준 추진
어려움
단말산업의 수직 계열화 및 모뎀, RF부품, OS 등 핵심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개방형 플랫폼기반 서비스 개발 및 보급 경험 부족
중소·벤처기업의 영세성 및 글로벌 경쟁력 미약

기 회

위 협

최근 무선데이터 수요의 폭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활성화 분위기 조성
스마트폰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단말제품의 비중확대
QPS(TV, 인터넷, 유/무선전화) 시장 성장으로 복합
단말에 대한 수요증가 및 타 산업과 연계수요 성장
디바이스와 콘텐츠 및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모바일
서비스 창출 기반 구축
스마트폰 중심의 SW 파워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SW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세계 시장에서 리눅스 기반 제품의 성장 가능성이 큼

대만, 중국 등 후발국가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세계
시장 잠식
기존원천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로열티 지불 증가 및
특허 괴물에 의한 추가 로열티 지불 부담
PC제조업체, 포탈 등 이종업체 진입으로 경쟁심화
글로벌 시장 확대의 요인인 스마트폰 서비스가 국내
에서는 기반 취약
3G 이동통신 활성화로 글로벌업체와의 경쟁 직면
글로벌 보안업체, SW 업체 등 외산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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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의 핵심 인프라로서 막대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하므로 핵심기술 연구개발 기능 강화 필요
● 고속·대용량 무선데이터 처리를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저전력 등
제품차별화 기술 및 전문 인력 확보 필요 개발 및 융·복합 전문 인력 확보 필요
● 시험인증 분야는 오랫동안 기술축적을 해 온 해외 메이저 업체들의 입지가 공고하므로, Mobile
WiMAX, LTE 등 새로운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공략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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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모바일 산업은 그간 주파수 자원의 한계 등으로 규제의 주 대상이던 이동통신사가 산업을
주도
● 최근 들어 스마트폰 등 다기능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응용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모바일 기기와 SW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산업을 주도하기 시작
● 특히, 스마트폰은 신제품 출시→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발굴→사용자 확대→신제품 개발로 이어
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
▼ Supply chain 상 경쟁원천의 변화 ▼
통화가능형
이동전화

High-Quality
Feature Phone

Smart Phone

이동단말 특성

-

폐쇄형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Low-level
전용 OS

하드웨어

이동전화
First-mover

RF, 내장카메라,
CPU, Design

메모리, Touch UI,
AP, Design

네트워크

Analog (1G)

Digital (2G/3G)

Digital (3G),
WiFi

이동단말 특성

경
쟁
력
원
천

범용 OS
(Android, Mac OS X)

주도기업
New(?)

이동통신

● 스마트폰이 차세대 휴대폰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애플, RIM 등 신규업체의 등장으로 초기
수요층을 상실하여 휴대폰 Top-5업체 입지 변화 우려
● 이동통신 데이터 수익비중 증가(음성수익의 정체)와 선진시장 교체수요의 스마트폰 비중 확대에
따라 독자 OS·폭넓은 App Store·편리한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애플 등 신규업체에 의해 이통사
입지 약화
- 이통사의 지배적인 시장구조에 반하는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폐쇄적인 OS 운용 및 어플리케이션
마켓 등)이 세계 이동통신시장에 확산됨에 따라 무선망을 활용한 개방과 변혁 요구확대로 이동통신
시장 경쟁구도 변화
* 애플은 전세계 약 90여개 국가에서 폐쇄적인 OS를 이용한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통사와 데이터
수익 및 정보이용료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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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콘텐츠 개발환경의 변화
- 스마트폰 시장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 광고·쇼핑 등 타 산업과의 컨버전스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확장 촉진
● 애플의 성공적인 App. Store를 통한 다양한 스마트폰 S/W 유통 확산
- 안드로이드를 중심으로한 反애플 진영의 확대로 이통사 중심의 연합체 결성 및 자체 모바일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통한 대응 활발

칩셋 및 플렛폼

셀룰러 이동통신 :

셀룰러 이동통신 :

Intel, Qualcomm,
Broadcom, MediaTek,
Freescale, NEC, TI,
NXP, ST Electronics

Ericsson, Nokia Siemens
Networks, Alcatel-Lucent,
Nortel, Motorola, Nec,
Huawei

근거리 무선통신 :
해외

Intel, Qualcomm,
Broadcom, Athero,
Marvell, Ralink, Cisco
ETRI, SIBeam
Motorola

멀티미디어 칩셋 :
ATI, nVidia, Micron,
Corelogic, Mtekvision,
Omnivision, Icera,
On2, InterDigital,
TeleChips, MediaTek,
Zoran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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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단말 및
어플리케이션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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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Nokia, Microsoft,
Access, Qualcomm,
Android, ENEA, Sun
Microsystems,
Symbian, Ericsson,
Trolltech, UIQ,
Mentor Graphics,
MVista, Windriver

단말:

네트워크

China Mobile,
Vodafone, O2
Telefonica,
Movistar, MTS,
America Movil,
Telenor, Orange,
TeliaSonera,
T-Mobile,
China Unicom,
Bharti Airtel,
Verizon Vireless,
Singtel,
MTN Group,
AT&T Mobility,
TIM, Etisalat
OrascomTelecom,
Vimpelcom,
NTT DoCoMo,
KDDI

콘텐츠

영상물 제공 :
CNN, Disney
ESPN, Sony

게임제공 :
Namco, THQ
gameloft,
glu, zed, EA,
Hands On,
Handy Games
I-Play
Digital Choco
late

Nokia, Motorola, Sony,
Ericsson, Apple, RIM,
NEC, Sharp, Huawei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SKT, KT, LGT

국내 콘텐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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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셋
고려사항

주요내용

기술력

소수의 업체들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외
업체간 기술력의 격차가 다소 큼

초기투자비용

-

인프라 환경

단말이나 시스템용 전체 부품단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스밴드 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RF 부품 등에 대한 국내 부품업체의 생산 비중이 낮음

지속적 판매계약

기술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큰
규모의 지속적 자금 지원이 필요

● 플렛폼
고려사항

주요내용

기술력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시장 전반의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의
참여는 미흡한 상태

초기투자비용

-

인프라 환경

이동통신 단말의 성능이 PC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동통신 전용 플랫폼뿐만
아니라 PC용 플랫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이동통신 플랫폼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

지속적 판매계약

플랫폼 개발이 점차 단일 업체보다는 다수의 업체들로 구성된 단체들에 의해 주도
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됨

● 단말
주요내용

기술력

소재, 반도체, 조립/생산 등 단말 제조 분야에서는 국내업체들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초기투자비용

-

인프라 환경

세트업체 위주로 국가 경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단말 산업의 기반을 담당하는
중소 부품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음
단말업체와 중소 부품업체간 건전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단말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지속적 판매계약

단말의 평균 판매가의 하락으로 인해 단말 저가 생산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나, 단말의
국내 생산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중국, 인도 등 의 해외 생산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관리, 기술유출 등의 측면에서 중고가 모델의 국내생산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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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고려사항

주요내용

기술력

국내 제조업체들의 지속적 기술개발을 통해서 4세대이동통신 분야의 국내외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국내업체들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

초기투자비용

차세대 무선통신에 대한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하여 핵심원천 기술 선점 및 신규 시장 확보 노력 필요
무선통신 시스템의 전국적인 서비스를 고려하면 최소 2조원 이상의 초기투자비용이
요구됨
초기 투자비용이 절대적인 만큼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큼

인프라 환경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및 제조업체들의 다양한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및 운용기술
우위, 운용 경험이 풍부함
CDMA 이동통신 시스템 세계최초 상용화, WiBro 상용 서비스 세계최초 제공 등
최고의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시스템 연구개발/상용화에 유리한 조건을
가짐
중국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전문부품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미흡

지속적 판매계약

전세계적으로 주요업체들이 IMT-Advanced 관련 표준화 활동 및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고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한 국가(기업)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시장확대를 할
것으로 예측

●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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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주요내용

기술력

네트워크 운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구축하고 있어 해외 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

초기투자비용

-

인프라 환경

음성·영상통화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지속적 판매계약

현지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진출과 철수가 반복되므로 현지국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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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
고려사항

주요내용

기술력

해외 업체들의 국내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

초기투자비용

-

인프라 환경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의 국가간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App Store, Google
market 등 진출 여건은 개선됨, 다만 게임, 위치서비스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국내규제는 개선이 필요함

지속적 판매계약

국가 정책이 점차 해외 업체들의 국내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체질 개선이 필요

● 콘텐츠
고려사항

주요내용

기술력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음원 공급 등 일부 분야로 진입한 상태이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해외 업체들이 규모나 기술력 측면에서 국내 업체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음

초기투자비용

-

인프라 환경

특정 분야의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의 규정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콘텐츠 개발
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 정책의 개선이 요구됨
콘텐츠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가 존재, 불법복제애 대해 용인하는 문화가 존재

지속적 판매계약

-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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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심발전 동인분석

가.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기술
■ 견인 요인
●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통신 사업자 중심에서 콘텐츠와 플랫폼 중심으로 가치사슬이
변화함에 따라 개방형 사업자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가능
● 유무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방형 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 등은 광대역
멀티미디어 기반 IMS 서비스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 등 차세대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의 개발·
구축을 촉진시킬 전망

■ 저해 요인
● 융·복합 서비스 관련 법규, 전문인력 등 기반 미비, 개방형 플랫폼기반 서비스 개발 및 보급 경험
부족 등 서비스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미흡
●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

■ 잠재 요인
● 서비스 플랫폼 기술은 유무선 개별 망간 구분 없이 모든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통합화된 구조와
다중 단말 간 협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발전하게 될 전망

■ 시사점
●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오픈마켓 활성화로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 이용자의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OS 플랫폼 및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발·적용
●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바일 기반 융·복합 선행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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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통신 액세스 시스템 기술
■ 견인 요인
●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으로 광대역 브로드밴드에 대한 필요성 증대, 신흥 국가에서의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기술적용 시장 확대
●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인한 무선 인터넷 데이터 사용의 폭발적 증가로 광대역 서비스의 보다 효율적
제공을 위한 4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화의 신속한 추진 및 상용화 가능성 증대됨
● m-Government, 스마트그리드 및 환경 모니터링, 공공안전재난통신 등 정부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에서의 수요 활성화로 관련 기술 개발, 산업 및 서비스 활성화의 선순환 가능

