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서비스

1. 모바일서비스 표준화 개요 

1.1. 모바일서비스 개요도

모바일서비스는 이동 네트워크 또는 이동 단말을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 기술들과 서비스 기술

들을 종합하는 기술로, 모바일 단말 환경에서 다양한 응용을 제공하는 응용 서비스 기술, 다양

한 단말들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 연동 기술, 다양한 통신 방식을 통해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커넥티비티 기술로 구성



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필요성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모바일 응용 서비스 기술에 

대한 중요성 및 관심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음. 미래 모바일서비스 기술은 다양한 이

동 네트워크와 이동 단말들을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 기술들과 서비스 기술들을 종합하

는 기술이므로, 미래 모바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휴대폰 중심이 아닌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핵심 기술 표준화 및 IPR 확보 전략이 필요함

- 모바일 응용 서비스 기술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보다 편리한 응용 및 콘텐츠 유

통 방식에 관한 요구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콘텐츠 유통 채널들이 확산되면서 

상호호환성에 대한 이슈들도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유통 채널들을 연동하면서 효과적으로 

응용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가 필요함 

- 디바이스 연동 기술은 이동통신망과 연결되는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동되는 방식으로 응용 서비스의 이용이 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중 기기 사이의 연동과 

관리를 위한 표준화가 필요함 

- 커넥티비티 기술은 스마트 기기가 접촉식/비접촉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무선 방식의 프

로토콜과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다른 기기와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함으로, 이

러한 다양한 커넥티비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가 필요함 



¡ 표준화 목표

미래 모바일서비스는 다양한 이동 네트워크와 이동 단말들을 이용하는 복합 서비스이

므로,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응용 서비스 기술, 디바이스 연동 기술, 

커넥티비티 기술 등과 같은 핵심 서비스 기술에 대한 전략적 표준화를 추진함

- 산업체 니즈 분석을 통한 핵심 IPR 확보 및 표준화 연계로 시장 선점

- 국내외 선행 특허 맵 분석을 통해 국내 업체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특허 항목을 

도출하고 핵심 기술 개발 전략을 표준화와 연계하여 추진

- 중점 표준화 항목 도출과 표준화 로드맵 구축, 국내외 기관 및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를 구축하여 핵심 기술 개발 결과와 IPR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 선도 

¡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모바일서비스 기술 표준화 선도를 통하여 모바일서비스 관련 표준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모바일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모바일 응용 서비스 기술 표준화는 미래 모바일 응용 서비스들을 위한 핵심 표준화를 통

해, 5G 등의 새로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넓은 활용성을 갖는 다양한 차세대 응용 기

술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생성을 촉진함  

- 모바일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 표준화를 통해 모바일 산업 성장 동력 확보 및 혁신역량 

강화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여 지식ㆍ혁신 주도형 신 산업 강국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

록 기반을 구축함

-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통하여 국내 기술 기반의 국제 표준화 및 IPR 확보를 용이하게 하

며 이를 통하여 국내 산업체의 성장 및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응용 
서비스

모바일 인식 
- 모바일 단말 환경에서의 카메라 및 센서 등을 이용한 
코드/이미지/사물 인식과 이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를 
위한 표준

앱스토어 
- 모바일 응용 및 콘텐츠 유통 채널 간의 연동과 사용자, 단말, 
응용 설치 관리, 지불 정산 체계, 보안 체계 등의 유통 시스템 
구성 및 관리 표준

위치 기반 응용 서비
스

- 모바일 단말에서 GPS,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하는 측정 및 
측위기술 등 위치정보 확인과 이를 이용하는 응용 서비스 표준

모바일 페이먼트
- 접촉 비접촉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표준(인증서,USIM, NFC, 
IAP, PG, 통신사 결제)

차세대 메시징
- 단말 환경에서의 SMS, MMS, Instant Messaging, Presence, Address 
Book 등 OMA 메시징 기술 기반의 사업자향 통합 메시징 표준

디바이스 연
동

모바일 가상화
- 모바일 OS, 플랫폼, 브라우저 등을 서버 가상화를 통해 제공 
받음으로써 한 기기에 여러 단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모바일 단말 관리
- 디바이스 관리 프로토콜을 이용한 디바이스 관리 및 가상화 객체 
관리 표준

M2C 서비스
- 모바일 단말을 차량 제어 시스템 및 카인포매틱스 시스템 등에 
연계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차량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모바일 연동 서비스 표준

스마트 악세서리
- 모바일 단말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복합 기능 연동을 
수행하는 스마트 액세서리를 위한 표준

모바일 라이프 로깅
- 사용자 활동 기록 및 주변 정보 센싱 악세서리를 통해 획득되는 
라이프 로그 및 관련 정보, 활동 기록들을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모바일 DIY
- DIY(Do It Yourself) 형태로 사용자에 의해 개발되며 사용자 요구에 
맞는 HW/SW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퍼스널 모바일 게이
트웨이

- WiFi, Bluetooth 등과 같이 다양한 통신 채널에 대해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커넥티비티 
관리

개방형 연결 관리
- 3GPP, WiFi, Bluetooth, NFC, Zigbee 등의 통신 방식에 제약없는 
추상화된 통합 통신 API 표준 

Push Notification
- 다양한 Push Notification을 필요로하는 응용 서비스들을 위한 
Notification Server 기반의 서비스 표준

근접인식 기반 모바
일서비스

- 모바일 단말에서 Pre-Association 상태에서도 주변장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외부망 접속없이 로컬 광고 및 데이터 
동기화 정보 교환 등 로컬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모바일 
미들웨어 표준

저전력 관리 기술
- 낮은 사양의 저전력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위한 BLE, DASH-7 등의 
기술, 데이터 전송을 위한 CoAP 등의 프로토콜 표준

1.3. 표준화 항목 도출



모바일서비스
Ver.2011 Ver.2012 Ver.2013 Ver.2014

차세대 AR 서비스 모바일 증강 및 인식서비스
차세대 모바일 지불결제 모바일 페이먼트
차세대 모바일 응용 서비스 모바일 검색 서비스

모바일 인식 서비스 모바일 인식
모바일 소셜 서비스

모바일 응용 및 콘텐츠 유
통 서비스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서비
스
스마트 데이터 동기화
앱스토어 단말 앱스토어 단말

앱스토어
앱스토어 서버 앱스토어 서버

위치 기반 응용 서비스
차세대 메시징
모바일 가상화

M2S 인터페이스
M2C 서비스 M2C 서비스 M2C 서비스

모바일 단말 관리 모바일 단말 관리
개방형 연결 관리 개방형 연결 관리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Push Notification 서비스 Push Notification 서비스
스마트 악세서리 스마트 악세서리 

모바일 라이프 로깅
모바일 DIY

모바일 M2M 서비스
저전력 관리 기술

2. 국내외 현황분석

2.1. 추진경과 및 중점 추진방향 

¡ 추진경과

- Ver.2011에서 차세대 AR 서비스 기술, 차세대 모바일 지불결제 기술, 차세대 모바일 응용 

서비스 기술, 모바일 응용 및 콘텐츠 유통 서비스 기술, 모바일 M2M 서비스 기술, 사물지

능통신 기술 등을 총괄하는 모바일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 신규 작성

- Ver.2012에서는 6GHz 이하 대역 (IEEE 802.11ac) 에서 확장된 대역폭으로 구성된 무선 채

널 환경을 기반으로 80MHz 단일 채널의 Giga-bit 성능 향상 기술 및 MU-MIMO 지원을 위

한 무선 전송 기술, 그리고 80/160MHz 다중 채널 환경에서 제어하기 위한 Overlapping 

BSS(Basic Service Set) 운용 기술과 자원 활용 기술에 초점

- Ver.2012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협업 기술과 통합한 표준화 전략에 중점을 둠

- Ver.2013에서는 이동 네트워크 또는 이동 단말을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 기술들과 서비스 

기술들을 종합하는 기술로 OMA 표준화와 응용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음

- Ver.2014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단말과 악세서리들이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다

양한 응용 기술들과 서비스 기술들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버전별 표준화 항목 비교표



사물지능통신(M2M)
협업 디바이스 SW 플랫폼

직접 통신(D2D) 기반 
협업 서비스 플랫폼

근접인식 ( P r o x i m i t y 
Aware)기반 
모바일서비스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
스

- Ver.2011에서 다루었던 M2M 관련 표준화 항목은 M2M 분야에서 다루어 제외

- Ver.2012에서 다루었던 증강현실 분야, 소셜 서비스, M2S 항목은 스마트미디어의 다른 분

야와 중복되어 제외

- Ver.2013에서는 OMA의 주요 표준화 항목인 모바일 단말 관리 기술, 개방형 연결 관리 기

술, Push Notification 서비스 표준, 마트 악세서리 인터페이스 항목을 추가

- Ver.2014에서는 위치 기반 응용 서비스, 모바일 페이먼트, 차세대 메시징, 모바일 가상화, 

모바일 라이프 로깅, 모바일 DIY,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저전력 관리 기술 항목을 추

가

¡ Ver.2014 중점 추진방향

- OMA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응용 서비스 관련 표준화 방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중심

이 아닌 보다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모바일 응용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 표준화 및 IPR 확보 전략에 초점을 둠

-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차세대 메시징, 스마트 액세서리, 모바일 라이프로깅, 모바일 DIY 등

에 대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새로운 주요 응용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코

자 하였음



2.2. 연도별 주요현황 및 이슈 

¡ 국내외 기술개발 주요현황 및 이슈

- 2005년 웹 2.0 동향과 함께 인터넷의 개방형 API와 개방형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시작

-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공개되면서 모바일 플랫폼 

경쟁이 가속화되고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 

- 2008년 스마트폰을 활용한 LBS, 소셜 서비스, 기업용 응용 등의 기술 개발 확산

- 2009년 애플 앱스토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모바일 응용 유통 기술이 본격 확산 

- 2009년 BMW 및 애플 등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Car Infortainment 기술 개발

- 2009년 안드로이드,블랙베리, 심비안, 윈도우 모바일, 피쳐폰(J2ME)등의 다양한 플랫폼과 

단말기를 수용하는 백화점식 앱스토어 Getjar 등장

- 2010년 IBM, ORACLE, SAP등은 다양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확산과 더불어  MEAP를 기

반으로한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대한 기술 개발

- 2011년 PC(Web)-스마트TV-스마트폰(태블릿) 단말에서 다양한 PIMS(주소록, 일정, 메모) 데

이터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동기화 기술이 본격 확산

- 2011년 WAC은 전세계 주요 통신사와 제조사를 기반으로 애플과 구글에 대적하기 위해 도

소매 앱스토어 및 단말 플랫폼 개발

- 2011년 Amazon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와 결합한 앱스토어 및 콘텐츠 스토어를 개발, 최

저가격제 기반의 Android Application은 물론 Music, E-Book 제공 



- 2013년 구글은 구글 글래스의 프로토타입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를 출시하는 

등 스마트 액세서리 디바이스 출시가 가속화되기 시작함 

¡ 국내 표준화 주요현황 및 이슈

- 2010년 MOIBA를 중심으로 K-WAC 연동을 위한 표준화 협력 추진 시작

- 2012년 이동통신 RCS 서비스 사업자간 연동 표준 제정 완료 

- 2013년 5G 이동통신 표준화를 위한 5G 포럼 출범

- 2013년 이동통신 기반의 push 표준화 마무리 중 

¡ 국제 표준화 주요현황 및 이슈

- 2007년 OMA에서 Mobile Code 표준화 시작 

- 2008년 OMA에서 Mobile Search Framework 표준화 시작

- 2008년 OMA에서 CPNS 표준화 시작 

- 2010년 OMA에서 CPNS 1.0 표준 제정

- 2010년 도매형 앱스토어를 위한 WAC(Wholesale Application Community) 출범

- 2011년 WAC은 2.0 규격을 릴리즈, 통신사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One API를 지원하는 3.0 

규격 표준 개발

- 2011년 OMA TAS(Telco’s App Store) 및 MSN(Mobile Social Network) 표준화 및 규격 개

발 시작 

- 2011년 OMA에서 OpenCM API, RESTful Network API 표준화 시작 

- 2011년 OMA에서 CPNS 2.0 표준화 추진 

- 2012년 M2M 표준화를 위한 oneM2M 출범

- 2012년 push notification 표준화를 위한 AOI 표준화 시작 

¡ 정책/산업 주요현황 및 이슈

- 2006년 3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고, WiBro의 최초 상용화 시도가 추진

- 2009년 국내 아이폰 도입 시작 후 모바일 인터넷의 다양한 활성화 장애 요소 검토 시작

- 2010년 방통위, 제3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 대책 발표

- 2011년 4세대 대비 무선망 시스템 조기 구축을 위한 LTE 이동 통신망 투자와 네트워크 투

자에 대해 방통위에서 정책적 지원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신산업 육성 방안 발표 



2.3. 시장 현황 및 전망

¡ 국내 시장 현황 및 전망 

- 모바일 인식 서비스  

Ÿ 국내의 경우 AR에 관한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2009년 아이폰

의 출시와 2010년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 다수 출시되면서, 모바일 AR 관련 응

용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Ÿ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부정확성과 부족한 콘텐츠, 활용성

의 개선, 유통채널의 지나친 세분화 현상, 광고에 집중되는 수익원천의 한계와 같은 캐

즘 예상요인을 분석하고 수평적 협력 시스템과 표준화와 같은 해결방안 고려가 필요 

Ÿ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휴대폰 카메라와 2차원 코드 이미

지를 이용한 모바일 접속도 늘어나고 있음

Ÿ 국내 음성인식 시장도 지난 2010년 1800억원에서 올해 약 3900억원으로 매년 47%씩 성

장할 것으로 예상

Ÿ 우리나라 바이오인식산업에서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국내업체들의 매출규모는 2010년 

85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수출을 제외한 순수 국내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465억원으로 추정

Ÿ 수출을 제외한 순수 국내시장의 기술별 바이오인식 시장의 규모는 지문인식 매출이 

414.8억원으로 전체 바이오인식 매출액의 89%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얼굴인식이 37.7억원으로 8%, 홍채인식이 10.8억원으로 2%, 그리고 정맥인식이 1.8억원

으로 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Ÿ 세계 시장 대비 국내 바이오인식산업의 위상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국내시장이 

1.07%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앱스토어  

Ÿ 2009년 애플 앱스토어 런칭과 함께 통신사, 제조사 기반 앱스토어 응용 유통 기술이 본

격적으로 확산

Ÿ 국내 앱스토어 사업자는 통신사업자 3사를 비롯하여 제조사(애플, 삼성, LG, 팬택), 플랫

폼 사업자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등이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

Ÿ 앱스토어는 앱 판매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영화, 음원, 이북, 만화)를 함께 판매하는 

종합 콘텐츠 마켓플레이스로 진화 중 

Ÿ 2012년 국내 앱스토어 시장 규모는 4302억 규모로 2011년에 비해 94% 성장했음

Ÿ 국내 통합 앱스토어인 K-Apps는 2011년 11월 상용화 이후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함

Ÿ 카카오톡 게임센터의 등장으로 유료앱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시장점유

율 상승으로 구글플레이 국내 매출 증가

Ÿ 금융결제원에서 금융앱 전용 앱스토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



는 기업용 앱스토어 시장도 본격적으로 도입

- 위치기반 응용 서비스  

<LBS 시장 전망>

- 모바일 페이먼트  

Ÿ 스마트폰 확산으로 모바일 쇼핑, 금융거래, 지급결제 시장 지속 성장 중이며, 2012년 모

바일 쇼핑 경험자는 57.9%로 전년대비 10.9% 상승

Ÿ 오프라인 근거리통신방식인 NFC는 인식단말기 설치 등 별도의 인프라 구축 비용과 보

안 등의 문제로 시장 확산 지연

Ÿ 통신사와 금융권 중심으로 NFC 방식외 다양한 방식(바코드, QR코드, OTP)의 결제가 가

능한 모바일전자지갑 서비스 출시

Ÿ 일반 MicroSD 메모리 카드에 금융정보를 저장한 ‘금융microSD’ 방식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바일 결제 플랫폼으로 부상

Ÿ 모바일전자지갑은 통합 멤버쉽, 선불 충전, 가계부, 선물하기 등의 부가 서비스 지원

- 차세대 메시징  

Ÿ 국내 SMS 메시지 매출은 2010년 1조5600억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격하

게 하락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8000억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Ÿ SMS의 경우 2010년 이후 2년 사이에 발송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카카오톡 등의 

메시징 서비스 사용자의 60% 이상이 문자 메시지 이용량이 감소했고 40% 이상은 통화 

시간까지 감소

Ÿ 2010년 출시된 카카오톡 사용자는 2013년 현재 전세계 사용자를 포함해 1억명이 넘었

으며, 이 밖에도 다음의 마이피플, 네이버의 밴드 등의 메신저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음 

- 모바일 가상화  

Ÿ 하나의 OS에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BYOD(Bring Your Own Device)에 대

한 기업 및 정부 수요 증가

Ÿ 모바일 가상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장치의 성능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증진

하기 위하여 데스크탑, IPTV, 금융 공공 분야에서 활용

Ÿ 금융사들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분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바일 단말 가상화에 대한 수요 증가

Ÿ 기업의 스마트워크 확산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 등을 활용한 업무 지원과 맞물려 기업보

안 측면에서 MDM(Mobile Device Management)과 모바일 가상화 도입 검토 확산 

- 모바일 단말 관리  

Ÿ 단말관리(DM) 기술 관련 국내 시장은 2009년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스마트폰의 보

급이 확산되고 일반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증,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와 보안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OMA DM(Device Management) 표준을 이

용한 단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Ÿ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고, 특히 기업용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확산되면 모바일 

단말 관리 시장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음 

Ÿ 2013년 국내 MDM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12년 60억원 규모이었던 

시장이 2013년 100억원대 규모로 예상. 또한 MDM에 그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MAM), 모바일 콘텐츠 관리(MCM), 모 바일 리스크 관리(MRM), 모바일 엔터프라이

즈 관리 (MEM)까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M2C 서비스  

Ÿ 글로벌 Smart Car시장규모는 ‘10년 50억 달러에서 ‘15년까지 2,112억 달러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CAGR 7.6%)되는 속에 국내 시장은 2015년 123억 달러로 전망(CAGR 

15.4%)

Ÿ 국내에는 해외 자동차 산업과 달리 자동차 제조사 중심의 BM 시장 주도와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AM 시장과 기술을 주도하고 있음. 주요 서비스로는 교통정보, 길안내, 자동통

행료 징수 등 교통정보 위주의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안전과 본안연동 등의 기술을 선보

이는 선진기업에 비해 뒤쳐져 있음

- 스마트 악세서리 

Ÿ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2013년 3월 기준, 3,500만명1으로 연말까지 4,000만명을 상회

