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영국 Ofcom, 10~20년 후 미래 이동통신 세상 조망 보고서를 발표
 향후 10~20년 사이에 나타날 무선 디바이스의 기술 혁신 및 조망 보고서
발간
－

2007/08년 Ofcom의 기술 리서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 보고서의
목적은 미래 잠재 기술 개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Ofcom의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

－

이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이 10~20년 후 우리 삶의 질을 더
욱 윤택하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특히 의료 분야와 자동차/교통 분야에서 다양하고 소비자 편익
지향 무선 디바이스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Ofcom은 2003년 말에 출범한 영국의 정보통신분야 통합 규제기구
－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은 기존 영국 정보통신 산업 각 분야별 5
개 규제기관이 통합된 조직으로, TV와 라디오, 유-무선 통신 서비스(군사용
이외의 전파) 등 정보통신분야 전 영역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 통합된 5개 기관은 ① 방송기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방송 내용
기준 규제), ② 상업 텔레비전 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상업방송 규
제), ③ 통신위원회(Oftel: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통신산업 규제), ④ 라디오위원
회(Radio Authority, 상업 라디오 규제), ⑤ 무선통신청(Radiocommunications Agency, 주
파수 규제)

－

Ofcom은 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적합한 규제 제도를 통해 통신서
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① 보편적 서비스의
강조, ② 공정경쟁을 통한 혁신 추구, ③ 경쟁촉진과 문화적 다양성 간의 균
형추구, ④ 사용자의 편익 강조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

－

재원은 TV 및 라디오 방송 인가 비용과 네트워크 및 시설 이용 관련 행정
비용이며, 전파 관리 비용은 영국 상공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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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및 통신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술 분야
 ICT 분야내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과학의 근간을 변화시킬 만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의 형태는 오늘날 다양하
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단계적인 기술 개발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음

 분야별로 볼 때, 건강/보건 분야(의료 분야) 및 자동차/교통 분야에서 정
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의료 및 교통 분야와 정보통신 기술, 특히 무선통신 기술이 결
합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앞으로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
이라고 전망

－

이용자의 생체 신호(Vital Sign : 바이탈 사인)를 모니터링하거나, RFID를
통하여 알러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음식 섭취를 돕는 등의 서비스
가 가능하며, GPS나 자동차용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 등은 현재 도로상에
서 운전자 및 여행자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림 1

IT-전통산업 융합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 사례

(가) 식품 내용물 정보 스캐너

(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다) 자동 응급 신고/진단

<자료>: Ofcom, 2008. 5. 7.

 이러한 기술의 단계적 발전은 산업 내에서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매우 활
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기술의 개발보다 개발된 기술의 상
용화 과정이 더 복잡하며 어렵게 진행되고 있음

- 2 -

－

특히 집단간 이해관계가 형성되거나 정부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에는 기술의 상용화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발생

 현재 상황에서 Ofcom은 주파수와 관련한 획기적이고 주요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았으며, 향후 사용량의 증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결론
－

일례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군사용 영역에서 일반 사용자 영역으로 전
환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사용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되는데는 아직 시
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Ofcom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주파수 배분이나
특정 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의료분야 및 교통분야에서 무선통신 기술의 채택 및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추가적인 주파수 배분 혹은 주파수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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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야별 융합 서비스 전망
 헬스케어/ 의료/ 보건 산업 분야
 10~20년 후에는 체내 네트워크 및 인체부착형 모니터 등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의료 분야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의료 IT 융합 기술 및 서
비스가 제공될 것
※ 체내 네트워크(In-body Network) : 인체 내부에 삽입되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
로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됨
※ 인체 부착형 모니터(On-body Monitor) : 신체에 부착된 모니터를 통하여 환자의 맥박 및
혈압 등을 체크하고 약물 투여 시기/용량을 환자에게 알람 등의 수단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헬스케어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면 실생활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가정에 위치한 Home Hub가 환자의 혈액 샘플을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 및 의학정보를 저장하여 실시간으로 적절한 진단을 제공하고 지역의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예약 정보를 송신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의료진 및 가족과 통신할 수 있도록 조력)

그림 2

환자 및 노약자의 생활을 도와주는 이동통신 + 의료 융합 서비스

<자료>: Ofcom, 2008. 5. 7.

－

Body Area Network를 통해 생체 신호(Vital sign : 바이탈 사인)를 상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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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자동으로 투약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 Body Area Network는 신체에 이식된 의학 기기와의 상호 연결에 사용될 수 있으며, 개인
신상 정보 보호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전용 주파수가 배정되어야 할 것(400MHz 대역
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분배가 고려 될 수 있음)

Local Area Network는 의학 기기들을 상호 연결하거나 진단 유닛 및 신체
에 이식된 Body Area Network 간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

※ 기존의 무선 LAN 주파수의 사용이 가능하나, 전용 주파수의 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표 1

재난/구호용 응급 경고에는 현재 전용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나, 향
후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밀화 가능성이 높음
의료 관련 무선 통신 전용 주파수 요구 분야 및 내용