■ 저해 요인
● 이동통신시스템 개발기술의 다양성 부족, 국내 통신시스템 시장규모의 한계, 사업자들의 시스템
장비공급에 대한 연속성·안전성 추구 경향, 국제표준 협상력 및 주도력 부족 등이 국내 시스템
기술 발전을 저해
● 3G 이동통신 망에의 투자 회수의 미흡,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신규 통신망에의 투자의 촉진의
동력이 감소
● 과잉공급으로 인한 제조업체간 M&A 및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가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약화 시킴

■ 잠재 요인
●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연구개발은 전송속도 향상, 품질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정보전달 메커니즘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점차 수확체감의 법칙에 직면하고 있음
● Mobile WiMAX계열과 및 LTE 계열의 기술 및 시장 선점을 통한 경쟁우위 전략으로 서비스 개시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대두됨
이동통신

● 전세계 국가통합무선망 시장의 50%에 달하는 중남미·아시아·중동 등의 후발시장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무선지휘통제용 응용 및 메쉬 기술을 통합한 무선인프라 구축 활용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가능

■ 시사점
● 시스템 분야는 이동통신 핵심원천 기술 확보 및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
● 유망 신규 B4G 기술개발에 대한 선제적 투자 및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에서의 무선통신 응용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한 관련 시장 선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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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통신 단말, 부품 및 시험인증 기술
■ 견인 요인
● 이동통신 단말은 단순한 음성통화용 장치에서 벗어나 이동 중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로 진화하고 있으며, 실시간 상황인식 컴퓨팅기술이 스마트폰에 적용될 경우에 스마트폰의
PC 대체를 가속화 시킬 전망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적용되는 신뢰성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부품 개발, 생산능력 확보
● Mobile WiMAX, LTE Adv. 등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국내표준의 세계 표준화 경향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도권 확보
● 국내 휴대폰 사용자들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강한 흡수력 및 빠른 Feedback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용이

■ 저해 요인
● 국내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시장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주도하는 폐쇄적이고 종속적인 유통
구조로 새로운 서비스나 혁신적인 단말제품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움
● 국내 산업체는 선도 기술에 대한 선투자 없이 단말처럼 수익성 우선의 기술 개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서비스 기술 및 시장 발전에 한계
● 대만의 휴대폰 부품 개발업체와 중국의 부품 생산업체의 연합으로 인해 다양한 기능의 저가화
단말부품 및 모듈의 등장
●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폰용 부품 및 모듈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활동으로 글로벌
마케팅 역량 부족

■ 잠재요인
● 위치기반서비스 기술 및 위치추적 기술, 실시간 네비게이션 기술 등의 개별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의
수준이 높아 이들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상황인식 컴퓨팅 단말기술의 핵심기술 확보에 대한
가능성 충분
● 국내에서 IEEE 802.16m, LTE Adv. 등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주도하고 있어 기존에 국산화가
어려웠던 모뎀 등 핵심분야에서 경쟁력 향상 가능
● 정부의 적극적인 부품소재 산업 육성으로 인한 경쟁력 향상과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 하드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부품 품질경쟁력 확보
● 국내의 Mobile WiMAX, LTE Adv. 등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어
기존에 국산화가 어려웠던 모뎀 등 핵심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예상

■ 시사점
● 향후 이동통신 단말시장은 스마트폰의 전성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얼마나 매력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단말 플랫폼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유무선 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 스마트폰 및 새로운 Segment의 모바일 기기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고성능
부품 기술에 대한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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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전 및 전략

01

비전 및 목표
<비 전>

방통융합 디지털방송 산업 선도국가 실현

<목 표>
◇ 2015년 IMT-Advanced & Beyond 이동통신 핵심원천 기술의 선제적 확보
◇ 단말·시스템·부품의 동반 일류화
- 2015년 휴대폰 시장 40% 점유와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한 휴대폰 세계시장 1위 달성
- 2015년 차세대이동통신 시스템 15% 점유로 세계 4강 도약
◇ 2015년까지 국방, 자동차, 해양, 건설, 환경, 에너지, 교육, 의료 등과 연계된 차세대 융·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핵심·차세대 기술의 선제적 확보
▶ IMT-Advanced 핵심원천기술 및 B4G 선행 기초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 표준 IPR확보
▶ 차세대 이동통신 응용 서비스/시스템/단말/부품 상용화 및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추진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이동통신 인프라 기반 융복합 선행기술 개발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IMT-Advanced 선행기초핵심기술 및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주도 글로벌 기술 인력 양성
▶ 차세대 응용 서비스를 주도할 융·복합 산업
기술 전문인력양성
▶ 이동통신과 타분야 간 산학 연계 강화로 이동
통신 분야 융합 인력 양성 확대(ITRC 등)

▶ 3GPP LTE, WiBro Evolution 등 신규 서비스의
조기확산을 위한 종합시험 국가인프라 구축
▶ 개방형 이동인터넷(Mobile2.0) 등 융·복합형
신규 서비스에 대비한 제도/문화적 측면의
기반 마련
▶ 휴대폰 사용자의 이용 행태, 요구사항 등을 중장
기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미래휴대폰연구센터 설립

메가트랜드

Seamless

Broadband

Intelligence

이동통신

차세대 기술 선도를 위한 인력양성

Convergenc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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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2007 ~ 2009

2010 ~ 2012

2013 ~ 2015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 기술
(Broadband)

융복합 연동 서비스 기술
(Convergence)

유비쿼터스 서비스 기술
(Ubiquity/타산업 연계)

유무선/방통융합 서비스 기술개발
Single-Raido 지원 위치 관리 서비스 기술개발

이종망간, 이종사업자간 융복합 서비스 연동
및 관리 기술개발
Multi-Radio 이동성 지원 위치 관리 서비스
기술개발
서비스/네트워크 가상화(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개발

개인 중심 융복합 실감 서비스 기술개발
상황 인지 기반 개인 특성화 융합 서비스
기술개발
서비스/네트워크 가상화(네트워크 병합) 기술
개발

IMT-Adv. 고속/저속 이동 무선전송기술개발
3GPP LTE 무선전송기술개발
3GPP SAE/MBMS 시스템 기술개발

LTE Adv. 무선전송 및 시스템 기술개발
셀룰러 기반 실시간 멀티캐스트/브로드
캐스트 시스템 기술개발

진화형 LTE-Adv. 시스템 기술개발

WiBro 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옥내용 WiBro
및 IPv6기반 WiBro 시스템)
WiBro Evol. 무선전송 기술개발

WiBro 기반 LBS 기술 및 시스템 신뢰성
기술 개발
IEEE802.16m 기반 개방형 플랫폼기술개발

진화형 IEEE802.16m 시스템기술개발

SDR 기반 이동통신 요소 기술개발

Smart Radio 기반 지능형 통신기술개발
BDMA 및 Cooperation통신 요소 기술개발
3차원 환경기반 이동통신 요소기술개발

Beyond IMT-Advanced 이동통신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서비스 특화형 이동통신 시스템 (의료, 전력,
행정, 교육 등) 기술개발

수백Mbps급 IEEE802.11n WLAN 시스템
기술개발
비/저활용 대역 소출력 무선전송 기술개발

Gbps급 WLAN 요소 기술개발
비/저활용 대역 소출력 응용 기술개발
테라헤르츠 대역 근거리 무선통신 및
가시광 통신 요소기술개발

Gbps급 WLAN 시스템 기술개발
10Gbps급 근거리 무선통신 요소기술개발
테라헤르츠 대역 근거리 무선통신 및 가시광
통신 시스템 기술
100Gbps급 테라헤르츠 요소기술개발

TETRA 기반의 국가통합망 핵심 기술 개발

차세대 전술국방 통신 요소 기술개발
(Mesh, 가변대역 운용 기술 등)
4G 셀룰러 표준 (IEEE 802.16n) 기반 광역
공공안전재난통신 시스템 개발
스마트그리드 형 저전력 고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발

위성-지상 연계형 차세대 전술국방 통신
시스템 기술
4G 셀룰러 표준기반국가통합무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LTE/WiBro 시스템 시험/인증 계측 기술 개발

IMT-Advanced 시스템 시험/인증 계측
기술 개발

다중망 시스템 시험/인증 계측 기술 개발

멀티미디어용 단말 플랫폼 기술개발
SDR 단말 미들웨어 기술개발
다중모드/다중밴드 단말 플랫폼 기술개발

사용자친화형 단말인터페이스 기술개발
방통/유무선 융합 플랫폼 기술개발
60GHz CMOS Beam Forming 공통
플랫폼 기술 개발
Smart Radio 단말 요소 기술

개인 맞춤형 차세대 융복합 단말기술 개발
(생체 신호 인터페이스 지원기술)
진화형 유무선/방통 융합 단말 플랫폼 기술
인체착용형 플렉서블 융합 단말 기술 및
플랫폼 기술 개발

단일 모드 모뎀/RF 기술 개발

다중모드 지원 단말 융복합 부품개발
모드 재구성 디지털 RF 요소 기술개발
저전력 고효율 증폭기 기술 개발
Smart Charging 기술개발
차세대 단말 시험/인증 계측 기술 개발

임의대역폭 지원 All-Digital 융복합 부품
기술 개발
플렉서블 RF SoC 기술 개발
차세대 멀티 Ux/UI 기술 개발
초소형 다중대역 안테나 기술 개발
다중모드 단말 시험/인증 계측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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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 Milestone

구 분

2008

2009

2010

2011

3G 고도화 서비스
(1x EV-DO, HSDPA, HSUPA)
서비스

2013

IEEE 802.16m 서비스

IMT-Advanced 표준화

IEEE 802.11ac/ad WLAN 서비스
IMT-Advanced enhancement

LTE Advanced (IMT-Adv. 표준)

3GPP LTE-Adv enhancement

IEEE 802.16m(IMT-Adv. 표준)

IEEE802.16m enhancement

3GPP2 UMB

-

IEEE 802.11n

융합
서비스
플랫폼
기술

이동성
지원
플랫폼
기술

제품

IEEE 802.11ac/ad enhancement
상황인지형 유비쿼터스
오픈마켓 서비스 플랫폼

참여형 모바일 오픈 마켓 서비스 플랫폼

유무선/방통
연동 서비스 플랫폼

모바일IPTV 최적화
전송 서비스 플랫폼

멀티케스트/
브로드캐스트 기술
Single-RAT 지원 시스템
(HSS 등)

