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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이슈
글로벌 IT 기업, 연례개발자회의를 통해 차세대 전략 구체화

1

o (구글 I/O 2019) 진화된 AI·AR 기술 적용한 ‘안드로이드Q’, ‘네스트 허브 맥스’ 공개
¡ 연례개발자회의 ‘구글 I/O 2019(5.7∼9)’를 개최한 구글은 진일보한 인공 지능(AI)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표출
‒ 단순히 구글 신기술과 플랫폼을 개발자에게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OS 발표, AI 기반의 다양한 기술·서비스가 대거 등장
‒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기조연설을 통해 인간의 삶을 나은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기술의 혜택이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새로운 구글 렌즈(Google lens) 기능 △듀플렉스 온 더 웹(Duplex on the Web) △안드로이드
열 번째 버전 ‘안드로이드Q’ △AI 스피커 ‘네스트 허브 맥스’ 등이 핵심
표 1

구글 I/O 2019 주요 내용

신기술,OS,서비스, 제품

주요 내용

구글 렌즈

• 구글 렌즈(Google lens)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AI가
식별해 관련 정보를 가져오는 서비스로 ’19년 렌즈의 새로운 기능 소개
- 구글 렌즈로 식당 메뉴판을 촬영하면 AI가 인식해 가장 인기 있는 메뉴와 이용자들의
리뷰를 표시하고 잡지에 있는 특정 요리를 촬영하면 요리법을 설명
- 이용자가 구글 렌즈로 표지판 등을 비추면 내용을 읽어주거나 번역하는 기능 탑재
- 특히 구글 렌즈는100KB 미만의 저장 공간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어 저가 휴대폰
에서도 구동가능한 점이 특징
• AI 챗봇 ‘듀플렉스(Duplex)’ 웹으로 확장
- 음성 명령으로 자동차 렌트, 영화 티켓, 항공권 예매 등이 가능하며 사용자를 대신해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예약 절차를 밟아 결제까지 완료
- 특히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AI가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캘린더나 이메일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해 항공권을 자동으로 예매

듀플렉스 온 더 웹

구글 어시스턴트

• 기존에 100GB 수준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던 구글 어시스턴트가 0.5GB의 용량만으로
구동 가능
-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없이 스마트폰 자체에서도 구글 어시스턴트가 구동될 수
있음을 의미
- 특히 지연속도는 크게 줄고 구동 속도는 10배 더 빨라졌으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구글 어시스턴트 실행 가능
- 올해 말 구글의 자체 스마트폰 폰 ‘픽셀’에 탑재시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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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Q

•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열 번째 버전인 ‘안드로이드Q’를 공개 했으며
폴더블폰의 디스플레이에서도 안드로이드가 작동할 수 있게 사용자경험(UX)을
업데이트
• 설정 메뉴 상단에 개인 정보 섹션을 만들고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한 정보 확인과
작업을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
• 동영상 콘텐츠에 실시간으로 자막을 입력해주는 ‘라이브 캡션(Live Caption)’ 기능 탑재
- 비디오, 팟캐스트, 오디오 메시지, 사용자가 녹화한 비디오 등 모든 앱에서 동작하며
음성이 탐지되자마자 자동으로 실행
• 집중을 방해하는 앱 접근을 제한하는 ‘포커스 모드(Focus Mode)’ 추가
• 메시지 앱에 수신되는 모든 문자나 메신저에 대해 OS가 추천해주는 답장 중 하나를
골라 보낼 수 있는 ‘스마트 답장(Smart Reply)’ 기능 제공

• 10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 ‘구글 네스트 허브 맥스(Goole Nest Hub
Max)’를 올 여름에 출시할 계획
- 구글의 화면이 달린 AI 스피커 '구글 홈허브'에 보안 카메라 ‘네스트 캠’이 장착된 형태
- ‘네스트 캠’은 이용자가 외출을 했을 때 집 안의 반려동물 상태를 확인하는 등 일종의
CCTV역할 수행
- 특히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그 날의 일정이나 할 일, 메모 등을 알려주는 기능 추가
네스트 허브 맥스