할 것으로 전망.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3.5% 내외가 스마트폰을 쓰게 됨을 의

미하며, 이로 인해 함께 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바로 스마트폰 액세

서리 시장

Ÿ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10년 초 국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규모를 2,445억원으로 추

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1년 시장 규모를 5,000억원으로 예측. 실제 소비자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2013년 시장 규모를 추정한 결과 1.6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케이

스는 2012년 전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추정 규모에 육박하는 1조여원으로 나타났

으며 액정보호필름이 4,800억여원, 기타 액세서리가 1,700억여원으로 나타남 

- 모바일 라이프 로깅  

Ÿ 스마트폰의 확산 속에서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기반의 트래킹과 여행 기록 

등이 모바일 라이프 로깅 서비스가 늘어나고 급증하고 있음 



Ÿ 트랭글과 같은 트래킹 기록 서비스는 등산 인구의 급증과 함께 급성장 하고 있으면, 등

산/하이킹/싸이클링 등의 응용으로 활용되고 있음

Ÿ 13년 홈 헬스케어 포함 국내 스마트 의료 시장규모는 약 1조 5천억원 수준. 향후‘15년 

전체 국민의 20%가 원격진료 이용시, 시장규모는 2.3조원에 달할 전망 (한국보건사회진

흥원)

Ÿ 특히 모바일 헬스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데, 연간 2배 이상 급증 예상

- 모바일 DIY  

Ÿ 2013년 국내 유일의 DIY(Do It Yourself) 전문 박람회 <Maker Faire Seoul> 진행되었으

며, 총 50여 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DIY 작품 및 관련 상품을 선보이며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등 점점 DIY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

-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Ÿ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블루투스 4.0 지원을 위한 프로파일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 블

루투스 연결을 제공하고 있음

Ÿ 향후 스마트폰을 모바일 게이트웨이로 하는 블루투스 4.0 기반의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

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됨

Ÿ 개인 및 작업 스케줄 관리 또는 장치 제어가 가능한 웨어러블 컴퓨터/모바일 기기를 위

한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 개방형 연결 관리  

Ÿ 국내의 경우 개방형 연결 관리 기능과 관련해서 특별한 시장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

음. 그러나 OMA의 표준이 완료되고 단말에 해당 기능들을 넣는 것을 검토하면 OMA 

openCM API를 구현한 단말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무르익어 갈 것으로 전망

- push notification  

Ÿ 애플 아이폰에 이서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도 푸시 메시지를 지원하면서, 스마트폰 환경

에서의 보편적인 메시징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Ÿ 삼성전자, 네이버, SKT 등에서도 자체 푸시 알림 메시지 기능을 구현하여 서비스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앱들이 푸시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Ÿ push notification은 카카오톡, 밴드와 같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바일 메시

징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음 

Ÿ 금융권과 전자계약 분야의 푸시 메시지를 통한 업무 환경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스마트폰 기반 기업용 푸시(PUSH) 메시지 서비스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음 

Ÿ 모바일 마케팅 채널 강화 및 비용절감에서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기업용 푸시 메시지 

서비스는 자체 구축, 혹은 애플리케이션 임대(ASP)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메시지 전

송 업무가 많은 금융권과 계약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분야에 속속 적용되고 있음



-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Ÿ 삼성은 자사 제품에 NFC를 이용하여 Wi-Fi P2P 접속을 편리하게 하는 S Beam을 탑재

하는 등 모바일 제품군에 직접통신 기능 채택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 편의를 위한 디

바이스 간 페어링 기술 개발이 필요함

Ÿ 스마트폰 응용에서 AP의 SSID를 식별하여 특정 매장에 근접함을 인식하고, 해당 매장으

로부터 쿠폰, 이벤트 등 광고 등의 현장정보를 수신하는 모바일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로컬광고 시장이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 저전력 관리 기술  

Ÿ 다양한 스마트폰 액세서리의 등장과 함께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저전력 관리 기술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블루투스 4.0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

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됨

Ÿ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중심으로 산업계에서는 Zigbee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

양한 M2M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국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모바일 인식 서비스  

Ÿ 전 세계 바이오 인식 시장규모는 2011년 54억달러(약 6조원)에서 2014년 94억달러(약 10

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글로벌 모바일 바이오인식 시장규모는 2011년 

3000만달러(약 350억원)에서 2015년 1억6100만달러(약 1850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Ÿ 구글 글래스 등과 같은 새로운 기기의 등장으로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은 2018년에는 

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ABI 리서치는 전망 

Ÿ 주니퍼 리서치에서는 사물인식 등에 기반한 증강현실 산업 규모도  2010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해서 2015년에는 15억 달러 규모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Ÿ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 세계 음성인식 시장규모는 45억달러로 지난 

2005년 11억 달러에 비해 4배이상 급성장

Ÿ 미국 바이오인식연구그룹인 IBG에 의하면, 국외 바이오인식 시장 규모는 2009년 34억 

2,200만 달러, 2010년에는 43억 5,690만 달러, 2011년에는 54억 2,360만 달러, 2014년에

는 93억 6,890만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Ÿ 국외 바이오인식 시장규모를 기술별로 보면, 지문인식시장이 2010년 기준 약 28.7억 달

러로 전체시장의 약 6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얼굴인식시

장이 2010년 기준 약 5.1억 달러로 전체시장의 약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홍채인식시장으로 약 2.9억 달러로 전체시장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Ÿ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Goode Intelligence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로 바이오인식 기술

은 모바일 단말에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15년 모바일 바이오인식 

기술 서비스 이용자 수가 3,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

Ÿ Juniper Research는 ’14년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를 1조 1,300억 원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모바일 바이오인식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것

으로 보임

- 앱스토어  

Ÿ 2008년 7월 500개로 시작한 애플 앱스토어 경우 90만개 이상의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의 경우도 100만개 이상의 앱을 제공

Ÿ 앱스토어 시장 규모는 2013년 25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Gartner, 2013,03), 

향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Ÿ 2012년 640억 건을 기록했던 모바일 앱 스토어의 연간 다운로드 수가 2013년에는 1천

20억 건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가트너)

- 위치기반 응용 서비스  

Ÿ 해외 시장조사업체인 Gartner사의 자료에 따르면 GPS 탑재 단말 보급량은 2009년 2억7

천만대 수준에서 2013년에는 8억5천만대 수준으로 연평균 약 34% 정도씩 확대될 것이



며, 이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시장도 2009년 23억3천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82억6천

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Ÿ Gartner사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서비스 분야별로 꾸준히 성장

하여 2014년에는 약 80억 달러 규모로 2008년 대비 평균 60%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으

로 예상함 이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까지 약 17

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

Ÿ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피라미드 리서치(Pyramid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은 2010년 28억 달러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103억 달러 규

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Ÿ 위치정보 기반과 소셜 네트워크를 결합한 다양한 체크인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포스퀘어 이외에 Gowalla, Brightkite, Whrrl, Loopt, SCVNGR, Facebook Places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경쟁하고 있음 

Ÿ 모바일 지도 서비스 이용 빈도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로안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 전용 내비게이션 시장을 위협하고 있음 

<국내외 LBS 시장 점유율 전망>

(출처: KAIT LBS 기술 및 시장동향 연구 보고서)

- 모바일 페이먼트  

Ÿ 전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향후 5년간(2011~2016) 연평균 42.2%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2016년에는 거래액은 6,169억 달러, 이용자수는 4억 

4,793만명, 거래건 수로는 209억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

Ÿ 구글은 삼성, 미국 4위 이동통신사업자인 스프린트 넥스텔과 함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전자지갑 서비스인 Google Wallet을 제공



Ÿ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무선 결제 서비스를 위해 2,3위 이동통신 사업자와 합작투자회

사인 아이시스(Isis)를 설립하고 무선 결제 시장에서 구글과 경쟁 중

Ÿ 미국 모바일 결제 분야 벤처기업인 스퀘어는 GPS기술과 애플리케이션 기반 결제방식을 

접목해 개발한 iPad 기반 정보관리(POS) 시스템을 제공

- 차세대 메시징  

Ÿ 2016년까지 전세계 13억 USER 사용 예상(※ Juniper Research)

Ÿ 2012년 전세계 모바일 IM 시장은 61억 달러 규모로 성장(※ Frost & Sullivan)

Ÿ 시장조사기관인 Infonetics는 글로벌 모바일서비스 수익이 ‘16년에 9천7백6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성장의 주요인이 될 것이고, 음성 매출

이 약간 감소할 것이지만, 여전히 음성과 SMS가 통신사업자의 주매출원으로 전망

Ÿ iMessage 같은 메시지 앱의 인기에도 SMS의 매출은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매년 성장

하여 누적 매출액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Ÿ 시장조사기관 인포마텔레콤스앤미디어는 2013년 하루 평균 P2P SMS 메시지 전송 수가 

195억 건인 반면, OTT 메시지 건 수는 2배가 넘는 410억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Ÿ 그러나 2012년 기준 OTT 메시지 사용자는 5억8,630만 명에 불과하지만 P2P SMS 사용

자는 35억 명이란 점에서 P2P SMS 서비스의 잠재력은 여전히 높음

Ÿ OTT 메시지 서비스는 P2P SMS 서비스를 완벽히 대체하진 못하며, 전 세계 P2P SMS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OTT 메시지 트래픽의 증가로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P2P SMS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Ÿ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에서 스마트폰 가입자 비율은 2012년 63억명의 18% 규모에서 

2018년에는 93억명의 3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Ericsson).  메시징 시장도 

2011년 총78억개 메시지 전송 규모에서  2016년에는 171억개 규모로 성장하며, 이중 

OTT 메시징 규모가 45%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모바일 가상화  

Ÿ 모바일 가상화는 VMWare, 시트릭스, 레드벤드, IBM등의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가 주

도하고 있음

Ÿ 삼성전자는 태블릿 PC인 아티브Q에 안드로이드와 윈도8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화 지원 듀얼 OS 단말을 출시했으며, LG전자는 북미 4대 이통사에 LG GATE라는 기업

용 모바일 가상화 서비스를 제공

Ÿ 모바일 가상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저가 피처폰에 안드로이드 앱 등을 구동하는 방식으

로도 제공

- 모바일 단말 관리 

Ÿ 모바일 단말관리(DM, Device Management) 기술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에서 사용

되는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미들웨어 등을 서버를 통해 원격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

반기술로, 최근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와 보안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외 이

동통신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Ÿ 세계 각국 이동통신사에서 OMA DM을 이용한 펌웨어 업데이트(FOTA), 소프트웨어 인

스톨(SCOMO), 락앤와이프(LAWMO) 등의 기술을 이용한 상용 서비스가 진행중이며, 

OMA DM 그룹이 지속적인 새로운 Work Item으로 활발하게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

음

Ÿ 세계시장규모는 2007년 4,000억원에서 2011년에는 8,640억원으로 성장했고, 올해엔 

10,340억원으로 예상됨. 아래 표는 ARCchart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성함. 한편, 가트너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MDM(모바일 단말관리) 시장규모는 약 1억 5천

만 달러였으며, 이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5~20%에 이를 것으로 전망

Ÿ IDC는 모바일 단말 관리시스템(MDM) 시장 규모가 약 2억 6,500만 달러로 매년 9%씩 성

장하여,’13년부터는 성장 속도가 1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09) 

Ÿ 가트너는 2017년까지 기업의 65%가 MDM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 (’12) 

Ÿ MDM(Mobile Device Management)는 단말기 분실시 기능 정지, 잠금, 초기화 기능이 있

으며, 모바일 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안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음

- M2C 서비스  

Ÿ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Association, 

GSMA)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2)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커넥티드카 시장규모는 2012

년의 131억 유로에서 205% 증가한 400억 유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부문별로는 교통

정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차량 내 서비스 부문이 245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하드웨어(69억 유로), 텔레매틱스(45억 유로), 통신(40억 유로) 부문이 차례로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

Ÿ 4세대 시스템의 발전에 힘입어 iSuppli 는 전세계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출하기준 

매출 규모가 2010년 308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3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Ÿ 분야별로 보면 4세대 아키텍처의 시작과 함께 인포테인먼트 제조의 가치사슬을 구성하

는 플레이어들이 성장하거나 또는 도태될 지가 향후 관망하게 될 포인트이며, iSuppli 

는 헤드유닛 공급업체와 함께 인터넷 접속을 담당하는 연결 ECU 공급업체의 매출구성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전세계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매출 및 연간성장률 추이 (2009~2016) >

Ÿ IMS의 최근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갖춘 전세계 차량 내장 텔리매틱스 단

말기 수가 급속히 증가할 전망.  2009년 110만 대에 불과하던 텔리매틱스 단말기가 

2017년에는 6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7년경 전체 차량 대수의 약 

6%에 해당. 또한 2017년 차량용 애플리케이션의 매출 규모는 4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카 인포메이션 시스템 주요 부품별 매출 전망 (2009~2016) >

Ÿ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시장의 성장은 스마트폰 중심의 앱스토어 활성화와 더불어 3G 

에 이은 4G 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 2012 년경부터 본격화될 것으

로 예상되는 4G(LTE 및 모바일 WiMAX)는 차량 내 인터넷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능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출현시킬 것으로 전망

Ÿ 스마트폰을 위시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급속한 활용은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요

구하고 있으며, 첨단 IT 기술과 융합된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한층 진전된 소비자 

주도형의 기능과 네트워크 지향성을 추구



- 스마트 액세서리 

Ÿ 미국의 경우 2012년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체 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한화 약 22.5조원)

Ÿ 미국의 모바일 디바이스 액세서리 시장은 2012년부터 매년 10.5%씩 성장해 2017년에는 

620억달러(한화 약 69조원)에 이를 것이며 그 중 80%를 스마트폰 액세서리가 차지할 것

이라고 전망 

Ÿ 웨어러블 단말기 시장 규모는 2016년까지 100억달러(한화 약 11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액세서리 시장에서는 케이스가 아닌 다른 종류

의 액세서리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 

Ÿ 소니와 모토로라 등에 의해 시작된 스마트워치 시장은 삼성전자, 애플, MS 등의 대기업

과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뛰어들면서 2012년 30만대 규모에서 2014년에는 5백만대 규모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Canalys 보고서)

Ÿ IMS 리서치(IMS Research)는 2016년까지 스마트 글래스 제품이 940만개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한해 판매량만 660만개로 추산했고 올해는 150% 성장한 12만개 팔려

나갈 것으로 예상. 오는 2016년까지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약 60억달러(약 7조원)에 이

르고 지난해 1,400만대 수준이던 관련 시장은 2016년 1억7,000만대로 급속히 늘어날 것

으로 전망

Ÿ 스마트 글래스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해 2017년이면 38억 달러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MarketsandMarket 보고서) 

Ÿ 앱을 통해 제어되는 스마트 무선 악세서리 시장은 하드웨어와 SW를 포함해 2013년 20

억 달러 규모에서 2018년 2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Juniper Research 보

고서) 

Ÿ 2018년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웨어러블 컴퓨팅 시장 선점을 위한 반도체 업계의 경

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Ÿ 미국 초고속인터넷 이용가구의 5%가 손목 착용형 건강기기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Parks Associates 조사, 2013.5월)

Ÿ 향후 10년간 웨어러블 컴퓨터를 이용한 ‘의료용 인체통신망’을 통한 의료 서비스가 

전체의 80%에 이를 전망

- 모바일 라이프 로깅  

Ÿ 모바일 인터넷과 웨어러블 악세서리의 발달에 따라 삶의 모든 행동과 정보를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해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라이프로깅(Lifeligging) 트렌드가 주목을 

받고 있음 

Ÿ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11년도의 라이프 로그 시장규모

는 전년도 대비 302.9인 10억 6천만엔으로 예측하면서, 향후의 라이프 로그 시장규모는 

2012년도에는 19억 2천만엔, 2013년도에는 26억 3천만엔, 2014년도에는 35억엔, 2015년

도에는 52억엔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



Ÿ 스마트폰 보급과 확산은 잠잠하던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 또 다른 활력소로 작용하기 

시작. 스마트폰은 자체적으로 중력계, 가속계, 자이로스코프 등 다양한 모션 센서를 가

지고 있으며, 3G/4G LTE, Wi-Fi, Bluetooth, NFC, USB 등의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무선이라는 장점은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의 개발 모티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자체 센

서는 외부 기기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추적기능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만듦

Ÿ 사용자의 걸음걸이와 자전거 타기, 그리고 음료수 마시기와 한 주 동안의 스트레스 지

수 같은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추적하여 건강관리를 새롭게 정량화 할 수 있는 모바일 

피트니스 기술들이 성장하면서 라이프 로깅 뿐 아니라 mHealth와 연계될 것을 전망

Ÿ GigaOm은 스포츠와 피트니스 관련 모바일 앱이 2017년까지 최고 63% 이상 성장할 것

으로 전망. IHS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 및 피트니스 앱 시장은 2012년 1억 5천만 정도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2억5천만 앱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급

성장할 전망. 이런 흐름은 웨어러블 악세서리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Ÿ Global Data의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모바일 헬스케어 기

술시장은 2018년까지 8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2010년에는 5억 달러 규모

였던 모바일 헬스케어시장은 1년에 약 44%씩 성장함. 특히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의 

인기가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촉진함. 2010년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판매 수익

은 1억400만 달러였으며, 2012년에는 판매 수익이 10배 넘게 증가해 13억 달러를 기록

함

Ÿ 2015년 스마트폰 유저의 1/3인 5억명 이상이 모바일 헬스서비스 이용 전망

- 모바일 DIY  

Ÿ 오픈소스 열풍이 소프트웨어에 이어 하드웨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소스 코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개하는 것처럼, OSHW(Open Source 

HardWare)도 특정 HW의 디자인을 공개함으로써 누구든지 이를 바탕으로 HW 제작 방

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정, 배포 혹은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다양한 DIY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Ÿ OSHW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가 없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리소

스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 부품을 직접 구매해 조립하기 때문에 완성형 또는 표준형 제

품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며, 형태 변경을 통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커넥티드 기기를 만

들 수 있음

Ÿ 2013년 오픈 소스 하드웨어 시장은 KickStarter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의 지원으로 큰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픈 소스 하드웨어 시장은 2012년 13개 프로젝트에 5천만달

러 규모에서 2015년에는 300여개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음

Ÿ OSHW의 성장은 전문 엔지니어의 연구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의한 HW 제작 대

중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기업 R&D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M2M이나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분야의 혁신적 기술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Ÿ Apple이 iPhone 4S부터 Bluetooth v4.0 기술을 탑재하여 최초의 Bluetooth Smart Ready 

휴대폰으로서의 입지 강화

Ÿ Motorola에서도 자사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Bluetooth Smart Ready 휴대폰인 Droid 