기술

Single-RAT 지원 위치관리
서비스 및 무선망 최적화 기술

개인화 및 부가응용모바일
IPTV 서비스 플랫폼

모바일 분산 서비스 및 차세대 개방 웹 기술
모바일IPTV의
최적화 전송 기술

제품

상황인지 기반 개인화 서비스 기술

고품질 모바일 IPTV
개인화응용기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

Multi-RAT간 자원효율화 및 개인화 플랫폼 기술

3GPP LTE 시스템

LTE Advanced 시스템

LTE-Adv. enhancement
시스템 시험 시제품

WiBro Wave 2 시스템

IEEE 802.16m 시스템

IEEE 802.16m enhancement 시험시스템

LTE Advanced 무선전송 및 시스템 기술

LTE-Advanced 시스템 기술 & enhanced
LTE-Adv. 요소 기술

기술 WiBro Wave 2 시스템 기술 IEEE 802.16m 시스템 기술&진화형 IEEE
802.16m 요소 기술
IEEE 802.16m 시스템 요소 기술

근거리
이동
통신
시스템

802.11n AP
및 LAN 카드
200Mbps급 802.11n
WLAN 시스템 기술

802.11n 기반 WLAN 응용품,
mmW 소출력 무선전송장치
IEEE 802.11ac/
ad WLAN 요소 기술

기술 mmW 소출력 무선전송 기술

LTE-Adv. enhancement

IEEE 802.16m enhancement
시스템 기술

B4G 이동통신 요소 기술
제품

지능형 실감 서비스 기술
개인 특성화 융합
서비스 시스템

Multi-RAT간 통합 환경지원 네트워크 시스템
Multi-RAT간 서비스 연속성 및
이동성 지원 플랫폼 기술

지능형 모바일 IPTV
융합서비스 플랫폼

이동통신

제품
광역
이동
통신
시스템
기술

IEEE 802.11ac/ad

유무선 연동 서비스 기술
기술

2015~

LTE-Advanced 서비스

IEEE 802.11n WLAN 서비스

3G LTE

2014

LTE 서비스

WiBro Wave 2 서비스
IEEE802.11a /b/g
WLAN서비스

표준

2012

B4G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IEEE 802.11ac/ad 근거리 통신 장치
IEEE 802.11ac/
ad WLAN 시스템 기술

mmW 소출력 무선전송 고도화 및 시스템 기술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테라헤르츠 대역 근거리 무선 통신 및 가시광통신 요소기술 테라헤르츠 대역 근거리 무선통신 및 가시광통신 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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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구 분
제품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EEE 802.16n 기반
공공안전재난통신 시스템

재난통신 TETRA-Satellite 통합단말

2014

2015~

차세대 전술국방통신 기지국/
단말 시스템

이동
차세대 전술국방 통신 요소기술
차세대 전술국방 통신 시스템 기술
enhanced 차세대 전술국방 통신 시스템 기술
통신
응용
광역 무선 메시 네트워크 기반
무선백홀 네트워크 제어기술
광대역/저지연 무선백홀 전송기술
시스템 기술
지능형 백홀 기술
기술
TETRA/셀룰러 광역 재난통신
TETRA Rel.2 기반 지상
재난통신 시스템 기술
시스템 기술
제품

융복합
단말
기술 기술

다중모드 다중서비스 지원 방통융합 단말
멀티미디어용
단말 플랫폼
기술

유무선/방통 융합단말 (Mobile IPTV 등)

사용자 친화형 단말 UX 기술
개방형 단말 플랫폼 기술

방통 융합 단말 기술

enhanced 융합단말 기술

유무선 통합 단말 기술
SDR 단말
미들웨어 기술

Smart Radio 단말 요소기술

단일모드 모뎀 및 AP 칩셋
제품

DPD 전력증폭기
단일모드 UI 센서

융복합
부품
기술
기술

다중모드 융복합 모뎀 및 AP 칩셋

All Digital
융복합 부품

고효율 전력증폭기 및 Flexible RF SoC
멀티 UX/UI 센서

오감 센서

차세대 융합 멀티 UX/UI 센서 기술

오감형 지능형 UX/UI
융합 부품 기술

단일모드 안테나/인테나 기술

초소형 멀티밴드 안테나 기술

초소형 단말용 Smart
안테나 기술

광대역 단일모드 모뎀 및 AP 기술

다중모드 융복합 모뎀 및 AP 기술

DPD 전력증폭기 기술

고효율 전력증폭기 및 Flexible RF SoC/부품 기술

LTE 기반 단말/기지국
Emulator

LTE-Adv/IEEE802.16m 단말/
기지국Emulator

All Digital
융복합 부품
기술

enhanced LTE-Adv/IEEE802.16m
단말/기지국 Emulator

제품
WiBro 기반
LTE 기반 RCT, PCT 시험 및 LTE-Adv/IEEE802.16m RCT,
RCT, PCT 시험
계측기
PCT 시험 및 계측기
및 계측기
LTE/WiBro 기반 프로토콜/신호처리 기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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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Radio (환경 적응형 자율접속) 단말 기술

개방형/UI 부품 기술

WiBro 기반
단말/기지국
Emulator
이동
통신
인증
시험
기술

개인 맞춤형 융복합 단말 UX/플랫폼 기술

검증시험 및 분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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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LTE-Adv/IEEE802.16m 기반
RCT, PCT 시험 및 계측기

LTE-Adv/IEEE802.16m 기반 프로토콜/신호처리 기술
이기종망간 연동을 위한 융복합 단말기 인증 및
검증시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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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술확보 전략

가.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기술
■ 융합 서비스 플랫폼 기술
● 컴포넌트 기반 SLA 품질관리 기술은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와 새롭게 생성되는 신규 서비스에
대하여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기술로 자체 개발
● 고객지향 종단간 서비스/네트워크 품질 모니터링 기술은 각 서비스별로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결정하고 지표 만족도는 사업자별로 측정,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
● 국내는 개방형 플랫폼 기술을 선도적으로 상용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이동통신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개방형 API 기술의 수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주력

■ 이동성 지원 플랫폼 기술
● 개방형 서비스 기술은 기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체 주도의 상용화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 주도
● 지식기반 서비스 기술은 유럽의 선도 연구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조기에 기술 격차를 좁히고, 중점
분야 집중 연구를 통한 Pre-Standardization 활동 강화로 국제 표준에서의 주도권을 확보

이동통신

●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에서 인터넷상에 분산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클라우드/그리드
기술 분야는 현재 표준화 수준, 서비스 안정성 및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 낮은 연구 수준 단계로써,
국내 모바일 IT기술력을 기반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 및
연구가 필요무안경 3DTV 분야로 확대 추진
● 궁극적 목표인 무안경 3DTV 서비스를 위한 초다시점 3DTV 기술, 홀로그래픽 3D 기술 등 원천
핵심 기술 개발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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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기술
■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의 원천핵심기술을 연구하여 표준화 활동 및 표준 IPR을 확보하고 이동통신
기술과 타 산업기술간 융합 기술 개발 적용을 통한 산업 고도화 촉진 및 경쟁력 확대와 진화형
IMT-Advanced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 추진
● 3GPP LTE-Advanced 및 IEEE 802.16m의 표준에 반영 가능한 원천기술 개발 및 이를 실제 표준
규격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련 장비 및 단말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병행 추진
● 진화된 3GPP LTE-Advanced 및 IEEE 802.16m 표준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 활동과 관련 장비 및 단말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병행 추진
● 2020년을 목표로 하는 Beyond 3GPP LTE-Advanced 및 IEEE 802.16m을 지향하는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Beyond IMT-Advanced 기술을 선점하는 연구

■ 근거리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 근거리 이동통신 시스템의 원천핵심기술을 연구하여, 국제 표준 특허 확보를 통한 미래 경쟁에
대비하고 적기의 상용화 진입 성공을 위해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 WLAN 분야의 경우, 정부 주도로 IEEE 802.11ac/ad 국제 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칩셋을 내놓기 위해 저전력 칩셋 및 SoC 개발과 멀티모드 칩셋 개발에 주력
● WPAN 분야의 경우, 국내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밀리미터파 대역 RF 모듈 설계 기술을
선진 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조기에 확보하고 독자 기술 개발이 가능한 무선 전송
시스템 기술 분야와 접목시킴으로서 조기에 상용화 제품을 출시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
● 밀리미터파 대역 기술의 한계인 짧은 전파 도달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멀티홉 및 Relay 기술,
밀리미터파-광 기술, LED와 LD를 이용한 가시광 및 적외선 대역에서의 근거리 통신 등을 연구하고,
한편 광역 이동통신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개척

■ 이동통신 응용시스템 기술
● 국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무선망 기술, 공공안전재난통신을 위한 국가통합망의 구축,
국가전력망의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미래전략 및 로드맵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범정부적인 유관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통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망 구축, 신시장 창출 및
서비스 확산을 추진
● 안정성 높은 고속의 무선 IP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여 유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산악지형, 낙도 및
군 작전 지역 등에서 기지국-제어국간-핵심망간을 무선으로 구축하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광대역
무선 Backhaul기술 개발 추진
● 민수용 기술의 국방 적용을 통한 신기술 조기확보 및 국방통신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산업원천기술 개발과 국방 무기체계획득을 위한 R&D의 연계를 통한선 민간 기술 확보, 군 적용
가능성 탐색 및 보완기술 개발, 군 전장 환경에서 실증실험을 통한 군용 시스템에의 적용의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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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통신 단말, 부품 및 시험인증 기술
■ 융복합 단말 분야
● 단말 플랫폼 기술
- 사용자, 단말 제조사, 통신 사업자, 컨텐츠 개발 및 사업자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요구 사항을
분석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정,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중·단기 정부 출연과제로 원천 기술
및 응용 기술 개발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의 성공사례 분석 과정에 사회, 인문학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향후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의 단말 형태 및 기능을 예측하고, 이를 위한 플랫폼 구조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정부 출연 원천과제로 개발
● 서비스 융복합 단말 기술
- 타 산업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이동통신 기반의 차세대 융·복합 서비스 관련 니즈를 파악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 원천 및 응용 기술을 선정, 정부 및 민간 합동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확보
● CR/SDR 플랫폼 기술
- CR/SDR 기술은 기 확보된 기술을 상용 제품 개발에 적용하여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신규
기술로는 TV White Space 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 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원천
기술 확보

■ 부품
● 4G 및 B4G 이동통신의 표준화와 연계하여 핵심 모뎀의 칩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국제적인
표준화 활동 및 표준 IPR을 확보하여 산업 고도화 촉진 및 기술 경쟁력 확대 추진
이동통신

● 1990년 초기 휴대폰 시장과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한발 뒤진 연구개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차세대 플렉서블 단말 플랫폼과 이에 소요되는 핵심 칩셋, 통신부품, 센서 및 입력장치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차세대 휴대 단말 기술 및 시장의 선점 추진
● 산학연의 우수기술을 협력 연구개발로 완성도를 높이고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에 주력하여 기술이
주도하는 신 시장 창출에 노력