픽셀(Pixel)3a 시리즈

기타

• 구글의 중저가 스마트폰 픽셀(Pixel)3a 시리즈 ‘픽셀3a’, ‘픽셀 3a XL’ 공개
- ‘픽셀3a’의 가격은 399달러(약 47만 원), 픽셀3a XL의 가격은 479달러(약 56만 원)로
책정
- ‘스냅드래곤 670’ 프로세서로 구동되며 4GB 램과 64GB 저장용량을 탑재
- 구글 HDR+기술을 활용한 ‘인물 모드(Portrait Mode)’, 해상도를 유지해주는 줌 기능인
‘슈퍼 레즈 줌(Super Res Zoom)’기능 제공
- 1차 출시국(5.7)인 미국·일본·영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인도·대만·싱가포르 등 13개
국가의 구글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 단,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제외
• 3D·증강 현실(AR) 검색 모델 ‘뷰 인 3D(View in 3D)’ 기능 소개
- 구글 포털에서 특정 신발 브랜드를 검색하고 ‘뷰 인 3D(View in 3D)’ 버튼을 누르면
AR로 구현된 3D 신발이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 자신이 가진 옷과 어울리는지 직접
비교 가능
• 상대방 음성이 문자로 변환돼 청각 장애인이 통화 내용을 알 수 있고 문자로 답장하면
내용이 음성 변환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라이브 릴레이(Live Relay)’ 기능 공개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o (MS 빌드 2019)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개발 툴 발표
¡ MS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19(Microsoft Build 2019, 5.6∼8)’는 폭넓은 AI 기술을

활용해 개발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툴과 플랫폼 제공하는데 중점
¡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와 ‘마이크로소프트 365(Microsoft 365)’를 이용해

모든 플랫폼에서 AI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공개
‒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 MS 그래프 상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MS 그래프 데이터 커넥트’
△웹이나 앱에 있는 콘텐츠를 모듈형으로 구성해 문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플루이드 프레임
워크’ △IE 모드, 프라이버시 제어 기능이 추가된 에지 신규 기능 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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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S 빌드 2019 주요 내용

새로운 프로그램과 제품군

마이크로소프트 365
(Microsoft 365)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데이터
커넥터
(Microsoft Graph data
connect)

플루이드 프레임워크
(Fluid Framework)

쿠버네티스 이벤트 드리븐
오토스케일링
(Kubernetes Event-driven
Autoscaling, KEDA)
프리뷰 공개

주요 내용
•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현장 근무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안전
하고 통합된 생산성 환경을 지원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기반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Microsoft Graph)’를 통해
조직의 상황에 알맞은 인력과 정보, 활동을 AI 기반으로 맵핑하여 업무 방식과
협업 증진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
• ‘애저 데이터 팩도리(Azure Data Factory)’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상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의 생산성 데이터와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

• 웹이나 앱에 있는 콘텐츠를 모듈형으로 구성해 문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 플랫폼인 ‘플루이드 플레임워크(Fluid Framework)’를 공개
- 사람간의 협업 뿐 만 아니라 인텔리전트 에이전트와 같은 AI의 도움을 받아
콘텐츠 검색, 이미지 추천, 전문가 검색, 데이터 번역 가능
•

레드햇(Red Hat)과 협력해 쿠버네티스 상의 서버리스 ‘이벤트 드리븐
(event-driven)’ 컨테이너의 배포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컴포넌트 공개
- ‘애저 펑션(Azure Functions)’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cluster)의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할 수 있는 호스팅 옵션을 제공
- ‘오픈시프트(OpenShift)’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라면 애저
펑션 프로그래밍 모델과 스케일 컨트롤러를 함께 활용 가능

‘깃허브(Git Hub)’에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Azure
Active Directory, Azure AD)’
도입

• 포스트그레SQL(PostgreSQL)을 위한 애저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하이퍼스케일
옵션이 추가
- 개발자들은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하이퍼스케일(Azure SQL Database
Hyperscale)을 활용해 확장성이 뛰어나도 속도감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