RAZR 와 최초의 Bluetooth Smart 디바이스이자 정교한 피트니스 트래커, 뮤직 플레이

어, 트레이닝 시스템인 MOTOACTV를 출시함

Ÿ 블루투스 SIG(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차기 버전이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Smart Ready)와 블루트스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원하기로 결정 

Ÿ ABI 리서치는 블루투스 앱세서리 시장이 2013년 2억2000만대에서 2016년에는 10억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개방형 연결 관리 

Ÿ 해외의 경우 또한 개방형 연결 관리 기능과 관련해서 특별한 시장 움직임은 보이고 있

지 않음. 그러나 OMA의 표준이 완료되고 다양한 단말에서 해당 기능들을 넣는 것을 검

토하면 OMA openCM API를 구현한 단말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무르익어 갈 것으로 전

망됨

- push notification  

Ÿ 애플과 구글 등이 iOS와 android용 push notification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스마트폰의 

앱을 위한 푸쉬 알림 서비스 활용이 급증하고 있음 

Ÿ push notification은 스마트폰 앱에서의 알림, 정보제공, 쿠폰, 거래제안 등 여러 가지 정

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마케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음

Ÿ 스마트폰 앱에서 push notificaiton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2배이상 

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앱 사용자 관계 관리와 앱 생태계 유

지를 위한 핵심 기술이 되고 있음  

Ÿ push notification은 facebook, whatsapp, twitter 등과 같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와 모바일 메시징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음 

Ÿ whatsapp의 경우 2012년12월 하루 180억개의 메시지 전송에서 2013년 4월 기준 하루 

270억개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음 

-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Ÿ Bluetooth 4.0의 OOB(Out Of Band)규격에서는 NFC를 이용하여 블루투스 페어링의 사용

자 불편함을 개선하였으며, 블루투스와 NFC가 동시에 탑재된 많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

음

Ÿ 2015년 Wi-Fi Direct를 탑재할 모바일 기기는 전체 모바일 기기 출하량의 42%인7억 

8,970만대가 될 전망(출처:In-Stat, 2011.03)으로 무선랜 기술을 활용한 근접인식 모바일

서비스가 출현/확산 될 것으로 예측됨



- 저전력 관리 기술  

Ÿ 산업계에서는 저전력 통신을 위해 Zigbee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 

디바이스에서는 블루투스 4.0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음

Ÿ 특히 스마트홈 솔루션 시장이 케이블TV 업계나 이동통신사들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

상하면서 리모콘으로 기기 조작이 가능한 기술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지그비가 적합한 

대안으로 주목 받음

Ÿ 시장조사기관인 ‘온 월드’에 따르면 2012년 지그비 응용 시스템 시장 규모는 16조원

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시스템 온 칩(SoC)을 포함한 지그비 모듈 시장만도 64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Ÿ ABI 리서치는 지그비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해 오는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5

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함



2.4. 기술개발/IPR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수준

국내 □기술기획↦□설계↦□구현↦■프로토타입/시제품↦□상용화 국내외
격차

-1년
국외 □기술기획↦□설계↦□구현↦■프로토타입/시제품↦□상용화

* 국내외 격차: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모바일 인식 서비스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2009년 아이폰의 출시와 2010년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 다수 출시되면서, 모바

일 AR 관련 응용이 다수 등장하였었음. 그러나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정보의 부정확성과 부족한 콘텐츠, 활용성의 개선, 유통채널의 지나친 세분화 현

상, 광고에 집중되는 수익원천의 한계와 같은 캐즘 예상요인을 분석하고 수평적 협력 

시스템과 표준화와 같은 해결방안 고려가 필요 

Ÿ 삼성전자는 단말에 음성인식, 제스처 인식, 얼굴 인식 등에 기반한 단말 인증 기술을 

추가하였으며, 눈동자 인식에 기반한 독서모드 기능, 펜/모션 제스처 기반의 제어 기능

들을 추가하였음. 

Ÿ LG전자와 팬택 등도 단말에 다양한 음성인식, 얼굴인식, 제스처 기술 기술을 추가하기 

시작함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증강현실 분야는 모바일 가상현실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2007년 

그래픽과 API 기능이 강화된 아이폰의 등장 이후로 활성화를 맞이하고 있음. 특히 최근

에는 구글 글래스 등에서의 핸즈프리 컴퓨팅과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주목을 받고 있음 

Ÿ 내장 카메라로 획득한 현실정보에 다양한 부가정보를 결합하는 모바일 증강현실 응용은 

2008년 10월 Mobilizy의 'Wikitude'를 시작으로 Layar, Sekai Camera 등 다수 등장

Ÿ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5개(카메라, GPS, 넓은 대여폭의 연결성, 기울기 센서(Tilt 

sensor), 방위센서(Digital compass))와 같은 주요 센서정보를 결합시킨 증강현실 응용을 

개발하면서 증강현실의 응용 유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Ÿ 혼합현실을 응용한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기본 기술의 발전과 진보에도 불구

하고 HMD, Tracking 시스템, 실시간 Rendering 및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정확한 정합

(Registration) 등 아직 극복해야 할 기술적 한계들이 이런 한계들의 해결 노력이 지속되

고 있음 

Ÿ 애플은 새로 출시한 iPhone 5S와 iPhone 5C에 지문인식 센서를 추가하고 지문인식에 

기반한 단말 인증, 사용자 인증 기능들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인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Ÿ 현재 지문인식 및 얼굴인식 기술은 태동기에 있으며, Motorola, Fujitsu, Google 등 일부 

사업자들이 자사의 서비스에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잠금해제 수준에



서 이용하고 있음

Ÿ 홍채인식과 음성인식은 아직까지 모바일 단말에서 개인 보안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

으며, 특히 음성인식은 Siri, Google Now 등으로 보편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개인 식별

이 아닌 음성 신호를 인식하는 수준임

Ÿ 모바일 바이오인식은 아직까지 기술의 정확성 문제 등으로 초기 단계에 있으나 향후 빠

른 시일 내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며, 바이오인식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록 모바일 결제분야에서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앱스토어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통신사, 제조사, 포털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앱스토어 상용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Ÿ 지어소프트, 유비벨룩스, KTH는 사용자 인증 및 보안이 강화된 앱스토어 솔루션을 패키

지 형태로 개발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용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애플, 구글, 아마존, MS는 글로벌 앱스토어 운영을 위한 결제 시스템 및 DRM,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각국의 법제도와 규제 정책에 맞추기 위한 지역화와 관련한 운영 관련 기

술을 중점적으로 개발

Ÿ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및 기기(앱세서리) 유통을 위한 콘텐츠 호환 및 연동 기술 및 단

말 인증 기술 개발이 활발함

¡ 위치기반 응용 서비스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3차원 공간에 대한 토폴로지 모델링 기술, 실내 3차원 시각화 기술 등 실내외 위치기반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제공 측면에서의 기술개발과 스마트 단말 사용자들이 

특정 위치(또는 POI)에서의 경험들을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공유하기 위한 공간정보 기

반 소셜 클라우딩 플랫폼에 대한 기술 개발이 국가 R&D 사업으로 진행 중. 또한 이동 

통신사업자 및 ETRI 등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실내외 연속 측위 서비스 기술개발이 

진행 중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스마트폰 단말 기반의 실내 라우팅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실외 내비게이션 벤더들을 중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내에서의 위치기반 응용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

해 스마트폰의 각종 센서들(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지자기계, 카메라, 고도계 등)을 이

용한 사용자 측위 기술이 노키아, 퀄컴, NEC 등의 메이저 벤더들을 통해 개발 중

¡ 모바일 페이먼트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NFC 및 비 NFC 기반의 전자지갑 구현을 위한 보안 및 결제 기술, 다양한 멥버쉽 사업



자와의 실시간 연동 기술 개발이 진행

Ÿ 통신사와 제조사, SK C&C, LG CNS는 NFC 기반의 USIM(UICC) 방식과 microSD 방식, 

embeded SE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

Ÿ 금융권, PG사는 비NFC 기반의 앱내결제, 바코드, QR코드, 비가청 신호 인증 기술을 기

반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술을 개발 중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미국의 스퀘어는 기존 카드판독기(POS)를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존 카드 결

제 방식과 호환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Ÿ 애플은 iPhone5S에 도입된 지문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를 활용한 결제 인증 기술과 

iBeacon 등 블루투스 LE(BLE) 기술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결제 기술을 개발 중

Ÿ PayPal은 블루투스 LE(BLE) 기술을 기반으로 카드 및 스마트폰에 손대지 않고 점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결제하는 PayPal Beacon 기술 개발

¡ 차세대 메시징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GSMA를 통한 통신사업자의 RCS기반 상용서비스의 제공계획이 가시화 되면서 국내에서

도 2011년 6월 RCS 실무반(WG7035)을 설립하여 상용서비스를 위한 실무 연동 작업 추

진 

Ÿ LG전자와 독일 이동통신사 보다폰(Vodafone)은 ‘옵티머스 L9’을 통해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RCS 앱을 2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했음

Ÿ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OTT 계열의 메신저들도 급성장하고 있음. 2010년 3월 서비스

를 시작한 카카오톡은 글로벌이용자가 1.2억명(국내 이용자 4천만명), 라인은 글로벌 이

용자 2.6억명으로 급성장하였고, RCS 등의 기존 메시징 표준과 경쟁하고 있음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GSMA는 2012년 MWC(Mobile World Congress)를 기점으로 RCS를 JOYN이라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브랜드화하고 적극적으로 확산을 도모

Ÿ JOYN은 현재 독일의 Deutsche Telecom과 Vodafone Germany, 스페인의 

Telefonica/Movistar와 Vodafone Spain 등 유럽사업자를 중심으로 상용서비스가 제공 중

Ÿ 최근에는 4G 네트워크의 상용화와 대상 디바이스의 다양화 및 기존 SMS/MMS 위주의 

메시징 서비스와의 연동필요성에 따라 RCS의 3가지 핵심 서비스 요소(Enriched Call, 

Enhanced Phonebook, Enhanced Messaging)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반 기술

들을 수용

Ÿ Whatsapp은 3억명 사용자, 중국의 텐센트사가 개발한 위쳇은 4.8억명의 사용자가 사용

을 하고 있는 등 스마트폰 기반의 OTT 메시징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음

Ÿ 애플은 SMS 등과 연동되며  Wi-Fi를 통해 iPhone, iPad, iPod touch, Mac에서 무료로 문



자를 보낼 수 있는 iMessage 기술을 개발하여 2011년 iOS 5.0부터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음

¡ 모바일 가상화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삼성전자는 윈도우8 OS에서 Xen 기반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PC내에서 가상화하여 탑

재한 아티브Q를 출시

Ÿ LG전자는 동적 파티션이 가능한 모바일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듀얼 계정(개인, 업무)을 

지원하는 모바일 가상화 플랫폼을 개발하여 G2 모델에 탑재

Ÿ ETRI는 하이퍼바이저 기반 모바일 시스템 가상화 기술인 바이모(ViMO)를 개발하여 유

비테크와 일투소프트에 기술 이전 완료

Ÿ KT미디어허브는 모바일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셋탑박스 교체 없이 업그레이드

만으로도 최신 HTML5 기반 올레TV 스마트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IPTV 기반 가상화 

기술 개발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모바일 가상화는 OS 가상화 이외에 센서 인터페이스, UI, 앱 구동 환경등의 소프트웨어 

가상화 기술이 요구되어 제조사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음

Ÿ VMWare, 시트릭스, 레드벤드, 오라클는 BYOD 환경 지원을 위한 모바일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통해 클라이언트 가상화 지원하고 있으나 iOS, Windows Phone8, Android 등으로 

운영 체제가 파편화 되어 커스텀 버전이 난립 

Ÿ 모바일 가상화는 Full Virtualization 방식과 Para Virtualization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하

고 있으며, 대부분의 벤더는 개발 용이성과 단말의 물리적 시스템 환경 제약으로 반가

상화 방식 채택

¡ 모바일 단말 관리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단말관리(DM) 기술 관련 국내 시장은 2009년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스마트폰의 보

급이 확산되고 일반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증,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와 보안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OMA DM(Device Management) 표준을 이

용한 단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Ÿ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함께 다양한 MDM 솔루션 제품들이 등장하여 활용되고 있음 

Ÿ 최근에 MDM 솔루션을 내놓은 국산업체는 지란지교소프트, 인포섹, 루멘소프트, 이글루

시큐리티, 안철수연구소 등이며, 외산제품과 경쟁을 하고 있음 

Ÿ 누리텔레콤은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에 MDM(Mobile Device Management)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플랫폼(Window, Linux, MAC, Symbian, Window Mobile, Android 등)에 적

용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세계 각국 이동통신사에서 OMA DM을 이용한 펌웨어 업데이트(FOTA), 소프트웨어 인

스톨(SCOMO), 락앤와이프(LAWMO) 등의 기술을 이용한 상용 서비스가 진행 중

Ÿ OMA DM(Device Management) 기술은 단말의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구성하여 서버가 

이 트리 내의 노드들을 추가, 수정, 삭제 하여 관리함. 현재 DM 그룹의 규격은 단말의 

설정관리 기능을 바탕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관리, 단말의 장애 진단 및 복

구 등의 기능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Ÿ OMA DM 기술은 OSGi, 3GPP, 3GPP2 등 다양한 표준화 단체에서도 자신들이 개발한 

응용 서비스를 관리해줄 수 있는 기술로 채택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단말기의 종류, 

운영체제, 지역, 네트워크 기술에 제한되지 않은 비한정 기술(Open Technology)이기 때

문에 기존의 특정 네트워크와 단말기에 국한된 장치 관리 기술 들을 통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Ÿ 최근 기업내 스마트폰 활용의 확산과 함께 MDM은 MAM(Mobile Application 

Management)로까지 진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단말기 

분실시 기능 정지, 잠금, 초기화 기능 등을 위한 보안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음

¡ M2C 서비스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시장의 성장은 스마트폰 중심의 앱스토어 활성화와 더불어 3G 

에 이은 4G 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 2012 년경부터 본격화될 것으

로 예상되는 4G(LTE 및 모바일 WiMAX)는 차량 내 인터넷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능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출현시킬 것으로 전망

Ÿ 스마트폰을 위시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급속한 활용은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요

구하고 있으며, 첨단 IT 기술과 융합된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한층 진전된 소비자 

주도형의 기능과 네트워크 지향성을 추구

Ÿ 국내 완성차 업체와 관련 협력업체에서는 차량용 앱스토어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국내 

차량용 표준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위하여 윈도우 모바일7과 오픈소스 기반의 안드로이

드나 GENIVI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자동차를 통신망에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커넥티드카 시스템 방식의 종류는 크게 

임베디드(embedded), 테더드(tethered), 스마트폰 도킹(smartphone)의 3가지로 구분. 임베

디드 방식은 정보처리 유닛과 통신 모듈을 단일 시스템에 묶어 차량에 자체 탑재시키는 

방식이며, 테더드 방식은 컴퓨팅 기능을 갖춘 차량을 휴대전화 테더링을 활용해 네트워

크에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 스마트폰 도킹 방식은 통신 연결은 물론 컴퓨팅 기능의 일

부 혹은 전부를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차량이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의 일부로

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

Ÿ GM은 지난 1월에 개최된 CES 박람회를 통해 차량용 스마트폰 앱 개발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발표하고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배포를 시작. 차량 내 대시보드와

의 연동형태로서, GM의 커넥티드카 시스템 3종을 모두 커버하는 통합 개발환경을 통해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앱을 확보하고 자체 앱스토어까지 구축하겠다는 전략

Ÿ GM의 경쟁사인 Ford 역시 같은 시기인 지난 1월에 커넥티드카 앱 개발을 위한 ‘포드 

개발자 프로그램(Ford Development Program)’을 공개하고 개방형 플랫폼 방식의 사업 

전략을 전개

Ÿ GM은 텔레매틱스 OnStar 상용화하고 있으며, 미래의 OnStar 서비스를 위하여 안드로이

드와 GENIVI등에 대한 기술 개발 중(GM은 BMW와 더불어 GENIVI 연합의 설립 맴버로 

Mobile Office 그룹에서 Connection Manager과 Automotive component 개발에 참여했음)

Ÿ 인텔은 Meego를 기반으로 하여 차량용 플랫폼, 스마트폰 플랫폼 뿐만 아니라 PC, 게임

기 등의 N-Screen을 대비한 플랫폼 제공을 목표로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와 더불어 앱소트어 시장을 확대 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추진 중

Ÿ 유럽을 주축으로 차량 인포테인먼트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 개방

형 표준 플랫폼에 대한 표준(GENIVI) 규격 작업 진행 중

¡ 스마트 악세서리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로 명명된 스마트 와치 제품을 2013년에 출시하였고, 갤럭시 기

어는 갤럭시 노트3 단말과 연동하여 푸시 알림, 전화, 리모트 컨트롤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음 

Ÿ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의 악세서리 기능을 스마트 TV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

할 계획이라고 소개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이동통신 기술 및 근거리 통신 기술의 발달과 통신 모듈의 소형화와 저전력화, 대량 생

산에 따른 가격 안정화 등이 스마트 악세서리 시장 확산에 크게 기여함

Ÿ 블루투스 저에너지 기술은 기존 블루투스 규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duty cycle

을 가지며 저가격 생산이 가능하고, 저속의 데이터 전송률을 통한 전력 소모를 크게 줄

일 수 있어 코인 셀 배터리를 이용할 경우 1년 이상 동작이 가능

Ÿ 애플 iOS에 이어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도 4.3 버전 이후부터는 블루투스 4.0 LE 버전 

지원을 시작함 

Ÿ 구글 글래스를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포르탈레자(Project Fortaleza) 등과 같은 글래

스 형의 악세서리  기기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용

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Ÿ Apple도 ‘HMD 주변 처리(Peripheral treatment for headmounted Display)’라는 특허명

으로 스마트 안경 관련 특허를 확보하며 스마트 안경 시장으로 진입을 예고했고, 광학

렌즈 전문 업체 Olympus도 2013년 7월 스마트 안경 시제품(prototype) ‘MEG 4.0’을 



공개

Ÿ Motorola ‘모토액티브(MotoActv)’, Sony ‘스마트왓치’에 이어 구글/애플/MS 등도 제

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Ÿ 의료 및 피트니스 분야에서도 Nike ‘퓨얼밴드, Adidas ‘마이코치(miCoach)’를 비롯한 

다양한 악세서리 기기들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음 

¡ 모바일 라이프 로깅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아직은 초기 단계로 단순한 위치 정보를 기반의 라이프 로깅을 준비 중. 학계에서는 다

