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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휴대기기에 카메라, 게임, 멀티미디어 기능이 부가되고, DMB, 휴대인터

넷 등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모바일 컨버전스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바일 컨버전스가 휴대기기의 기능복합화 중심이었다면,

향후 진행될 컨버전스는 新서비스가 결합되는 업종간·서비스간 융합으로 확

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모바일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정부와 업계의 대응이 요구되

고 있다. 국내 모바일산업은 지난 10년간 규모가 14배 이상 성장했고 기업

역량과 인프라 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에 올라섰다. 우리는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에도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선 다섯가지 모바일 컨버전스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 ① 방송의 모바일

화이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는 지상파 DMB가 방송미디어 환경의

변혁을 초래할 것이다. ② 인터넷의 모바일화로서 휴대인터넷은 유사 서비

스간 경쟁을 촉발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는 계기가 된다. ③ 유비쿼터

스를 실현하는 RFID의 확산인데, RFID는 물류, 유통, 교통, 환경 등의 분

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킬 것이다. ④ 서비스의 모바일화로

헬스, 안전, 공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모바일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⑤ 휴

대기기의 복합기능화가 생활편의, 엔터테인먼트, 업무 등의 영역으로 확대

및 심화되고 있다.

모바일 컨버전스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과 정부정책의 혁

신이 요구된다. 휴대기기 제조업체, 서비스사업자, 컨텐츠업체 등이 서로 조

정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도 업종간, 서비스간 융합에 맞춰 미

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방송ㆍ통신 융합 추세에 맞게 부처간 영역조

정, 규제기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조정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재를 함으로써 기존 제도나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의 장애요

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우리나라가 취약한 핵심부품, 소프트웨어, 컨텐

츠 부문의 경쟁력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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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

모바일 컨버전스화가 급진전

□ 전자기기의 모바일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통신, PC, 가전 등에서 모바일(mobile) 제품과 서비스가 성장을 주도

ㆍ통신 : 1999년 이동통신이 유선전화를 추월(가입자 수 기준)

ㆍPC : 2003년 노트북이 데스크탑을 추월(국내생산액 기준)

- 아날로그 기기가 디지털화되면서 모바일 확산이 더욱 가속

ㆍ부피가 큰 아날로그 부품이 디지털로 대체되면서 기기의 소형경량화,

멀티미디어화가 심화

통신가입자와 PC생산에서 모바일 방식이 거치형을 추월

통신가입자 PC(국내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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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4년은 추정치
자료 : 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2004년판)

□ 모바일 기기에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가 결합되는 컨버전스화도 가속

- 휴대기기에 카메라, 게임, 멀티미디어 기능이 부가되고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이 등장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497호

2

ㆍ휴대기기를 통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휴대인터넷

등의 新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모바일 컨버전스의 개념

▶ 모바일 컨버전스(mobile convergence)는 휴대기기에 새로운 기능, 서비스, 미

디어 등이 융합되는 것 을 의미

ㆍ휴대폰에 카메라, MP3, TV기능 등이 결합되면서 전화기와는 차원이 다른 개인

용 기기로 변모

▶ 「컨버전스」는 한 곳으로 모인다는 수렴의 의미로 주로 수학분야에서 사용

▶ 기술적 의미에서「컨버전스」는 1979년 MIT의 니그로폰테 교수가 방송, 컴퓨

터, 출판 등의 융합을 '미디어 컨버전스'라고 언급한 이후 보편화

모바일 컨버전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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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오디오는 재생매체기기를 중심으로 표시

- 최근 非IT 영역에까지 모바일 컨버전스가 확대

ㆍ각종 사물에 RFID1)칩이 내장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1)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각종 물품에 부착되어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정보를 무선주

파수로 전송할 수 있는 비접촉식 무선식별칩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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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휴대폰에 바이오센서, 위치확인 등의 기능이 탑재되면서 헬스, 보안 서