■ 계측기. 시험인증
● LTE와 같이 공개된 규격에 대한 계측기술은 확정된 물리계층 규격을 근거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LTE-Adv.와 같이 규격화 진행 중인 차세대 기술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선행연구 추진을
통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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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생산용 시험검증 기술은 국내 주요 단말기 제조사 또는 칩셋 제조사들과 계측장비 제조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 추진
- 어플리케이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시험이 필요한 스마트폰의 경우, 칩셋제조사와 계측장비 제조
사가 협업하여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지표를 마련하여 ICD(Interface
Control Definition)를 정의한 후, 시험기술 개발
● 융복합 단말기에 대한 인증 및 검증시험기술은 인증시험기관 주관으로 단말기 제조사 및 계측장비
제조사의 협조 하에 기술확보 추진
● 현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연계하여 차세대 휴대폰 종합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품개발 단계의
개발 지원시험에서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공인시험까지의 지원체계 구축·운영
● 해외 사업자 및 시장에 시험인증 요구사항을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해외
사업자 지정 시험소를 국내 유치하여 국내 제품의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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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추진계획

01

기본방향

■ 이동통신 4G(IMT-Advanced) 시스템 글로벌 경쟁력 강화기술 및 Beyond 4G 국제표준
핵심원천 기술개발
● IMT-Advanced 이동통신 유력 후보기술인 LTE-Advanced 및 WMAN Advanced (802.16m)
기술의 복수표준에 대비하여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 4세대 이동통신의 표준이 ’
11년3월에 완성되고, ’
13년 이후에 상용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현시점이 4세대 이동통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최적기
●’
10년 이후 기존 주력품목의 경쟁력 유지 및 호환성(Backward Copmpatibility) 확보, 신기술
(예, 고효율·저전력 등) 적용을 통한 4G 이동통신 시스템, 다중단말, 부품의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 B4G 이동통신 기술개발은 중·장기적이고 산업체 독자개발 시 위험성이 높은 핵심원천기술
(Convergence, Universal Access 및 Intelligence, 광대역 무선 Backhaul 등)을 확보하여
유비쿼터스 통신환경을 구축

■ 차세대 이동통신 응용 서비스/시스템/단말/부품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 휴대폰 국산부품 채용율 및 수익성 향상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 부품(모뎀, RF칩 등)의 원칩·
모듈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원천 기술개발

이동통신

● 모바일 산업 발전을 위한 실시간 상황인식형 융·복합 서비스 지원 단말용 OS, 다양한 융·복합
부품 지원 및 개방형/모듈형 HW, SW 아키텍처, 사용자 친화형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지능형 단말 플랫폼 개발
● 사용자, 통신서비스 사업자, 기기제조업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동통신서비스 고도화 기술개발과
공공인프라 조성을 위한 응용시스템 기술개발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이동통신 인프라 기반 융복합 선행기술 개발
● All-IP 이동통신망 기반의 방송, 자동차, 가전 등 타 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선행기초
기술개발 및 차세대 융복합 서비스 기반 조성
● 차세대 융복합 모바일 기술 종합시험 국가 인프라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시스템-단말-부품으로
연계되는 이동통신 에코 시스템의 확보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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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1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유비쿼터스 컨버전스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융합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특정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독립적인 개방형 표준 플랫폼 구축
● 이동통신망에서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를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될 수 있도록 이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생성 및 전달이 용이한 플랫폼
기술의 확보
● 차세대 컨버전스 환경에서 서비스 수용자 및 개인 중심의 맞춤형 상황인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기술의 개발
● IP 기반 통신, 방송, 데이터에 이르는 다양한 융 복합형 서비스 제공 및 통합 제어가 가능한
차세대 IMS 기술 및 개방형 API 기술의 개발
●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 사용자 참여 및 공유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분산처리
및 네트워크 제어 서비스 가능한 기술의 개발
● M2M 기반 서비스 및 e-Book 등 전자적 기록물의 원격 관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융합 서비스 플랫폼 기술 확보
● 공급자와 사용자를 매개하여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제어하고 최적화 하기위한 에너지
제어 및 관리 플랫폼 기술 확보

■ 중점연구 분야
테마명

다중 미디어
서비스 융합
플랫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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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IP 기반 통신, 방송 및 데이터형에 이르는 다양한 융복합형 서비스
제공과 통합 제어가 가능한 기술
- IP Mobility를 보장하고 통신+방송+데이터 서비스의 융합/생성/
제공을 담당하는 개방형 API 기술
- 웹과 IMS core 융합 기반의 SDP 기술
- 사용자 상황(context) 정보 및 서비스 enabler 기술
유무선 네트워크에 기반한 실시간 에너지 사용 및 최적화를 위한
원격 전력/통신 제어 융합플랫폼 기술
- 유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력회사와 수용가 사이의 양방향 통신을
위한 AMI기술
-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DR 기술
- 원격 HAN Appliance 제어 및 관리 기술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추진기간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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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화 서비스 플랫폼
기술
- 개인의 선호도 관리 및 현재 환경에서의 context 수집과 지식화 기
술
- 개인이 소지한 단말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인화 기술
- 모바일 환경에서의 다양한 상황 정보 관리 기술
다중 미디어
서비스 융합
플랫폼 기술

M2M기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 OTA(over the air) 및 FOTA (firmware update over the air)
디바이스 관리 기술
- 장치간 무선 Ad-hoc 네트워크 기술

’
10~’
15

150

’
11~’
15

150

’
10~’
15

150

e-Book 및 전자적 기록물의 원격 관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 서버, 네트워크 장비, DB관리 시스템, 웹 응용 및 단말 응용 등의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의 콘텐츠 안전 기술
- 다운로드, 스트리밍, 캐싱 서비스를 위한 contents delivery
network 기술

위치 및 상황
인지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러 이동 액세스 네트
워크로부터 동적인 상황 정보 (단말, 네트워크, 사용자 등)를 수집,
조직 및 처리 배포하는 기술
- 개인 맞춤형 서비스용 사용자 동적 상황 및 위치 인지 기술
- 사용자 동적 위치인지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관리 기술(Open API
기술 포함)
- 위치/상황인지 기반의 증강 현실형 DB 및 미들웨어 기술

이동통신

모바일 융합망에 적합한 사용자 중심의 실감형 서비스 플랫폼
기술
- 인지 기반의 실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관리 및 전송 기술
- 사용자간 실감서비스 상호공유 가능한 협업 서비스 기술
- 모바일 융합망에 적용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의 증강처리기술
3D/UHD 실감방송콘텐츠 암복호화 및 권한관리 기술

방송
프로그램
보호기술

저작권 식별관리 연계 방송콘텐츠 유통 프레임워크 기술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CAS 기술개발
다중 콘텐츠 스케일러블 DRM/CP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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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 추진전략
● 유비퀴터스 환경의 융복합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공동체를 구축하여 원천
기술 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효율적인 프로세스 정립
● 국내는 개방형 플랫폼 기술을 선도적으로 상용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이동통신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개방형 API 기술의 수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주력
●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에서 인터넷상에 분산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클라
우드/그리드 기술 분야는 현재 표준화 수준, 서비스 안정성 및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 낮은
연구 수준 단계로써, 국내 모바일 IT기술력을 기반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
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 및 연구가 필요
● 방통 융합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모바일 IPTV는 이동통신/방송/인터넷 서비스가 융합된
차세대 핵심 서비스로써 다양한 산업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에 초기에는 산업
주체 간 이해가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들을 조정하고 빠른 정책 결정을 위해 산업-정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여 기술 선점 및 서비스 활성화 도모
● 상황인지 및 개인화 기술은 여러 연구 주체의 유기적인 참여를 통해 단계적으로 성숙시켜
나가야 할 분야로써 연구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교는 물론 통신망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제조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 토대 마련
에서부터 표준화 활동, 기술 개발, 상용화에 이르는 산업구조를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 확보
● 모바일 환경에서 융합서비스 제공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의 급증하는 다양한
욕구 및 품질을 만족하고, 무선 기간 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통신 플랫폼 차원의
연구 수행이 필요한 분야로서, 기초 기술 연구 단체를 포함한 통신망 사업자, 융합
제공자, 제조사 등이 공동 참여하여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적 융합 서비스
확보하도록 함

서비스
단계적
서비스
경쟁력

● 에너지 관리에 필요한 플랫폼 및 Demand Response를 소비자/전력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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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성 지원 플랫폼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멀티 네트워크 액세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단말 및 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기술 및 위치
측위 기술 확보
●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멀티 네트워크 상에서의 통합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 유비쿼터스 시대 All-In-One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SIM 기술과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
접근 및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증 및 보안 기술 개발
● 이동통신망 서비스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보장형 이동성 제어 기술 및 이동 릴레이
기술 개발

■ 중점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소요예산

위치 등록 및
관리 기술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멀티 네트워크에서의 통합 위치
측위 기술
- 네트워크 Discovery 및 Selection 기술
- 이동망 내 위치 측위기술
- 두 가지 이상의 위치 인식 기술이 사용될 경우의 연동 및 선택 기술
- 빌딩내에서의 층간 변화를 고려한 위치관리기술

’
11~’
15

100

이동통신 보안/
인증 기술

개방형 이동통신 환경에서 안정적인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및 인증 기술
- 단말, 네트워크,서버 간 상호 인증 및 암호화 기술
- 이동통신 기반 다중단말 동일 사용자 인증기술
- On Demand 및 Streaming 형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보안 강화
를 위한 Advanced DRM 기술
- 유해 데이터 탐지/제어를 위한 모바일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 개발
- 다중 액세스간 상호 인증 및 접근 제어 기술(이종망간 핸드오버에
따른 재인증 제어 기술)

’
11~’
14

120

이동통신

추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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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1~’
15

100

사용자중심의 All In One 서비스제공을 위한 가입자 인증/보안 기술

- UICC 기반 멀티 액세스 상호 인증기술(연동/로밍)
- 네트워크 프레임이 지원되는 UICC 플랫폼 기술
- 웹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대용량 메모리카드(UICC)기술
멀티무선망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최적 구축 운영기술

이동통신
엔지니어링
플랫폼 기술

- 무선망 환경에서 Overlay 망 구축을 위한 최적화 기술
- 다양한 무선망의 공존 및 수용을 위한 접속 및 네트워크 제어기술
- 개방형 단말 인터페이스 및 Multi-RAT 정보 공유 플랫폼 기술
- 서비스별 최적의 전달망 선택/제어를 위한 단말/네트워크 기술
품질 보장형 이동성 제어 기술
- 네트워크자원예약및관리기능과연계하는이동성제어기술
- 응용 서비스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품질의 이동성 제어 기술
- 응용 계층의 미디어 품질 변화에 따른 전송 계층의 QoS 제어 기술