애저 데이터베이스
(Azure Database)
하이퍼스케일(Citus) 옵션 추가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업용 인증 시스템인 애저 액티브 디렉
토리를 깃허브에 도입
- 깃허브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기존 깃허브 계정으로 애저 포털(Azure Portal) 및
애저 데브옵스(Azure DevOps)와 같은 애저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신규 기능

•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의 앱을 에지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IE 모드
(IE mode)’ 개발
• 보호 단계를 3단계(unrestricted, balanced, strict)로 설정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원하는 콘텐츠를 AI가 알아서 정리하고 쉽게 문서 작업 등에 활용하거나 공유
가능한 ‘컬렉션(Collections)’ 기능 탑재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o (페이스북 F8 2019) 프라이버시 중심 ‘소셜 플랫폼’으로 변화 선언
¡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 ‘F8 2019(4.30~5.1)’에서 개인 사생활을 중시하는 ‘소셜 플랫폼’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향성과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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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모바일 앱과 암호화 기능이 추가된 데스크톱 메신저

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 소셜 플랫폼을 적극 도입할 계획
‒ 이 외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결제, 쇼핑 등의 기능을 추가해 ‘e-커머스(e-commerce)’
서비스 확대
표 3

페이스북 F8 2019 주요 내용

부문

메신저 기능 강화

뉴스피드 디자인
개편

e-커머스 서비스
확대

주요 내용
• 전 세계 22억 명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 메신저 서비스의 모든 영역에 종단간 암호화
(End to End Encryption)※를 적용하고 PC용 페이스북 메신저를 출시하는 등 메신저 서비스
기능 강화
※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는 메시지를 보내는 곳부터 받는 곳까지 모든
과정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암호화 방식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메시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사라지는 기능 제공
‒ 올해 안으로 메신저 앱 안의 별도 공간에서 친구와 가족이 페이스북 스토리 기능을 활용해
게시한 콘텐츠와 메시지를 함께 보고 공유하는 기능을 선보일 방침
‒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윈도우와 맥 OS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PC용 메신저를 출시하여
채팅을 하는 동시에 그룹 화상 통화와 프로젝트 협업, 다양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페이스북의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공통관심사로 묶인 ‘그룹’ 중심으로 개편
‒ △‘직업 그룹’의 경우 고용주가 채용 공고를 게시하면 구직자는 고용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페이스북 안에서 구인‧구직 과정을 모두 처리 △‘판매 및 구매 그룹’의 경우 페이스북
라이브 도중 물건에 대해 질문‧주문하는 기능 개발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카테고리별
기능 제공
‒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기반한 그룹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룹 추천 기능을
도입할 계획
• 네이버나 아마존처럼 여러 상품을 비교 검색하고 상품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주문한 상품
배송 상황을 추적 가능한 기능 도입 예정
‒ 페이스북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에서 물건 정보를 확인한 뒤 앱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도
바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o 글로벌 IT기업의 미래 전략과 행보에 관심을 갖고 다가올 변화에 대한 준비 강화
¡ 글로벌 IT기업은 연례 개발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미래 비전 등을 공개하고 있는 바,

미래 ICT 패러다임을 예측하는 나침반으로 주목할 필요
‒ 글로벌 IT 기업은 모든 사람이 AI 기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신기술과 제품 등을 선보이며
전방위적 역량 과시
¡ 국내 기업도 글로벌 IT 기업의 핵심 전략과 향후 비전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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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하락세에도 삼성 1위 수성

o 세계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 불구, 5G폰 출시 등으로 기대감 상승
¡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18년 1분기 3억 4,540만 대에서 올해 1분기 3억 3,040만 대로

4% 감소(SA, 4.30)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하락 폭이 크지 않으며 신제품(5G·폴더블) 출시와
중국 등 주요 시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그림 1

세계 스마트폰 시장, 업체별 판매대수와 점유율

(가) 업체별 판매대수 추이

(나)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SA(4.30)

o 삼성전자,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시장 점유율도 회복
¡ ’18년 1분기 출하량은 7,820만 대에서 8%가량 감소한 7,180만 대를 출하해 21.7%