비스 등이 실현

컨버전스로 인해 모바일 산업이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

□ 현재까지 기기·기능간 복합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업종간ㆍ서

비스간 융합2)이 모바일 산업 발전의 중심 축으로 부상

- 지금까지는 휴대기기에 부가기능들을 단순 결합하여 휴대기기를 차별

화하는 정도

ㆍ기기·기능의 복합화는 사용빈도가 높은 제품 중심으로 진행

- 향후에는 다양한 新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업종간ㆍ서비스간 융합이 확산

ㆍDMB(통신+방송), 모바일 뱅킹(통신+금융) 등

모바일 컨버전스의 심화·확대

현재 향후

형태 기기·기능 복합 기기·기능 융합 + 서비스 융합

관련업체 휴대기기 제조업체 중심
휴대기기업체, 통신서비스업체,

他서비스업체, 컨텐츠업체 등

파급효과

-기기분야에 국한: 휴대기기 매출

증대, 기존제품 잠식(카메라폰의

디지털 카메라 수요잠식 등)

-기기: 현재와 유사하지만 변혁 발생

-서비스: 전통시장 잠식에 따른 업계

변화 가속(예, 음반업계)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시장 확대

□ 모바일 컨버전스는 90년대 이동통신 도입 당시보다 더 큰 변화를 유발

- 새로운 컨셉의 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기기 및 컨텐츠가 등장

ㆍRFID의 경우 물류, 유통,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응

용분야를 출현시킴

2) 복합은 두가지 기능이 단순 결합하는(예: DVR+VCR콤보) 것을 의미하며, 융합은 결합을 통해 새

로운 사용가치를 창출(예: 카메라폰으로 화상통화를 하는 것)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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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영역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異업종 업체간 경쟁이 격화

ㆍ예를 들어 DMB사업자 선정을 놓고서 이동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경쟁

- 방송, 통신 등 IT분야에서 시작된 모바일 컨버전스가 전통산업, 공공

부문 등으로 침투

ㆍ헬스, 보안, 치안, 방재 등의 분야에 모바일화가 진전

컨버전스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

▶ 컨버전스라는 단어 때문에 컨버전스가 심화될수록 기기의 수가 줄어들고 사업

기회도 축소될 것으로 오해

▶ 그러나 컨버전스로 인해 휴대기기가 복합기능화 되더라도 사용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탑재된 휴대기기를 선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

려 기기나 모델 수가 증가

▶ 따라서 산업이나 기술 차원에서 컨버전스는 기회의 축소보다는 확대(다이버전

스, divergence)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

모바일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

□ 모바일 산업3)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 전략분야

- 1995∼2004년간 이동통신산업4)의 서비스 매출은 연 27.7%, 기기 생산

은 연 37.7% 성장했고, 산업규모5)는 4조원에서 56조원(잠정)으로 증가

- 수출은 연평균 44% 증가하여 2004년 262억 달러를 기록

ㆍ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2%에서 2004년 10.3%로

급증

ㆍ수출비중 순위 : 1995년 23위 → 1997년 12위 → 1999년 6위 →

2001년 5위→ 2004년 3위

3) 이동통신 서비스 및 기기, 휴대 정보기기(노트북, PDA), 휴대용 AV기기(MP3플레이어) 등을 포함
4) 이동통신 서비스 및 기기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
5) 서비스 매출액과 기기 생산액을 합한 금액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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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의 역량과 기반은 세계 최고수준

ㆍ카메라폰, MP3폰 등에서 국내업체들의 기술력은 세계 톱

ㆍ세계 최고의 인프라 구축 : 3세대 CDMA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

했으며, 무선랜 서비스도 넓은 지역에 보급되었음

ㆍ소비자들은 신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수용 : 우리나라의 휴대폰 교체

주기는 18개월 내외로 선진국의 절반 정도

□ 모바일 컨버전스가 심화되는 전환기를 맞아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

해야 할 시점

- 다양한 新서비스를 조기에 도입, 확산시킴으로써 세계시장을 리드

ㆍ지상파 DMB, 휴대인터넷 등

- 전통산업에의 모바일 도입을 확대하여 모바일 산업과 기존산업간 시

너지 추구

ㆍ제조, 물류, 유통 등에서 RFID 도입, 서비스의 모바일화 등

- 경쟁력이 있는 휴대기기 분야의 컨버전스를 심화ㆍ발전시켜야 함

모바일 컨버전스의 양상 주목받는 기기ㆍ서비스

新서비스의

조기 도입ㆍ확산

DMB

휴대 인터넷

전통산업에의

모바일 도입ㆍ확산

RFID 도입

서비스의 모바일화

기존 컨버전스의

심화ㆍ발전
휴대기기의 복합기능화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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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목받는 5대 모바일 컨버전스 분야

