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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요 정보
통신산업 이슈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각 사업
자·협회별로 방송광고에 대한 자체 심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제재나 문제에 대한 점검은 모두 사
후규제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KOBACO의 역할 축소와 함께 민영미디어렙

Ⅰ. IPTV 상용화와 뉴미디어
경쟁 본격화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
광고 시장에서 KOBACO의 독점권이 사라지고 경
쟁체제가 구축되면 이는 미디어 산업 개편의 또다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IPTV

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공영과 민영

시대가 열렸다. 서비스 상용화와 함께 관련 장비,

방송의 규정에 대한 논란, 지상파 MBC와 KBS2의

서비스, 플랫폼, 프로그램, 광고시장도 활짝 개화

민영화 논의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밑, 대통령이

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환경 전체

을 열고 실시간 IPTV 시대로의 진입을 대내외에

를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천명했다.

중간광고 허용과 광고총량제 실시 등 광고와 관련
한 여러 규제 틀도 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다. IPTV의 등장으로 우

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새해부터 속도를 낼 것

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은 IPTV와 기존 케이블TV,

으로 보인다.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맞춘

위성방송의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

정부의 디지털 전환 시나리오가 하반기에 공개된

다. 포화상태가 된 유료방송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장비의 디지털화 및

막고 건전한 방송 환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

HD 프로그램 제작 등에만 2009년 7,500억 원(지

시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파 3,488억 원, 케이블 4,074억 원)이 조기 투자될 예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2008년 6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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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의 경쟁체제 도입이 단순히 광고시장

참석한 가운데‘IPTV 상용 서비스 출범 기념식’

다중 결말 드라마, 양방향 TV, IPTV 교육 등이

2

정이다.

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방송광고공사

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자(MSO)를 중심으로

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도 2008년 11월 위헌

한 유료방송 시장의 다양한 합종연횡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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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다. 정부가 2008년 말 케이블TV의 소유

PP를 인수해 콘텐츠 주도권 확보를 노릴 수 있다

규제 제한을 전체 77개 권역 중 5분의 1(15개 권역)

는 관측이다. 또 통신사들이 SO 인수를 통해 한

에서 3분의 1(최대 25개 권역)로 완화하면서 물밑에

번에 IPTV 가입자 수를 늘리는 전략도 가능성 있

서 움직이던 SO 간 인수합병(M&A) 논의가 본격화

는 시나리오로 꼽힌다.

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IP)TV라는 강력한 경쟁

위성방송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

자의 출현도 MSO들의 대형화 욕구를 자극하고

이라이프)은 IPTV 업계와의 제휴를 타진하고 있다.

있다는 평가이다.

결합상품이 없는 스카이라이프는 이종 사업자와

정부에 SO의 소유권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협력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욕구가 크다. 방송

왔던 대형 SO들은 인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

은 기존의 위성을 사용하고, 주문형 비디오(VoD)

다. 덩치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기 때

등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 등이다.

문이다. 우선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대형 SO의 인수전 참여 가능성이 있다. 이들 가운
데 각각 태광, CJ그룹의 계열사인 티브로드와 CJ

Ⅱ. 또 하나의 통신 공룡 KT그룹 탄생

헬로비전 등은 그룹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
할 수 있다. 큐릭스 등 일부 업체 CEO는 공공연히
M&A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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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통신시장을 상징하는 최대 키워드는
단연 KT·KTF 간 합병이다. 유선통신 1위 사업자

중견·군소 SO들은 인수를 통한 메이저 업체

KT와 이동통신 2위 사업자 KTF 간 합병은 유무선

도약이냐, 적당한 시점의 매각이냐를 판단해 볼

통신을 아우르는 매머드급 컨버전스 기업의 출현

수 있는 시기다. 몇 개 지역만을 커버하던 군소

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SO들은 M&A 시장이 열리면 적당한 시점에 매각

통합KT 출범은 통신과 방송, 초고속 인터넷을

에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 SO 매각을 통해 많게는

단일 사업자가 서비스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수천억 원을 받는 것을 보아온 사업자들이라면

즉 시내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이동

매각에도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통신, IPTV 등 유무선통신 서비스를 단일 사업자

SO들은 일단 일부 사업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가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

가입자 수 유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매

다. 이 같은 상징적 의미는 물론이고, KT와 KTF

각대금이 가입자 수에 일정액을 곱한 선에서 결

합병은 유무선통신 시장경쟁 구도에 전면적인 변

정되어 왔던 만큼, 일시적 수신료 손실보다는 가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태풍의 눈’이

입자 수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SO 간의 M&A 이외에 대형 통신사

KT와 KTF 간 합병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

의 케이블 SO,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에 대한

텔레콤과 유선통신 2위 사업자 SK브로드밴드 등

인수 가능성도 언급되기 시작했다. 콘텐츠 확보

SK그룹을 비롯해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

에 비상이 걸린 통신 기반 IPTV 사업자들이 대형

콤 등 LG그룹의 전략적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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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KT와 KTF 합병을 통해 명실상부한 컨

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가조건 및 경쟁

버전스 기업으로 변신할 경우에 SK텔레콤과 SK

상황 평가 등을 둘러싼 KT·KTF 진영과 SK텔레

브로드밴드,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이

콤·SK브로드밴드,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

통합KT와 규모의 경쟁을 위해 합병을 선택할 수

워콤 간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KT그룹은 유선 부문 1위이면서 무선에서는

KT와 KTF를 시작으로 유무선통신 사업자 간

2위 사업자, SK그룹은 유선 부문 2위이면서 무선

연쇄적 합병 등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에서는 1위 사업자라는 상반된 구도가 합병을 바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KT와 KTF 합병이 우리

라보는 키워드로 부각되어 흥미를 더욱 배가시킬

나라 통신 역사에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동안 간헐적으로 제기

망이다.

되었던 시내전화망 분리 등 통합KT의 시장지배

KT와 KTF가 유무선통신 시장 정체로 인한 돌

력 이슈가 본격화될 것임이 자명하다.

파구로 합병을 선택하고, 2007년을 기점으로 합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LG데

병을 준비했던 만큼 KT와 KTF 합병이 시간문제

이콤·LG파워콤은 시내전화망에 대한 배타적인

일 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통제력이 유지되면 IPTV와 인터넷전화(VoIP) 등

사실이다. 특히 KT의 지휘봉을 잡은 이석채 사장

신규 서비스 시장으로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매

의 최대 미션이 KTF 합병이 될 것이란 점에서 관

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KT가 과거 공기업 시절

련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옛 정통

부터 구축해 온 시내전화망을 분리, 통합KT로의

부 장관을 지낸 이 사장과 정부와의 커뮤니케이

지배력 전이를 최소화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션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어 속도전이 가능할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시내전화망에 대한 중

것으로 보인다.

립성이 향후 공정경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셈

실제로 KTF 지분 54.25%를 확보한 KT가 합병

이다.

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시작으로 규제기관의 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T는 수차례 수용하기

가 등 KT와 KTF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시내전화 이외

진행, 이르면 상반기에 통합KT 출범을 선언하는

에 대체재가 충분한데다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

것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

라도 일방적인 시내전화망 분리는 곤란하다며 논

로 알려졌다. 2009년 3월로 예정된 KT 정기주총

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KT와

이전에 합병계획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KTF 합병이 수순에 따라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합병인가를 신청할

경쟁 사업자가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통합KT와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효경쟁을 위한 전략적 선택에 속도를 낼 것으

시내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시장지배적 사업

로 예상된다.