점유율을 기록(SA)
‒ 중저가 시장에서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3.8일에 출시한 갤럭시S10이 주요 시장에서 전작인 갤럭시
S9 판매량 대비 120∼130% 성과
¡ 한편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18년 1분기 이후 4분기 만에 10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1.1%로 1%대를 회복
‒ 중국 전체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지난 1분기 8,900만 대로 ’18년 1분기 대비 6% 감소했으며
애플도 ’18년 1분기 9.9%에서 ’19년 1분기 6.7%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하락
‒ 반면 삼성전자는 소폭이지만 점유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이는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이 현지에서 호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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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 내 삼성전자 점유율은 ’16년 4.9%, ’17년 2.1%, ’18년 1분기 1.3%, 2분기 0.8%, 3분기
0.7%, 4분기 0.7%로 지속적으로 하락 ’18년 연간 점유율도 0.8%
¡ 일각에서는 최근 5G 스마트폰의 품질 논란과 폴더블(Foldable·접고 펴지는)폰 ‘갤럭시폴드’

출시 연기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스마트폰 점유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건재하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뒤쫓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
‒ ’18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13년 이후 처음으로 3억 대 미만으로 하락한 한편 중국
‘화웨이’의 추격이 이어지면서 선두권 유지를 위한 대응 방안이 요구

o 중국 기업, 전 세계 스마트폰 1/3 차지하며 빠르게 추격… 화웨이 두각
¡ 화웨이․샤오미․오포 세 업체를 합친 시장 점유율은 33.9%로 ’18년 1분기(26.6%)에 이어

높은 성장세 유지
‒ 4, 5위를 차지한 샤오미․오포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8.2%에서 8.3%로, 7.0%에서 7.7%로 점유율
상승
※ 세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16년 4분기 이후부터 10분기 연속 삼성전자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
¡ 특히 화웨이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넘어 2위 자리를 굳히고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
‒ ’18년 1분기 3,930만 대(11.4%)를 출하했던 화웨이는 올해 1분기 5,910만 대를 출하하며
17.9%의 점유율을 기록
‒ SA는 “화웨이가 중국․서유럽․아프리카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이며 애플뿐 아니라 삼성전자와의
차이도 좁히고 있다”고 설명

o 애플,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서비스 등 부가적인 요소 통해 부진 만회
¡ ’18년 1분기 5,220만 대를 출하해 15.1%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19년 1분기 출하량이

4,310만 대로 점유율이 13%로 하락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둔화,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중국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
‒ 그러나 앱스토어를 비롯한 급성장하는 서비스 매출 덕분에 1년 전 실적에 미치지는 못했으나
시장 예측을 웃도는 성적을 기록
※ 애플의 1분기 매출은 580억 1,500만 달러, 순이익은 115억 6,100만 달러. 이 중 서비스 매출이 114억
5,000만 달러로 전체의 20%.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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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회복 전망, 다양한 라인과 신기술 접목으로 차별화 요구
¡ 스마트폰 기기의 고급화로 교체주기도 길어짐에 따라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19년에는 5G 도입, 폴더블 제품 출시 등으로 판매량 회복 기대
‒ 프리미엄 제품뿐 아니라 펀치 홀 카메라, 전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디스플레이 탑재, AI
탑재 등의 기능이 중간 가격대 제품에도 적용됨에 따라 긍정적 전망
¡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바 경쟁 우위 창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
‒ 삼성 갤럭시 S10 시리즈는 3가지 제품으로 라인을 구성하면서 추가적인 판매량을 확보. 이는
플래그십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 역시 가격 대비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풀이

‒ 기존 라인 강화와 더불어 중저가 라인에도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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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 동향
1

중국, 5G 특허출원 최다…글로벌 시장 1/3 점유

o 5G 기술 경쟁력을 가늠하는 ‘표준필수특허(SEP)’…中 두각
※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기술 특허. 5G 표준필수특허를
확보하게 되면 5G 기지국을 포함한 인프라 확산과 스마트폰 가격 경쟁력 확보 등에 유리
¡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은 원천기술