1. 방송의 모바일화 : DMB

멀티미디어 휴대방송 시대가 새롭게 개막

□ 디지털 오디오 방송, 휴대폰 동영상 서비스로 실현되어 온 휴대방송이

DMB를 계기로 멀티미디어 휴대방송으로 진화

- 1995년 유럽에서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

이 시작

ㆍ미국에서는 2001년 이후 차량 중심으로 위성 DAB 서비스가 제공되

었음

- 국내에서는 2002년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즐기는 3세대 이동통신 서비

스가 시작되었으나, 높은 요금과 컨텐츠 부족으로 대중화되지는 못함

ㆍSK텔레콤의 '준(June)', KTF의 `핌(Fimm)' 등

- 2003년 2월부터 국내에서 영상ㆍ데이터ㆍ오디오를 결합한 DMB의 도

입이 추진되어 올해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음

□ DMB는 크게 지상파와 위성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며, 지상파 DMB는

2005년 6~7월, 위성 DMB는 5월에 상용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

- 지상파 DMB는 유럽 DAB 기술 '유레카147'에 영상을 결합시켜 국내

에서 발전시킨 세계 최초의 멀티미디어 휴대방송임

ㆍ지난 3월 28일 KBS, MBC, SBS 등 6개의 사업자가 선정됨

- 위성 DMB의 경우, 2003년 전용 위성 "한별"을 발사했고 2004년 12

월 TU미디어(SK텔레콤이 대주주)가 사업자로 결정6)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497호

7

위성 DMB와 지상파 DMB의 비교

위성 DMB 지상파 DMB

사업자 TU 미디어 (대주주: SKT)
KBS, MBC, SBS, YTN-DMB,

한국DMB-CBS, KMMB

요금 유료 (가입비 2만원, 월 1만3천원) 무료 (광고기반)

단말기 휴대폰 겸용 단말기 중심 차량 단말기, 휴대폰 등

현안 공중파 방송 재전송 여부 지하철 등 지하에서의 수신 문제

방송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

□ DMB 도입으로 방송 시청, 모바일 컨텐츠 산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

- 지하철, 자동차 등에서 이동 중에 즐기는 방송이 보편화되면서 기존

거실ㆍ안방 중심의 TV문화에서 탈피

- 휴대방송 특성에 맞는 모바일 전용의 프로그램 시장이 확대

ㆍ미국 21세기폭스사는 인기 TV시리즈인 '24'를 휴대폰용으로 제작

- 한 발 앞선 휴대방송 상용화로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됨

ㆍ최근 2006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독일 바이에른주와 지상파DMB 협력

MOU를 체결하여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

ㆍ해외 휴대방송 표준으로는 노키아 진영의 DVB—H, 퀄컴이 이끄는 미

디어플로(MediaFLO)가 있는데 모두 200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함

□ 투자재원 마련, 통신ㆍ방송간 정책 조율 등이 관건

- 지상파 DMB는 중계기 구축에 필요한 400억∼500억 원의 투자가 지

연되면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발생

- 위성 DMB의 경우 지상파 재송신 공방 등 통신ㆍ방송업계간 이해 대

립이 첨예

6) 일본의 도시바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일본 위성 DMB 사업자인 MBCo에

의해 먼저 상용화되었음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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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의 모바일화 : 휴대 인터넷

2006년 국내에서 휴대 인터넷이 상용화

□ 그 동안 휴대폰과 무선랜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속도,

요금, 이동성의 문제로 사용자 확대가 지연

- 휴대폰의 경우 전송속도가 느리고 요금이 비싸 대중화가 어려움7)

ㆍ3세대 서비스의 경우, 5분 분량의 뮤직 비디오를 전송받는데 1만 5천

원이 부과됨8)

- 무선랜은 11~54Mbps급의 고속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반경이 100m 내외로 협소하고 이동성도 제한적