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앱 기반은 

라이프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탈업체는 웹서비스기반의 라이프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Ÿ 등산/레저용 트래킹 응용들을 비롯하여 피트니스 응용 및 건강관리 응용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상황인식 기능들도 추가되어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등

을 판단하여 적절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Ÿ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단말에 내장된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한 라이프 로깅을 하고 

이를 건강관리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앱서사리나 웨어러플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구글 글라스 등을 

이용해서 위치정보, 교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음

¡ 모바일 DIY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KTH, SKT에서 개발 중인 개발환경이 있으며, HTML5기반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

하며 프로그래밍 없이 개발이 가능. 하지만 기능적인 제한은 존재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다양한 종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면 Native 및 HTML5를 동시에 지원하는 도

구도 많이 존재. 개발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코딩이 필요한 솔루션도 존재

¡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서로 다른 무선 네트워크 접속 기술을 가지는 이기종 망 환경에서 단말의 요구, 또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동시에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Multiple 

Interface 관련 기술 개발

Ÿ 이기종 망에서 단말의 세션 연결 지속성을 위해 Multiple Prefix를 통한 Bi-Directional 

Packet Tunneling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Ÿ 단말이 아닌 네트워크의 이동성을 고려한 Network Mobility 환경에서 Route 

Optimization을 위한 기술 개발

Ÿ Multihomed NEMO 환경에서 단말이 초기 Home Network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인증을 

수행하고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 AAA 기반의 인

증 기술 개발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멀티 라디오 및 채널 기술이 적용된 메쉬 네트워크 시장은 현재 Tropos Networks, 

Belair, PacketHop, SkyPilot, RoamAD가  제품 개발을 이끌어 가고 있음

Ÿ 노텔은 PacketHop, 루슨트는 Belair와 파트너 제휴를 맺고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

며, 모토롤라는 Mesh Networks사를 인수해 Motomesh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스코

는 무선 스위치 회사인 Airspace를 인수하여 듀얼 라디오(Dual Radio) 기술이 적용된 메

쉬 라우터/스위치를 개발하고 있음

Ÿ LG-Nortel, Cisco, Belair 등은 멀티 라디오(Multi Radio) 시스템 제공을 위한 라우터 및 

스위치를 개발하고 있음

Ÿ Smart Modular Technologies사는 최근 블루투스 연결을 모바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PMG-CM 기술을 개발

- IPR 현황 및 전망

Ÿ 휴대폰과 차량, 운동기기, 헬스 케어 시스템 등의 기기들을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다양

한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특허들이 등록되어 있음

Ÿ 서비스 Infra와 연동하기 위하여 암호화 및 인증 기술이 필요하며, 고속의 데이터 전송 

및 헬스 디바이스, 센서 디바이스에 적합한 프로파일 개발이 필요



¡ 개방형 연결 관리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SKT는 집 안에 있는 TV, 디지털액자, 디지털 오디오 등을 외부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로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또 기기간 콘텐츠를 교환할 수 있는 

CPNS 기술 표준화를 선도를 하면서 동시에 상용서비스를 위한 구현까지 완료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OMA에서는 open CM API를 2010년부터 표준화를 추진하여 2012년에 1.0 제정을 완료하

였고, 2013년부터 1.1 버전의 표준화를 추진 중

Ÿ 도이치텔레콤과 Orange는 OMA open CM API를 Mozilla Foundation과 협력하면서 

firefox OS에 구현하여 추가할 예정

¡ push notification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SK플래닛은 서비스 플랫폼에 중요한 컴포넌트로 Lightweight push messaging 플랫폼을 

통해서 fast & reliable messaging 기술 및 개발자들에게는 simple API, rich & easy SDK

를 통해서 실시간 메시징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개발

Ÿ Push Planet은 전 세계 3개의 지역을 시작으로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하고, 기존에 

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 (APNS)나 Google Cloud Messaging (GCM) 시스템과 연

동하거나 Push Planet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푸시 메시지 전달이 가

능

Ÿ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연결을 유지하면서 Push 알림을 받아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증

가함에 따라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문제점이 발생. 최근 

SKT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AOM(Always On Management)이라는 Push 플

랫폼을 개발했다. 애플의 APNS, 구글의 C2DM과 같이 SKT의 AOM은 하나의 데몬 프로

세서(Daemon Process)가 Push 서버와 연결을 유지하고 Push 메시지를 대표로 받아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전달

Ÿ nPush(NHN mobile Push)는 NHN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통합 모바일 Push 서비스. nPush

를 이용하면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모바일 Push 플랫폼에 대한 상세한 규격을 몰라도 

NHN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전송 가능. NHN의 웹 

플랫폼인 BLOC에서 동작하며 프로토콜로 HTTP/JSON과 NPC를 선택 가능

Ÿ NHN도 Android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Push 서비스를 위해 C2DM을 이용하고 있었음. 

그런데, 모바일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Push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2DM의 

몇 가지 이슈(서비스별 일 단위 총 메시지 발송 건수 제한, 장비당 하루 1,000건 제한, 

비주기적인 메시지 수신 지연 등)를 발견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HN에서는 장

비 하나당 하나의 연결을 통해 여러 NHN 애플리케이션이 Push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NNI(NHN Notification Infra) 플랫폼을 개발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APNS(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는 애플 사에서 모바일서비스를 위해 만든 Push 

서비스 플랫폼. 2009년 6월 17일 iOS 3.0에 포함되어 정식으로 출시~. 서드 파티

(3rd-party) 응용 서버로부터 전달된 메시지가 항상 열려있는 IP 연결을 통해 아이폰, 아

이팟, 아이패드 등의 기기로 전달

Ÿ C2DM(Cloud to Device Messaging)은 구글의 Android 2.2 버전(Froyo)부터 사용할 수 있

었으며, 구글 서비스를 기반으로 Android 마켓을 이용하는 모든 장비에 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음. 또한, Android 운영체제가 설치된 스마트폰에서 유저가 구글 계정으로 로그

인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서드 파티 서버가 간단한 메시지를 Android 애플리케이션으

로 전달하는 것을 허용

Ÿ Microsoft, Blackberry도 2010년부터 MPNS(Microsoft Push Notification Servicce), 

BPS(Blackberry Push Service)를 개발하여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함 

Ÿ 2011년에 Amazon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 가능한 Amazon SNS(Simple Notification 

Service)를 개발하여 공개

Ÿ 최근에는 오픈소스 형태의 push notification service 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음 

¡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LGU+는 매장별로 고유의 주파수를 가진 음파를 송출하고, 스마트폰 마이크를 통해 이

를 인식하여 해당 매장의 쿠폰 및 이벤트를 자동으로 화면에 띄워 주는 딩동 서비스를 

실시 

Ÿ ETRI는 인접 장치들과 접속하기 이전 주변장치의 서비스 정보와 사용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Wi-Fi P2P 기반 스마트 모바일 커넥션 기술을 개발 중

Ÿ SKT에서는 고객이 가맹점 방문 시 쿠폰, 할인,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는 골드인시티

(Gold in Cit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Ÿ LG전자는 인천공항 무빙워크에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판을 

통해 자사 휘센 에이컨을 홍보하고 있음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퀄컴은 Atheros를 인수 합병하면서 자사의 이동통신 솔루션에 Wi-Fi 기술을 더하여 1마

일 반경 내에서 수천 개의 디바이스 간 D2D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Neighborhood 

Area Network을 구성할 수 있는 FlashLinkQ를 개발

Ÿ GM은 자동차에 센서를 부착해 보행자를 감지하는 동시에 차량과 차량, 차량과 신호등 

사이를 Wi-Fi Direct로 통신하여 대인사고 방지 기술을 개발 중

Ÿ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폰의 센서와 클라우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특정 조건에 따라 적합한 명령을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context-aware 기반 자동

화 도구인 on{X}를 공개함



Ÿ 퀄컴은 사용자의 취향과 습관, 위치, 시간에 근거하여 리치 미디어를 단말기에 실시간 

푸쉬 방식으로 제공하여 context-aware 기반 응용을 개발할 수 있는 Gimbal을 발표함

Ÿ NTT Docomo는 사용자가 특정 지역 진입시 자동으로 모바일 전용 앱이 실행되어 디지

털 사이니지를 제어하고, 맞춤 광고, 쿠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룰 시연함

Ÿ Media Corp.의 iSign 또는 Devicegate의 BT-Pusher는 Wi-Fi와 Bluetooth 기반으로 AP형

태를 갖는 근접광고기기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

¡ 저전력 관리 기술  

-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ETRI에서는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수집된 정보 전달의 시의성과 무선 구간의 신뢰성

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정 지연 동기다중채널 확장 (DSME: Deterministic and 

Synchronous Multi-channel Extension) MAC 기술 개발 

Ÿ 블루투스 관련 국내 기업은 주로 모듈 및 Set 제조업체 위주로 구성. 주요 모듈 업체로

는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의 대기업과 하나마이크론, 에프원미디어 등의 중견 기업이 

있으며, Set Maker로는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표적임

-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Ÿ 현재 지그비 시장에서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그린피크테크놀로지, 맥심반도체와 

실리콘랩스 등이 경쟁하고 있음

Ÿ TI사는 지그비(Zigbee) 무선 커넥티비티 지원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홈 자동화 및 건물 

자동화, 지능형 조명 게이트웨이 개발을 간편하게 하는 CC2538 시스템온칩(SoC)을 출시 

Ÿ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업계 최고 전력효율을 자랑하는 블루투스 (Bluetooth®) 4.0 

저에너지 싱글 모드 칩 BlueNRG를 공개

Ÿ 일본전기(NEC), 오키전기공업(OKI) 및 나라첨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 공동 연구팀은 광역 

재해 발생과 같이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넓은 지역에 설치된 센서 네트워크 

운용관리에 필요한 통신 소비전력을 기존 대비 50%로 낮추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 

Ÿ 2007년 6월 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p)는 Wibree 포럼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던 초저전력 응용기술인 Wibree 기술을 블루투스 규격으로 흡수하면서 블루투스 Low 

Energy라는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하면서 2010년 6월에 Low Energy 기술이 탑재된 

블루투스 버전 4.0을 발표. 버전 4.0을 사용할 경우 전력 소비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어 

스포츠, 헬스케어, 센서, 기기제어 등에 사용 가능한 싱글모드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블

루투스와 저에너지 기술이 동시에 존재하는 듀얼모드 제품을 만들 수 있음



<기존 블루투스와 저에너지 비교>

- IPR 현황 및 전망

Ÿ 국내에서는 ETRI, 삼성전자, LG전자 및 통신회사 등에서 지그비 기반 네트워킹에서의 

데이터 송수신방법, 이동통신 단말기와 지그비를 이용한 응용제공 방법 등에 관한 특허

가 대부분이며, 향후 지그비 기반 Location Awareness, 음성, 영상 전송등과 같은 서비

스 기반의 응용기술 제공 방식에 관한 특허가 활발히 출원될 전망



IPR
보유
현황
및

전망

국
내
외

◦ 국내외 모바일서비스 기술 관련 IPR 보유현황 및 전망

- 모바일서비스 기술에 대한 국외 대비 국내 IPR 보유현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증강현실을 비롯한 응용 서비스 분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다른 기기와의 연
동 서비스 등 다양한 IPR 도출이 가능한 분야이므로, 국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IPR 확보가 요구됨

-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4년 이후 국내와 국외의 IPR 보유현황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었으나, 스마트폰 시장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2008년을 기점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출원활동을 통해 IPR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내의 경우 최근 년도에 IPR 출원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국내
외 기술격차는 상당부분 좁혀질 것으로 예상

◦ 국내외 모바일서비스 기술 분야별 관련 IPR 보유현황 및 전망

- ‘응용서비스’, ‘디바이스 연동’, 및 ‘커넥티비티 관리’ 모든 분야에서 국내 대비 국외 기업
들의 IPR 확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커넥티비티 관리’ 분야는 다른 분야
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격차가 있으므로, IPR 확보가 시급한 분야로 판단됨

- 국내외 기업들 모두가 ‘응용서비스’ 분야에 대한 IPR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2.5. IPR 현황 및 전망

¡ IPR 보유현황 및 전망(국내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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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보유
현황
및

전망

국
내

◦ 표준화 항목 기술별 동향

- 표준화 항목 중 ‘모바일 인식 서비스’와 관련된 IPR이 가장 많았으며, ‘모바일 페이먼트’,

‘차세대 메시징’, ‘위치 기반 응용 서비스’, ‘앱스토어’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90년 후반기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여 꾸준한 특허출원 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인식 서비스’에 대한 출원이 급증하였음

- ‘앱스토어’ 분야는 최근 들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
적으로 특허출원 활동이 저조한 분야로 나타남

◦ 출원인 동향

출원인

기술

엘지
전자

삼성
전자

SKT KT ETRI 팬택
SK
플래닛

비즈모
델라인

하렉스
인포텍

LGU+

모바일 인식 서비스 143 111 8 4 16 21 4 2 - 6

모바일 페이먼트 11 4 22 10 3 2 8 17 21

앱스토어 - 3 3 7 2 1 8 - - 3

위치 기반 응용 서비스 17 8 18 5 11 2 3 3 - 2

차세대 메시징 24 63 12 14 4 5 1 - - 2

총계 195 189 63 40 36 31 24 22 21 13

[국내 상위 10개 출원인의 각 표준화 항목 기술별 출원 현황]

- 응용 서비스 분야는 대기업인 엘지전자, 삼성전자 및 이동통신 3사 중 SKT, KT에서 주
도적으로 관련 IPR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엘지전자와 삼성전자는 ‘모바일 인식 서비스’ 기술 관련 IPR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메시징’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 금융결재 전문기업인 하렉스인포텍과, 특허 컨설팅 기업인 비즈모델라인은 ‘모바
일 페이먼트’ 분야에 대한 IPR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앱스토어’ 관련 분야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IPR 보유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IPR 확보가 시급한 분야로 판단됨

¡ IPR 보유현황 및 전망(응용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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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보유
현황
및

전망

국
외

◦ 표준화 항목 기술별 동향

- 표준화 항목 중 ‘모바일 페이먼트’ 분야에 대한 IPR 확보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모바일 
인식 서비스’, ‘차세대 메시징’, ‘위치 기반 응용 서비스’, ‘앱스토어’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95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들이 출원되기 시작하였
으며, ‘모바일 인식 서비스’와 ‘모바일 페이먼트’ 분야는 최근에 특허활동이 활발한 분야
로 나타남

- ‘앱스토어’ 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출원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출원인 동향

출원인

기술
애플 RIM 퀄컴 노키아

마스터
카드

구글 MS 에릭슨
모토
로라

ZTE

모바일 인식 서비스 86 27 35 18 - 24 25 3 18 6

모바일 페이먼트 3 5 23 1 51 4 3 6 12 11

앱스토어 3 - 1 1 - 8 3 - - 6

위치 기반 응용 서비스 3 15 6 6 - 8 4 - - -

차세대 메시징 - 40 - 32 - - 3 27 3 8

총계 95 87 65 58 51 44 38 36 33 31

[국외 상위 10개 출원인의 각 표준화 항목 기술별 출원 현황]

- 응용 서비스 분야는 애플, RIM, 퀄컴, 노키아에서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음
- ‘모바일 인식 서비스’ 기술은 미국의 애플이 IPR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모바일 페이먼트’ 기술은 마스터카드, ‘위치 기반 응용 서비스’ 기술은 RIM, ‘차세대 메
시징’ 기술은 RIM, 노키아, 에릭슨에서 IPR을 다수 확보한 상태에서 기술을 주도하고 
있음

- ‘앱스토어’ 기술은 구글, 애플, MS 외에 ZTE에서도 특허출원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다
른 분야에 비해 특허출원활동이 미미한 분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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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보유
현황
및

전망

국
내

◦ 표준화 항목 기술별 동향

- 표준화 항목 중 ‘M2C 서비스’와 관련된 IPR이 가장 많았으며, ‘모바일 단말 관리’,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모바일 라이프 로깅’, ‘스마트 액세서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0년대 하반기부터 출원양이 증가되기 시
작하였고,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모바일 가상화’ 분야는 최근 특허출원 활동이 매
우 활발한 분야로 나타남

- ‘모바일 DIY’ 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출원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음

◦ 출원인 동향

출원인

기술

삼성
전자

엘지
전자

현대
자동차

KT ETRI
현대
오토넷

SKT
현대
모비스

KTF
삼성
SDS

M2C 서비스 10 9 29 2 3 21 3 14 6 -

모바일 DIY - - - 1 - - 1 - - -

모바일 가상화 2 - - 2 9 - - - - -

모바일 단말 관리 48 31 - 7 1 - 2 - 1 2

모바일 라이프 로깅 16 1 - 1 6 - 4 - 2 3

스마트 액세서리 20 8 - 1 - - 2 - - 1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23 3 1 8 3 - 4 - - -

총계 119 52 30 22 22 21 16 14 9 6

[국내 상위 10개 출원인의 각 표준화 항목 기술별 출원 현황]

- 디바이스 연동 분야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에서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음
- ‘M2C 서비스’ 기술은 현대자동차 및 관련 계열사에서 주도적으로 IPR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TRI는 ‘모바일 가상화’ 기술에 집중하고 있음
- 삼성전자는 ‘모바일 단말 관리’, ‘모바일 라이프 로깅’, ‘스마트 액세서리’,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기술들을 주도하고 있으며, 엘지전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모바일 DIY’ 기술은 출원건이 매우 적어, IPR을 우선적으로 선점해야 될 공백분야로 나타남

¡ IPR 보유현황 및 전망(디바이스 연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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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보유
현황
및

전망

국
외

◦ 표준화 항목 기술별 동향

- 표준화 항목 중 ‘스마트 액세서리’와 관련된 IPR이 가장 많았으며, ‘모바일 단말 관리’,

‘M2C 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들이 출원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스마트 액세서리’와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분야는 최근 특허
출원이 매우 활발한 분야로 나타남

- ‘모바일 DIY’ 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IPR 보유율이 매우 낮아, IPR 공백
분야로 파악됨

◦ 출원인 동향

출원인

기술
노키아 애플 MS RIM

모토
로라

GM 나이키
VM
웨어

소니
에릭슨

퀄컴

M2C 서비스 9 - 10 - 13 25 - - - -

모바일 DIY 1 - - - - - - - - -

모바일 가상화 1 - 5 - 2 - - 23 - -

모바일 단말 관리 36 1 9 14 5 - - - 6 2

모바일 라이프 로깅 2 2 7 - 4 - - - 6 5

스마트 액세서리 24 54 25 17 7 - 24 - 10 2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6 10 2 2 2 - - - - 11

총계 79 67 58 33 33 25 24 23 22 20

[국외 상위 10개 출원인의 각 표준화 항목 기술별 출원 현황]

- 디바이스 연동 분야는 핀란드의 노키아, 미국의 애플, MS에서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음.