자 KT가 KTF 합병 행보를 본격화함과 동시에 유

KT·KTF 합병으로 비롯되는 2009년 유무선

무선통신 시장은 치열한 논리전으로 한 차례 폭

통신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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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에 있다. KT와 KTF 합병은 SK텔레콤과

유무선 통합 등 급변하는 시장에서 통합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과 LG파워콤, LG텔레콤

경쟁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로

등 통신사업자의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이원화된 현재의 구조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

크다. KT의 KTF 합병 선언을 신호탄으로 LG데이

을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합병

콤의 LG파워콤 합병,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을 통한 통합을 제외하곤 내놓을 만한 이렇다 할

합병 추진이 잇따르는 등 새로운 빅뱅이 시작될

대안도 마땅치 않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합병은 이동통신

우선 LG데이콤과 LG파워콤 합병은 기정사실

중심의 사업구조를 유선통신 중심의 컨버전스로

이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LG데이콤과 LG파워콤

다각화하고, 초고속 인터넷과 미디어(IPTV) 사업

은 합병과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

경쟁력을 일거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KT와 KTF,

으로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SK텔링크, 티유미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행보에 따라 조정될

어, SK네트웍스(통신 네트워크 부문) 등 그룹 내 통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방송 자산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도 장기적이

LG파워콤은 2008년 기업공개를 통해 LG데이

고 큰 그림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콤과의 합병 초석을 마련했다. LG파워콤 지분 구
조는 LG데이콤 40.9%, 한국전력 38.8%, SK텔레콤
4.5%, 포스코 및 계열사 4.5%, 기타 11.3% 등으로

Ⅲ. 끝없는 인터넷 규제 논란

비교적 단조롭다. 2대 주주인 한전은 LG파워콤 보
유지분을 2009년 안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따

인터넷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정

라 최대주주인 LG데이콤 의지가 구체화되면 LG

치권은 각종 규제 법안을 내세워 인터넷 업계를

파워콤을 손쉽게 합병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고, 인터넷 업계는 나름의

LG데이콤과 LG파워콤 합병에도 불구하고 통

자율정화 계획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변화 목소리

합KT에 비해 비교 열위가 절대적이므로, 궁극적

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 산업에 필요한 변화를 수

으로 LG텔레콤을 포함한 LG그룹 통신계열사 간

용하면서 규제가 낳을 수 있는 역기능을 막고자

통합이 예상보다 빨리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

하는 의도이다. 자율정화 계획의 뼈대는 인권침

아졌다.

해 등 인터넷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와의 통합을 본격
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

자 하는 가이드라인과 콘텐츠 산업의 자산을 보
호하는 저작권 강화로 정리된다.

합KT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간
합병을 통해 매출을 늘리고, 유무선 통합 서비스

1. 업계 주도로 자율규제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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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범했다. 포털에서 이슈가 되는 이른바 악플

식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등 관련 문제를 포털업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08년 9월,

포털 자율규제기구이다. 협회 내 포털정책협의회

일본 인터넷 업계는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의뢰

가 주도하며 NHN 등 주요 포털업체 임원과 이용

나 집단 괴롭힘 등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신속히

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성할 계획으

삭제키로 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 일본 정

로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

부는 이 규제안을 근거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

이다. 포털업체마다 서로 다른 게시물 관리 규정

보나 사이트 자체를 삭제해도 사이트 개설자로부

을 통일하려는 공동 사용자 게시물 관리규약 제

터 법적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정이나 광고 자율심의 등이 지금까지 밝혀진 내

장치를 마련했다.

용이다.

물론 삭제 대상은 자살에 사용하는‘황화수소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인

가스 발생 방법’등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권침해 소지가 확실한 게시물을 자율규제기구가

음악이나 사진 등 저작권 침해 사실이 분명한 경

일차적으로 걸러낸다. 정치적 사안 등 업계 스스

우에도 업체 독자적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로 판단하기 어려운 게시물은 방통위로 보낸다.

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영국의 인터넷 업체 코헨 대표는“영국 정부

기술적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 포털업체들은 유

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불필

통되는 콘텐츠의 양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권리자

요한 규제를 없애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

고 말했다.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구

분이 많다고 판단하는 추세다.

글이나 야후 등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해 어느 정

NHN은 동영상 안에 방송사 로고가 새겨진 영

도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토종기업에 대한 장려

상물을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방송사 로고 필터

책이 필수이며, 규제는 이를 담아야 한다”고 지적

링 기술과 콘텐츠 고유정보를 근거로 원본과 복

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는 민간의 가

사본을 구별해 주는 필터링 기술 도입에 나섰다.

이드라인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소

다음도 필터링 기술 전문업체인 뮤레카와 협력,

모적 논쟁에 빠지면 산업 위축효과로 이어진다는

새로운 음원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다음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은 국내 P2P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에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경제 전망 게시글

대한 테스트 결과에 따라 시범 서비스를 거쳐 정

을 올린 인터넷 논객‘미네르바’가 2009년 1월 10

식 도입할 예정이다.

일 검찰에 구속 수감되었다. 미네르바의 혐의는
‘달러 매수 금지 긴급공문 발송’,‘외환 예산 환

2. 규제는 민간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야

전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과 같은 허위사실
을 유포해 공익을 저해했다는 혐의이다. 미네르

이 같은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는 반가운 소

바 구속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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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입법 추진 중인 사이

을 추가했다. 다른 언론 기사를 내보낼 때 포털이

버 모욕죄를 비롯한 인터넷 규제가 타당한지에

자의적으로 기사 내용이나 제목을 편집하거나 조

대해 다시 논의의 초점이 모이고 있다.

회 수를 조작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

2008년은 어느 때보다 인터넷 공간을 둘러싼

명시해 포털의 활동에 제한을 뒀다.

갑론을박이 많았던 해이다.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이처럼 전방위적인 규제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배우 최진실 씨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

곳은 다름 아닌 중소 인터넷 사업자이다. NHN·

건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부각시켰고, 이에 따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대형 포털 사업자는 현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되었

행 정부 규제를 따르기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다. 현재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주요 법안은 정보

쏟는 것이 가능하지만, 블로그·SNS·UCC 사업

통신망법 개정안, 방송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자 등 체질이 허약한 중소 인터넷 기업에게는 불

언론중재법 개정안, 신문법 개정안 등 7∼8개에

가능한 일이다. 경영부담을 느끼다 보니 다양한

달한다. 이 법안들은 현재 논란의 불씨를 안은 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지 못해 인터넷 생태계를

국회 계류 중이며,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

저해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의 대상이 될 것이다.

4. 역기능 제어냐, 이용자 억압이냐?
3.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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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중인 법안 중 상당수는 인터넷상에서 발

는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상의 역기능을 줄이자

생하는 역기능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는 취지로 입법 추진 중이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

임시조치 의무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아이

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핀의 확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임시조치 의무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드는 것은 권력만능주의라

화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의 권리침해

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피해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되, 처벌은 피해자

때, 포털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의 의사에 따름)로 규정해 검찰이 고소 없이도 게시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판이나 메신저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현

것이다. 이는 포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전 검

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이다.

열을 행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 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IP주소와 인터넷 메

수하지 않기 위해서 임시조치를 남발해 표현의

신저, 전자우편 등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 및 휴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전화 감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신문법 개정안은‘포털은 언론’이라는 조항을

다. 시민사회단체들은“인터넷 사용 기록은 설정

넣어서 신문의 독자위원회와 유사하게 포털도 이

하기에 따라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접속했는지

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

뿐만 아니라 민감한 통신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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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난하고 있다.

Ⅳ. 서버 가상화 시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주요 포털 사업자들이 제

2009년 컴퓨팅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클라

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

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다. 국내 컴퓨팅 시

장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재로 작용

장은 상용화 원년을 맞아 클라우드 컴퓨팅이 몰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속적인 반발에 부딪히고

고 올 거대한‘구름(클라우드)’의 영향권 아래 놓일

있다.