□ 2006년 중반 세계 최초로 별도 주파수대역(2.3㎓)을 이용한 휴대 인터

넷 '와이브로(Wibro)9)'를 국내에서 상용화될 전망

- 기존 무선랜과 휴대폰 기반 인터넷의 장점들을 살려서 비교적 높은

이동성(60km/h)과 전송속도(512kbps~3Mbps)를 구현

ㆍ사업자로 선정된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의 3개사가 2004년 11

월 시범서비스를 실시

와이브로(Wibro) 서비스의 포지셔닝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탄생

•고속 전송속도
(11~54Mbps)

•저렴한요금

•고속 전송속도
(11~54Mbps)

•저렴한요금

무선랜기반인터넷 휴대폰기반인터넷

장
점

•커버리지협소
(100미터내외)

•제한적이동성

•커버리지협소
(100미터내외)

•제한적이동성

단
점

•높은이동성

•넓은 커버리지

•높은이동성

•넓은 커버리지

장
점

•저속 전송속도
(수백 kbps~2M)

•고가의요금

•저속 전송속도
(수백 kbps~2M)

•고가의요금

단
점

이동성

확대

속도

개선

양쪽의장점을절충한
중속, 저가의무선인터넷

7) PC와 똑같은 Browser기능을 구현할 수도 없음
8) 휴대인터넷의 이해, 2004.12. 전자신문사
9) Wibro는 Wireless와 Broadband의 합성어로 '이동하는 초고속 인터넷' 개념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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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서비스간 경쟁을 촉발시키는 기폭제

□ 향후 와이브로가 유선 초고속 인터넷과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음

성이 결합될 경우 이동전화 시장까지 일부 잠식10)

- 이미 해외에서도 유선 인터넷 시장이 무선 인터넷에 의해 잠식당하는

사례들이 등장

ㆍ호주 통신업체 Unwired는 유선 인터넷을 보완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

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사 유선인터넷 고객들이 무선으로 이동11)

-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와이브로와 기존 서비스가 융

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

ㆍKT : 와이브로 + 유선 초고속 인터넷 + 무선랜

- 차세대 휴대폰 등 경합 기술들의 도전으로 인해 와이브로가 틈새시장

으로 전락하거나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ㆍ3.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HSDPA12)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06년 상

반기에 상용화 될 것으로 보여 와이브로와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

□ 글로벌 휴대인터넷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와이

브로의 성공 여부에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향후 10년 내 휴대 인터넷의 잠재적 사용인

구를 20억 명 정도로 추산

ㆍOECD국가, 신흥경제국(중국ㆍ브라질ㆍ아르헨티나 등), 유선 보급이

늦어진 저개발 국가들이 휴대인터넷의 유력한 시장으로 부상

- 인텔 등이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무선랜 와이맥스(WiMax)가 국내 와

이브로와 동일한 기술표준(IEEE 802.16e)을 채택할 전망

10) 와이브로 기술 자체로는 음성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나, IP기능을 활용해 휴대폰과 경쟁이 가능
11) Morgan Stanley, "South Korea Telecommunications", 2005.3.18
12) HSDPA는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의 약자로 3.5세대 이동통신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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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비쿼터스를 실현하는 핵심칩 : RFID

사물과 공간 영역까지 모바일화

□ 첨단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기술인 RFID가 급부상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극소형 칩과 무선통신을 결

합한 전자태그(부착표)로서 기존 바코드를 대체하게 될 유망주

- 2차 세계대전 당시 아군과 적기를 구별하기 위해 비행기에 처음 사용

된 이래 국방, 유통, 제조, 의료에 이르기까지 응용이 확대

RFID 탄생과 응용분야 확대 추이

1940년대 1980년대 1990년~2000년

전투기식별 산업계 활용

태그소형화

가격하락

의료/건강

국방/보안

태그고기능화

가격하락

가축관리 교통/제조

유통/물류

전자화폐

환경/재해

생활 전반

무선인식기술
발달

현재~미래

□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RFID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도

입을 적극 추진

다양한 업계ㆍ기관의 RFID 도입 사례

코카콜라
2002년 동계올림픽 때 RFID 판독기를 내장한 자판기와 콜라모

양의 열쇠고리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무료 음료수 제공

질레트 면도기에 RFID 태그를 부착한 결과 매출이 288% 증가

미국 Dolly공원
놀이공원에 판독기가 부착된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입장객들에게

RFID 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미아방지 시스템 구축

메사추세츠

병원

수혈용 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태그를 부착해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사고 방지