- ‘M2C 서비스’ 기술은 GM, ‘모바일 가상화’ 기술은 VM웨어에서 각각 IPR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 액세서리’ 기술은 애플, MS, 노키아, 나이키, RIM에서 대부분의 IPR을 보유하고 있음.

- ‘모바일 DIY’ 분야는 국내에서의 현황과 유사하게, 특허출원 활동이 저조한 분야로 파악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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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보유
현황
및

전망

국
내

◦ 표준화 항목 기술별 동향

- 표준화 항목 중 ‘Push Notification’과 관련된 IPR이 가장 많았으며, ‘저전력 관리 기술’,

‘개방형 연결 관리’,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90년 후반기부터 관련 기술들이 출원되기 시작하였고,

‘Push Notification’ 기술은 2009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출원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저전
력 네트워크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인 ‘저전력 관리 기술’ 분야도 최근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개방형 연결 관리’와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특허출원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출원인 동향

출원인

기술

삼성
전자

엘지
전자

KT SKT ETRI
삼성
SDS

KTF
네이블
케뮤니
케이션

엔씨
소프트

NHN

Push Notification 36 10 25 23 4 6 6 4 4 3

개방형 연결 관리 2 2 5 1 2 - - - - -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10 2 - - 2 - - - - -

저전력 관리 기술 11 18 1 - 12 - - - - -

총계 59 32 31 24 20 6 6 4 4 3

[국내 상위 10개 출원인의 각 표준화 항목 기술별 출원 현황]

- 커넥티비티 관리 분야는 대기업인 삼성전자, 엘지전자와 통신사인 KT, SKT에서 주도적
으로 IPR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Push Notification’ 기술은 삼성전자, KT, SKT에서 IPR을 주도하고 있음
-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기술‘은 삼성전자가, ’저전력 관리 기술‘은 엘지전자, ETRI

가 IPR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 ‘개방형 연결 관리’ 기술은 주요 기업들에서 특허출원 활동을 보이고는 있으나, 다른 기
술들에 대해 IPR 공백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IPR 보유현황 및 전망(커넥티비티 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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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보유
현황
및

전망

국
외

◦ 표준화 항목 기술별 동향

- 표준화 항목 중 ‘Push Notification’과 관련된 IPR이 가장 많았으며, ‘저전력 관리 기술’,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개방형 연결 관리’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90년 후반기부터 관련 기술들이 출원되기 시작하여 지속
적인 출원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Push Notification’ 기술은 2009년을 기점으로 폭
발적인 출원증가를 보이고 있음

- ‘개방형 연결 관리’,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분야는 출원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지
속적인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원인 동향

출원인

기술
퀄컴 애플 노키아 MS

브로드
콤

화웨이 RIM TI 에릭슨
모토
로라

Push Notification 4 58 21 18 - 37 20 - 15 15

개방형 연결 관리 24 4 15 6 - - 4 - 2 2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55 19 14 19 - - 1 - 3 5

저전력 관리 기술 13 3 7 10 49 - 1 26 4 2

총계 96 84 57 53 49 37 26 26 24 24

[국외 상위 10개 출원인의 각 표준화 항목 기술별 출원 현황]

- 커넥티비티 관리 분야는 퀄컴, 애플, 노키아, MS, 브로드콤에서 주도적으로 IPR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Push Notification’ 기술은 애플, 노키아, MS에서 IPR을 주도하고 있음
- ‘개방형 연결 관리’ 및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기술‘은 퀄컴에서 집중적으로 IPR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전력 관리 기술’은 브로드콤과 TI 사에서 다수의 IPR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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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TTAK.KO-10.0434) 모바일 증강현실을 위한 QR 코드 
데이터 표현

2010
PG703 - X

(KSXISO/IEC 18004) QR Code 2002
국 OMA  Mobile Codes 2012

2.6.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수준

국내 □기획↦■항목승인↦□개발/검토↦□최종검토↦□제/개정
표준화 

격차/특성

-1년

국제 □기획↦■항목승인↦□개발/검토↦□최종검토↦□제/개정 선행

* 표준화 격차: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특성: 선행(선표준화 후기술개발) - 병행(표준화 & 기술개발 동시추진) - 후행(선기술개발 후표준화)

¡ 모바일 인식 서비스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2차원 바코드의 일종인 QR 코드는 1997년 10월 국제자동인식공업회(AIM International) 

규격으로 제정되었고, 2000년 6월 ISO/IEC 18004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

는 한국산업규격인 KS X ISO/IEC 18004 규격으로 제정되었음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1/2차원 바코드는 현재 40여종 이상의 코드 유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1/2차원 바코드 

표준화를 위한 MC2(Mobile Code Consortium)와 GSMA, OMA 등은 공동으로 모바일 코

드 표준화를 추진 중

Ÿ OMA에서는 2011년부터 모바일 증강현실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나 구조설계 단계에서 마

무리 함

Ÿ JTC1 SC37(바이오인식)은 ISO와 IEC가 공동으로 설립한 JTC1의 37번째 위원회로서 

2002년에 결성된 국제표준 분과위원회

Ÿ 2002년 12월 미국 올랜도 창립총회 이후 미국 주도하에 6개 WG를 구성되어 JTC1 

SC27(바이오정보 보호기술)·SC17(스마트카드 바이오인식 응용기술), ISO TC68(금융보안 

바이오인식 응용기술)·TC215(원격의료 보안 바이오인식 응용기술), ITU-T SG17 Q.9(텔

레 바이오인식 응용기술) 등과 긴밀한 국제 협조체계하에 바이오인식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

Ÿ ITU-T SG17 표준화그룹에서는 2004년 3월에 정보통신 보안기술분과인 WP2내에 작업반

인 Q.9 텔레바이오메트릭스 분과에서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기 표

준화 시작

Ÿ 2012년 11월 2일 아시아 8개국 바이오인식 지역표준협의체인 ABC에서도 회원국간 웹기

반의 바이오인식 표준적합성 시험기술 공동연구가 추진되었음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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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SO/IEC 15415:2004 Bar code symbol print  quality 
test specification - Two-dimensional symbols 2004

ISO/IEC 15416:2000 Bar code print quality test  
specification - Linear symbols 2000

ISO/IEC 15417:2007 Code 128 bar code symbology  
specification 2007

ISO/IEC15419:2009 Bar code digital imaging and 
printing performance testing 2009

ISO/IEC 15420:2009 EAN/UPC bar code symbology  
specification 2009

OMA Mobile Search Framework 2010
OMA  Browsing 2010
OMA Device Capability Management Object 2009

¡ 앱스토어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는 TTA 산하 웹 프로젝트 그룹(PG 605)내 모바일 웹 실

무반(PG 6051)에서 한국 통합 앱 스토어의 스토어 클라이언트 표준과 디바이스 API와 관련

한 표준 작업 완료.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OMA TAS(Telco’s App Store) 표준 1.0이 완료되었으며,  앱

스토어 스토어 프론트에 대한 주요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고 있음. 

TAS는 유럽 통신사와 안드로이드 기반 기술 중심으로 Shop Client에 대한 필요 표준 기술

을 연구하고 관련 기술 표준 진행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TTA 605 PG) TTAK.OT-10.0321-한국 통합 앱 스토
어의 스토어 클라이언트

2011

웹프로젝트

모바일 
웹포럼 

X

X(TTA 605 PG) TTAK.OT-10.0322-한국 통합 앱 스토
어 핵심 요구 사항 

2011

X
(TTA 605 PG) TTAK.OT-10.0323-한국 통합 앱 스토
어 디바이스 API 

2011

(KCS) KCS.OT-10.0322 한국 통합 앱 스토어(K-Apps) 
핵심 요구 사항

2012
K-Apps 
표준포럼

O

(KCS) KCS.OT-10.0323 한국 통합 앱 스토어(K-Apps) 
디바이스 API 

2012 O

국
제

(OMA) Telco's Application Store 2012
(W3C) Web Application Store Community Group 2012

¡ 위치기반 응용 서비스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보행자를 위한 실내 노드링크 모델, 유효 시간을 포함하는 POI 모델이 TTA PG409를 

통해 제안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개인 및 차량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와 관

련된 실내 위치정보 표현 모델과 서비스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 개발이 TTA PG305를 

통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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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TTA PG305) 2013-142 개인 및 차량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서비스 – 제4부: 서비스 인터페이스

진행중 LBS
LBS

산업협의회
O

(TTA PG305) 2013-142 개인 및 차량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서비스 – Part2: 실내 위치 정보

진행중 LBS
LBS

산업협의회
O

(TTA PG305) TTAK.KO-06.0322 part1 개인 및 차
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Part 1 : 일반 
사항,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정의

2012 LBS
LBS

산업협의회
O

(TTA PG305) TTAK.KO-06.0322-part3 개인 및 차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서비스Part 3 : 위치 참
조 데이터 모델

2012 LBS
LBS

산업협의회
O

(TTA PG305) 40 TTAK.KO-06.0280 무선랜 단말의 
측정 정보 및 위치정보 전송 규격

2012 LBS
LBS

산업협의회
X

(TTA PG409) 2013-154 유효시간을 포함하는 
POI(Point of Interest) 데이터 모델

진행중 NGIS - X

(TTA PG409) 2011-511 실내 공간정보 서비스 참
조모델

진행중 NGIS - X

(TTA PG409) 2009-1291 실내 공간 데이터 모델 진행중 NGIS - X

국
제

(ISO TC204) 17438 Indoor Navigation for personal

and vehicle ITS Station – Part 1: General

information and use cases definition

진행중 LBS
LBS

산업협의회
O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OMA에서의 LBS 표준화는 LOC WG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SUPL(SLP-SET 간 인터페이

스), MLS(Application Server-SLP 간 인터페이스), LOCSIP(SIP 기반 응용서버-측위서버 

간 인터페이스) 등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Ÿ 3GPP에서는 위치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계산 방법 표준화를, 3GPP2에서는 ANSI-41과 

PCS 1900시스템에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 참조 모델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OMA LOC와 협력하여 패킷망에 기반하여 단말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평면 

위치에 대한 공동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Ÿ IEEE에서는 802.11 WG의 802.11k: TGk(Task Group k), 802.15.4a WG, 802.16g WG,  

802.21 WG 등에서 위치 측위 및 위치정보 획득에 관한 프로토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

음 

Ÿ 실내 라우팅 서비스를 위한 노드링크 개념모델이 OGC를 통해 우리나라와 독일 공동으

로 개발되고 있으며, 실내 내비게이션을 위한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이 ISO/TC204를 

중심으로 진행 중. 실내외 연속 측위 성능향상을 위한 측위 프로토콜 규격은 현재 OMA 

SUPL3.0 표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실내측위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DSLP 

권한 검증 등의 표준화가 포함. 증강현실을 위한 지오 레퍼런싱과 관련 ARML2.0이 

OGC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POI(Place Of Interest) 표준화와 관련 W3C, ISO 등의 표

준화 진행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개방된 POI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한 OpenPOI 프로젝트가 OGC를 중심으로 

진행 중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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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C) IndoorGML 진행중 NGIS - X

(OMA) SUPL3.0 진행중 LBS
LBS

산업협의회
X

(OMA) LPPe2.0 진행중 LBS
LBS

산업협의회
X

(OGC) ARML2.0 2012 NGIS - X

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TTA 502 PG) TTAK.KO-12.0144 차세대 모바일 카드 
요구 사항 및 시스템 구성

2010

개인정보보
호 및 ID 관

리

코리아 NFC 
표준화 포럼

X

X(TTA 502 PG) TTAK.KO-12.0197 모바일 전자 영수증 
규격

2012

X(TTA 502 PG) TTAK.KO-12.0198 IC 칩 기반 모바일 
결제 보안 요구 사항

2012

X(TTA 502 PG) TTAK.KO-12.0199 비IC 칩 기반 모바일 
결제 보안 요구 사항

2012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

X(KCS) KCS.KO-05.0047 모바일 터치 서비스 애플릿 
규격

2012

X(KCS) KCS.KO-05.0048 모바일 터치 서비스 동글 인
터페이스 규격

2012

기술표준원

OKS X 6928-1 모바일 신용카드 표준 규격 2012
OKS X 6928-2 대면거래 결제 규격 2012
OKS X 6928-3 비대면 결제 규격 2012

코리아 NFC 
표준화 포럼

O국
제

(ISO/IEC) 16353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Front-end 

2011

¡ 모바일 페이먼트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통신사, 은행, 카드사 중심으로 모바일 결제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모바일 금융 서비스 

국가 표준화 전략에 따라 비접촉형 중 NFC카드기반의 모바일 지급 결제 방식을 국가 

표준(KS)으로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신용카드사와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ISO/IEC JTC1 SC17에서 기술 기반의 모바일 결제 

표준화 진행 

Ÿ ISO TC68을 중심으로 선불형 전자 화폐 형태의 서비스 표준화 및 모바일 뱅킹 기반 표

준을 진행 중

Ÿ 미국 3대 이동통신사(AT&T, 버라이존, 티모바일)는 ISIS라는 연합체를 만들어 NFC 기반

으로 모바일 결제, 멥버쉽, 쿠폰등을 서비스 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표준화 진

행

Ÿ W3C는 웹 기반 표준 암호화 및 서명 생성 및 검증을 위한 키자료 생성 및 비교, 관리

API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WebCrypto WG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Working Draft 완성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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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command for NFC-WI

O
(ISO/IEC) 13157-1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NFC Security -- Part 1: 
NFC-SEC NFCIP-1 security services and protocol

2010

O

(ISO/IEC) 13157-2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NFC Security -- Part 2: 
NFC-SEC cryptography standard using ECDH and AES

2010

ISO/IEC JTC1 SC17 WG8 비접촉식 IC카드 및 관련 
장치와 인터페이스

진행중 - - X

ISO TC 68  Financial Services SC WG11, Encryption 
algorithms used in banking applications

진행중 - KISA O

W3C WebCrypto WG 진행중 웹프로젝트 모바일포럼 O

¡ 차세대 메시징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국내에서는 2009년 이동통신3사와 관련 업체의 주도하에 TTA를 통해 배포된 ‘이동통

신 인스턴트 메시징 연동 서비스 규격’을 통해 IMS 기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표준화

를 진행 바 있음. 그 이후 표준 IP기반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GSMA를 통한 

통신사업자의 RCS기반 상용서비스의 제공계획이 가시화 되면서 국내에서는 2011년 6월 

TTA의 모바일 플랫폼 및 서비스 프로젝트 그룹(PG703) 산하의 RCS 실무반(WG7035)을 

설립하여 RCS-e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를 시작

Ÿ TTA RCS실무반(WG7035)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여 차례의 실무반 회의를 통해 국

내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논의를 진행 중

Ÿ WG7035는 GSMA RCS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이동통신 RCS 서비스 

사업자간 연동규격의 초안을 제정. TTA에서 규격화한 HTTP기반의 파일 전송 방식은 

RCS Release 5에 수용이 되었으며 현재는 최근에 승인된 RCS Release 5와 TTA 규격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국내 서비스에 제공여부를 논의하며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RCS의 표준화는 GSMA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 중. 2008년 12월 RCS Release 1이 발표

됐고, 이후 해마다 신규 제정된 버전의 규격을 배포하고 있으며, 2011년 2월과 4월에는 

RCS Release 4와 RCS-e(RCS-enhanced)가, 2012년 8월에는 RCS-e의 수정버전 및 이를 

통합하는 RCS Release 5(5.1)이 배포됨

Ÿ 규격의 수정은 RCS의 핵심 서비스 요소를 중심으로 해당 규격이 배포되는 시점의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매 신규 규격이 배포될 때마

다 호환성 확인시험을 수행하여 규격에 대한 검증을 진행

Ÿ 2011년 2월에 배포된 RCS Release 4까지는 실제 상용 서비스의 수준보다 앞선 기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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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TTA 420 PG) TTAK.KO-10.0468 클라우드 데스크톱
형 서비스의 프레임워크

2010

클라우드컴
퓨팅

 가상화기술
포럼

X
(TTA 420 PG) 기업형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유즈
케이스와 요구사항

진행중

(TTA 420 PG) TTAK.KO-10.0619 모바일 클라우드 
기본기능 및 요구사항

2012

성능에 대한 요구들이 존재하여 규격전체를 상용화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

Ÿ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배포되었던 RCS Release 2를 최적화하여 신속한 서

비스 구현이 용이하도록 한 RCS-e가 제정되었으며 현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의 통신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RCS-e를 기본 

규격으로 사용 중. RCS-e 이후에는 RCS-e의 구현을 진행한 한국과 유럽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SMS/MMS 연동규격의 확장 및 IP Voice Call과 IP Video Call 등 최근의 

통신시장의 동향을 수용한 RCS Relase 5가 최종 승인 상태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TTA 2013-1221)  이동통신 RCS 서비스 사업자간 
연동

진행중

WG7035 - X

(TTAK.OT-06.0050) 이동통신 RCS 서비스 사업자간 
연동

2012

국
제

(GSMA) RCS Release 1 Technical Realization V2.0 2008
(GSMA) Rich Communication Suite Release 2 
Technical Realization V2.0

2009

(GSMA) Rich Communication Suite Release 3 
Technical Realisation 2.0

2010

(GSMA) Rich Communication Suite Release 4 
Technical Realization Version 1.0

2011

(GSMA) RCS-e –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Client Specification Version 1.2.2

2011

(GSMA) Rich Communication Suite 5.1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Client Specification 
Version 1.0

2012

¡ 모바일 가상화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를 중심으로 DaaS(Desktop as a Service) 기반 가상 데스

크탑 표준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가상화 기술 표

준 대응은 부족한 상황임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OMA를 중심으로 모바일 가상화 및 하이퍼바이저 기술에 대

한 표준 초안 완성하였으며, 기존 OMA 단말 관리 표준과 연계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

용할 수 있도록 확장 표준을 준비 중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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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ITU-T FG) Cloud, Introduction to Cloud Ecosystem 2012
(OMA) Virtualisation MO 2013
(OMA) Software Component Management Object 
Version

2013

(OMA) Software and Application Control Management 
Object(SCOMO)

2013

(OMA) Firmware Update Management Object 2010

(OMA) Device Management 2012
모바일 플랫
폼 및 서비 

스
- X

¡ 모바일 단말 관리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이동통신 환경에서 단말 및 망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이 위에서 구동되는 서비스가 다양

해짐에 따라 단말과 연계하여 복잡한 서비스 정보들을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

음

Ÿ 단말관리 기술은 OMA에서 표준제정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시장요구에 따라 OMA 단

말관리 표준규격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Ÿ 국내 모바일 단말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상호호환성(IOT) 확보를 위해 국내 우수한 