전망이다. 아마존, 구글 등을 필두로 해외에서 시
작된 클라우드 컴퓨팅 바람이 국내에도 상륙, 서

5. 규제 간 충돌

비스 상용화 원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문제시되는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를 신

사용자가 정보기술(IT) 하드웨어(HW)와 소프

설하다 보니 현행 규제와 새로운 규제 간 충돌이

트웨어(SW)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2008년 7월, 방통위와

외부 서비스망에 접속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행안부가 발표한‘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만 IT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

도 이 같은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

드 컴퓨팅은 IT 환경 전반에 걸쳐 일대 혁신을 가

소화한다고 했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강화되

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면 실명제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정보 수집은 불

하지만 그 거대한 구름만큼이나 여러 불확실

가피하다. 또 명의도용이라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성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외 기업에

위해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이 강화되어야 하

비해 일천한 컴퓨팅 기술을 가진 국내 IT 기업이

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클라우드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개인의 통신 기록을 저

컴퓨팅이 국내 IT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장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어

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품으로 끝날지 주목되는

인터넷 기업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전

한 해이다.

문가들은 현행 규제가 땜질식 규제나 과잉 규제
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철학이 분명히 서야

1. 시장 선점 경쟁 점화

한다고 강조한다.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는“(인터넷 문제의) 근

미국 투자회사 메릴린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본적인 해결책은 법안을 우후죽순으로 만드는 게

관련된 세계 비즈니스 및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법원이 기존 법을 창의적

모가 2011년 950억 달러에 이르고, 이를 활용한

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

온라인 광고시장을 더하면 1,600억 달러에 달할

이라고 말했다.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IT 업계도 이 같은 전망에
자극받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진출을 위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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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작업을 본격화한 상태이다.

을 구현하는 토털 솔루션을 갖추고 영업에 나섰

삼성SDS는 이미 CEO 차원에서 클라우드 컴

다. 한국EMC는 본사 차원에서 선보였던 클라우

퓨팅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김인 사

드 기반 백업 서비스‘모지(Mozy)’등을 연내에 국

장은 2009년 초 신년사에서도 미래 수종사업 중

내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꼽았다. 삼성SDS는 현
재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각종 IT 자

2. 킬러 아이템으로 승부

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KT 역시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IT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망

도입한 유틸리티 컴퓨팅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

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기

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사업안을

술이자 산업이다.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 각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 서버·스토리지 등 시스템과 이를 운용하기

중소벤처 업계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

위한 SW가 필요하며, 이를 고객에게 전하기 위한

다. 클루넷은 2008년 인터넷상의 분산된 리소스

네트워크와 서비스 매체인 단말기도 요구된다.

를 하나로 통합해 고속 콘텐츠 전송에 활용하는

여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CCN) 서비스를 상용화

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했다. 이 회사 황승익 본부장은“현재 10여 개 기

서비스 종류도 다양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고객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며“올해는 서비

한 웹메일, 웹하드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한 HW

스 인프라를 더 확충해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할

자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무한대로 확장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IT 업체로서는 수많은 클

넥스알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 중

라우드 컴퓨팅 산업 중에 자사가 경쟁력을 가질

이다. 넥스알 한재선 사장은“사업자가 클라우드

수 있는 타깃을 정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전

컴퓨팅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

문가들은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업체가 제공할

는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국내보다는 해외시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서비스가 현실적

장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으로 가장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그룹사

유관 단체 모임 결성도 구체화되었다. 상반기

에 IT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

중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체, 외국계 IT 기업 등이

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

참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협의체가 출범할

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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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 IT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금융

이처럼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바람이

권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더디게 진행될 가

불기 시작하자 분위기를 살피던 외국계 기업도

능성이 높다.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심명종 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미 한국IBM, 한국HP,

무는“보수적인 금융권으로서는 IT 프로세스를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

외부 사업자(클라우드)에게 맡긴다는 것이 큰 부담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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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록 지원하는 공동 학술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범위가 넓어 중소벤처 업

세계 각국에 클라우드컴퓨팅센터를 구축 중이다.

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지만, 넓은

IBM은 2008년 9월 한국에도 클라우드컴퓨팅센터

영역만큼이나 사업 자체가 버거울 수도 있다. 따

를 개소했다.

라서 중소벤처 업계는 특화된 기술로 경쟁력을

마이크로소프트는 2008년 10월 클라우드 컴

갖춘 후 대형 IT 서비스 업체와 협력해 클라우드

퓨팅 운용체계와 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했고, 델은

컴퓨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중

아예‘클라우드 컴퓨팅’용어의 상표 등록을 추진

론이다.

하고 있다. EMC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모지

한편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인프라 시장은 기

(Mozy)’
와 플랫폼‘포트리스(Fortress)’,‘아트모스

존 컴퓨팅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외국계 업체가

(Atmos)’등을 발표했다. 또 클라우드 전문사업부

차지할 공산이 크다. 클라우드 컴퓨팅 고객을 많

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관련 조직 일부를 별도

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의 자회사 데코(Decho)로 독립시켰다.

데, 아무래도 중대형 서버·스토리지 분야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2009년 들어서도 계속 이어

앞선 외국계 기업이 주도권을 거머쥘 것으로 예

지고 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1월 8일 클라

상된다.

우드 컴퓨팅 솔루션 업체 큐레이어(Q-layer)를 인

지난 2007년 미국 뉴욕타임스는 1851년부터

수했다고 발표했다. 선은 이를 자사의 클라우드

1980년까지 1,100만 개에 이르는 TIFF 파일 형태

컴퓨팅 사업부로 편입시켜 비즈니스에 활용할 계

의 신문기사를 PDF 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루

획이다.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연착륙하기

일 전환에 필요한 스토리지, SW 등을 별도로 구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는

매하지 않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해외에서도 지적
이 끊이지 않는 보안 및 안정성 문제가 클라우드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앱

컴퓨팅 사업을 추진하는 IT 업계의 발목을 잡을

엔진’도 이미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서

공산이 크다. 2008년 미국의 퓨인터넷앤아메리칸

비스를 이용하면 1년간 오피스 프로그램 비용이

라이프프로젝트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사용자당 50달러로 상용 오피스 프로그램을 별도

Project)가 18세 이상 미국 성인 2,200여 명을 대상

로 구매하는 것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기 형태의 클라우드

이처럼 해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공

컴퓨팅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90%가 개인정보 유

사례가 나타날 정도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통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모든 데이터와 자원

당연히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겨냥한 IT 업계의

을 외부에 맡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속성상 언

움직임도 활발하다. IBM은 지난 2007년 구글과

제든 나타날 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함께 대학생들이 클라우드 기술을 배울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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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1,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들여 해결했다. 파

‘웹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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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이용자에게 자원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확정짓지 못했다. 하이닉스도 2009년 1조 원대를

는 열린 서비스로 보이지만, 반대로 일단 하나의

투자하지만 설비투자보다는 R&D 투자에 중점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다른 클라

둘 계획이다. 미국 마이크론도 2009년 설비투자

우드로의 이동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시간이 지

를 6억 5,000만∼7억 달러 규모로 축소 투자하기

날수록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요구대로

로 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대만·일본 반도체 기

더 많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셀러스 마

업들은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켓(Seller’s Market)’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LCD 패널업체들의 2009년 설비투자도 위축세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도 요구

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들에

된다. 방송통신위원회(통신, 네트워크), 지식경제부

따르면, 2008년 한 해 전세계 LCD 패널업체들의

(서비스, SW), 문화관광부(콘텐츠), 행정안전부(보

양산 능력은 전년 대비 무려 40% 가까이 급증했

안), 교육과학기술부(슈퍼컴퓨터) 등이 유기적으

다. 삼성전자가 8세대 신규 라인을 가동한 것을

로 맞물려야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이

비롯해, 대만의 CMO도 6세대 라인 양산에 들어

가능하다.

간 결과이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시장이

국내에서는 아직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산

갑자기 냉각되면서 모든 LCD 패널업체들이 감산

업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한 발 앞

에 착수했고, 적어도 2009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서 산업계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유한 라인의 정상 가동률도 회복하기 어려워

줘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보인다.