■ 추진전략
● 국내 4G 이동통신 전파환경을 고려한 전파모델 개발 및 무선망 설계/최적화 엔지니어링 공용
기반을 구축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사업자의 양호한 서비스 품질 유지 및 관리 기술 제고 도모
● 유비쿼터스 환경의 융복합 서비스 제공에 대비하여 다양한 액세스 네트워크 상에서의 위치 등록 및
관리 기술, 그리고 서비스 및 네트워크 신뢰도 확보를 위한 보안/인증 기술에 대한 IPR 확보하고
다양한 통합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 국내외 표준화 활동(TTA, 3GPP, OpenTC, MIPI, OMA, OMTP, W3C)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
진화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반기술 연구와 이의 실용화를 위하여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연구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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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송비트 당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셀 경계 사용자 용량 및
시스템 용량을 증대하는 등의 원천핵심기술 연구와 IMT-Advanced 표준 IPR 확보, 국제
표준화 및 시스템 기술개발
●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주어진 환경에 최적의 통신채널을 식별하고 인지하여 이에 따른
자율 접속이 가능한 진화형 IMT-Advanced 원천기술 연구 및 융·복합 기술 개발

■ 중점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0~’
15

400

’
10~’
15

340

’
10~’
15

200

무선전송 성능 향상 기술

- 다중 셀 MIMO, 협력 통신 등 고도화된 다중 안테나 송수신 기술
- 연속된 또는 분리된 스펙트럼 대역을 통합 운용하는 반송파/스펙
트럼 Arrangement 및 Aggregation 기술
- 무선음영지역해소와셀경계사용자용량및시스템용량증대를 위한
릴레이 기술
- 다중 셀 간 간섭 완화/제어/제거 및 송수신 기술
- 가변 대역폭 전송 기술 포함 주파수 관리기술
- 광대역 무선전송 성능향상 기술 및 저전력 광대역 RF기술
- 고효율 저전력 기지국 기술 및 SON기술
- 4G 단말용 BSE 기술
융합 서비스 제공 및 무선접속 최적화 기술

- 셀룰러 기반 실시간 멀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기술
- SVC 연계 계층전송 및 Cross Layer간 QoS 최적화 기술
- LBS 서비스를 위한 고정밀 측위 기술
- 낮은 오버헤드 및 저 지연 무선접속 제어 기술
- 단말 전력 절약 기술
- 고속 핸드오버 기술 및 제어기술
- 이종네트워크 지원 및 제어 기술

이동통신

3GPPx 및
IEEE 802.16
기반 이동통신
기술

무선망 커버리지 확대 기술

- 커버리지 확대 기술
- 실내외 환경에서 무선 Backhaul 지원 기술
- 멀티홉 라우팅 및 무선자원 관리 기술
- 멀티홉릴레이 Cooperative Relay 기술
- 저전력 고집적형 Digtail Radio Head 시스템기술
- 다중셀간의 간섭완화 및 핸드오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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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0~’
15

215

’
11~’
15

440

’
11~’
15

200

’
11~’
15

390

’
11~’
15

150

펨토셀 및 SON 기술

- 펨토셀 구성 및 핸드오버 제공 기술
- 펨토-펨토간, 펨토-메크로간 간섭 완화 및 제어 기술
- 자동 셀 구성 및 최적화를 위한 SON 기술
- 펨토셀 Low Duty Operation 기술
다중 안테나 성능 개선 기술

- Advanced MIMO 기술 (Network MIMO, Centralized cloud
MIMO, Cooperative MIMO, Link-aware MIMO 등)
- 간섭 정렬 기술 및 간섭 완화/제어/제거 및 동적 스펙트럼 유연성 제공
기술
- Wireless Ethernet backhaul 기술
- Client cooperation 기술
이종네트워크 지원 및 제어 기술
- USN/WPAN/WLAN을 포함한 이종 네트워크간의 Seamless HO
지원 기술
- User-centric seamless mobility 지원 기술
- 다계층 다중무선접속망 환경에서의 물리계층 최적화 기술
- 지능형 임시망 구축 운영 기술 (스마트 메쉬 및 Ad-hoc망)
지능형 무선전송 및 제어 기술

Beyond IMTAdvanced
이동통신 기술

- 최적 접속을 위한 스펙트럼 관리 및 제어 기술
- D2D 및 이동 릴레이 기술
- 그린 무선 통신망 기술
- 면허 및 비면허 대역 동적 이용 기술
- Digital RF 신호처리 기술(광대역 RF 송수신 기술)
- 지능형 적응 전송 기술 및 시스템/네트워크 제어 기술
- Multi-tier Macro/Pico/Femto 기술 및 차세대 Femtocell 기술
- Seamless Heterogeneous network 연동 기술
- Heterogeneous 망의 간섭관리 및 협력전송 기술
- 모바일 비디오 및 인터넷 서비스에 최적화된 무선접속 기술
광역 셀룰러 M2M 기술

- 전력효율적이며M2M통신트래픽에최적화된무선전송및다중화기술
- 커버리지확장/출력최소화를위한고효율협력수신및협력전송기술
- 효율적인 랜덤 접속 및 예약 접속 기술
- 지능형 자기치유 및 임시망 구축 운영 기술
- 다중셀 협력적 경로탐색, 동적자원할당기술
- 이동노드기반 센서 위치 및 센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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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의 원천핵심기술을 연구하여 표준화 활동 및 표준 IPR을 확보하고 이동통신
기술과 타 산업기술간 융합 기술 개발 적용을 통한 산업 고도화 촉진 및 경쟁력 확대와 진화형
IMT-Advanced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 추진
● 3GPP LTE-Advanced의 표준에 반영 가능한 원천기술 개발 및 이를 실제 표준 규격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련 장비 및 단말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병행 추진
● WiBro 기반의 기 확보된 원천 기술 및 상용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IMTAdvanced 핵심 표준 IPR 확보, IEEE 802.16m 표준화 활동 및 시스템 개발 병행 추진
●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구성 및 동작이 가능한 고속의 M2M 통신을 이용한 기기의 군집 통신
및 무인 군집통신 기술 제공
● B4G 이동통신 기술개발은 1단계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Convergence, Universal Access 및
Intelligence 관련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에서 IMT- Advanced 기술에 응용
하여 진화형 IMT-Advanced 기술 선점을 유도하며, 3단계로 무선통신망에 제반 기능을 융합
하여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을 구축함
● 광대역 무선 Backhaul 구축을 위한 광대역 소자 개발 등을 포함한 고속 무선 전송시스템 개발과
유선 인프라 수준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제공하는 무선 Backhaul 네트워크 제어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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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리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근거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원천핵심기술 연구, 핵심 IPR 확보, 국제표준화 및 시스템 기술
개발, 통신/산업 융합 응용 기술 연구 및 응용 서비스 시스템 기술개발
● 모바일용 초고속 WLAN 무선전송연구를 통한 차세대 스마트폰용 듀얼모드 베이스밴드 칩셋
및 WLAN 기반 초정밀 위치인식 기술 추구
● 밀리미터파 초고속 무선 전송 기술 고도화를 통한 휴대기기 실장 및 이동통신 융합 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WPAN 핵심 개발 추구

■ 중점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0~’
13

200

’
11~’
14

200

’
11~’
15

150

’
11~’
15

150

기가비트급 IEEE 802.11ac/ad 무선전송 기술 개발

- Gigabit 무선전송 송수신 알고리즘 기술
- Gigabit 무선전송 저 전력 및 고속 MAC 프로토콜 기술
- IEEE 802.11ac/ad 표준을 적용한 PHY & MAC 알고리즘 기술
- 기가비트급 무선랜 시스템 및 API/PAL 기술
4G 스마트폰 용 Seamless 모드 무선전송 기술 개발

차세대
WLAN
무선통신
시스템기술

- LTE/LTE-Adv, 802.11n/ac dual mode 베이스밴드 기술
- 이기종간 자동 모드 전환 기술 및 핸드오버 기술(이종망 선택 결정
기술)
- 지능형 절전 기술
- 이기종 무선전송 모드간 무선보안 기술
효율적 주파수 자원 이용을 위한 무선 전송 기술 개발

- IEEE 802.11af TV White Space 무선 전송 기술
- 유휴 주파수 대역 스캐닝 기술 연구
- 초고속 채널 스위칭 기술 및 RF 기술
- 채널 간섭 관리 및 간섭 회피 기술
802.11/16 전력 고효율화 지능형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 IEEE 802.11 기반 스마트 그리드 무선전송 기술
- 효율적 통신 망 구축을 위한 메쉬 네트워크 기술
- 사용자 중심의 협력 및 분산 네트워크를 위한 초정밀 위치정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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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1~’
13

150

’
11~’
15

180

’
10~’
15

100

밀리미터파기반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및 융합 응용 기술 개발

차세대
WPAN
무선통신
시스템기술

- 60GHz 대역 10Gbps급 WPAN용 무선전송 기술
- 수 Gbps급 무선USB용 무선전송, 무선 전원 처리 및 PAL
(Protocol Adaption Layer) 기술
- 적응적인 상황 인식 및 상호 협력 MAC 처리 기술
- MD(Mobile Device) 내장형 HD급 무선영상 중계용 저전력 무선
전송 기술 및 Set-top-box 탑재 기술
- 저전력 비대칭 beamforming 기술
10Gbps급 차세대 유무선 컨버전스 기술 연구

- 주파수 인식 및 장치 발견 기술
- 밀리미터파-광 결합 망 구조 기술
- 밀리미터파-광 변환 신호 왜곡 보상 및 네트워킹기술
- 무선 멀티홉 및 Relay를 통한 전파 도달 거리 확장 기술
- 동적 자율망 구성 기술
비/저활용 주파수 활용을 통한 무선 전송 기술 연구

- 테라헤르츠(300GHz-10THz) 대역 초고속 무선전송기술
- 가시광/적외선 대역(파장 : 380nm~1,500nm) WPAN 무선전송
기술

■ 추진전략
● 근거리 무선통신분야는 원천기술 개발, 국제 표준 특허 확보를 통하여 미래 경쟁에 대비하고
적기의 상용화 진입 성공을 위해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이동통신