단말관리 기술을 OMA에 국제표준화 하고, 국내기술이 반영된 국제 표준기술을 국내에

서 표준화 하는 국내외 표준 동기화 활동이 필요함

Ÿ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진행된 단말관리 기술 외에도 단말(PC포함)과 서비스를 정합하는데 

필요한 규격 표준화, 기존/신규 Service를 구동하게 만드는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화, 차세대 복합 주소록(CAB, Converged address Book)을 위한 Address Book 규격 

표준화, 주소록의 Socialization에 중점을 둔 기능의 규격 표준화, 다른 OMA Enabler에서 

연동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단말

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국제표준화 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OMA DM(Device Management) 기술은 단말의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구성하여 서버가 

이 트리 내의 노드들을 추가, 수정, 삭제 하여 관리함. 현재 DM 그룹의 규격은 단말의 

설정관리 기능을 바탕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관리, 단말의 장애 진단 및 복

구 등의 기능으로 확장 발전 시켜나가고 있음

Ÿ 본래 WAP 포럼의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client provisioning)기술과 SyncML Initiative의 

SyncML DM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OMA DM은 각 포럼들의 기존 규격들을 정리하여 

OMA 클라이언트 프로비저닝 1.1(2002.11)과 OMA DM 1.1.2(2003.06)을 배포하였으며 

2005년 6월 서브트리 추가 시 일괄처리를 위한 TNDS 기능, 관리객체(Management 

Object) 추가 시 트리 상의 위치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MOID, Inbox 

기능 등을 추가하여 DM 1.2를 발표하였음

Ÿ OMA DM 기술은 OSGi, 3GPP, 3GPP2 등 다양한 표준화 단체에서도 자신들이 개발한 

응용 서비스를 관리해줄 수 있는 기술로 채택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단말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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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TTAR-11.0027)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오픈 소스 기 2012 PG310 - X

운영체제, 지역, 네트워크 기술에 제한되지 않은 비한정 기술(Open Technology)이기 때

문에 기존의 특정 네트워크와 단말기에 국한된 장치 관리 기술들을 통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 -

WG7035 - X
국
제

OMA Device Management 1.3 2008
OMA Device Management 2.0 진행중
OMA DM Gateway MO 1.1 진행중
OMA Lightweight Machine to Machine 1.0 진행중
OMA Management Policy MO 1.0 2012
OMA SACMO(Software and Application Control 
Management Object) 1.0

2009

OMA Virtualisation Management Object 1.0 2011
OMA Data Synchronization 2009

¡ M2C 서비스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국내 인포테인먼트 모듈업체 해외지사에서도 해외 완성차업체의 요구에 따라 표준 단체 

가입과 더불어 표준 규격에 적합한 모델 개발 예정중(현재 국내 4개 기관 참여중)

Ÿ 낮은 시장성숙도와 사용자의 부가적인 비용 증가 및 산업계의 시장 활성화 부진 등으로 

표준화 적용의 어려움

Ÿ 통신 사업자 기반의 텔레매틱스 서비스와 완성차 업체 기반의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시

장이 나뉘었으며, 업체별 자체 개발기술을 적용하여 응용서비스 상호연동 어려움과 중

복개발 투자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유럽의 BMW를 중심으로 차량 내부에 정보기기의 연동 및 차량 정보 처리를 위한 오픈

소스 기반 개방형 플랫폼(GENIVI) 규격을 정의 중 

Ÿ '09년 단체 결성과 더불어 V1.0 규격 정의한 후,‘10년 규격 2.0 완성 작업이 진행중이

며, 순차 표준규격 계획에 따라 Appollo->Borg->Cassini 규격 작업 진행중, 유럽 OEM의 

경우 2014년 이후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플랫폼 장착 제품을 출시 예정

Ÿ W3C에서는 2013년 웹 기반 차량정보 교환 및 제어 정보 표준화를 위해 Automotive 

and Web Platform Business Group을 설립하여 관련 이슈들을 모으고 있음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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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 산업 표준 SW 플랫폼을 위한 GENIVI Compliance 
요구 사항
(TTAR-11.0027/R1) 표준제목 :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SW 플랫폼을 위한 GENIVI 적합성 요구사항

2012

국
제

GENIVI Compliance 2.0 2012

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 -

PG703 - X
국
제

(OMA) Smart Accessory Interfae 준비중
Bluetooth SMART 2010

Bluetooth SMART Ready 2010

¡ 스마트 액세서리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국내 표준화는 시작된 사항이 없으나 최근 스마트 액세서리 들이 급증하고 모바일서비

스들과 연계됨에 따라 PG703 등에서 스마트 액세서리 관련 표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

상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파일 공유, 고화질 비디오 전송 등 기기간 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Wi-Fi 

에서도 Wi-Fi Direct, Wi-Fi Tunneled Direct Link Setup(TDLS)과 같은 기기간 통신 기

술들을 개발

Ÿ Wi-Fi Direct는 무선 기지국이 없는 환경에서, 단말 중에 하나가 무선 기지국과 같은 역

할의 Group Owner가 되어 단말들을 관리하는 기술이며,, Wi-Fi TDLS는 무선 기지국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단말들 간에 사용자 간섭 없이 기기간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

Ÿ Wi-Fi Direct는 WFA 내에서 표준 제정과 호환성 인증을 모두 진행하지만, Wi-Fi TDLS

는 IEEE 802.11z에서 표준 완료하였고 이것에 대한 호환성 인증을 WFA에서 2012년 3Q

부터 시작

Ÿ 애플은 WiFi 기반의 기기 공유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AirDrop 규격을 만들었고, iOS 7에

서부터 지원하기 시작함 

Ÿ 블루투스 SIG는 클래식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하이 스피드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를 포

함한 기능을 가진 블루투스 4.0을 발표. 2010년 6월 30일에 채택된 블루투스 4.0에는 블

루투스 저전력(Bluetooth Low Energy, 약어: BLE)은 블루투스 v4.0에 포함된 간단한 연

결을 규격이 포함되었음. 2011년 말, 호스트를 위한 "Bluetooth Smart Ready" 와 센서를 

위한 "Bluetooth Smart" 가 블루투스 저전력(BLE)로 나눔 

Ÿ OMA에서 ETRI, LG전자, 삼성전자, AT&T, SK플래닛 등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스마트 

악세서리들에 대한 제어/연동을 위한 스마트 악세서리 인터페이스 표준화 준비 중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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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라이프 로깅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2007년부터 퍼스널 라이프로그 라이프 관련 표준화가 진행되어 왔음

Ÿ 모바일 라이프 로깅은 모바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라이프로깅 서비스이므로 다양한 

기기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표준화와 공통인터페이스 표준

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들은 PG703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웨어러블 기기 기반의 라이프로그에 대한 국제표준화는 진행된 부분들이 있으나, 모바

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는 아직 진행된 부분이 없음 

Ÿ 향후 OMA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액세서리 표준화를 이용하는 라이프로깅 데이터 표준

화, 모바일 헬스/피트니스 연계 표준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TTAS.KO-10.0234) 개인화 라이프로그 참조모델 2006

PG415 - X

(TTAK.KO-10.0607) 퍼스널 라이프로그 데이터 업로
드 시스템 구조 및 절차

2012

(TTAK.KO-10.0606) 퍼스널 라이프로그 기반 응용 
서비스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참조모델

2012

(TTAS.OT-10.0187) 개인화된 정보의 기록과 검색을 
위한 라이프로그 메타데이터

2007

(TTAK.KO-10.0302) 라이프로그 데이터 운영상의 프
라이버시 보존

2008

(TTAK.KO-10.0516) 퍼스널 라이프로그 기반 시스템 
참조모델 - 디지털 문진표 1부

2011

(TTAK.KO-10.0517) 퍼스널 라이프로그 기반 항목 
및 내외부 링크 데이터 규격 참조모델- 디지털 문진
표 2부

2011

(TTAS.KO-10.0277) 지능형 가젯 플랫폼 참조모델 2007

(TTAR-10.0003) 개인화 라이프로그 서비스 기술보
고서

2008

국
제

(OMA) 스마트 액세서리 인터페이스 준비중

¡ 모바일 DIY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오픈 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ICT 융합 서비스를 위한 용

도로 활용될 것이므로 HW 인터페이스를 비롯하여 SW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Ÿ 모바일 환경에서 SW DIY 기술로는 앱 개발 자동화, 플랫폼 기능 확장 등을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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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TTA PG210) TTAK.IT-X.1313 - 무선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보안 요구 사항

2012

IPv6 - X(TTA PG210) TTAE.IF-RFC6282  - IEEE 802.15.4 네트
워크에서의 IPv6 데이타그램 압축 기법

2011

국 (IETF 6lowpan) RFC 6282 - Compression Format for 2011

개발과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오픈 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 웹 기술과 자바 스크립트 기술

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고, 하드웨어와 인터넷 서비스의 연동을 위해 

RESTful API를 기반으로 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음

Ÿ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위한 API 표준화, JavaScript 라이브러리 개발 및 기능 표준화, 

RESTful API 표준화 등이 향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Ÿ 모바일 단말의 DIY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요 부품별 호환성을 높이고, 표준 인터페

이스를 채택하고 있음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 -
PG703

PG605
- X

국
제

- -

¡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PG210에서는 경량화 IPv6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IEEE 802.15.4 

네트워크에서의 IPv6 데이터그램 압축 기법에 대한 표준을 진행하고 있음 

Ÿ 또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상의 보

안 이슈를 다루고 있음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경량화 IPv6 기술은 현재 IETF 6loWPAN, Rol, CoRE 워킹그룹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IPSO와 같은 포럼에서도 논의가 진해되고 있음 

Ÿ Continua Health Alliance에서 저전력 라디오로 채택된 블루투스 Low Energy를 이용한 

헬스 케어 분야의 응용 서비스 및 대용량 고화질의 영상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응용 

프로파일의 표준화가 진행되었음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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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Pv6 Datagrams over IEEE 802.15.4-Based Networks
(IETF 6lowpan) RFC 6568 - Design and Application 
Spaces for IPv6 over Low-Powe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6LoWPANs)

2011

(IETF 6lowpan) RFC 6606 - Problem Statement and 
Requirements for IPv6 over Low-Powe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6LoWPAN) Routing

2012

¡ 개방형 연결 관리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SK텔레콤과 LG전자는 OMA CPNS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였으

며, 국내 표준화는 별도 진행을 하지 않음

Ÿ 모바일 기기의 소형화와 IoT/M2M 서비스의 확산 과정에서 통신 채널의 다양화에 따라 

개방형 연결 관리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국내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

로 예상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CPNS(Converged Personal Network Service)는 CPNS gateway의 역할을 하는 CPNS 모바

일 단말을 통해 네트웍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네트웍 기능이 없는 제2, 제3의 단말

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기술로 OMA에서는 CPNS 1.1 표준화를 완료하고 CPNS 2.0 표

준화를 추진 중

Ÿ 단말의 다양한 통신 레이어(3G/LTE, Wifi, Bluetooth)를 추상화하고 단일 API를 이용하여 

가능하고 빠른 채널을 이용하여 통신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openCM(open Connection 

Management) API 1.0 표준화가 2012년에 완료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 -
PG703 - X

국
제

OMA CPNS 1.1 2012
OMA OpenCMAPI 1.0 2012

¡ push notification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push notification 방식은 이동통신 환경에서 메시지 전송의 중요한 방식이므로 2002년부

터 3GPP 표준을 수용하면서 각각의 3GPP 릴리즈 별(R6 ~ R11)로 포함되어 있는 push 

service 규격 또한 국내 표준으로 수용하고 있음 

Ÿ 2012년부터 현재까지 PG703에서 SK텔레콤이 제안하여 개발 중인 이동통신망에서의 

push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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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3GPP에서는 각각의 릴리즈별로 push service에 대한 아키텍처 표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2년 9월에 Push architecture (Release 11)이 제정 

Ÿ OMA에서는 모바일 응용을 위한 AOI(Always Online Infrastructure) 표준 개발을 2012년

도부터 시작하여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작업 중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TTAK.KO-06.0275) 이동 통신망에서의 Push 알림 구
현 방법

2011

PG703 - X

(TTAK.KO-06.0328) 푸시(Push) 서비스 - 제3부 어플
리케이션과 푸시 클라이언트 구간 안드로이드 인터
페이스 규격

2013

(TTAK.KO-06.0327) 푸시(Push) 서비스 - 제1부 푸시 
서버와 서비스 제공자 구간 바이너리 프로토콜 규
격

2013

(TTA 2012-914)  푸시(Push) 서비스 - 제2부 푸시 
서버와 서비스 제공자 구간 HTTP 프로토콜 규격

진행중

(TTA 2012-914) 푸시(Push) 서비스 - 제4부 푸시 클
라이언트와 푸시 서버간 인터페이스 규격

진행중

(TTAT.3G-22.174(R11-11.0.0)) 3GPP - Push 
Service;Service aspects; Stage 1 (Release 11)

2013

(TTAT.3G-23.976(R11-11.0.0)) 3GPP - Push 
architecture (Release 11)

2013

(TTAT.3G-22.174(R7-7.0.0)) IMT-2000 3GPP - 푸쉬 서
비스; 1단계 (R7)

2002

(TTA 2012-917)  이동통신망에서의 푸시(Push) 서
비스

진행중

국
제

(OMA) Always Online Infrastructure 1.0 진행중
(OMA) Push V2.3 2011
(W3C) Push API 진행중
(OMA) RESTful Network API for OMA Push V1.0 2012
(3GPP) 

¡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TTA PG703 모바일광고 및 소셜 실무반(WG7033)에서는 직접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기

간 데이터를 동기화 하거나, 동적 소셜 그룹을 구성할 때 Pre-Association Messaging을 

활용하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Ÿ TTA PG704 무선랜 D-to-D 실무반(WG7045)에서는 무선랜 접속 이전에 주변 장치가 제

공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표준 작업을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Wi-Fi Alliance는 P2P 규격에서 디바이스 발견 단계와 그룹형성 단계의 규격을 준수하

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통해 WLAN을 확장한 상호 호환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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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Wi-Fi Alliance의 P2P 규격에서 디바이스들의 카테고리만 분류하고 서비스 발견은 옵션 

규격으로 업체마다 구현이슈로 두었으나, WI-Fi Display 규격 등 점차 서비스 영역까지 

표준화하는 추세

Ÿ IEEE 802.11aq은 2013년에 TG로 결성되어 무선랜 접속이전에 주변 디바이스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발견 관련 표준제정을 위해 MAC 계층 디

자인을 논의 중

Ÿ IEEE 802.15 PAC에서는 Personal Area Network(PAN)의 범위가 수 Km 까지 확장되고, 

수 천개의 디바이스 분포를 가지는 환경에서 디바이스 간 발견과 접속을 쉽게 하기 위

한 대상 인식 기반통신을 위한 PHY/MAC 계층의 표준을 개발 중

Ÿ OMA Content Delivery(CD) 워킹그룹의 SNew1.1 규격 에서는 동적 소셜 그룹형성을 위

해 이통사 서버를 경유하는 모델 뿐 아니라 Peer-to-Peer(P2P) 기능을 활용하는 요구사

항을 반영

Ÿ 3GPP SA1 TR22.803 v1.0(“Feasibility Study for Proximity Service”)에서 이동통신망과 

연계한 근접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요구사항 및 사용자 시나리오를 반영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TTA PG703, TTAK.KO-06.0317-디바이스간 직접통신
(D2D) 데이터 동기화 방법

2012

PG703
PG704

X X

TTA PG703, 디바이스 직접통신 소셜 네트워크간 연
계 방법

진행중

TTA PG704, 무선랜 기반 직접통신(D2D) 협업 기술 진행중

국
제

WFA, Wi-Fi P2P Specification Requirement 2009
WFA, Wi-Fi Protected Setup 2006
OMA, Content Delivery 진행중
IEEE 802.11aq 진행중
IEEE 802.15 PAC 진행중
3GPP SA1 TR 22.803 v1.0 2012

¡ 저전력 관리 기술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TTA PG304를 중심으로 WPAN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해 왔으며, TTA PG210

을 중심으로 6LoWPAN 관련 표준화를 논의하고 있음

Ÿ PG304에서 WPAN 기술 활용을 위한 스마트미터링을 물리계층 표준과 스마트에너지 관

련 프로파일 표준을 논의하고 있음

Ÿ PG210에서는 저전력 손실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 관련 표준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CoAP 관련 국내 표준화도 필요한 상황임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Ÿ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저전력 통신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이 커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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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Bluetooth 등에서는 저전력 확장 방안을 표준화 중에 있음

Ÿ Bluetooth SIG는 2001년도부터 Nokia의 주도로 개발되어온 초저전력 근거리무선통신 기

술인 Wibree를 블루투스의 저 전력 확장 규격인 블루투스 LE(Low Energy) 규격으로 채

택하여 더 작은 배터리, 기기의 소형화, 무게의 경량화, 비용의 절감을 통해 새로운 응

용분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함 

Ÿ Bluetooth SIG는 IEEE 802.11을 고속 데이터를 위한 블루투스 전송 기술로 도입하였음

Ÿ Wi-Fi에 대한 전력소모 절감을 위해 2011년에 Wireless Network Management를 다루는 

IEEE 802.11v 표준이 완료되었으며, IEEE 802.11v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기술 중, 전

력 소모 감소와 관련된 기능을 대상으로 WFA에서는 호환성 인증 프로그램을 준비 중

Ÿ 블루투스 표준화는 크게 IEEE에서의 표준화와 WPAN 기술별 표준화 단체에서의 표준화

로 구분되며, IEEE 표준은 주로 하드웨어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Chip Vendor들이 주로 

활동하며, WPAN 기술별 표준화 단체에서의 표준은 시스템 회사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

음

Ÿ Bluetooth SIG는 2001년도부터 Nokia의 주도로 개발되어온 초저전력 근거리무선통신 기

술인 Wibree를 블루투스의 저 전력 확장 규격인 블루투스 LE(Low Energy) 규격으로 채

택하여 더 작은 배터리, 기기의 소형화, 무게의 경량화, 비용의 절감을 통해 새로운 응

용분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함 

Ÿ IETF에서는 CoAP 관련 표준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셀룰러망에서의 CoAP 

단말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국내외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구
분

표준(안)명
개발
연도

대응 TTA

PG명
대응 국내 
포럼명

국가표준
대상여부

국
내

(TTA PG304) TTAK.OT-06.0048 - 저속, 무선, 스마트 
미터링 유틸리티 네트워크를 위한 물리계층 규격

2012

WPAN
IPv6

한국스마트
홈산업협회

X

(TTA PG304) TTAE.IE-802.15.5 - 저속 WPAN 기반 메
쉬 토폴로지 기능

2011

(TTA PG304) TTAK.OT-06.0048 - 지그비 스마트 에
너지 프로파일 1.0

2011

(TTA PG210) TTAE.IF-RFC5826  - 저전력 손실 네트
워크에서 홈자동화 라우팅 요구사항
(TTA PG210) TTAE.IF-RFC5548  - 도시형 저전력 손
실 네트워크를 위한 라우팅 요구사항