특히 과거 로봇 등에서 빚어졌던 부처 간 주도권

이에 따라 2008년 하반기부터는 대만 패널업

다툼이 재현된다면 가뜩이나 원천기술이 부족한

체들을 시작으로 이미 발주한 라인 투자분도 줄

국내 업체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연착륙하

줄이 늦추는 추세이다. CMO가 8세대 투자 시기

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를 미룬 데 이어 삼성전자도 8-2라인 투자를 상당
기간 지연시켰다. 이미 발주한 물량도 연기하는
마당에 10·11세대 등 차세대 라인 투자 일정은

Ⅴ. 반도체 시장 회복과 가격 반등
시나리오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LCD 패널 시황의 수요·
공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 2009년 하반기 세계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2009년 반도체와 LCD 패널업계는 설비투자에
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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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들 수 있는지 여부가 패널업체들의 설비투자
재개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큼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반증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2008년 6조 원 이하를 반도체에 투입했다. 삼성전

전쟁에 돌입했다. 1년 넘게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자는 2009년 선두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투

체력이 바닥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퇴출 기

자 규모를 결정키로 했으나, 아직 정확한 규모를

로에 섰다. 대다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적자에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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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일 정도로 반도체 업체는 경기불황 터널은

영 중심으로 대만 D램 기업이 통합하면 22.9%로

길었고,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2위 그룹을 형성한다. 하이닉스는 3위권으로 밀

재고 과잉현상은 단기간 내 수그러들지 않을 조

려난다.

짐이다.

하이닉스도 이에 질세라 대만 프로모스와 다

이에 따라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장기 불황

양한 협력 방안을 찾고 있다. 하이닉스는 프로모

과 경영위기로 세계 D램 업계에는 구조개편 바람

스 측에 50나노 D램 기술을 2008년 상반기에 이

이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2008년 세계 D램

전하기로 협약한 데 이어‘낸드 기술 이전’이란

시장 5위권 업체 중 3곳이 자금 수혈에 나서야 할

새로운 당근을 내놓았다.

정도로 재정난은 심각하다. 또한 디스플레이 시
장에서도 대만발 구조조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2. D램 시장의 판도 변화

점쳐지고 있다.
키몬다는 독일 정부 등에서 긴급자금을 지원

1. 세계 D램 반도체 기업들의 합종연횡

받았지만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이다. 제휴 기업
이던 난야가 2008년 4월 마이크론과 손을 잡으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잉으로 D램 값은 2008

서 헤어진데다, 같은 달 엘피다와의 기술제휴도

년 한 해 56% 가까이 하락했다. 팔면 팔수록 손해

그 효력이 불투명하다. 엘피다가 대만과의 통합

를 보는 이익구조였다. 이를 입증하듯 우리나라

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다. 게다가 모기업인 인

반도체 수출은 2007년 390억 달러로 400억 달러

피니언은 더 이상 추가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

에 육박했으나, 반도체 시황 악화로 2008년 말

이다.

328억 달러로 16%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마이크론은 2009년 1분기(9~11월) 순손실

이에 따라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는 구조

이 7억 600만 달러로 8분기 연속 적자행진을 기록

조정의 바람이 거세다. 미국 마이크론과 대만 난

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절

야 등 미국 진영과 일본 엘피다와 대만 파워칩 등

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이크론은 대만 기업과

일본 진영은 대만 정부의 구제자금을 바탕으로

협력, 대만 정부의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있다. 하

대만 프로모스와 합병, 세계 D램 시장 통일에 나

지만 프로모스가 일본계 기업인데다 현재 하이닉

선다. 마이크론은 D램 및 낸드 기술 이전을, 엘피

스와 D램 기술 이전 협력을 체결한 상태여서

다는 R&D센터 이전 등을 대만 측에 제시, 대만

미·대만 간 통합은 불투명하다.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일본 엘피다도 대만 D램 업계의 연대를 적극

미국 마이크론 진영을 중심으로 대만 D램 기

추진 중이다. 엘피다는 대만 3개 업체와 합병 논

업이 뭉치면 2008년 3분기 현재 D램 점유율

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D램 전문기업이란 점

18.3%로 삼성전자(30.2%)와 하이닉스(19.3%) 뒤를

이 엘피다의 대만 기업 합병 성공 여부에 변수로

이어 3위 그룹을 형성한다. 반면 일본 엘피다 진

작용할 전망이다. 마이크론이 대만 정부에 D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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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낸드메모리 기술 이전도 제안했다. 하이닉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2008년 말 류자

스 역시 낸드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

오쉬안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CMO 본사를 방문,

난야, 파워칩, 프로모스 등 대만 3사 입장에서

“LCD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

는 기술이전만이 살길이다. 그 동안 해외에서 원

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자국 내 LCD

천기술을 들여와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사업

업계에 대한 지원을 시사한 바 있다.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대만 정부가 기업 합병과

2009년에는 그 동안 한국·대만의 LCD 패널

기술이전을 전제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해 난

양산경쟁에 가세하려 했던 일본의 추격전도 주춤

야와 파워칩은 마이크론과 엘피다 중 한 곳을 선

할 전망이다. LCD 종주국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택해야 한다.

일본 샤프와 소니가 2008년 최악의 실적으로 추

반면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독자

락하면서 10세대 LCD 라인 공동투자에 제동이

생존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대만은 물론 선

걸린 것이 단적인 예이다. 샤프가 10세대 라인 가

진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미세공정 측면에서 경쟁

동에 차질을 빚는다면 당초 양산능력 톱5의 계획

력이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D램 판매가 하

도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락폭이 큰 탓에 시장점유율 업체가 높은 기업이

메이저 업체들의 M&A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

어렵지만, D램 50나노 공정에서 국내 기업은 양

정이 없더라도 2009년 전세계 LCD 패널 시장에

산기술 격차를 더욱 벌이고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서 적지 않은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

있다.

성·LG 등 국내 LCD 패널업체들은 세계시장 선
두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대만·일본 업

3. 디스플레이의 재편 움직임

계와의 격차를 한참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상반기 LCD 패널 가격과 수요가 회복
되지 않는다면 대만발 구조조정 가능성이 점쳐진

Ⅵ. 글로벌 IT 시장의 빅뱅과 가격파괴

다. 2008년 6월 이후 대만 AUO·CMO·CPT 등
주요 패널업체들은 일찌감치 감산에 들어간 뒤

2008년 말 시장조사업체 IDC는 2009년 IT 시

지금은 몇 개월째 생산원가도 못 맞추는 수준으

장과 관련해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미국발 금융

로 가동률이 추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위기가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IT 시장 성

말 AUO와 CMO는 자국 내 패널업체들과 합병도

장률이 1.9%에 머문다는 게 골자였다. 특히 PC·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프린터·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부문

특히 대만 정부도 자국 내 LCD 패널 산업의
구조개편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모습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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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8년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다
고 진단했다.

지 LCD 패널업체들이 인수합병(M&A) 등 구조조

경제가 힘들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양극화

정에 나선다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이다. 기업과 제품 모두를 포함한 전체 시장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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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로 나눠진다. VIP 계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

실현해 가고 있다. 2009년 PC 시장은 극심한 가격

품이거나, 아예 가격이 싼 초저가 제품으로 수요

경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수요층이 나눠지면

TV 시장도 마찬가지다. TV는 다른 하드웨어

서 산업계도 재편 과정을 거치고, 시장 수위 업체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다양하지만,

의 과점현상이 뚜렷해진다. 결국‘춘추전국시대’

상위 업체로 점유율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지

에서‘승자 독식 시대’로 시장 패러다임이 바뀐

고 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06년 1분기

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시장에서 뒤처지

세계 TV 시장에서 2위를 달리던 삼성전자는 당시

면서 소수 상위업체 주도로 점유율이 몰릴 수밖

점유율이 12.5%에 불과했다.

에 없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08년 3분기에는

양극화 전조는 가격파괴에서 출발한다. 이미

20.2%까지 올라섰다. 당시 6.9%로 5위를 달리던

하드웨어 시장에 가격경쟁이 불붙은 지 오래다.