개발, 서비스 고도화 등 다방면에서 5G 시장우위 창출을 위한 움직임 활기
¡ 특히 5G 표준필수특허는 신산업 육성과 차세대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초석이자

국가 미래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선점 경쟁이 치열
‒ 3G·4G 통신기술 표준특허 우위에 있는 퀄컴이 완제품의 2.5~5% 수수료를 받으며 막대한 특허
사용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5G 특허 선점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척도
¡ 독일 지적재산권 조사분석회사인 IPlytics에 따르면 ’19.3월 기준 5G 표준필수특허 출원

시장에서 중국이 약 34%를 점유하며 존재감을 과시
※ 이는 4G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

‒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분야로 5G를 포함시키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 것이 특허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 나아가 중국은 대규모 자금과 정부 주도의 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차세대 5G 기술개발을 선도
하며 각종 서비스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그림 2

’19.3월 기준 5G 표준특허 점유율 현황

(가) 국가별 5G 표준특허 점유율 현황

(나) 기업별 점유율 현황

자료 : 日本經濟新聞,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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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통신기술 개발을 선도해 온 미국·유럽은 3G·4G 핵심특허 대다수를 보유했으나

5G 시대를 맞아 중국의 급성장에 역전된 상황
※ 미국의 5G 표준필수특허 점유율은 14%로 4G대비 2%p 하락
¡ 한편 한국은 4G대비 2%p 이상 점유율이 상승한 25.23%로 2위에 올랐으며 핀란드

13.82%, 미국 13.53%, 스웨덴 7.93%, 일본 4.93% 순으로 집계

o ‘화웨이’가 가장 많은 표준필수특허를 보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LG전자 포함
¡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15.05%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ZTE는

11.7%로 5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중국 기업이 두각
※ 미국은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를 심어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며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를 강력 촉구
¡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12.74%, LG전자 12.34%에 달하며 각각 3,4위에 포진
¡ 그 외 스마트폰 칩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퀄컴이 8.19%로 6위, PC 칩

시장의 강자 인텔은 5.34%로 8위를 차지

o 막 오른 5G 시대,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해 특허 경쟁력 확보해야
¡ 5G가 가져올 다양한 新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특허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
‒ 5G는 통신 속도, 데이터 용량, 인공 지능(AI) , 빅데이터 등을 한 데 결합해 미래 생활 혁신을
불러올 근원적 기술
‒ 이에 5G 표준필수특허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중요성 증대
¡ 국내 기업도 스마트폰·반도체뿐 아니라 통신·네트워크 운용 능력에서 앞선 역량을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를 강화해 5G 특허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 경주
¡ 아울러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원천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며 표준필수

특허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부의 전폭적인 특허정책도 수반될 필요
참고자료
1) 日本經濟新聞, ‘5G特許出願中國が最大 世界シェア3分の1自動運?など主導?狙う’ (2019.5.3)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4412620T00C19A5MM8000/
2) 日本經濟新聞, ‘[FT]5G「中国1强」は早計’ (2019.4.24.)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4075340T20C19A4000000/?n_cid=SPTMG053
3) 글로벌 이코노믹, ‘전 세계 5G 특허 34%가 중국, 한국은 25%’ (2019.5.4)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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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판매량 증가…독일과 배터리 개발도 추진

2

o 프랑스의 ’19년 1분기 전기차 판매량 44% 증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투자
¡ ’19년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1만 500대로 전년 동기대비 44% 상승한 가운데 ’19.3월

한 달간 전기차 5,000여 대가 판매되며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Kotra, 5.6)
‒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차량의 약 1.91%, 하이브리드 차량은 4.86%로 점유율은 낮은
편이지만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
‒ 반면 일반 자동차 판매는 ’20.1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국제 표준 자동차 연비측정 시스템
(WLTP)1)과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규제강화2) 등으로 인해 최근 큰 폭으로 감소
※ 한편 WLTP 시스템 적용 시 배출량이 더 높게 측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탄소세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는 WLTP 시스템이 적용되면 탄소세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
¡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는 르노의 ‘조에(Zoe)’며 테슬라 ‘모델3’, 닛산의