국
제

(IETF LWIG WG) draft-ietf-lwig-cellular-00 - Building 
Power-Efficient CoAP Devices for Cellular Networks

2013

(IETF LWIG WG) draft-kovatsch-lwig-coap-01 - CoAP 
Implementation Guida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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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화 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및 추진방향

국내역량요인

국외환경요인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시
장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세계 유수의 휴대폰 제조 업
체 존재

-빠른 적응력을 가진 사용자
층 존재

시
장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

-기술혁신형/선도형 기술투
자 부족

-서비스 분야 해외시장 진출 
실패경험

-기술/서비스 혁신을 제약하
는 법/제도

기
술

-모바일서비스 분야 세계적 
수준의 기술 보유

-독자적인 이동통신기술 상용
화 경험

기
술

-해외 기술 및 플랫폼 의존
도 심화 

-개방형 기술 협력 체계가 
부족

-모바일 SW 분야의 경쟁력 
취약

표
준

-핵심기술의 자체 개발을 통
한 국제표준화 주도 가능

-주요 기업의 적극적인 표준
화 관심

표
준

-국제표준화 참여 인력 부족
-모바일 전문 인력 부족
-비관심 분야에 대한 표준화 
투자 부족

기
회
요
인
(O)

시
장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의 확
산
-스마트 모바일 혁신 시작
-모바일 컨버전스 서비스 활
성화
-정부의 강력한 활성화 의지 
존재
-모바일 데이터 시장의 급성
장세

SO전략

-스마트 디바이스 제조 경쟁력과 
서비스 경쟁력을 활용한 미래 모
바일서비스 개발과 핵심 표준화 
선도

-스마트 모바일 시대를 대비한 기
술 융복합형 IPR 확보 및 서비스 
개발 추진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표준화 선
도를 통한 미래 시장 창출

WO전략

-기술/서비스 혁신의 장애요소
인 법/제도적 요소를 해결하고 
창의적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추진

-정부 주도형 개방형 서비스 모
델 개발과 모바일 컨버전스 서
비스 활성화 추진

-휴대폰 이외에 다양한 모바일 
단말을 활용한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추진기

술

-모바일 컨버전스를 위한 기
술 융복합 현상 가속화 (센
서, M2M 등) 
-플랫폼 개방과 개방형 서비
스 구조 확장 
-모바일 단말과 이동통신 기
술의 빠른 발전
-새로운 UI/UX 기술 및 응용 
환경

표
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세계
적으로 표준화 초기상태로 
표준 기술 선점 용이
-업체 중심의 표준화 

위
협
요
인
(T)

시
장

-외국 기술의 국내 초기시장 
선점우려
-국내 기술/서비스에 대한 
역차별
-해외 기술/플랫폼 종속 현
상 가속화
-내수 중심의 서비스 모델로 
안주

ST전략

-새로운 모바일 단말과 정보통신 
인프라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모
델 개발과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IPR 확보 추진

-IPR과 연계한 전략적 기술 표준
화 추진

-플랫폼/기술 중립적 서비스 모델 
개발 및 표준화 추진

WT전략

-전략적 제휴 기반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개방형 생태계 활성화와 개방
형 기술 협력 체계 활성화

-모바일 분야 전문가 육성 및 
표준화/기술개발 협력 추진

기
술

-외국기업의 핵심 원천기술 
IPR 선점
-외국 선도기업들의 핵심 기
술 개발 경쟁으로 기술 격
차 가속화
-시장추종형 기술 개발 추진

표
준

-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
표준 선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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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 SO → ST → WO → WT (강점을 활용하고 위협을 회피하는 

다각화 전략이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보다 우선함)

- SO 전략 :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스마트 디바이스 제조 경쟁력과 서비스 경쟁력을 활용

하여, 향후 미래시장 수요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래 모바일서비스 개발과 핵심 표준

화를 선도하도록 하며,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 대비한 기술 융복합형 IPR을 확보하고 관련 

표준화 선도를 추진한다면 미래 시장 창출이 가능함 

- ST 전략 : 모바일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 선점이 우려되나, 기술 및 표준개발 초기단

계임으로 새로운 모바일 단말과 새로운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앞서 구축하고 이에 기

반한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IPR 확보를 추진하는 전략적 표

준화를 추진하며, 한편으로는 플랫폼/기술 중립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함 

- WO 전략 : 새로운 모바일서비스 제공의 장애 요소인 법적 제도적 제약 요인을 없애고 창

의적 모바일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정부 주도형 개방형 서비스 모델을 개

발하고 모바일 컨버전스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며, 휴대폰 이외에 다양한 모바일 단말을 

활용하는 모바일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모바일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함 

- WT 전략 : 이미 외국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하는 기

술개발을 통해 기술격차 해소하고, 동시에 개방형 생태계 활성화와 개방형 기술 협력 체계

를 활성화 시키면서, 모바일 분야의 표준 전문가와 전문개발 인력의 양성, 그리고 표준화/

기술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약점을 최소화하고 위협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 

¡ 표준화 추진방향 : SO 전략의 중점 추진을 통한 ST 전략의 보완 

- 모바일서비스 분야는 단말과 네트워크 활용에 따라 새로운 많은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스마트 기기들의 등장에 따른 기술 변화가 심한 초기단계이므로 새로운 모바일 단

말과 새로운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앞서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IPR 확보를 추진하는 전략적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

음

- 기술 종속성이 심한 분야에 대해서는 플랫폼/기술 중립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스마트 디바이스 제조 경쟁력과 서비스 경쟁력

을 활용하여, 향후 미래시장 수요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래 모바일서비스 개발과 핵

심 표준화를 선도하도록 하며,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 대비한 기술 융복합형 IPR을 확보하

고 관련 표준화 선도를 추진한다면, 새로운 미래 시장 창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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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표준화 전략

○ 선행(선표준화 후기술개발), ◑ 병행(표준화&기술개발 동시추진), ● 후행(선기술개발 후표준화)

High

전

략

적

중

요

도
(IPR 

확보 

가능성, 

시장/

기술적 

파급

효과, 

정책 

부합성

등)

Low

S2(Question): 차세대공략 항목(신규제안)

○ M2C 서비스

○ 모바일 가상화

○ 스마트 액세서리 인터페이스

○ 모바일 라이프로깅

○ 모바일 DIY

○ 저전력 관리 기술

S1(Star): 적극공략 항목(선도경쟁)

◑ 모바일 인식 서비스

◑ 위치기반 응용 서비스

◑ 앱스토어 단말

○ 모바일 개방형 연결 관리

◑ Push Notification 서비스

◑ 차세대 메시징

S3(Dog): 방어적수용 항목(수용/적용) S4(Cash Cow): 다각화협력 항목(부분협력)

◑ 모바일 페이먼트

◑ 모바일 단말 관리

◑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Low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표준화/기술개발 수준, 국제 표준화에 국내 기여도 등)     High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적극공략 항목(Star, 선도경쟁)

    :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과 전략적 중요도가 모두 높은 기술 분야

    : 아직 국제 표준화 완성도가 낮아 국제 표준화 선도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주도적인 참여

가 필요

    : 국제표준 개발 및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의 기술현황과 국내외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

    : 기술자, 마케팅, 표준화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술자 중심의 기고서 활동

  - 차세대공략 항목(Question Mark, 신규제안)

    :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은 높지 않으나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기술 분야

    : 국제 표준화 초기 단계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

    : 국제표준개발 가능성과 국가별 기술현황을 세부적으로 사전 분석

    :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논의 사항 및 추세, 주요 멤버 파악 등으로 기초  대응하여 표준개발신규제안의 채택 

가능성과 향후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추진

  - 방어적수용 항목(Dog, 수용/적용)

    :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과 전략적 중요도가 모두 높지 않은 기술 분야로서 국내표준 개발이 시급하면서 

국제표준을 그대로 수용하는 분야

    : 상용서비스, 국민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후속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 국제표준 수용시 국제표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적용

  - 다각적협력 항목(Cash Cow, 부분협력)

    : 전략적 중요도는 높지 않지만, 국내 표준화 역량이 높은 기술 분야

    : 추가적인(틈새) 표준개발 작업으로 표준경쟁의 진입장벽에 어느 정도 도전할 수 있는 분야

    : 시장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국제표준을 분석하고, 틈새분야에 국내기술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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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공략 | 병행) 모바일 인식 서비스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구현 및 기획
선도
국가/
기업

미국/구글
국외 구현 및 기획
기술
격차

0년, 100%

표준화
단계

국내 기획
선도
국가/
기업

미국/퀄컴
국제 기획

표준화
격차

0년, 100%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OMA, IEFT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GIST, KIST, 

삼성전자, LG전자, 

올라웍스, 고려대, 

지어소프트, KT, 

휴원, SKT, LG 

U+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적극공량(Ver.2013) → 적극공략(Ver.2014)

Ver.2013과 동일하게 적극공략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산에 따라 모바일 인식 서비스들이 다양하

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 코드, 사물인식 등을 위한 관련 표준화에 대한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

- 사물 인식을 위한 물리적인 방법과 사물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교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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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기준(Physical Object Identifier)을 각각 나누어 정의하고, 정의된 식별 기준을 효과적으

로 인지하기 위한 사물 인식 방식을 검토하고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필요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모바일 바이오 인식을 비롯한 음성, 얼굴, 제스처 등과 같은 다양

한 모바일 인식 기술이 적용되고,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하는 다양한 UI/UX 기술들도 적용

되고 있으므로, 관련 PG들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국내 표준화 추진이 필요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모바일 인식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술과 비

전 기반의 증강현실 기술, 객체 인식 기술 등은 연구 초기 단계로 IPR 확보 가능성이 높으

므로, R&D를 통한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IPR 확보 및 IPR 기반 표준화 전략이 

필요함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모바일 증강현실 분야 등은 한국이 표준화를 주도

하고 있으므로 선행 기술 개발, IPR 확보를 연계하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표준 특

허를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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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공략 | 병행) 앱스토어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구현
선도
국가/
기업

미국/애플, 구글, 
아마존

국외 구현
기술
격차

-0.5년, 90%

표준화
단계

국내 항목승인
선도
국가/
기업

한국/SKT, 
삼성전자

국제 개발/검토
표준화
격차

+0.5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OM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인크로스,지어소프
트, SKT,LGU+, 

삼성전자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적극공략(Ver.2013) → 적극공략(Ver.2014)

Ver.2013에서는 표준개발검토 단계로서 적극공략 항목으로 분류되었고, 2014년에도 부가가

치가 높은 항목으로 판단되어 적극공략 항목으로 분류함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앱스토어 표준은 국제적으로 통신사업자의 표준을 담당하는 OMA

를 통해 API와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사용자 인증, 단말기 인증, 앱 검수, 앱 인증, 결제, 메

시지와 관련한 표준 개발을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 표준화 기구인 3GPP Restful Open API 

규격을 통한 국제 표준화에 대한 추진 병행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민간 중심의 



- 63 -

HTML5융합기술포럼, 스마트TV포럼 및 TTA 모바일 웹 실무반(WG6051) 등을 통한 서비스 

관리자, 프로파일링, 앱 다운로더, 서비스 동기화, 콘텐츠 변환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병행

하는 전략이 필요함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TTA PG 605 와 HTML5 융합 포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앱 및 

웹 기반 스토어에 대한 서비스 요구사항 변경 및 수정에 따른 표준 대응이 요구됨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개방형 앱스토어 상용화 맟 운영 경험을 통해 확보된 기

술 및 BM특허를 기반으로 IPR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중 발생하는 IPR에 

대해 적극적인 확보 전략이 요구됨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국내 통신사, 제조사, 플랫폼 개발사들은 기존 앱

스토어 개발 및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개방형 앱스토어 개발 및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 표준, 유통 관리 표준, 지불 정산 표준 등에 대

한 추가 표준화 추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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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공략 | 병행) 위치기반 응용 서비스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설계
선도
국가/
기업

미국/퀄컴, Google
국외 기획/설계
기술
격차

+1년, 100%

표준화
단계

국내 개발/검토 
선도
국가/
기업

미국, 한국(등/ETRI, 
LG전자, SKT, 
현대MnSoft)

국제 항목승인/개발
표준화
격차

+0.5년, 100%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PG305/409
LBS 산업협의회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포럼, 
기표원

국제
ISO/TC204, OMA, 

OGC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현대MnSoft, 
부산대, 

서울시립대 등

기술
개발

산업체, 
학계,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Ver.2014 신규항목

Ver.2014에서 신규 추가된 항목으로 적극공략으로 분류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OGC를 통해 실내공간데이터 모델 및 POI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초안 개발에 참여 중으로, 국내 추진중인 관련 개발 사

업과 표준화 활동 간 연계와 이를 위한 관련 정부부처(산업부, 방통위, 국토부) 간의 긴밀

한 협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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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 LOC WG의 SUPL3.0, LPPe2.0에 국내 표준 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

우리나라 주도로 개인 및 차량 LBS 서비스를 위한 표준 규격 개발을 ISO/TC204에서 Part1

과 Part4가 진행 중으로 국내 의견을 국제 표준화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OGC에서 진행중인 실내공간데이터 모델 및 POI 표준화 항목은 

TTA NGIS PG를 통해 국제표준화와 병행한 국내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견을 

국제 표준화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이 진행되고 있음

OMA LOC WG의 SUPL3.0, LPPe2.0관련 국내 표준들이 제정 또는 개발 완료된 상태이며, 

이를 국제 표준에 기고하는 형태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ISO/TC204의 개인 및 차량 LBS 서비스를 위한 표준 규격 개발 시 TTA LBS PG 동일한 표

준화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국내 의견을 수렴, 국제 표준화에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함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인프라 및 모바일 단말 센서 기반 실내외 사용자 위치인

식과 관련 주요 기능요소에 대한 IPR은 대부분 출원 완료된 상태로, 향후 국내 시장 적용 

시 수정/추가 되는 사항에 대한 IPR 검토가 필요하며, 소셜 클라우딩 기반 POI 정보의 획

득/갱신과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IPR 검토가 필요함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국내 이통사들은 SUPL2.0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SUPL 3.0으로 업그레이드 추진 시 추가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수정/

추가 표준화 요소에 대한 특허 확보가 필요함

국토부에서 서울시 지하철 및 인천 공항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이

동경로안내, 긴급대피,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긴급 위치 알림 서비스 등의 대국민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으로, 표준 적용 및 IPR 확보 검토가 필요함



- 66 -

¡ (다각화협력 | 병행) 모바일 페이먼트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시제품/프로토타입
선도
국가/
기업

미국/PayPal
국외 상용화
기술
격차

-1년

표준화
단계

국내 개발/검토
선도
국가/
기업

한국/SKT,KT
국제 개발/검토

표준화
격차

-2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PG501,

KCS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기표원

국제
ISO/IEC JTC1 SC17 

WG8,
ISO TC 68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ISA, 
기술
개발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Ver.2014 신규항목

Ver.2014에서 신규 추가된 항목으로 다각화협력으로 분류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ISO TC 68 에서는 금융 결제를 위한 뱅킹 연동 알고리즘과 어플리

케이션 표준을 진행하고 있으나, 모바일 뱅킹 및 결제 분야의 요구사항 반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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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JTC1 SC17 WG8에서  비접촉식 IC카드 및 관련 장치와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의하

고 있어 NFC 및 블루투스 BL을 통한 모바일 결제 방식 표준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 결과

를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함

W3C WebCrypto WG의 웹 표준 기반 암호화 및 서명 인증 기술에 대해 국내 금융 서비스 

사업자의 요구사항이 국제 표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함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모바일 페이먼트 표준과 관련하여 현재 연구 기관 중심으로 개별

적으로 해외 표준에 대응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

고 있어, 향후 TTA를 중심으로 국내 표준이 국제 표준에 반영 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요

구됨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보안, 인증, 데이터 암복호화, 결제 인터페이스, 모바일센

서 활용 및 연동, 사용자 위치인식등과 관련한 모바일 결제 주요 기능 요소에 대한 IPR은 

대부분 출원 완료된 상태로, 향후 해외 기술이 국내 시장에 적용 시 수정/추가 되는 사항

에 대한 IPR 검토가 필요함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모바일 결제 관련 기술에 대한 IPR만 확보된다면 

ISO/IEC JTC1 SC17 WG8활동을 통해 표준 특허 창출 가능하나 해외 사업자의 IPR과 비교 

분석 및 특허 Pool 대응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표준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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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공략 | 병행) 차세대 메시징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상용화
선도
국가/
기업

독일/Deutsche 
Telecom, Vodafone 

Germany

국외 상용화
기술
격차

0년

표준화
단계

국내 최종검토
선도
국가/
기업

한국/삼성전자, 
SKT, KT, LGU+

국제 최종검토
표준화
격차

0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WG7035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OMA COM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Ver.2014 신규항목

Ver.2014에서 신규 추가된 항목으로 적극공략으로 분류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RCS는 문자의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단말

의 주소록을 활용함을 가정하고 있으며 문자 외에도 음성통화 중 카메라 화면공유 등의 부

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핵심 가치는 IMS규격의 활용, 기존 기능의 강

화(Enhanced),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태정보 및 서비스 제공가능여부 제공(Presence and 

Communication Capability), 서비스 간 통합과 상호연동(Convergence, Interoperability), 끊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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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Seamless)과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수개의 단말 지원(Multi-device)이며 그

룹통화기능의 강화, 단말주소록의 기능강화, 메시징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구성된 3가지 핵

심 서비스요소를 정의하여 2008년부터 매해 규격의 제정을 통해 신규버전을 배포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및 단말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IP기반의 통합커뮤니

케이션 환경을 휴대용 기기를 통해 제공하고 이미 많은 가입자를 수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RCS는 서비스 차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P기반 의 표준 음성/영상 통화의 적극적

인 수용과 SMS/MMS와의 연동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오픈 API의 제공 등의 표준화 

노력과 상용화 노력을 보다 빠르게 전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TTA RCS실무반(WG7035)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논의를 진행 중이므로, 국내의 IMS기반 모바일 메신저의 상용화를 통

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표준화와 함께 GSMA RCS표준화와 OMA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선도적인 기술 반영을 추진해야 할 것임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All-IP 환경에서의 차세대 메시징 분야는 다양한 메시지 

유형과 기법에 대한 특허와 사업모델들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IPR 확보와 서비스 상용

화를 위한 관련 국내 서비스 업체 및 연구기관들의 요구사항 분석 및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