LG전자도 2008년 3분기에는 10%에 육박하는 점

기술장벽이 무너지면서 가격과 브랜드 이외에는

유율을 기록했다. 2008년 기준으로 상위 4개 업체

차별 요소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셈이다. 상위 5개

PC, MP3플레이어, 내비게이션 등 주요 IT 제
품은 최저가격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예측할

업체로 확대하면 점유율은 2006년 54.2%에서
2008년 67.5%까지 늘어난다.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

휴대폰 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 국내 휴대폰

문이다. 2008년 PC 부문 최고 히트 상품은 미니

시장은 그야말로 드라마틱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노트북으로 불리는‘넷북’이었다. 넷북은 휴대성

정도로 사상 최대의 호황과 함께 최악의 침체기

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낮은 가격이 매력

를 겪었다. 2008년 휴대폰 시장은 12월 132만 대

적이었다. 기존 노트북의 3분의 1 가격에 불과한

를 끝으로 2,320여만 대를 기록했다. 상반기 3G

40만∼60만 원이라는 점 때문에 불황기와 맞물려

가입자 유치전이 이어지면서 기대 이상의 호황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넷북으로 노트북 가

누렸지만, 하반기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전통적인

격파괴가 극심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시장 양극

최대 성수기인 12월조차 예년 비수기 수준인 132

화이다. IDC가 집계한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대에 머물렀다.

삼성·LG·삼보 3개 업체 데스크톱 PC 시장점유

산업계에서는 2008년 12월 판매 기조가 이어

율은 2007년 3분기 58.5%에서 2008년 3분기

지면서 2009년 휴대폰 시장이 양극화로 치달을

61.2%까지 올라갔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

노트북도 사실상 승자 과점체제로 돌입했다.

자를 겨냥한 저가폰, 그리고 스마트폰과 풀 터치

2008년 3분기 기준으로 노트북은 삼성·LG·

폰을 앞세운 프리미엄 제품이 동시에 판매 상승

HP·삼보 등 빅4 판매량이 전체 점유율의 74%에

곡선을 그린다는 분석이다. 세계시장에서 북미·

달했다. 특히 삼성은 데스크톱·노트북을 합친

유럽과 신흥시장 성장률이 양극화하는 현상이 국

전체 PC 시장에서 40%를 넘어서 규모의 경제를

내에서도 재연된다는 관측이다. 2009년 북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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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선진시장의 출하량은 10% 내외 감소가

폰과 실속을 갖춘 중저가 제품으로 시장이 양극

예상되지만, 신흥시장은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

화되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박창진

갈 전망이다.

팬택계열 국내영업본부장은“풀 터치와 고화소
카메라폰 수요도 늘어날 것이지만, 경기침체의

1. 가격의 양극화

영향으로 폴더와 슬라이드 등 실속형 제품을 찾
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 휴대폰 시장의 최대 화제작은 단연 삼
성전자의‘햅틱폰(SCH-W420)’이다. 삼성전자의

2. 업체 간 양극화의 심화

첫 번째 풀 터치스크린 휴대폰으로 2008년 4월 출
시된 햅틱폰은 이전의 휴대폰에서는 볼 수 없었

2008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치열한 3위 싸움

던 위젯과 햅틱 피드백 등의 기능을 지원, 사용성

이 펼쳐질 전망이다. 노키아와 삼성전자가 양강

을 크게 개선했다. 하지만 출고가격이 80만 원에

체제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 1억 대

육박하는 초고가 제품으로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

선에 몰려 있는 LG전자와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간의 경쟁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이들 3위권 업

그러나‘햅틱2’와‘햅틱온’등 시리즈 제품의
연이은 히트로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100만 대 판

체들은 최근 1년간 엎치락뒤치락하며 3위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매를 돌파했다. 나만의 휴대폰을 갖고자 하는 사

이 같은 경쟁의 배경에는 하루빨리 빅3체제에

용자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공략함은 물론, 차별

편입, 후발 주자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규모의

화된 마케팅으로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의 이정표

경제전략이 숨어 있다. 특히 세계적인 실물경기

를 세웠다.

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 속에서도 30~40만 원대의 저가

상위 브랜드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가 더욱 심

형 휴대폰도 소리 없이 인기를 이어갔다. 풀 터치

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

와 카메라 등 기능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제품을

는“북미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

찾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것이다. 특히 경기침

는 LG전자가 빅3업체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체가 더욱 가시화되기 시작한 2008년 하반기부터

며“하반기부터 신흥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는 것

중저가 휴대폰의 돌풍이 이어졌다. 팬택계열의

도 점유율 확대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

돌핀슬라이드폰(IM-U220)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혔다.

W330와 W290, LG전자의 오렌지컬러폰(KH1800)
과 3040폰(SV300)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제품들은
상반기에는 이통사의 보조금, 하반기에는 약정할

Ⅶ. 불황 뚫은 넷북의 회오리

인을 통해 공짜로‘살 수 있는(?)’제품들이었다.
2009년에도 프리미엄 기능에 집중한 초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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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극했던‘넷북’의 인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이다. 초저가 미니 노트북 PC인 넷북은 이동

소니도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소

성과 싼 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넷북

니가 곧 선보일 넷북‘바이오P’는 다른 넷북 제품

은 성능을 낮춘 대신 오래 쓸 수 있는 인텔 저전력

과 비교해 1.5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판매될 것으

CPU‘아톰’을 탑재한 7~10인치대의 미니 노트북

로 알려졌다. 기존 제품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으로, 가벼워진 무게와 실속 있는 가격에 힘입어

선이지만, 소니는 약 700유로에 사전 예약을 받고

2008년 전세계 노트북 PC 시장에서 11%에 달하

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130만 원이다.

는 1,462만 대가 팔렸다.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MSI는‘MSI 윈드’에 터치스크린 기능을 내장

2009년 노트북 출하량이 15% 가량 늘어날 것으로

한 신제품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

추산했는데,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넷북이 차

박람회(CE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

지할 전망이다.

보일 MSI 윈드 신 모델은 태블릿 기능을 탑재했

2008년 넷북 시장은 저가 PC를 주로 만드는

으며, 저장장치는 하드디스크가 아닌 SSD를 채택

대만 업체 아수스와 MSI 등이 시장을 이끌었지

해 낮은 전력소모와 함께 더욱 가벼운 프리미엄

만, 2009년은 삼성전자·LG전자·삼보컴퓨터는

제품이다.

했던 업체가 참여,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삼성을 비롯해 기존 PC 제조업체들은 프리

들 기업들은 기존 가격을 고수하거나 고가 제품

인하를 점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

2절

2009년 정보통신
표준화 활동 계획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008년 산학연관 전
문가 3,700여 명의 참여를 토대로 574회 회의를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PC 업체들은 2009년

갖고 1,741건의 표준화 과제를 진행해 1,073건의

넷북 라인업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정보통신단체 표준(TTA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다. 삼성전자는 1분기 중 2개의 프리미엄급 제품

성과를 거두었다(표 1 참조).

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7인치보다 크지만

2009년에는 IPTV, IT 기반 융합기술 분야, ICT

12.1인치보다 작은 LCD를 채택할 예정으로 기존

환경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술 분야의 표준화

넷북보다 커질 전망이다.