‘리프(Leaf)’, 4위는 현대자동차의 ‘코나EV’ 순
‒ 르노의 ‘조에’는 ’13년부터 판매해 프랑스인에게 가장 익숙한 전기차로 올 1분기 전체 판매량의
1/3분의 차지(4,229대). 2만 5,000~3만 5,000유로의 저렴한 가격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
‒ ’19.2월 중순 프랑스에서 첫 출시한 테슬라 ‘모델3’는 출시 직후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프랑스 판매량은 2위지만 유럽 판매량은 1위
그림 3

프랑스 전기차 판매 순위

1위

2위

3위

4위

르노 ‘조에(Zoe)’

테슬라 ‘모델3’

닛산 ‘리프(Leaf)’

현대 ‘코나EV’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1) 1973년부터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연료효율 측정 방식을 취했던 유럽연합은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로
시스템에 문제가 제기되자 ’19.1월부터 보다 엄격한 WLTP 시스템을 정식 발효키로 했으나 이를 1년간 연기
2) 주행거리 1km당 CO2 배출량이 120g/km 이상인 신차에 탄소세를 부과해왔는데 ’19년부터 기준을 117g/km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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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일과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에 합의
¡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과 프랑스 재정경제부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공동 개발에 50∼60억 유로 투자 계획을 발표(5.2)
‒ 유럽의 주요 국가가 출자해 성공시킨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이름을 따서 ‘에어버스 배터리’로
명명
‒ ’23년까지 독일․프랑스에 1,500개의 일자리를 보유한 공장을 한 개씩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 독일과 프랑스에서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의 35개 기업이 이번 프로젝트에 40억 유로를 분담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양국의 계획은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과 일본·중국의 배터리 시장

독주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 4.30일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배터리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허가해달라는 서한을 EU에 발송
¡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아시아 기업이 선도하는 데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유럽 국가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
‒ EU 집행위원회는 “4∼5년 내로 유럽 배터리 생산할 수 있다면 12억 유로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o 프랑스 등 유럽국가, 환경 등을 고려한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
¡ 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중국 등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기차로의 이행을 독려
¡ 또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이 WLTP 시스템을 정식 발효함에 따라 자동차 시장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
‒ 디젤차 판매가 감소되는 한편 다른 연료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CO2 배출량이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
‒ 특히 유럽연합의 CO2 감소 수치 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디젤차 판매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부상
‒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으로 인한 비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제조사의 판매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들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기업도 WLTP 기준을 통과할 수 있으면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집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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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상용차경제신문, ‘프랑스, 전기차 1분기 판매량 전년比 44%↑’ (2019.5.6)
http://www.syc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42
2) 에너지데일리, ‘[초점] 프랑스 자동차 시장, 전기자동차 집중’ (2019.5.3)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91
3) 글로벌경제신문, ‘프랑스 1분기 전기차 판매량 44% 증가..전기차 체제 빠른 변화’ (2019.5.6)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19050617361587096a6b374224_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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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CT 부문별 모니터링
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LG,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 5.10일 출시 예정

이동통신 스마트폰

LG 전자는 5.10일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LG V50 씽큐’를
출시할 예정. 앞서 4월 초 상용화된 5G 서비스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출시일을 5월 이후로 연기. ‘LG V50 씽큐’는 퀄컴의 최신 중립적
AP인 스냅드래곤 855와 5G모뎀(X50 5G)을 탑재. 또 2.7배 커진
방열시스템 ‘쿨링 파이프’를 장착해 고객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5G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中 화웨이·샤오미, 유럽 5G 스마트폰 시장 입성