일본 회전초밥집 접시에 RFID를 부착하여 식사 후 접시 개수 자동계산

자료 :『유비쿼터스 사회의 RFID』, 유승화, 2005. 에서 요약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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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으로 생활 전반의 변화를 주도

□ 현재 물류ㆍ유통부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 생활편의ㆍ교통

ㆍ안전ㆍ환경 등으로 사용이 확대될 전망

- 국내에서는 RFID와 휴대폰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

ㆍSK텔레콤은 RFID와 모바일 금융을 결합한 온·오프라인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

RFID 응용 분야 전망(예)

유통

물류

-자동 물류관리, 유통기한 및 재고관리, 도서관의 장서관리 등

-쇼핑: 카트를 밀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순간, 구매금액이 일괄 계산

-제품정보: 식품에 원산지, 유통경로, 조리법 등의 정보 내재

생활

편의

-세탁:옷감에 대한 정보를 가진 RFID칩을 내장한 세탁기로 최적세탁

-냉장고: 내부 음식물의 유통기한을 자동으로 체크

-홈네트워크:가정 내 보안 센서와 연결하여 홈 네트워크를 구성

교통
-자동차: 엔진에 RFID 칩을 내장하여 차량별 옵션구분에 활용

-요금징수: 톨게이트 통과시 자동 요금 징수

의료

안전

-약품/병원관리, 재해/응급상황 파악 및 소방활동 지원

-타이어: 안전상의 문제여부 Check (공기압, 마모정도 등)

환경 -온도ㆍ습도 감지, 공기ㆍ물 오염, 균열감지

□ 프라이버시 보호와 RFID 칩 저가화가 보급 활성화의 전제조건

- RFID 태그 부착이 일상화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정보 유출에 따른

보안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RFID와 프라이버시 문제

- 베네통은 고객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로 RFID 도입 확대를 보류

- 면도기업체인 질레트도 RFID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나,

안티 질레트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RFID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 "RFID가 있는 면도기를 사느니 차라리 수염을 기르겠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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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의 모바일화

서비스 분야에도 모바일이 도입되기 시작

□ 과거에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서비스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음

- 서비스 기관에서 고객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극히 제한적

ㆍ왕진서비스, 은행의 현장출장 업무 등

- 유선네트워크가 활용되면서 서비스가 고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

ㆍ고객 인근 이동(예, ATM), 재택서비스(예, 인터넷 뱅킹) 등

□ 이동통신 활용으로 장소에 따른 제약이 극복되면서 서비스의 모바일화

가 본격화

- 고객들은 휴대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은행거래(모바일 뱅킹), 제

품 구입(모바일 커머스), 주식거래(모바일 증권) 등을 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개시된 모바일 뱅킹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은행서비스 채널로 부상13)

서비스의 모바일 도입단계

고객 서비스

시기 고객과 서비스간 관계

유무선 네트워크

활용 이전 (고객이 서비스를 찾아 직접 방문)

고객 서비스유선네트워크 활용
(직접 방문 혹은 서비스 가능지역까지 이동)

고객 서비스이동통신 활용
(직접방문 혹은 언제,어디서나 서비스 접근)

13) 모바일뱅킹 가입자의 선호도는 모바일(54%), CD/ATM(17%), 창구(12%) 순 (LG텔레콤, 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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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모바일 도입이 확대

□ 헬스, 안전, 공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도 모바일을 활용하기 시작

- 헬스서비스 : 상시적으로 건강데이터를 측정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측정

ㆍ헬스피아는 2004년 5월 LG전자와 당뇨폰을 공동개발하고, KTF를 통

해 모바일 당뇨관리 서비스를 개시

- 안심ㆍ안전서비스 :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무선인터넷과 위치추적시스

템(GPS)을 활용하는 개인보호 서비스를 제공

ㆍ위급상황 발생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사람들에게 위치정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필요 시 보안업체에게 연락

- 공공서비스의 모바일화 : 휴대폰이 재난구호,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도구로서 활용