를 포함해 정보통신 모든 분야의 표준화를 중추

삼성전자 관계자는“올해 가격인하보다는 업
그레이드된 넷북으로 승부를 겨룰 것”이라며
“LCD 크기가 커져 가격인하의 요소는 없지만, 고

편

2
편

3
편

4
5

에 무게를 두고 있어 대대적인 가격인하 가능성
은 낮아 보인다. 예측하기 힘든 환율도 넷북 가격

1

편

물론 델·HP·소니·애플 등 고가형 PC에 주력

미엄급 제품으로 2009년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

특
집

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기술위원회별 2009년도 중점 활동 분야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기능으로 세컨드 PC 시장 주도권을 잡는 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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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2008년도 TTA 정보통신 표준화 활동 실적
구

분

① 위원회 회의

실

③ 표준화 과제 추진

④ 표준 유지보수 검토

126개

3,700여 명 위원

회의

574회

평균 참석률 38%

1,073건

표준 폐지

31건

기술보고서

23건

추진 완료

1,237건

추진 진행 중

504건

국문·영문 표준

275건

잠정표준
⑤ 위원회 보고서

비

위원회

표준 제·개정
② 표준 등 채택

적

기술규격 671건 포함
유효표준 : 7,432건(누계)

표준 등 채택 및 과제 폐지 포함

표준 공고 후 5년 경과

2건

표준 공고 및 유지보수 검토 이후 1년 경과한 잠정표준

3종

위원회 연구활동 보고서 등

<그림 1> | TTA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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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CT와 기후변화 분야

본격적으로 BcN 표준화를 추진해 2008년까지
‘BcN 표준모델 V2.1’,‘NGN 인증 및 인가 요구

2008년 11월 21일, TTA SPC(전략계획위원회)

사항’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단체표준을 제·개

제19차 정기회의에서 SPC 산하에 그린ICT 표준

정했고, 2009년에는‘BcN의 단대단 QoS 구조’

화를 위한 ICT & CC(Climate Change) 전문위원회를

등의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설치하였다.

스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꾸준히 국제표준에

린IT 정책에 따른 표준화 추진과 국제표준화기구

반영시키고 있다. 그 결과 2008년에는 한국 주도

(ITU-T, ISO 등)의 표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칠

로 작업한 권고안인 NGN에서 성능 측정(Y.2173)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CT가 환경에 미치는 마이

등 총 27건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큰 성과를

너스 영향보다 플러스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이루었다.

인식하고 ICT를 활용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2009년에는 이재섭 연구원 (ETRI) 이 ITU-T

특히 2009년에는 ICT와 기후변화 용어 및 상관 개

SG13 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미래

념의 표준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보통신 표준

네트워크(Future network)와 USN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ITU-T 국제표준을 주도할 예정이다. NGN 분야의

표준포럼이 결성되어 ICT·환경 융합 표준 개발

ITU 국제표준화에 대한 그 동안의 결실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u홈(u-Home) 서비스의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서비스 및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홈네트워
크 관련 표준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TTA에서

Ⅱ. 전송통신 기술 분야

는 디지털홈 프로젝트그룹(PG214)을 중심으로 이
러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보급, 확산에 필요한

1. 광대역통합망(BcN) 분야

2
편

3
편

4
편

5

2. 홈네트워크 분야

육성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활동을 시작하
였다.

편

편

및 융합에 의한 시너지 기술 창출로‘저탄소 녹색
성장’핵심기술 조기 확보와‘그린에너지 산업’

1

또한 국내 BcN 구축 과정에서 생성되는 서비

본 전문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국내 정부의 그

아울러 지난 2008년 10월에는 ICT·환경융합

특
집

표준들을 제정하고 있다. TTA에서는 2008년 말까
지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세대단자함 등 홈네트

한국형 BcN 표준모델 정립, BcN망 구조 및 서

워크 기기 관련 표준과 범용 미들웨어 표준, 그리

비스, 품질보장 기술표준의 개발을 통해 국내

고 원격 서비스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멀

BcN 실현을 촉진하고 선도하기 위해 TTA에서는

티모달 플랫폼, 멀티 디바이스 서비스 등 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련 표준화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또 서비스

2004년 NGN 프로젝트그룹(PG204) 신설과 함께

도입 환경을 위한 배선, RJ45 인터페이스 관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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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홈네트워크 서비스 도입 활성화

표준은 우리나라에서 IPTV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기반 마련과 더욱 안정적이고 향상된 홈네트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한 건축·배선·배관 관련 표준
화 추진 및 홈네트워크 제조사 간 상충되는 부분

Ⅲ. 전파통신 기술 분야

을 보완해 타 기기 간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
준화를 추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1. RFID/USN 분야

다양한 서비스 환경과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

2004년에 RFID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관련 표준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고

통해 유비쿼터스 기반기술로서 물류·유통 분야

갈이라는 세계적인 문제와 국가적으로 대기전력

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

을 1W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방침에 대처하기 위

며 등장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는 TTA RFID/USN

해 홈네트워크 에너지 인식(Aware) 플랫폼 표준화

프로젝트그룹(PG311)과 RFID/USN협회(KARUS) 등

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 포럼과 표준화단체를 통해 표준화 활동을 시
작하였다. 2005년부터 모바일 RFID 기술을 통한

3. IPTV 분야

RFID 응용으로 B2C, C2C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
를 발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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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는 광대역 IP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

여 현재까지 주요 핵심표준 개발이 완료되었다.

를 제공하는 양방향 디지털 서비스이며, DMB 서

2007년부터는 추가적인 응용, 시범·확산 사업을

비스에 이어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통방융합 진출

통해 수렴된 신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

의 교두보 역할을 할 혁신 표준화 항목이다. 향후

속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세계 IPTV 장비시장은 2012년 54억 6,000만 달러

2009년에는 RFID/USN 응용 분야에 대한 ARP

로 연평균 13.1%의 성장을 통해 2008~2012년 총

기술보고서 개발 작업을 계속하고, 특정 서비스

217억 달러(누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를 대상으로 하는 국소적인 기술보다는 다양한

TTA에서는 전송통신기술위원회(TC2) 산하에

응용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독립

IPTV PG를 구성해 국내 사업자 및 제조업체들 간

적인 공통요소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예

의 합의를 모아 IPTV 서비스를 위한 표준을 개발

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하고 있다. 2008년에는 IPTV 서비스 요구사항,

RFID 미들웨어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

MPEG2-TS 기반 IPTV 콘텐츠 환경 등 5건의 표준

으로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을 제정하였다. 2009년에는 IPTV HW 및 SW 보

공통적으로 활용될 보안 암호기술뿐만 아니

안기술, 단말 시스템, 콘텐츠 환경, 웹 기반 IPTV

라, RFID 응용기술, 태그·리더 기술, 미들웨어

미들웨어 등을 표준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이들

기술, 디렉터리 기술 및 모바일 RFID 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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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준화 추진에 발맞추어 각 기술별로 특화된

Ⅳ. IT 응용기술 분야

보안기술 요구를 파악하고 표준화를 추진할 것이
다. USN 참조모델, USN-IP 네트워크 연동기술,

1. 지능형 서비스 로봇 분야

UHF 센서 네트워크 PHY/MAC, 센서 인터페이스
에 대한 표준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
집

“첨단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1
편

서비스 로봇 개발”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우리 생

2. WBAN 분야

활 속에 친숙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
봇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TTA에서는 지능형 서비

TTA는 2008년 상반기부터 WPAN 프로젝트그

스 로봇과 관련된 표준화를 2005년 중순부터 추

룹을 통해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 분야

진, 현재까지 27건의 관련 표준을 개발 및 제정하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적인

였다.

요구사항과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서비스로봇 프로젝트그룹에서는 로봇

WBAN PG 구성을 건의하여 이를 확정하고, 2008

의 음성인식, 얼굴인식, 음원 추적, 센서 네트워크

년 1월 킥오프(Kick-off)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표준

인터페이스 등 실제 지능형 로봇 구현에 필요한

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준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RUPI(Robot Unified

IEEE 802 TG6 WBAN의 WBAN 표준화가

Platform Initiative, 로봇 통합 SW 플랫폼)에 기반한 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준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TTA 지능형서비스로

2009년까지 대부분의 기본표준안 규격 작업을 완

봇 프로젝트그룹의 의장 및 주요 위원들이 세계적으

성할 예정이므로, 국내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로 유일하게 지능형 로봇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적극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국내 산업계에서는 바

있는 민간 사실 국제표준기구인 OMG(Object management

이오나노 센서, 무선 내시경 등의 개발에 주력하

Group)의 지능형로봇 표준화위원회(Robotics DTF) 및

고 있으며, 10Mbps급 WBAN용 주파수 사용을 위

산하 WG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OMG 내 지능형

한 채널모델 기반의 실험을 진행 중이다.