샤오미와 화웨이는 스위스 이동통신사 선라이즈를 통해 ‘샤오미
미믹스3 5G’, ‘화웨이 메이트X20 5G’를 출시(5.2). ‘샤오미 미믹스3 중립적
5G’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와 X50 5G 모뎀칩을 장착.
‘화웨이 메이트X20 5G’는 자체 개발한 기린980 프로세서와 바롱
5000 5G 모뎁칩을 탑재

애플리
케이션
(앱)
디지털
콘텐츠

구글은 위치 기록과 활동 데이터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는 기능을 출시할 계획(5.1). 모바일과 웹의 구글 계정 중립적
대시보드에서 드롭다운 옵션을 선택하면 데이터를 저장할 기간을
3개월 또는 18개월 중 하나로 선택 가능. 사용자가 데이터를
자동 삭제하기로 결정하면 데이터는 선택한 기간까지만 보관
’18년 中 모바일게임 시장, 158억 달러 기록

게임

ICT
기기

구글, 위치기록‧활동데이터 자동 삭제 기능 도입 예정

인공
지능
(AI)
스피커

’18년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은 전년대비 29% 성장한 158억 달러
(약 15조 5,000억 원)를 기록(니코파트너스, 5.8). 또 모바일게임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4,000만 명 증가한 5억 5,800만 명으로 중립적
집계. 판호 발급이 중단되며 신규 게임 출시가 둔화됐지만
텐센트․넷이즈 등 대형 게임사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시장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
삼성전자, 6월 첫 AI 스피커 ‘갤럭시홈 미니’ 출시 예정

삼성전자의 첫 AI 스피커 ‘갤럭시홈(Galaxy Home) 미니’가 6월
출시 예정. ‘갤럭시홈 미니’는 국제 블루투스 인증기관 ‘SIG’로부터 중립적
블루투스 인증을 완료(4.28)받은 상태. 향후 ‘갤럭시홈 미니’가
삼성의 사물인터넷(IoT) 생태계를 잇는 또 하나의 기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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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삼성, 美‧中‧韓‧日‧獨 등 5개국에서 ‘파운드리 포럼’ 개최 예정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5.14), 중국 상하이(6.5), 서울(7.3),
일본 도쿄(9.4), 독일 뮌헨(10.10)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할 중립적
예정. 포럼에서는 파운드리 사업 비전과 신기술 등을 선보일 계획.
또 5세대(5G)이동통신과 인터넷 데이터센터, 인공 지능(AI), 자동차
전장 등 주요 응용처 별 솔루션도 선보일 예정
韓, AI 자율주행차 반도체 개발에 3년 간 143억 원 투입

부품

반도체

과기정통부는 인공 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에
3년 간 약 143억 원을 투자할 계획(5.8). 투자 대상은 자율주행차용 긍정적
AI프로세서, 통신칩, 센서용 반도체 등 3가지. 특히 AI 프로세서는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수준으로 개발할 계획
’19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4,462억 달러 전망

’19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매출 기준)은 수요 둔화로 인해
전년대비 7.4% 감소한 4,462억 달러(약 521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중립적
전망(IHS 마킷, 5.7). 이는 반도체 매출이 11% 가까이 급감했던
’09년 이래 최저치. 업계는 반도체 수요둔화와 함께 금년 1분기
반도체 재고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
삼성전자, IoT 프로세서 ‘엑시노스 i T100’ 공개

삼성전자는 단거리용 ‘엑시노스 i T100’ IoT 프로세서를 공개(5.7).
‘엑시노스 i T100’은 스마트 조명, 창문 개폐 센서, 온도 조절, 가스
감지 등 집과 사무실에 설치되는 소형 IoT 기기에 사용되는 중립적
프로세서. 단거리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5.0, 지그비 3.0
등 최신 무선 통신기술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가능한
것이 특징

공통

인공
지능
(AI)

카카오, ‘AI 랩(Lab)’ 독립기업으로 출범 예정

카카오는 5.15일 ‘Al 랩(Lab)’을 사내 독립 기업(Company-In-Company)
으로 출범할 예정.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 체계를 중립적
확립해 급변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Al 랩을 사내 독립 기업으로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 향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B2B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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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레드햇,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RHEL) 8’ 출시