● WLAN 분야의 경우, 정부 주도로 IEEE 802.11ac/ad 국제 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칩셋을 내놓기 위해 저전력 칩셋 및 SoC 개발에 주력
● 차세대 스마트폰을 위한 4세대 셀룰러인 LTE (FDD/TDD)와 4세대 WLAN인 IEEE 802.11n을
하나의 모뎀 칩으로 개발 추진
● WLAN 기반의 초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 Smart Grid 및 TV White Space 서비스 개발 추진
● WPAN 분야의 경우, 국내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밀리미터파 대역 RF 모듈 설계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독자 기술 개발이 가능한 무선 전송 시스템 기술 분야와 접목시킴으로서 조기에
상용화 제품을 출시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
● 초고속 및 저전력을 목표로 하는 밀리미터파 Multi-Gigabit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고도화를 통해,
휴대기기로의 실장 추진 및 기존 인터페이스 (USB, Bluetooth, HDMI 등) 대체 추진
● 이동통신 융합 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전역적 WPAN 핵심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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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응용시스템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NCW 상황에서 이동성, 생존성과 보안성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합동작전 수행과 국가 비상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한 일원화된 종합지휘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특수
이동통신 시스템기술 개발
● 연합작전 또는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초고속 실시간 전술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IP-기반
차세대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핵심 원천 기술 개발
●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구조기관 간의 일원화된 종합지휘 통신체계 구축을 통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조대원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NDMS 시스템 기술 개발
● 안정성 높은 고속의 무선 IP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여 유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산악지형,
낙도 및 군 작전 지역 등에서 기지국-제어국간-핵심망간을 무선으로 구축하는 광대역 무선
Backhaul기술 개발
● 국가 모바일 행정 서비스 제공, 공공 시설물 관리, 전력 및 환경 모니터링 등 스마트 공공
무선망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 위성망-지상망 연계 운용 기술, 선박간 및 선박-연안간 해상통신 원천 기술 개발
● 실버/장애인 복지 산업으로의 응용 및 국방/방재/환경 산업과의 연계 기술 개발

■ 중점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0~’
14

100

’
11~’
15

100

차세대 전술 이동통신 요소기술 연구

국방
이동통신
기술

- 군 환경에서 용량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
- 적응성 및 생존성을 위한 망 구성 관리 기술
- 전술 이동 메쉬 전송 기술
- 전술 그룹 협력 통신 기술
- 다중 주파수 대역 활용 기술
- Non-GPS 위치 인지 기술
고 신뢰성 초고속 전술통신 및 네트워킹 요소기술 연구

- 분산형 링크 접속 및 제어 기술
- 분산형 동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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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1~’
15

150

’
10~’
13

100

’
11~’
15

300

’
12~’
15

100

- 인지적 그룹 협력 데이터 링크 기술
- 하이브리드 안테나 운용 기술
- Protection 통신 기술(Anti-Jamming 등)
- 고속 동적 망 이동성 지원 기술
- 전술데이터 상호 운용성 확보 기술
- 멀티홉 MAC 라우팅 기술
광대역 이동통신망의 백홀구축 지원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제어기술
연구

광대역
무선 백홀
(Backhaul)
기술

- 장거리 무선백홀 저지연 송수신 기술 및 동기 기술
- 백홀 가변 전송속도 지원 적응 전송 기술
- 초광대역, 장거리 무선백홀 무선전송기술(mmWave, FSO 등)
- 고속 그룹 이동성 관리 및 핸드오버 기술
- 광대역 무선 메쉬 네트워크 유연성 및 확장성 지원 기술
- 멀티홉 등 성능저하 환경에서의 성능 개선 MAC 기술
- 광대역 백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제어 요소기술
공공안전 및 특수임무용 무선전송 기술 연구

- 셀 커버리지 및 이동성 증대 기술
- 망 생존성 향상을 위한 동적 자기 구성 및 복구 기술
- 다이렉트 모드 통신 및 동적 그룹통신 기술
- Public-Private Partnership 대역 운영 기술
- 지연 허용 무선네트워크 기술
- 무선네트워크 무선자원 가상화 기술
스마트 공공망 서비스 제공 및 공공안전재난통신 통합 무선 시스템
기술 개발

- 스마트 공공망 무선전송 및 시스템 최적화 기술
- 이동기지국(Mobile BS), 멀티홉 릴레이 성능 개선 기술
- 공공안전망 고효율 정밀 측위 기술
- 공공망 무선통신보안 성능 향상 기술
- 실시간 공공정보 수집 및 제어/관리 기술
- 망 생존성 향상 동적 자기 구성 및 복구 기술
- 국가 모바일 행정 서비스 및 재난 관리 서비스 제공 기술
- 지능형 저전력 공공 시설물 관리 시스템 기술

이동통신

공공안전 및
기타
무선통신
기술

공공안전 이동통신망 통신경로 신뢰성 제공 기술 연구

- 위성망-지상무선망 서비스 및 시스템 연동 기술
- 위성백홀-이동통신 서비스 및 시스템 연동 기술
- 선박해상-이동통신 서비스 및 시스템 연동 기술
- Mesh형 위성 연동 요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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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NCW 합동작전 및 재난방재 목적에 부합하는 비상통신망 구축을 위한 전술이동통신, 전술데이터
링크, PPDR에 특화된 핵심 요소기술 및 시스템 분야의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산학연 협력 추진
● 사업화 단계보다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국방 및 민간 통신업체, 관련 국방 기관 등을 참여시켜
산학연군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방전술 요구사항을 수렴하며, 전술이동통신 및 전술데이터
링크 시스템 핵심기술 독자 확보 및 조기 상용화 개발 추진
● COTM, COP, Mesh network, Cognitive radio, Relative navigation, Anti-jamming 기술 등
향후 4G, B4G 이동통신을 위한 핵심기술 요소로 적용이 가능한 전술이동통신 및 전술데이터링크
기술요소들에 대한 핵심특허 확보를 위하여 상용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업체와 공동개발 추진
● 광대역 무선 Backhaul 구축을 위한 광대역 소자 개발 등을 포함한 고속 무선 전송시스템 개발과
유선 인프라 수준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제공하는 무선 Backhaul 네트워크 제어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
● 통합 망 기술에 기반한 공공 및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상용 수준의 시범
서비스 제공으로 망 구축 비용의 절감 및 편익의 극대화 추진
● 관련 산업계,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체제의 구축 및 체계화된 기술 개발 및 공공망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
● 유사시를 대비한 망의 특성상 평상시의 유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 공유
기술을 통하여 타망과 능동적으로 연동하기 위한 주파수 정책 수립 지원
● 평상시에는 광대역 국가통합망 및 상용 셀룰라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재난 등의 유사시에는
특정용도로의 주파수 우선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자원을 운용하는 주파수 사용
Partnership 추진
●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이종망이 공존하기 위한 기술 확보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통신 접속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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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융복합 단말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사용자의 특성 및 서비스 요구 등 개인의 다양성을 적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
인지 적응형 단말 플랫폼,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처리 및 표현 기술, 진화된 감성/생체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차세대 융복합 플렉서블 단말 플렛폼 기술 등의 차별화된 단말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여 단말 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
●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 융합, 원격진료, 긴급구호, 환경 모니터링 등의 이동통신 기반
융·복합 서비스를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지원하는 차세대 사용자 적응형 서비스
융·복합 단말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단말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유·무선 통합 및 방통 융합 환경에서 다양한 주파수 대역 및 매체를 적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CR/SDR 기반 적응 단말 구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차세대 단말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
확보

■ 중점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1~’
15

100

’
11~’
15

100

’
11~’
13

150

차세대 사용자 적응형 모바일 단말 플랫폼 기술 연구

단말
플랫폼
기술

이동통신

- 융복합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
- 상황 적응형 웹기반 OS 및 API 기술
- 상황인식 처리용 미들웨어 및 응용 기술
- 사용자 친화형 다차원 인터페이스 기술
- 통합 모듈형 레퍼런스 HW 플랫폼 기술
- 플렉서블 단말 플랫폼 기술
IT 기반 융·복합 서비스 제공용 모바일 단말 기술 개발

서비스
융·복합
단말 기술

- 초소형 저전력 다중 센서 모듈 인터페이스 기술
- 다양한 서비스의 동적 수용을 위한 미들웨어 기술
- 서비스 종류 및 품질에 적응하는 최적망 접속 기술
-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안 기술
- 다차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융·복합 휴대기기용 다중모드 지원 단말기술 개발

CR/SDR
플랫폼 기술

- 적응형 다중모드 처리 기술
- 융복합 단말 SW 플랫폼 및 공통 HW플랫폼 기술
- 다중셀 이종망 환경의 협력 단말 플랫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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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IT 분야 및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융·복합 서비스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융·복합 단말 플랫폼 관련 핵심 기술개발 전략을 도출하여, 차세대 융·복합
단말의 원천기술, 표준 IPR 및 상용화 기술 확보
● 사용자, 단말 제조사 및 서비스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경쟁국과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대·중·소 기업간 협력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 단말 플랫폼 기술과 차세대 개방형
플랫폼의 공통 기반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용단말의 경쟁력 제고
● 국제표준단체(ITU-R, ETSI TC RRS, IEEE SCC41 P1900, IEEE802.22, WAPECS, SDR
Forum 등)의 국제 표준화 방향과 국내 기술 환경에 부합되는 CR/SDR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적응적인 다중모드 지원이 가능한 공통 CR/SDR 단말 구현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 기술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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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융복합 부품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단말기 모뎀용 광대역 baseband 및 RF 핵심 부품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부품 기술의 자립화 달성
● 차세대 융복합 단말용 다중모드 부품, 사용자 친화형 단말 인터페이스 부품, 개방형 인터페이스
부품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미래의 국가 주력 부품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

■ 중점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1~’
14

400

’
11~’
14

200

’
11~’
13

100

’
11~’
13

30

’
10~’
15

200

차세대 융합단말용 융합 모뎀기술 개발

융합 광대역
모뎀 및
AP 부품
기술

- 다중모드/다중대역 융합단말용 고효율 저전력 모뎀칩 기술 (LTEadv/WMAN-adv/Gigabit급 무선랜)
- 다중모드/다중대역 고효율 저전력 RF 칩셋 기술
- 다중모드 단말 칩셋용 다중망/이종망 지원 SW기술
세대 융합 단말용 멀티미디어 AP 통합 칩 개발

- 사용자 친화형 융복합 단말 실감 입출력 기술
- 융합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기술
- 융합 멀티미디어 처리 저전력 통합칩 기술
차세대 융복합 플렉서블 단말용 RF/아날로그/디지털 부품 요소
기술 개발