ㆍ소방방재청은 2005년부터 긴급구조 활동에 휴대폰 발신자 추적을 활용

□ 모바일 도입 과정에서 관련 법규 개정이 애로요인으로 부상

-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의 발신자추적이 가능

해짐

ㆍ기존 법률로는 위급하더라도 본인동의 없이는 위치정보 제공이 불가능

휴대폰 혹은 의료기기

▶ 헬스케어폰이 대중화되면서 휴대폰과 의료기기 경계가 모호해짐

▶ 삼성전자의 체지방측정폰과 LG전자의 당뇨폰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기 전문점에서 판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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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대기기의 복합기능화

휴대기기의 복합기능화가 가속

□ 음성통화 위주였던 휴대폰에 부가적인 기능들이 탑재되는 중

- 탑재되는 부가기능들도 활용도가 낮은 단순기능에서 점차 고기능화되

고 실용적인 것으로 변화

ㆍ시계, 계산기 등 → 소액결제, 교통요금 지불, 카메라, MP3 등

- 사용자 니즈를 반영한 부가기능을 탑재할 경우 시장에서 크게 히트

ㆍLG전자는 2003년 이슬람권 사용자들을 겨냥해 기도시간을 알려 주는

알람기능과 나침반을 탑재한 일명 '메카(Mecca)폰'을 출시해 히트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가기능은?

▶ 네티즌 2,851명 대상의 조사 결과 : 알람(44.3%), 카메라기능(18.1%), 게임

(9.5%), MP3(8.3), 일정관리(5.2%), 무선인터넷(3.8%) 순

▶ 알람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휴대폰을 항상 곁에 두기 때문

(www.dcinside.com)

□ MP3, 게임기 등 다른 휴대기기들도 점차 멀티기능화

- 전자사전 기능이 결합된 MP3가 이미 출시되었고, 향후 카메라 기능이

결합된 MP3도 출시될 예정

ㆍMP3폰에 대항하기 위해 MP3에 휴대폰기능이 결합될 가능성도 있음

- 휴대용 게임기도 음악, 영화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

ㆍ소니의 휴대용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는 최근 국내 예약

판매 이틀만에 1만 4천 대가 팔렸음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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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기능화의 영역이 계속 확대될 전망

□ 휴대기기의 멀티기능화가 생활편의, 엔터테인먼트, 업무 등의 영역으로

확대 및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생활편의 : 홈네트워크 서비스와 결합되면 네트워크 접속 가전(냉장고

등)의 원격조정은 물론 영상을 통한 가정內 상황 파악이 가능해짐

- 엔터테인먼트 : MP3에 이어 향후 TV,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기능의 휴대폰 탑재가 일반화

ㆍ필립스는 2013년 경에는 신규 휴대폰의 50% 이상이 TV기능을 탑재

할 것으로 전망

- 업무 : e메일, 모바일 게시판, 파일보기 등 업무용 기능의 탑재가 증가

ㆍ이동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PDA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수요도

증가

□ 휴대기기의 멀티기능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품기술, 컨텐츠 등

의 확보가 필수적임

- 초소형 HDD 등 대용량 저장매체, 각종 센서, 네트워크 접속 기술, 고

해상도 디스플레이, 휴대용 전원 등

- 휴대기기에 탑재되고 유통될 게임, 멀티미디어 등의 컨텐츠 확보도 필요

(주)도츠모바일의 휴대폰 컨텐츠, "모기퇴치 2004"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모기가 싫어하는 주파수의 음파를 출력해 모기를 퇴치하

는데, 지역별(도시/바닷가/산ㆍ들판)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효과를 극대화

▶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다운로드 30만 건, 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리며, 정보

통신부 주관 디지털콘텐츠 대상(2004년 3/4분기) 모바일 분야 수상작으로 선정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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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회 선점을 위한 제언

전환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 모바일 산업은 모바일 컨버전스 진전으로 인해 전환기를 맞고 있음

- 한국은 앞선 인프라, 역동적인 소비자 등에 힘입어 그 동안 모바일 산

업에서 우위를 지켜 왔음

-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주도권 강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

ㆍ역사상 한 국가가 2~3세대 이상 기술혁신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카드

월의 법칙'14)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

□ 전환기에 맞게 정책과 경쟁력을 보강할 경우, 국내 모바일 산업은 향후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음