공통

레드햇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레드햇 서밋 2019’에서 ‘레드햇 엔터
리눅스(RHEL) 8’을 출시(5.7). 이는 ’14년 RHEL 7을 선보인 후 중립적
클라우드 프라이즈
5년 만. ‘RHEL 8’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인텔리전트 리눅스로
인사이트 기능이 탑재돼 쉽고 빠르게 장애나 문제점을 파악. 또
리눅스를 관리하고 구성하는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
징둥닷컴, 택배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배송 상황을 추적
블록체인 징둥닷컴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5.8). 서비스는 배송 과정 중 배송 속도, 중립적
위치, 충돌 계수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입. 만약 악의적인
개봉 시도나 접촉이 일어나면 경보가 발생
화웨이, 5년 만에 브라질 시장 재입성

화웨이는 5.17일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P30 프로(Pro)’와
‘P30 라이트(Lite)’ 2개의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 또
브라질 내 8개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오픈하여 중립적
판매에 돌입할 예정. 남미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브라질을 거점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 앞서 ’14년 브라질
에서 스마트폰 ‘에이센드(Ascend) P7’을 출시했지만 효과 미미
EU, ‘애플뮤직’ 반독점 여부 조사 예정

기타

일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예정(파이낸셜타임스, 5.6). 앞서 유럽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애플뮤직을 구독 할 때 개발자들에게 30% 중립적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주장. EC는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징수 관행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식 조사를 진행할 계획
美 법원, ‘ASML’ 기술 탈취한 ‘XTAL’에 배상 판결

미국 법원은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 ‘ASML’ 소프트웨어
기술을 탈취한 ‘XTAL’에게 8억 4,500만 달러(9,900억 원)을 배상 중립적
하라고 판결(5.7). 앞서 ‘XTAL’은 ‘ASML’의 ‘마스크 최적화(Mask
Optimization) 소프트웨어’ 기술을 유출하려는 정황 포착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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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ICT 행사 일정
4/29

4/30

5/1

• 2019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제조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사례
세미나
-산업교육연구소

5/6

5/13

5/2

5/3

• EV 트렌드 코리아
2019
-코엑스(2~5日)

• DAVID DAY 2019
-엘타워 그레이스홀

5/7

5/8

5/9

5/10

• EDS 2019/ National
Hardware Show
2019
-미국 라스베가스(7~10日)
• National Hardware
Show 2019
-미국 라스베가스(7~9日)

• SECUTECH 2019
-대만(8~10日)
• IAMD BEIJING 2019
-중국 북경(8~10日)
• JAPAN IT WEEK
SPRING PART2 2019
-일본 도쿄(8~10日)
• 제 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ICC 제주(8~11日)

• 제10회 자동차 SW
개발자 컨퍼런스
-코엑스
• 국제수소포럼 2019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9~10日)

• Tech&Talk : 기술과
사람, 세상을 잇다
-블루스퀘어 카오스홀

5/14

5/15

5/16

5/17

• Connected &
Autonomous Vehicles
-미국 산타클라라
(15~16日)
• 2019
한국전자제조산업전
-코엑스(15~17日)

• 한․일 미디어 커머스쇼
2019
-프리마호텔 노블레스홀

• 5G 기반의 초실감
미디어 개발기술과
서비스 제공방안
-전경련회관
• 한․일 미디어 커머스쇼
2019
-코엑스
• 5G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 코리아 2019
-한국광고문화회관
•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서비스 표준
발표회
-코엑스

• Internet of Things
World
-미국 산타클라라
(13~16日)

• 국제미래자동차포럼
2019
-코엑스

• 웨어러블런 ‘Round7’
-뚝섬한강공원(18日)
5/20

5/21

5/22
• 혁신의료기술 기반
서비스 최신 분석과
적용사례 및 사업화
세미나
-전경련회관(22~23日)

5/23

5/24
• 코리아 5G+ 핵심산업
& 킬러서비스
빅콘서트 2019
-한국광고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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