이동통신

광대역
RF 및
안테나 기술

- 융복합 단말용 플렉서블 RF소자(TR, Diode)기술
- 플렉서블 RF/아날로그/디지털 칩셋 기술
- 플렉서블 칩셋 구현 공정 기술
- 차세대 MEMS 기술
- 플렉서블 단말 플랫폼 기술
융합 단말용 다중대역 초소형 안테나 요소기술 개발

- 단일기판 내에 기존 이동통신 및 4G 이동통신 대역, 근거리 무선통
신대역 포함 초소형 다중대역 다차원 패턴 안테나 기술
- 플렉서블 단말용 다중대역 안테나 기술
고효율 전력증폭 기술 및 기지국/단말용 전력증폭기 개발

융합 광대역
모뎀 및
AP 부품 기술

- 고효율 GaN 전력소자 기술
- 고효율/저전력 전력증폭기 기술
- 고효율 전력증폭기 알고리즘 및 시스템 구성 기술
- 광대역, 저전력, 저복잡도의 선형화 기술
- 기지국/단말용 전력증폭기 시스템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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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1~’
15

140

’
10~’
13

120

융복합 단말용 터치/촉각 센서 및 스크린 기술 개발

개방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융합
부품 기술

- Self-Deformable Tactile Screen 기술
- Transparent/Flexible 터치/촉각 스크린 기술
- Transparent/Flexible 터치/촉각 스크린용 TCM (Transparent
Conductive Materials) 기술
- 플렉서블 단말 적용 SI기술
저전력 고효율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인터페이스 부품기술개발

- 무선통신 융합 멀티모드 최적 에너지 전송 및 충전 기술
- 무선충전 융합 통신 칩/모듈/플랫폼 기술
- 3D 마그네틱 에너지 커플링 기술

■ 추진전략
● 부품기술의 빠른 진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융복화의 기술트렌드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단기간의
개발전략보다는 예상 소요시기에 맞는 핵심원천기술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 기술
개발을 촉진
● 부품기술의 빠른 진화와 새로운 서비스 융복합화의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여 시장성과 기술 경쟁력
있는 부품을 선정하여 중점 개발하며, 특히 차세대 융합 모뎀 및 RF부품, 플렉서블 칩셋 및 센서,
입출력 UX센서 등의 차세대 IT핵심부품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미래시장 선점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킴
● 차세대 융복합 플렉서블 단말에 사용하기 위한 플렉서블 소자, 칩셋, 센서 등의 미래 선도 부품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신규 시장을 대비하고 기술선진화 추진
● 융합 모뎀 및 RF기술은 4G 이동통신 및 차세대 실감형 통신기술과 연계하여 다중대역/다중모드
칩셋 및 안테나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미래시장 수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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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인증 시험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WiBro/ LTE/ LTE-Advanced/ IEEE802.16m 단말기용 인증시스템구현의 핵심요소인 BSE
(Base Station Emulator)의 개발을 바탕으로 RF 성능 적합성을 시험할 수 있는 RCT 인증시스템
구현기술 및 프로토콜 적합성시험을 제공하는 PCT 인증기술을 개발
● 신호발생기술 및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WiBro/ LTE/ LTE-Advanced/ IEEE802.16m 단말기
제조사에서 양산시험용으로 사용가능한 시험장비를 개발하고, 단말기용 모뎀 및 RFIC를 시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개발
● WiMAX 검증시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시험 규격 및 시험 항목, Test Interface, 검증시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기술 및 체계를 확보
● 이기종망간 연동 및 다원화된 융복합 단말기에 대한 통합적인 One-stop 시험인증 및 검증시험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 연구 및 시험 규격 개발

■ 중점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06~’
13

150

’
11~’
14

100

’
12~’
15

100

M-WiMAX/LTE/LTE-Adv./IEEE802.16m 시험/계측 및 인증시스템
기술 개발

시험/계측 및
인증
장비기술

- 기지국 및 단말 Emulator 및 Calibration 기술
- 단말기용 인증시스템(RCT/PCT) 기술
- 기지국/단말기 생산용 시험장비 기술
- 신호발생 및 분석기술(실시간 신호 capture 및 분석기술)
- RFIC 계측기술(송·수신부 시험기술)

이동통신

국제표준적합성 확보를 위한 검증시험 기술개발

인증장비
검증 및
시험 기술

- 검증시험용 신호 측정 및 분석 기술
- 측정 불확도 분석 연구 및 고도화 기술
- 검증시험 규격 및 시스템 기술
- TTCN-3 Script Compiler 개발
이기종망간 융복합 단말기의 연동 시험기술개발

- 이기종망간 연동시험을 위한 핵심기술
- 이기종망간 연동 시험장비 검증기술
- 다중모드/다중대역 단말/시스템 통합/연동시험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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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국제시험인증포럼(GCF, PTCRB, CTIA, CCF, WiMAX 등) 참여활동으로, 단말기 인증규격을
지속 파악하고, 인증시스템에 필요한 요소들에 신속히 적용함으로써, 인증시스템 구현기술을 확보
하여 적기에 상용화
● 인증시험시스템 구현업체와 공식인증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시험시스템에 대한 공식검증을 수행하여 국제공인 획득
- 차세대 이동통신 시험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 시험인증기관 자격 획득
● WiBro/LTE/LTE-Advanced/IEEE802.16m 단말기 생산시험기술 개발
- 단말기를 개발하는 국내·외 제조사 및 운용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조사 및 운용사업
자 측면에서 필요한 시험기능들을 개발
● WiBro/LTE/LTE-Advanced/IEEE802.16m 단말기용 RFIC 시험기술 개발
- CDMA, WCDMA와 같은 기존 이동통신 단말기에 사용되는 RFIC에 대한 시험기술을 벤치마킹
하여 상용화
● 국제공인 검증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계측기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증시험기술의 요소
기술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국제 경쟁력있는 시험인증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킴
● 차세대 이기종망간 연동 시스템에서 다양한 융복합 단말기에 대한 Seamless 연동 및
Interoperability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One-stop 시험인증 및 검증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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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중점추진 계획

■ 중점방향
● 모바일산업 세계 최강국 달성을 위한 핵심·차세대 기술의 선제적 확보

■ 전략목표
● 이동통신 4G(IMT-Advanced) 시스템 글로벌 경쟁력 강화기술 및 Beyond 4G 국제표준 핵심원천
기술개발
- IMT-Advanced 이동통신 유력 후보기술인 LTE-Adv. 및 WMAN Adv.(802.16m)기술의 복수
표준에 대비하여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10년 이후 기존 주력품목의 경쟁력 유지 및 호환성(Backward Copmpatibility) 확보, 신기술
(예, 고효율·저전력 등) 적용을 통한 4G 이동통신 시스템, 다중단말, 부품의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 차세대 이동통신 응용 서비스/시스템/단말/부품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 모바일 제품의 국산부품 채용율 및 수익성 향상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 부품(모뎀, RF칩 등)
의 원칩·모듈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원천 기술개발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이동통신 인프라 기반 융복합 선행기술 개발
- 차세대 융복합 모바일 기술 종합시험 국가 인프라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시스템-단말-부품으로
연계되는 이동통신 에코 시스템의 확보 및 강화와 타산업 연계 신산업 창출

■ 사업추진 계획
구분

중점
연구분야

연구내용(요약)

위치 기반 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기술

개인 맞춤형 서비스용 사용자 동적 상황 및 위치 인지 기술
Open API 기술
이종망간 실내외 연속 측위 기술
위치/상황인지 기반의 증강 현실형 DB 및 미들웨어 기술
인지 기반의 실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관리 및 전송 기술
개인 맞춤형 서비스 트래픽 Shaping 기술 및 off-loading 기술

개방형 융복합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보안 및
인증 기술

단말, 네트워크, 서버간의 상호 인증 및 암호화 기술
다중 액세스간 상호 인증 및 접근 제어 기술(이종망간 핸드오버에
따른 재인증 제어 기술)
유해 데이터 탐지 및 제어를 위한 모바일 DPI 기술
이동통신 기반 다중단말 동일 사용자 인증기술

서비스
플랫폼
이동통신
보안 인증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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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상황
인지 서비스
플랫폼 기술

세부기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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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연구분야

세부기술명

4G 무선망 전송효율
개선 시스템 기술

가변 대역폭 전송 기술 포함 주파수 관리기술
광대역 무선전송 성능향상 기술 및 저전력 광대역 RF기술
고속 핸드오버 및 릴레이 핸드오버 기술
융합 서비스 제공 및 무선접속 최적화 기술 및 연결제어 기술
이종네트워크 지원 및 제어 기술
고효율 저전력 기지국 기술 및 SON기술
4G 단말용 BSE 기술

4G 무선망 커버리지
확대기술

저전력 고집적형 Digtail Radio Head 시스템기술
멀티홉 릴레이 기술 (Cooperative Relay 기술)
실내외 환경 무선 Backhaul 지원 기술
다중셀간의 간섭완화 및 핸드오버 기술

광역 M2M 기술

M2M 트래픽 최적 다중화 및 다중접속 기술
M2M 저전력 무선전송기술
지능형 자기치유 및 임시망 구축 운영 기술
적응형 사용자간 협업서비스 및 통신기술
다중셀 협력적 경로탐색, 동적자원할당기술
이동노드기반 센서 위치 및 센싱 기술

진화형 4G 이동통신 기술

셀룰러망 기반 D2D 통신 기술(단말 기반 릴레이 및 메쉬 기술
포함)
다중안테나 고도화 (CoMP 등) 기술
이종망 환경의 간섭 및 이동성 관리기술
저전력 프로토콜 기술 및 트래픽 분산 제어 기술

차세대 스마트폰용
다중모드 지원
무선전송 기술

LTE-A, 802.16m와 802.11ac 다중 모드 베이스밴드 기술
이기종간 자동 모드 전환 및 핸드오버 기술
다중모드 지원을 위한 지능형 저전력 기술
이기종 무선전송 모드간 무선보안 기술
유휴 주파수 대역 탐색 기술 및 초고속 채널 스위칭 기술

효율적 주파수 자원
이용을 위한 무선 전송
기술 개발

IEEE 802.11af TV White Space 무선 전송 기술 개발
유휴 주파수 대역 스캐닝 기술 연구
초고속 채널 스위칭 기술 및 RF 기술
채널 간섭 관리 및 간섭 회피 기술

4G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광역
이동
통신

Beyond IMTAdvanced
이동통신 기술

근거리 사용자 중심
이동
근거리
통신
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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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연구분야