- DMB, 와이브로 등 세계 최초의 무선 서비스 기반을 활용하여 한국을

가장 매력적인 모바일 컨버전스의 장으로 육성

- 기업과 정책의 혁신을 추진하고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확대

모바일 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과제

전환기

갈림길에

직면

1차전성기

제 2의도약

경쟁력쇠퇴

현재시점현재시점

모바일시대모바일시대 모바일컨버전스 시대모바일컨버전스 시대

국내 표준의글로벌확산
국내 표준의글로벌확산

핵심경쟁력확대
핵심경쟁력확대

기업변신가속화
기업변신가속화

융합에맞는정책 혁신
융합에맞는정책 혁신

도약을위한과제

14) 찰스 P.킨들버거, 『경제 강대국 흥망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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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표준의 글로벌 확산

□ 지상파 DMB, 와이브로 등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신기술들을 성공적으

로 정착시켜 해외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

- DMB에서 독일과 협력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의 IT경쟁력을

주목하고 협력의사를 밝히고 있는 국가ㆍ기업이 증가

ㆍ“한국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서 전 세계의 흥미로운 실험실이며

세계 통신시장에 귀중한 교훈을 줄 것” (맥킨지)15)

- 국내시장을 모바일 新서비스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발전시켜 해외의

우수 IT기업들을 유치

ㆍ제주도의 텔레매틱스, 부산의 RFID 물류 시스템 등 지역특화형 테스

트베드들을 육성

□ 특히 우리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국내에서 상용화된 기술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표준화 역량을 강화

ㆍ지상파 DMB는 유럽 표준화 기구인 ETSI의 표준으로 채택됐으며, 와

이브로는 차세대 무선랜인 와이맥스(WiMax)의 표준이 될 가능성

- IT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사업자들을 적극 공략

ㆍ해외에서는 아직 휴대방송, 휴대인터넷 등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국가

별 방식도 未결정

-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국제적 이벤트에서 우리 기술을 적극 홍보

ㆍ부산 APEC(2005년 12월), 독일 월드컵(2006년) 등이 최상의 홍보

기회16)

15) Broadband's future: Lessons from South Korea, Mckinsey Quarterly, 2004 Nu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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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태계적 사고로 기업 경영을 전환

□ 모바일 컨버전스로 경쟁의 룰이 변화하고 있어, 새롭고 넓은 시각에서

의 기업 경영이 필요

- 모바일 컨버전스 시대에는 서비스ㆍ컨텐츠ㆍ기기 등 산업생태계 전반

의 협력과 조정이 중요

ㆍMP3를 둘러싼 음반업계와 통신사업자간 갈등처럼 이해관계가 복잡

- 하드웨어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이업종 및 서비스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

ㆍ애플의 iPod는 유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인 iTunes와 결합되면서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1위로 부상

ㆍ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들은 PMP, 휴대폰, 전자사전, 전자서적 등 연

관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이 배가

iTunes 출범을 위한 스티브잡스의 노력

▶ 애플의 CEO 스티브잡스는 유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iTunes을 구현하기 위해

서 메이저 음반사들과의 사용권 협상을 직접 진행

▶ 당시까지 자신들의 음악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것을 거부해 온 가수, 음반회

사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음

□ 소비자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제품개발에 반영

- 소비자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어 심층적인 소비자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

ㆍ인텔, IBM 등은 인류학자,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소비자, 문화 관련 연

구팀을 운영

- 컨버전스 시대에는 소비자의 창의력을 활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

16)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서 독일의 뮌헨 바이에른주와 DMB 채택에 관한 양해각서를 채

택함으로써 독일 진출에 발판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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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을 감안한 정책 혁신이 요구됨

□ 여러 산업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신산업 분야일수록 조기에 정책을 조

정해야 기술선도가 가능함

- 방송ㆍ통신 등 업계간 이해조정이 어려운 부문에서 정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신서비스 도입에 차질을 빚게 됨

ㆍ일본은 조기에 통신ㆍ방송 융합법을 도입하여 우리보다 앞서 인터넷

TV를 도입

ㆍ반면 국내 인터넷TV 사업은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미

뤄지고 있음

- 의료, 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모바일 서비스 부문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산업화를 앞당겨야 함

ㆍ원격의료 사업의 경우, 인터넷 기반의 원격 진단과 처방, 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안 마련이 필요