됨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관련 IPR만 확보된다면 OMA 등에서 표준 특허 창

출 가능함. 아울러, 기술을 주도하는 업체가 존재하는 바, 이들과의 IPR을 비교 분석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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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공략 | 선행) 모바일 가상화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상용화
선도
국가/
기업

미국/VMWare,
    시트릭스

국외 상용화
기술
격차

-0.5년

표준화
단계

국내 개발/검토
선도
국가/
기업

한국/ETRI,
      삼성전자

국제 최종검토
표준화
격차

-1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PG420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OM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Ver.2014 신규항목

Ver.2014에서 신규 추가된 항목으로 차세대공략으로 분류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ITU-T FG Cloud를 통해 모바일 가상화 기술과 관련 요구사항과 참

조 구조 표준을 기고하는 적극적인 선행 표준 전략이 요구됨

OMA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가상화 표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국내 단말 제조 및 모

바일 가상화 솔루션 사업자의 요구사항이 국제 표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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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필요함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TTA PG420를 통해 모바일 가상화와 관련한 국내 사업자의 기술 

요구사항과 참고 구조 표준에 대해 적극적 해외 표준 대응 노력이 필요함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모바일 가상화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시장 초기인 만큼 

중요 IPR에 대한 확보가 시급함, 이를 위해 관련 국내 서비스 업체 및 연구기관들의 요구사

항 분석 및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됨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현재 국내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가상화를 

지원하는 단말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 및 공공 분야에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표준특허에 대한 선행적인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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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화 협력 | 병행) 모바일 단말 관리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시제품/프로토타입
선도
국가/
기업

핀란드/노키아
국외 시제품/프로토타입
기술
격차

+0년, 100%

표준화
단계

국내 표준개발/검토
선도
국가/
기업

한국/삼성전자
국제 표준개발/검토

표준화
격차

-0.5년, 95%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OM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SKT, LG U+, 
이노에이스, 

웹싱크, 삼성전자, 
LG전자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다각화협력(Ver.2013) → 다각화협력(Ver.2014)

Ver.2013에서는 다각화협력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2014년에도 단말관리 표준화는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외 관련 분야에서 신규 기능 구현 등을 통해 표준화 및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여 다각화협력 항목으로 추진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OMA 단말 관리 기술 표준화는 단말의 가상화, 단말 기능의 고도

화, M2M 등의 단말 유형의 다양화/복잡화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 관련 분야의 신규 기능 구현 등을 통해 표준화 및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므

로 부분협력/경쟁 항목으로 평가됨. 통신망의 고도화와 단말의 다양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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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모바일서비스를 위한 단말 관리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고도화

될 것이므로, 신규 표준화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면서 국내업체 간 기술적/전략적 협력을 통

한 대응 필요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BYOD를 비롯한 기업내 모바일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MDM에 대

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PG703에서의 MDM 관련 표준화 추진이 필요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단말 관리 표준과 관련된 IPR 확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되므로 무리한 IPR 확보 전략 보다는 IPR 확보가 가능한 단말 관리 표준 API 분야와 관련 

부가 서비스의 BM 특허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선순환적 IPR 확보 전략이 적절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다양한 단말 유형이 확산되면서 단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내 단말 제조사들의 국제 경쟁력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결합시켜 국제 표준화에 대한 표준 IPR 확보와 해외 시장 공동 대응이 전략이 필요함. 

OMA의 Device Management WG 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Service를 가능하게 만드는 프

로토콜과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국제 표준화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국내의 관련 표준

화를 국내 기업 주도로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차세대 모바일 솔루션 원천 표준 확보 측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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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공략 | 선행) M2C 서비스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구현
선도
국가/
기업

미국/MS
국외 구현
기술
격차

0년, 100%

표준화
단계

국내 항목승인
선도
국가/
기업

유럽/벤츠
국제 개발/검토

표준화
격차

0년, 100%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NGP, IEEE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차, 기아차, 
KT, SKT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13) → 차세대공략(Ver.2014)

Ver.2013에서는 표준기획단계로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Ver.2014에서도 차세대

공략 항목으로 분류함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M2C 표준화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와 카 인포테인먼트

의 활성화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로, 아직 표준화의 초기 단계로 다양한 기술 개

발과 함께 국내외 표준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스마트폰 앱 활용의 증가, 

4G 시대의 도래에 따라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

스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아키텍처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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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와 카 인포테인먼트의 활성화로 새

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ICT 융합분야로 모바일서비스, 텔레메틱스, 스마트카 PG간의 협력

을 통한 융합 표준화 전략이 필요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M2C 통신 및 서비스 기술은 연구 초기 단계로 IPR 확보 

가능성이 높으므로, R&D를 통한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IPR 확보. 스마트 모바

일 기기들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HW 중심의 IPR 확보보다는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M2C를 위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어플리케이션 기술, 서비스 모델 및 사용자 인터페

이스 기술 등에 대한 IPR 확보에 중점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므로 국내의 차량 서비스 

기술 등과 결합시켜 조속히 M2C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M2C 융합 기술에 대해 기술개발과 IPR 확보, 표준화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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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공략 | 선행) 스마트 액세서리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시제품/프로토타입
선도
국가/
기업

미국/애플
국외 시제품/프로토타입
기술
격차

-0.5년, 80%

표준화
단계

국내 항목승인
선도
국가/
기업

한국/삼성전자
국제 항목승인

표준화
격차

+0.5년, 105%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OMA, IETF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 SKT, 
삼성전자, 
LG전자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차세대 공략(Ver.2013) → 차세대 공략(Ver.2014)

스마트 액세서리 표준은 2013년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차세대 공략의 전략

이었으며, 2014년에도 차세도 공략 항목임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스마트 기기의 확장 기능을 연

계하기 위한 스마트 액세서리 인터페이스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블루투스, 

NFC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될 예정이므로, 개별 기술 및 OMA 표준화에 대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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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다양한 액세서리들과 웨어러블 소형 기기들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PG703에서의 국내 기업들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OMA 표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스마트 액세서리 표준화는 다양한 외부 스마트 액세서리

에 대한 IPR 확보가 가능하며, 효과적인 액세서리 인터페이스 방안에 대한 IPR 확보도 가

능할 것임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스마트 액세서리는 다양한 IPR 확보가 가능한 분

야이기에, 모바일 단말과 외부 인터페이스 기기간의 통신 방법과 UI/UX 기술, 원격 제어 

및 데이터 교환 기술에 대해 IPR을 먼저 확보하고 관련 표준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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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공략 | 선행) 모바일 라이프 로깅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상용화
선도
국가/
기업

미국/Google,Apple
국외 상용화
기술
격차

-2년

표준화
단계

국내 검토
선도
국가/
기업

미국/Google,Apple
국제 최종검토

표준화
격차

-1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OMA, ISO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없음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Ver.2014 신규항목

Ver.2014에서 신규 추가된 항목으로 차세대공략으로 분류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의 경우,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

으로하는 다양한 라이프 로깅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진화되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모바일 라이프 로깅의 형태를 띄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

로 주요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호환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며, 스마트 액세서리, 웨

어러블 기기, M2M/IoT 기기와 연계하는 라이프 로깅 표준화와 함께 모바일 헬스 표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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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기존에 PG415를 통해 진행되었던 퍼스널 라이프 로그 모델을 참

고하면서, 새로운 스마트 액세서리 기기,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기술, WPAN 기술 등

을 활용하는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새로운 모바일 라이프 로깅 표준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모바일 헬스 등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스마트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라이프로그를 추출하고, Big 

Data 기술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인식을 가능하도록 하며, 추천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기술들에 대해 IPR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모바일 라이프 로깅은 다양한 기술들이 광범위하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IPR확보가 가능하며, 여러 분야의 표준화와 연계가 가능. 

기능한 많은 IPR을 확보함으로써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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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공략 | 선행) 모바일 DIY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시제품/프로토타입
선도
국가/
기업

미국/JamPot 
국외 상용화
기술
격차

-3년

표준화
단계

국내 개발/검토
선도
국가/
기업

미국/JamPot 
국제 최종검토

표준화
격차

1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OSHW, W3C, OM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Samsung, 
KT, SKT, etc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Ver.2014 신규항목

Ver.2014에서 신규 추가된 항목으로 차세대공략으로 분류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모바일 DIY는 SW 측면에서는 다양한 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웹 기술 표준화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HW 측면에서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 커뮤니

티 활동을 중심으로 개방화 전략을 취하면서 주요 핵심 요소에 대한 표준화 이슈를 발굴

하여 OSHW 기반의 DIY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TTA PG703을 중심으로 모바일 DIY 실무반을 구성하여 국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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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도하고 많은 참여기업/기관/학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모바일 DIY는 지금 시작 단계이며 OSHW 기반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모듈형 하드웨어 및 모듈형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IPR을 확보 함으로써 기술은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관련 IPR만 확보된다면 W3C과 같은  기확보된 에

디터쉽을 충분히 활용해 표준 특허 창출 가능함. 아울러, 기술을 주도하는 업체가 존재하

는 바, 이들과의 IPR을 비교 분석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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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화협력 | 병행)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설계
선도
국가/
기업

미국/Apple
국외 시제품/프토토타입
기술
격차

1년

표준화
단계

국내 개발/검토
선도
국가/
기업

미국/CISCO
국제 최종검토

표준화
격차

0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PG210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IETF 6loWPAN WG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아주대학
교/ETRI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Ver.2014 신규항목

Ver.2014에서 신규 추가된 항목으로 다각화협력으로 구분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IETF에서 6loWPAN WG 및 homenet WG을 중심으로 퍼스널 모바

일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게이트웨이와 연동되는 

Bluetooth 4.0과 Zigbee 등의 WAPN과의 연동 및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표준 

개발이 요구됨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TTA PG210를 통해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와 관련한 국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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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기술 요구사항과 참고 구조 표준에 대해 적극적 해외 표준 대응 노력이 필요함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

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중심으로 중요 IPR 확보가 가능하므

로 헬스케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핵심 IPR 확보가 필요함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현재 국내외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퍼스널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과 연계된 헬스케어 관련 

제품들의 확대와 함께 표준 특허에 선행적인 확보가 필요함 



- 84 -

¡ (적극공략 | 선행) 개방형 연결 관리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시제품/프로토타입
선도
국가/
기업

핀란드/노키아
국외 시제품/프로토타입
기술
격차

+0년, 100%

표준화
단계

국내 표준개발/검토
선도
국가/
기업

한국/SKT, ETRI
국제 표준개발/검토

표준화
격차

-0.5년, 95%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OM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SKT, LG U+, 

이노에이스, 

웹싱크, 삼성전자, 

LG전자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적극공략(Ver.2013) → 적극공략(Ver.2014)

Ver.2013에서는 표준개발검토 단계로서 적극공략 항목으로 분류되었고, 2014년에도 부가가

치가 높은 항목으로 판단되어 적극공략 항목으로 분류함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개방형 연결 관리 및 API 표준화는 국내외적으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 표준화 인프라를 국제 표준화에 활용할 수 있음. 현재 CPNS와 관련해서는 통

신사와 단말업체, 기술개발 업체가 협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표준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활용할 수 있음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TTA PG703를 통해 개방형 연결 관리와 관련한 국내 사업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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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요구사항을 수렴하면서 OMA 등에서의 국제 표준화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망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네트워크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API 및 연결 관리 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

므로, 모바일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API 보급/확산을 촉진시키며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방형 연결 관리 기술 등과 같은 신규 표준화 아이템에 기술적/전

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면서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표준화 전략이 필요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OpenCMAPI 및 RESTful Network API 표준화 등의 

개방형 네트워크 API 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수준이 해외 기술개발 수준과 대등한 상

태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으로의 정착을 주도할 수 있으며, 해

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짐. CPNS 표준화에서는 다양한 WPAN환경과 cellular 

network과의 연결을 통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 단말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요소기술적인 측면에서의 IPR은 확보가 어렵지만 서비

스를 위한 구조나 BM으로서의 IPR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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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공략 | 병행) push notification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시제품/프로토타입
선도
국가/
기업

미국/애플
국외 시제품/프로토타입
기술
격차

0년, 100%

표준화
단계

국내
표준화 

개발/검토 단계
선도
국가/
기업

한국/SKT, ETRI국제
표준화 

개발/검토 단계
표준화
격차

0년, 100%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OM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SKT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적극공략(Ver.2013) → 적극공략(Ver.2014)

Ver.2013 신규항목으로서 적극공략 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Ver.2014에서도 적극공략 항목

임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이동통신 환경에서의 공통 push 구조에 대한 표준화는 3GPP를 통

해 대응하며, 모바일 응용과 연계되는 push notification 표준화는 국내외적으로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OMA 등의 국제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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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TTA PG703를 통해 push notification과 관련한 국내 사업자의 기

술 요구사항을 수렴하면서 3GPP, OMA 등에서의 국제 표준화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필

요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자동화된 notification 및 notification 전달 방식들에 대한 

다양한 IPR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Push Notification 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수

준이 해외 기술개발 수준과 대등한 상태임. OMA Push notification 표준화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 단말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요소기술적인 측면에서

의 IPR은 확보가 어렵지만 서비스를 위한 구조나 BM으로서의 IPR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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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화협력 | 병행) 근접인식 기반 모바일서비스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시제품/프로토타입
선도
국가/
기업

미국/퀄컴
국외 상용화
기술
격차

-0.5년

표준화
단계

국내 개발/검토
선도
국가/
기업

한국/ETRI
국제 개발/검토

표준화
격차

0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PG703, PG704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IEEE 802.11aq
IEEE 802.15 PAC

OMA CD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기술
개발

ETRI
삼성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다각화협력(Ver.2013) → 다각화협력(Ver.2014)

근접인식기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및 모바일서비스 플랫폼 기술은 

초기 단계이며, 국내 산/학/연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표준화를 진행 중으로 Ver.2013에 이어 

동일하게 Ver.2014도 다각화 협력 항목으로 분류함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IEEE 802 그룹에서는 기존 Wi-Fi 기술에서 기기간 상호 접속이전

에 주변장치를 인식하고, 주변장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식하는 MAC 계층의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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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고, 상용 제품에 인증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Wi-Fi Alliance 규격

에도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됨. 직접통신을 이용한 모바일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OMA 등을 통해 실제 응용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Open API로서 표준화 활동

을 전개함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TTA PG703(모바일 응용서비스 프로젝트 그룹)에서는 OMA 표준 

활동을 병행하고, TTA PG704(무선랜 프로젝트 그룹)은 IEEE 802 그룹 또는 Wi-Fi Alliance 

와 표준규격 기고 및 반영 노력을 병행으로 진행함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직접통신을 통해 기기간 접속 시 실제 접속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변 장치를 검색하고, 주변 장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는 세부적인 

MAC 계층의 프로토콜에 대한 IPR 확보 및 적극적인 표준기고가 필요함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관련 IPR 확보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과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국내 산/학/연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IEEE 802 그룹 및 OMA

에 표준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이후 산업계 사실상 표준으로서 실제 제품의 

인증규격의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Wi-Fi Alliance와 같은 표준화 단체의 규격서에 반

영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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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공략 | 선행) 저전력 관리 기술 

전
략
적
중
요
도
/
국
내
역
량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시제품/프로토타입
선도
국가/
기업

미국/TI
국외 시제품/프로토타입
기술
격차

1년

표준화
단계

국내 최종검토
선도
국가/
기업

미국/TI
한국/삼성전자

국제 최종검토
표준화
격차

0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PG304, PG210

개발
주체

표준
개발

TTA
국제 IETF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ETRI, KETI

기술
개발

산업체,
연구소

* C1: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C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역량 C3: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P1: IPR 확보 가능성      P2: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P3: 정책 부합성

* 기술개발 단계: ‘기획 ↦ 설계 ↦ 구현 ↦ 시제품/프로토타입 ↦ 상용화’ 단계로 구분
* 기술격차: 기술선도국 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화 단계: ‘기획 ↦ 항목승인 ↦ 개발/검토 ↦ 최종검토 ↦ 제/개정’ 단계로 구분
* 표준화 격차: 국제대비 국내가 앞서고 있으면 +?년, 뒤처지고 있으면 -?년

* 표준개발은 ‘포럼, TTA, 기표원’, 기술개발은 ‘산업체, 학계, 연구소’로 구분

- Trace Tracking : Ver.2014 신규항목

Ver.2014에서 신규 추가된 항목으로 차세대공략으로 분류

-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방안 : Bluetooth SIG와 Zigbee Alliance를 통해 저전력 통신 프로토콜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적인 표준들을 개

발하고 있음. 또한, IETF의 6loWPAN WG을 중심으로 저전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CoAP 

관련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음

- 국내 표준화 추진계획 : TTA PG304를 통해 저전력 WPAN 전송 프로토콜 및 서비스 시나

리오에 따른 다양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며, PG210를 중심으로 CoAP 관련 표준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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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IPR 확보가능분야 및 확보방안 : M2M/IoT 서비스의 성장과 함께 저전력 네트워크 및 서비

스 관리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사

항들을 중심으로 핵심 IPR 확보가 필요함

- 기술개발·표준화·표준특허 연계방안 : M2M/IoT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

한 M2M/IoT 서비스 시나리오와 연계된 저전력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리 기술과 관련된 표

준 특허에 선행적인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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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준화 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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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기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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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A-GPS Assisted GPS

AOI Always Online Infrastructure

API Applicationprogramminginterface 

ARML Augmented Reality Markup Language

BLE Bluetooth Low Energy

CPNS Converged Personalized network service

D2D Device-to-Device

DIY Do It Yourself

DM Device Management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FP7 ICT Framework Programme 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GSMA GSM Association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MS IP Multimedia Subsystem

IP-USN Internet Protocol - Ubiquitous Sensor Network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RTF Internet Research Task Force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JTC Joint Technical Committee

KT Korea Telecom

LBS Location Based Service

LPP LTE Positioning Protocol

M2C Mobile to Car

M2M Machine to Machine

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O Management Object

MWC Mobile World Congress

NBD Networking Broadly Defined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NGN Next Generation Network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OGF Open Grid Forum

OMA Open Mobile Alliance

OSG Open Scene Graph
OSHW Open Source HardWare

OSIA OpenStandardsandInternetAssociation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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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Peer-to-Peer

PEN Programmable Edge Node

PG Project Group

PMG Personal Mobile Gateway

POI Point (or Place) Of Interest

QoS Quality of Service

RFC Request for Comments

RFID Radio-frequencyidentification 

SC Subcommittee

S-GPS Simultaneous GPS

SNS Social Network Service

SUPL Secure User Plane Location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UWB Ultra Wide Band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AC Wholesale Application Community

WG Working Group

WiFi Wireless Fidelity

WiMax 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PAN WirelessPersonalAreaNetwork 

WPS Wi-Fi Positioning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