세부기술명

광대역
그룹이동형 무선백홀
무선백홀기술 통신 기술
이동
통신
응용
시스템
기술 공공안전 무선 공공안전 및 특수임무용
통신망
통신 시스템 기술

융합
단말

다중모드
융복합
단말 기술

융합 광대역
차세대 단말
칩셋 기술

스마트공공망 무선전송 및 시스템 최적화 기술 (이동기지국 및
멀티홉 릴레이 성능 개선기술)
고효율 초정밀 측위 및 보안 기술
실시간 재난정보 수집 및 제어 기술 (저전력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공공안전 무선통신 시스템 기술 (국가 모바일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시설물 관리 지원 등 특수임무용 통신 포함)
지상-위성/해상 연동기술
적응형 다중모드 처리 기술
융합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
융복합 단말 S/W 플랫폼 및 공통 HW플랫폼 기술 (사용자 중심
UI 기술, 모바일 기기용 미들웨어 포함)
다중셀 이종망 환경 협력 단말 플랫폼기술

차세대 멀티모드 융합
단말용 통합칩셋 기술

LTE-adv/WiBro-adv/ VHT (LAN) 융합단말용 멀티모드/ 멀티
밴드 고효율 저전력 모뎀칩 기술
멀티모드/ 멀티밴드 고효율 저전력 RF 칩셋 기술
융합 멀티미디어 데이터 입출력(UI) 처리 기술
융합 멀티미디어 처리 저전력 통합칩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융합
단말용 복수 표준 계측
기술

융복합 단말용 플렉서블 RF소자 (TR, Diode) 기술
플렉서블 RF/아날로그/ 디지털 칩셋 기술
플렉서블 칩셋 구현기술
차세대 MEMS 기술
플렉서블 단말플랫폼 기술

이동통신

개방형 사용자
융복합 단말용 터치/촉각
인터페이스
센서 및 스크린 기술 개발
융합 부품 기술

단말/시스템
시험기술

무선백홀용 저지연 송수신 기술
고속 그룹이동성 관리 및 핸드오버 기술
초광대역, 장거리 무선백홀 무선전송기술 (mmWave, FSO 등)
광대역 무선 메쉬 유연성 및 확장성 기술

융복합 휴대기기용 다중
모드 지원 단말 플랫폼
기술

융합 광대역 플렉 차세대 융복합 단말용
부품 서블 & 프로그래 플렉서블 & 프로그래머블
머블 RF 기술 부품기술

시험
인증

연구내용(요약)

Self-Deformable Tactile Screen 기술
Transparent/Flexible터치/ 다차원 촉각 스크린 기술
Transparent/Flexible터치/ 다차원 촉각 스크린용 TCM
(Transparent Conductive Materials) 기술
4G 이동통신 범용계측기 성능 향상 기술
차세대 단말/시스템 연동기술
단말/시스템 에뮬레이션 및 Calibration 기술
멀티모드-멀티밴드 단말/시스템 시험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551

＞＞이동통신
Ⅵ. 기대효과

01

기술적 기대효과

■ 차세대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확보
● 첨단 무선통신 기술 및 서비스가 선도적으로 구현되는 세계 최고의 무선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실현에 기여 및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LTE-Advanced/IEEE 802.16m 핵심원천기술 및 국제표준 IPR, Beyond IMT-Advanced
선행 기초기술 확보를 통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기술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

■ 기기(단말/시스템/부품)·SW·서비스의 동반 일류화를 통한 혁신 선도
● 차세대 융·복합 응용서비스 기술, 모바일 SW 기술, 혁신적 상용기기 제조 기술의 결합을 통한
차세대 무선통신 산업 창출 및 시장 선점
- 다양한 응용 SW·서비스 발굴 촉진 및 혁신적 모바일 SW 플랫폼 확보하여 차세대 이동통신
으로의 기술변화를 주도
- 자동차, 조선, 국방, 건설, 환경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이동통신 인프라 기반 고부가 가치
융합기술 확보
● 휴대폰 핵심부품(모뎀, RF칩 등)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가속화로 국내기업의 단말 기술
부가가치 창출 증대
- 다기능 고사양 단말 플랫폼 기술 및 이동통신 핵심부품의 원칩·모듈화 솔루션 확보를 통한
차세대 단말 기술 트렌드 선도
- 방송·통신의 융합, 유·무선 통합, 셀룰러·근거리 결합 서비스 등 다양한 이동 융·복합 멀티
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선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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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적 기대효과

■ 국가 중추 산업 및 핵심 성장 동력으로의 역할 지속
● 국내기업의 이동통신 및 WiBro 단말, 시스템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따라, ’
10년 국내 GDP의
약10%인 규모인 102조원의 시장을 창출할 것이며, ’
09~’
15년간 총832조원의 장비 시장과
총139조원의 국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전망
이에 따라, ’
09~’
15년간 국가적으로 총1,50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총517조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이며, 총330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
▼ 이동통신+WiBro 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
(단위 : 십억원, 천명)

구 분

이동통신
+
WiBro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단말/시스템생산

69,753

82,660

97,656

115,610

134,204

155,267

177,061

832,210

국내 서비스매출

19,092

19,185

19,611

20,013

20,353

20,385

20,700

139,339

생산유발효과

137,021

157,309

181,348

209,970 239,501

부가가치유발효과

49,225

55,599

63,258

72,341

81,688

91,996

102,885

516,992

국내 고용창출효과

368

399

432

473

509

542

572

3,295

272,434 306,923 1,504,507

※ 주 : 2015년 이동통신 단말 세계시장 점유율 40%, 시스템 세계시장 점유율 15% 가정
이동통신 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국내 발생분만 고려 / WiBro 산업의 범위는 국내로 한정
※ 자료 : ETRI 기술경제연구부, ’
10.3월

■ 전후방 연관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이동통신

● 자동차, 조선, 국방, 건설, 환경 등 국가 기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 비용 절감 및 전통
산업과 이동통신 기술 접목에 따른 전통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별 맞춤형 학습과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과 융합된 전자교육 산업 창출
- IT와 국방과의 융합으로 신규 시장 창출과 IT와 의료기기와의 융합으로 세계 시장 진입 및
수입대체 효과 증대
● BcN, RFID/USN, 이동통신, IPTV 등 신성장동력 분야간의 다양한 융합을 유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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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즉시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Life 구현을 통한 효율성 향상
● 이동환경에서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즉시적으로 소통, 판단, 행동, 체험 가능하게 함으로써
Always On 통신 환경 구축으로 개인·기업·국가 차원의 모바일 Life 구현
- 개인화된 서비스를 위한 협력모델의 개발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을 위한 쉬운 접근성을 제공하여,
참여자 모두가 성공하는 개방화된 유무선 융합 통신환경 제공
- 이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접속이 즉시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보다 고차원의 위치
기반 이동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고속의 무선 트래픽을 기반으로 고품위 서비스 사용이 가능
-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 가상기업 운영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다양한 비즈니스
출현 등에 따라 경제시스템의 전반적 변화 예상
- 이동통신과 국방, 에너지, 환경, 의료, 교육 국가 기간산업과의 연계에 따른 U-Government
구축으로 국가 경영 효율성 확보

■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서비스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고속 무선 데이터서비스 제공에 의해 공공, 교육, 의료, 생활 등에 있어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
● 저렴한 요금에 의한 서비스 이용과 서비스의 편재성(ubiquitous) 확보로 개인, 가정, 산업, 정부
등의 정보 활용 능력 극대화 및 이를 통한 지식정보사회 구현 기대
- 시간, 장소,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4A : Anything, Anytime, Anywhere, Anyone)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 네트워크 기반 사회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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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참여 전문가 명단
성명

직위(급)

성명

1

KEIT

PD

이현우

2

지경부

사무관

박태완

3

KT

부장

이종식

4

SKT

부장

김영일

5

LGT

부장

구연상

6

삼성전자

부장

박동배

7

LG전자

수석

김기영

8

충남대

교수

안재민

9

이화여대

교수

김낙명

10

KETI

센터장

이규복

11

ETRI

부장

정현규

12

ETRI

팀장

윤철식

13

KETI

팀장

전원기

14

ETRI

부장

한성수

15

ETRI

부장

김영진

16

ETRI

부장

박성수

17

TTA

실장

김영화

비고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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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주요용어 및 약어해설
● 3GPP :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A]
● API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ANDSF : Access Network Discovery Support Function

[B]
● B3G : Beyond Third Generation
● B4G : Beyond 4th Generation

[C]
● CMOS :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 COP : Common Operation Picture
● COTM : Command On The Move
● CPC : Cognitive Pilot Channel

[D]
● DMB :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E]
● E2E : End-to-End
● EDGE : Enhanced Data rate for GSM Evolution
● eMBMS : enhanced Mulimedia Broadcasting/Multicast Service

[F]
● FDD : Frequency Division Duplex

[G]
● GaAs : Gallium Arsenide
● GPRS : Generalized Packet radio Serevice
●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 GSM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H]
● HSDPA : 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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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MS : nternet protocol Multimedia Subsystem
● IP : 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nternet Protocol
● 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v6 : Internet Protocol Version 6
●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TU-R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 Sector

[L]
● LBS : Location-Based Service
● LCD : Liquid Crystal Display
● LDPC : Low Density Parity Check
● LTE : Long Term Evolution

[M]

이동통신

● MLCC :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 M.WiMAX : Mobile WiMAX(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 M2M : Machine-to-Machine
● MAC : Medium Access Control
● MANET : Mobile Ad-hoc NETwork
● MBWA : Mobile Broadband Wireless Access
● MEMS :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 FSO : Free Space Optics
● MIMO : Multi-Input Multi-Output
● MIPI : Mobile Industry Processor Interface
● MMR : Mobile Multi-hop Relay
● MPLS : 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
● mVoIP : Mobile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N]
● NCW : Network Centric Warfare
● NDMS : 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
● NICT :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
● OMA : Open Mobil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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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PEVQ : Perceptual Evaluation for Video Quality
● PG : Project Group
● PPDR :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Q]
● QoS : Quality of Service

[R]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
● SDR : Software Defined Radio
● SNS : Social Networking Service

[T]
● TDD : Time Division Duplexing
● TISPAN : Telecoms & Internet converged Services & Protocols for Advanced Networks
● TTA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U]
● UI : User Interface
● UICC : Universal IC Card
● UMTS :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 UWB : Ultra Wide Band

[W]
● WBAN : Wireless Body Area Network
● WiBro : Wireless Broadband
● WiFi : Wireless Fidelity
● WLAN : Wireless Local Area Network
● WPAN :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 WWRF : Wireless World Research Forum

[X]
● XG : neXt Gene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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