로봇 분야에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에 힘쓰고

2009년에는 WBAN PG 활동을 통해 국내외적

있다.

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WBAN의 메디컬

향후 공공로봇, 국민로봇을 통한 관련 산업의

(Medical) 및 비메디컬(Non-medical) 각각의 PHY/MAC

활성화와 가정용 로봇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표준초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프로파일 개발 작업

전망됨에 따라 TTA에서는 관련 핵심기술 표준화

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메디컬 BAN과 미

및 상호운용성 확보,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인증

메디컬 BAN의 상호 보완적인 표준화 및 기술개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고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다.
2008년에는 클라이언트 응용관리, 원격 로봇
응용 수행 프레임워크, 로봇 서버, 로봇 모델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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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본요소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다.

기본구조, 송수신 물리계층 기본구조, 조명 LED

2009년에는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로봇 서버 간

인터페이스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였다. 2009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내부장치 프로파일, 성

년에는 초고속 센서, 저속광 태그, 자동차 안전 등

능평가 등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에 관한 기술의 표준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2. 가시광 무선통신 서비스 분야

Ⅴ. 정보보호 기술 분야

멀티미디어 응용 PG(PG402)에서는 2007년 5월에
가시광 통신 서비스(VLC : Visible Light Communication)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다양한

WG를 구성하였다. VLC WG는 가시광 통신 서비스

콘텐츠들을 언제 어디서 어떤 장비라도 이용할

모델 표준규격 개발을 목적으로 결성해 가시광 통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신 서비스 표준규격 모델 등의 표준화 작업을 수

전자상거래나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개인 프라

행하고 있다. 2007년 TTA 가시광통신서비스 실무

이버시 정보 및 기업 내 중요한 자산(정보, 문서, 금

반 소속위원이 IEEE 802 VLC IG 의장으로 선임되

전 등)들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제3자로부터 안

어 활동함에 따라 IEEE 802 내에서 국내 VLC 기

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보보호 기술의 필요

술의 국제표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하고 있다.

원천기술 및 산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용기술

이러한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은 차세대 조명

개발과 더불어 해당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IPR)

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조명 LED(Light Emitting

확보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표준 개발이 중요하게

Diode)를 사용, 조명 기능 이외에 추가적으로 정보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달 기능을 부여한 새로운 광무선 기술로서 조

따라서 TTA 표준화위원회에서는 국내에서도

명이 존재하는 어느 장소에서나 원하는 정보를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세분화해 대

획득할 수 있는, 이른바 유비퀴터스(Ubiquitous) 정

응할 계획으로, 2008년에 정보보호 기술위원회

보통신 기술이다. 가시광 무선통신은 주로 사람

(TC5) 신설과 산하 6개의 프로젝트그룹(정보보호 기

눈에 인지되는 빛을 이용하므로 데이터의 전송

반, 프라이버시 보호 및 ID 관리, 사이버 보안, 응용 서비스

가능 범위를 인지할 수 있으며, 전자파가 나오지

보안 및 평가, 바이오 인식, DRM)으로 확대하였다.

않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기술이라는 특징이

정보보호 기반 분야(PG501)에서는 유비쿼터스

있다. 더욱이 조명산업과 연계해 통신뿐만이 아

환경의 기기·사물 인증기술과 초경량 암호 프로

니라 기존의 조명, 디스플레이, 휴대용 기기, 복

토콜에 대한 TTA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단

지, 정보 서비스 등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파급효

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강화된 사용자 인증 기반

과가 큰 차세대 전략산업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마련을 위해 HW 기반 접근제어 기술에 대한

2008년에는 가시광 무선통신 조명 식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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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ID 관리 분야(PG502)에서는
ID 관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TTA 표준

인식 등의 기술을 다른 기술들과 더불어 융합 표
준화에 참여하고 있다.

개발 및 ITU-T를 통한 국제표준화를 동시에 추진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대응은

한다. 또 ITU-T, ISO/IEC JTC1/SC27에서 추진 중

ITU-T SG17 분과위원회와 협조해 추진할 계획이

인 ID 관리 프레임워크 등의 국제표준화 추진 방

다. 그리고 국내 산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는 정보보호 분야의 포럼(인터넷보안기술포럼, 바이

사이버 보안 분야(PG503)에서는 사이버 공격
역추적 기술, 봇넷 대응 기술 및 디지털 포렌식 기

오인식포럼, 홈네트워크보안포럼, ID관리포럼, 정보보호
정책·전략 포럼)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TTA 표준을 개발하고,

SG17에서는 2009년부터 새로운 연구회기

ITU-T SG17을 통한 국제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할

(2009~2012)가 시작되었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계획이다.

LSG(Lead Study Group)로 활동하고 있고, 크게 네트

응용보안 및 평가인증 분야 (PG504) 에서는

워크 보안 분야와 응용보안 분야로 구분된다. 특

IPTV 정보보호, 차세대 웹 보안기술에 대한 TTA

히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해서는 5개의 연구 과제

표준을 개발 및 ITU-T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신

(Question)로 통신 시스템 보안 프로젝트, 보안구

뢰보안 서비스(TPM) 기술에 대한 TTA 표준 개발

조 및 프레임워크, 정보보호 관리(T-ISMS), 사이버

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안,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스팸 대응으로 구성

바이오 인식 분야(PG505)에서는 비대면 전자

하고 있다. 응용보안과 관련해서는 유비쿼터스

거래 등 민간 분야에 대한 바이오 인식 보급 확대

통신 서비스 보안, 응용 서비스 보안, SOA 보안,

가 예상됨에 따라 유무선 정보통신 환경에서 텔

바이오 인식으로 구성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레바이오메트릭스 (Telebiometrics) 응용기술 및

있다.

CCTV 등 물리적 보안기술과 결합한 융합기술을
개발,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SG17에서는 이번 연구회기 동안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역추적 기술, 디지털 포렌식 기술, 봇

DRM 분야(PG506)에서는 CAS-DRM 연동기술

넷 대응 기술에 초점을 맞추며, 스팸 대응에 대해

의 IPTV 분야 및 음악 등 타 콘텐츠에 적용할 수

서는 대량 스팸 대응 기술과 악성 봇에 의해 발생

있는 표준, 불법 콘텐츠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기

되는 스팸 대응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술의 적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불법 콘텐츠

IPTV 보안에서는 Draft X.1191(IPTV 보안을 위한 기

추적을 위한 시스템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할

능 요구사항 및 구조)을 기반으로 표준초안 4건(키관

계획이다.

리 기술, 트랜스코더블 기술, 디스크램블링 기술, DRM 연

2008년부터 TTA에서는 중요한 표준화 산업의
일환으로 IT 기반 산업 간 융합기술 표준화를 추

동기술)이 지난 회기에 채택되어 2009년에 한국 주

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진하고 있다. 정보보호 기술 분야도 사용자 인증,

우리나라는 SG17에 학계 및 연구소가 참여하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금융결제 시스템, 바이오

고 있는데, 이들 전문가들과 더불어 국내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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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산업체에서도 참여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격을 준수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 표준화 및

SG17에서 추진 및 이미 제정된 국제표준들을 분

시스템 연동 미들웨어 규격 개발을 추진할 계획

석해 국내표준화 추진 시기 및 대응 방향도 수립

이다.

할 계획이다.