전용 주파수 요구 분야
(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영역)
신체 이식 기기*

전용 주파수 관련 세부 요구 사항




Local Area Network***




Social Alarm



UK는 현재 의학기기(신체 이식 기기)에 대해 CEPT**가 할당한
주파수(402-405MHz)를 사용하고 있음
Ofcom은 가까운 미래 사용분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기존의 무선 LAN 기술(2.4 or 5GHz)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사용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용 주
파수가 요구됨
FCC WMTS는 608~614MHz, 1395~1400MHz, 1427~1432MHz
대역을 사용하고 있음
※ UK에서, 혹은 CEPT 레벨에서는 이런 정도의 할당은 없음
이부분은 현재 적절하게 전용 주파수가 배정되어 있으며, CEPT
가 170MHz 근처와 870MHz 근처 대역을 사용할 계획
응급상황이라는 특성에 따라 전용 주파수의 사용 공간을 충분하
게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Ofcom 혹은 보건/의료 관
련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Body Area Network 지원 기기
** CEPT : The 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
*** WMTS : Wireless Medical Telemetry Spectrum
**** Body Area Network-진단장비, 혹은 진단장비-통신게이트웨이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자료>: Ofcom, 2008. 5. 7.

- 5 -

 자동차/ 교통 분야
 자동차/교통 분야에서는 현재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적용 될 수 있는 미
래 기술이 준비 중
－

현재 혼잡 정보, 통행료 정보, 자동 감속/정지(전방의 위기상황시), 우회 도
로 정보, 환승 정보 등의 교통 관련 정보 및 기능이 제공되기 시작

－

이러한 교통 정보의 결합 제공 서비스는 비용 및 속도, 안전, 환경 영향 등
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동 응급 신고/진단 등의 분야가 유망한 적용 분야
로 제시됨
－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은 골목길 등 시야가 확보
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가 가까운 차량과 무선으로 서
로 교신하여 교통상황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충돌할 가능성을 미
연에 방지

－

자동 응급 신고/진단(Automatic emergency call-out and smart diagnostics)
분야는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자동으로 경찰/병원/소방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차량 상태를 진단(EU에서는 수년 내 이를 법제화해 의무화할 예정)

그림 3

단거리 무선 통신을 통한 도로 안전에 대한 개념도

<자료>: Ofcom, 2008. 5. 7. 재인용(BMW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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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교통 환경에서, 단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개별 운전자에게 진
로상의 도로 사정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전방의 적색 신호등이나 사고다발지역(위험지역) 등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
며, 이러한 개념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지능형 도로 교통 시스템은 안전 및 보안 특징 때문에 전용 주파수 대역의
할당이 필요할 것이며, 이미 EU는 5.9GHz 대역에서 50MHz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 안전 필수 시스템(Safety Critical System)의 주파수는 국제적으로 일치되어야 하며, 주파
수의 이용은 추가적 할당이 필요할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항공 및 선박 여행자들을 위한 광대역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성
통신 등을 위한 추가 용량이 필요할 것임

 자동차/교통 분야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① 단거리 무선통신 시스템을 통
한 도로 안전 보장, ② 기차 운송을 위한 무선통신 회랑(Wireless
corridor), ③ 항공기 및 선박 여행자를 위한 광대역 접속성 등이며, 미래

이동통신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주파수 대역 요구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RFID 등 초단거리 통신 시스템을 위한 관련 주파수는 이미 할당되어 있으
며, 현재까지는 사용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사용량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보여 주파수 재분배 검토가 요구됨(Ofcom은 관련 주파수 사용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WiFi나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s) 등과 같은 허가 면제 주파수 대
역에서 많은 교통 분야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거나 조만간 사용될 예
정이며, 특히 수년 내에 2.4GHz 대역에서의 WiFi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전망
※ 이 주파수 대역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5GHz 영역의 허가 면제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 주
파수 대역을 이동시킬 가능성도 있음

 이용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한 교통 시스템의 출현이 가능
－

한 장의 스마트 카드(e-ticket)를 통하여 통합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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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교통 시스템 간의 연계를 위한 정보(환승 정보, 다음 교통수단의
출발/도착 시간 정보 등)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이와 같은 정보는 휴대폰 혹은 특정 단말(예를 들면, 개인 휴대용 여행 플
래너 등)로 전송 될 수 있을 것임

그림 4

근거리 통신을 활용한 교통 시스템

<자료>: Ofcom, 200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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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시사점
 무선통신 기술은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 서비스를 통해 진보
할 것으로 전망
 향후 10년 이내에, 무선 통신 분야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나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William Web, Ofcom의 연구개발 책임자)
－

새로운 기술의 탄생보다는 기존 기술의 활용을 통한 이용자들의 편익 증가
에 초점이 맞추어진 융합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

 의료/보건 분야와 자동차/교통 분야에서의 무선 통신 기술 적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한 혁신적인 진보를 이루어내기 위
해서는 의료/보건 및 자동차/교통 산업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주파수 배정
이 필요할 것임

 전통산업과 IT 산업의 융합 서비스 및 이로 인한 신산업 창출
이 중요한 과제
 신정부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IT-전통산업 융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다양한 미래 IT-전통산업 활용 사례를 먼저 발굴적용하여 시장을 선
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기존 발굴된 사례와 융합 기술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하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조기에 상품화한다면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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