□ 국내 통신ㆍ방송 업계간, 부처간 갈등 등 정책 병목 현상을 해소

- 급변하는 컨버전스 환경에 맞는 정책 도입이 시급

ㆍ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통신ㆍ방송 규제기관을 통합하는 등 미

디어 융합시대에 적극 대응

- 규제기관, 혹은 관련 업계가 현상유지(status quo)전략을 고수할 경우,

산업간 컨버전스가 지연될 우려

□ 서비스간, 산업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조정

-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인프라와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당초 의

도하지 않았던 혼선이 초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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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3세대 휴대폰(EV-DO), 휴대인터넷, 3.5세대 휴대폰(HSDPA) 등이 무

선 인터넷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시장을 잠식할 전망

- 과당경쟁, 기존산업 잠식, 투자회피 등을 균형있게 해결할 수 있는 정

책 해법을 모색

ㆍ별도 조치가 없다면 업체들은 사업권 획득에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투

자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음

□ 소비자 보호, 인력 구조조정 등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

- RFID, GPS 등이 도입되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해

결책이 전제되어야 함

ㆍ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ㆍ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정보 및 프라

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모바일 신서비스의 등장으로 구조조정되는 인력에 대해 재교육 등을

실시하여 일선으로의 복귀를 지원

ㆍRFID를 쇼핑 매장 계산대, 고속도로 통행요금 징수 등에 이용할 경우

관련 인력 감축이 불가피

핵심 경쟁력에 특화하여 파급효과 극대화

□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경쟁력 확대의 매개체로 활용

- 휴대폰 분야에 강점이 있으므로 RFID와 휴대폰의 융합기술을 개발하

는데 주력

- 한국 소비자의 역동성, 고도의 유무선 인프라를 활용한 신사업을 개척

ㆍ온라인 게임, 유무선 인터넷에 기반한 콘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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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성이 높은 사업분야들을 묶고 전후방 산업을 동시에 강화

ㆍ개별 산업 육성이 아닌 산업군 육성을 통해 산업의 국내 완결도를 높

이면서 역동성도 강화

□ 우리가 취약한 핵심부품, 컨텐츠,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쟁력을 보강

- 대부분의 무선 단말 장비에서 배터리, 안테나 등 핵심부품이 차별화

요소로 부상

- 모바일 방송ㆍ게임ㆍ교육ㆍ의료 등에 사용되는 휴대기기용 컨텐츠가

시장 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

- 모바일 관련 서비스를 휴대기기에서 원활하게 구현해 주는 소프트웨

어를 중점 개발

ㆍ“앞으로 휴대폰은 하드웨어보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

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 (노키아의 요르마 올릴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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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4. 12 4. 13 4. 14 4. 15 4. 18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

1,013.5

107.65

1,011.5

107.60

1,016.3

107.86

1,022.5

108.36

1,019.7

107.80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4.35

3.93

4.34

3.92

4.32

3.90

4.27

3.85

4.25

3.83

주가지수(KOSPI) 981.79 981.31 953.92 947.22 925.00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3년 2004년 2004.11월 12월 2005.1월 2월 3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3.1

-1.2

-1.2

4.6

-0.5

3.8

..

..

..

3.3

0.6

2.5

..

..

..

..

..

..

..

..

..

산업생산

평균가동률

5.0

78.3

10.4

80.3

9.9

81.8

4.6

79.7

14.2

81.9

-7.3

77.2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4

(77.7)

0.08

3.5

(81.3)

0.06

3.3

(77.9)

0.05

3.7

(85.5)

0.05

3.9

(90.4)

0.04

4.0

(92.5)

0.06

3.9

(90.7)

..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6 3.3 3.0 3.1 3.3 3.1

수출(억달러)

(증감률)

수입(억달러)

(증감률)

1,938.2

(19.3)

1,788.3

(17.6)

2,538.5

(31.0)

2,244.6

(25.5)

230.8

(26.5)

203.1

(28.9)

232.0

(17.6)

209.7

(19.0)

224.3

(18.1)

193.1

(19.1)

204.2

(6.7)

182.5

(4.5)

241.9

(14.2)

226.2

(18.3)

경상수지(억달러) 119.5 276.1 29.4 20.0 38.7 10.1 ..

외환보유액(억달러) 1,553.5 1,990.7 1,926.0 1,990.7 1,997.0 2,021.6 2,054.5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589 1,776 .. 1,77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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