공개 SW PG(PG602)에서는 공개 SW(리눅스) 기
반의 서버 규격을 개정하고,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용 리눅스 데스크톱 규격을 개발할 계획

Ⅵ.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이다.
SW 품질평가 PG(PG604)에서는 국내에서 우선

166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입과 산업체 융합기술

순위가 높고, 기술 성숙도가 높은 분야를 선별하

등장으로 SW 분야는 하드웨어의 운영 플랫폼과

여 국내 및 국제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로봇

다양한 부가 서비스 실현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SW와 MPEG 관련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 방향을

등에 꼭 필요한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에 발맞춰 TTA에서도 2008년부터 기반 소프트웨

웹 PG(PG605)에서는 XML, 시맨틱 웹, 웹서비

어 기술위원회(TC6)를 독립적으로 신설하고, 산하

스와 관련된 표준 개발과 모바일 웹 및 유비쿼터

5개의 프로젝트그룹(임베디드 SW, 공개 SW, SW 품질

스 웹 응용과 관련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2009

평가, 웹, 메타데이터)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소프트

년에는 유비쿼터스 웹, 모바일 웹, 웹 2.0에 대한

웨어 분야의 표준 개발 및 산업체 육성 지원, 이기

TTA 표준 개발 및 W3C를 통한 국제표준화를 동시

종 소프트웨어 간에 상호운용성 보장 및 공통 플

에 추진하고, 국내 웹 산업에 영향이 큰 W3C의

랫폼 개발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UWA WG, MWI 액티비티(Activity) WG, 웹 애플리

임베디드 SW PG(PG601)에서는 임베디드 모바

케이션 WG, 미디어 애너테이션(Annotation) WG 표

일 리눅스 분야는 임베디드 시스템 업그레이드

준화 방향에 대한 국내 대응 작업을 추진할 계획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국

이다.

제표준 기술에 대해 협력하며, 부분적으로 국제

메타데이터 PG(PG606)에서는 네트워크 기반

표준 기술 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베디

으로 공유가 필요한 각종 자산정보의 메타데이터

드 멀티미디어 기술 중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

표준 개발과 로컬 또는 분산정보 시스템 환경에

스 분야는 최신 모바일 IPTV 기술을 위한 최신

서 데이터 관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MPEG 비디오 및 오디오 기술을 지원하는 국내

에는 분야별 통합 메타모델의 표준을 개발할 계

규격 개발 및 IPTV PG와의 호환성 지원을 추진한

획이다.

다. 자동차용 임베디드 SW 분야는 자동차 전장장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대응

치 및 ECU의 상호호환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통

으로는 정보통신 시스템 관점에 표준화하고 있는

합 미들웨어를 국내표준으로 적극 개발한다. 조

ITU-T SG17 WP3(언어 및 SW), 산업체 기술을 중심

선 IT 기자재용 임베디드 SW 분야는 국제표준 규

으로 표준화하고 있는 ISO/IEC TC37, JTC1/SC7,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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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2, 객체지향언어를 개발하고 있는 W3C, 리눅

획이다. CJK B3G회의는 2008년 9월 부산에서 개

스 관련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CELF, 이클립스

최한 데 이어, 2009년 1월에는 일본에서 개최하

(Eclipse) 등과 관련해 대응할 예정이다. 리눅스와

고, 향후 3개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해서는 한중일 간 협력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단일화된 표준규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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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2008년 와이브로(WiBro) 프로젝트그룹(PG702)
은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반의 휴대인터넷

Ⅶ. 이동통신 기술 분야

(WiBro) 상호인증 방법 표준 개발을 완료하였다.

2009년부터는 옥내용 WiBro, UMTS와의 연동을

1. IMT-Advanced 분야

위한 표준, 상호호환성 및 적합성 시험 등에 중점
을 두고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IMT-Advanced를

IMT어드밴스트(IMT-Advanced) 프로젝트그룹

목표로 하는 WiBro 진화 기술에 대한 표준화,

(PG701)에서는 ITU-R WP5D(구 WP8F), 3GPP 및

IEEE 802.16 및 와이맥스포럼 등 국제표준과 조

3GPP2에 대한 국내·국제 IMT-Advanced 표준화

화를 이뤄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를 추진하고 있다. ITU는 WRC-07을 통해 4세대

WiBro는 3GPP의 LTE-Advanced와 함께 IMT-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을 결정했고, WP5D

Advanced의 후보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진화된

를 중심으로 IMT-Advanced(4G) 국제표준화를 진

WiBro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규격이

행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해 각 국가·기관들

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TTA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TU는 2011년 초

IMT WiBro 프로젝트그룹(PG702)을 중심으로 표

까지 IMT-Advanced 표준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준화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착수될

하고 있다.

WiBro-Evolution 표준화는 WiBro-Evolution을 위

3GPP는 3.9G라 불리는 LTE(Lone Term Evolution)

한 다양한 기술들이 제안되고, 회원사 간 합의를

규격 개발을 마무리하고, IMT-Advanced(4G)의 후

형성해 하나의 토털 솔루션으로 발전되고, 나아

보기술인 LTE-Advanced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가 IEEE 802.16m과 조화를 이뤄 완성된 표준이

중이다. 3GPP2는 UMB 기술 이후의 기술표준화

될 것이다.

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체상태에 있다.

ITU-R WRC-07을 통해 2.3GHz 대역이 4세대

CJK(중·일·한) B3G 표준협력회의는 2003년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결정되는 등 WiBro의

결성된 이후 4G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과 핵심기

최종 목표는 4세대 기술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술들을 담는 기술백서를 작성하였고, 미국과 유

를 위해 명확한 기술 진화의 제시와 함께 경쟁기

럽 주도의 4G 표준화의 견제와 IPR 방어체제 구

술 대비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축을 위해 표준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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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방송기술 분야

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지상파 DMB 프로
그램 및 통신망을 통해 전달될 지상파 DMB 콘텐
츠를 맞춤 시청형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양방

1. 방통융합 관련 DMB 표준화

향 DMB 서비스 표준화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TTA는 2004년에 지상파·위성 DMB 송수신
정 합 표 준 을 완 료 하 고 , 2005년 에 는 지 상 파

2. 디지털 케이블 분야 DCAS 표준화

DMB(비디오) 송수신 정합표준 국내표준화 및 국
제표준화(ETSI)를 완료하였다. 2005년 이후 지상

TTA는 2008년에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

파·위성 DMB 데이터 서비스 기술표준화에 주

합 4차 개정을 완료해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력, 그 결과 2005년에 위성 DMB 데이터 송수신

기술기준 개정사항 추가 작업을 추진하였다. 현

정합규격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며, 동년 지상파

재 100만 대 이상의 오픈케이블(OpenCable) 표준

DMB 데이터 송수신 정합규격의 기본내용이 표

을 만족하는 케이블레디 DTV(Cable Ready DTV)가

준화되었다.

판매되었으며, 현재 약 17만 대의 케이블카드

2006년과 2007년에는 지상파 DMB의 자바 기

(CableCARD)가 장착된 케이블레디 DTV가 사용되

반 미들웨어, 지상파 DMB 수신기 규격, CAS,

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

TTI, BWS, EPG, 재난방송의 개정, 양방향 서비스

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 정부 간의 합의점을 도출

정합, TPEG 시험인증 표준 등이 추진되었다.

하고, 2008년부터 케이블레디 DTV 표준화를 추

2008년에는 DMB 서비스 확장·개선 및 성능 보

진했고, 2009년에도 계속할 예정이다.

장을 중심으로 한 표준적합성 시험 등의 표준화
가 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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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1년 케이블카드 분리 의무화에 대비,
방송통신위원회 주관하에 DCAS 기술기준 제정

2009년에는 방통융합 연계 서비스 및 인터페

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있는 기술기준을 바탕

이스 호환성 보장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존 단말

으로 다운로드형 제한수신 모듈 송수신 정합 표

의 오동작 방지를 위해 단말기의 시험인증을 위

준화를 추진한다. 표준이 완료되면 디지털 유선

한 표준 개발 및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표준을 제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 중 관련 부분의 개정도 추

안하는 기술에 대한 사전시험이나 성능평가 방안

진할 예정이다.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