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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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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스마트폰 상용화 초읽기, 韓·美 치열한 주도권 경쟁

o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둘러싼 한․미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갤럭시S10 5G 모델을 공개하며 출시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 미국

버라이즌이 4.11일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선언하며 최초 상용화 경쟁에 가세
¡ 버라이즌은 기존 4G(LTE) 모델에 별도의 지원 모드를 장착하는 5G 스마트폰 모델로

일각에서는 완전한 5G 스마트폰은 아니라는 견해도 다수
¡ 하지만 5G 스마트폰 상용화의 세계 최초 타이틀 확보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만큼, 국내

업계도 4월 초 서비스 개시에 총결집하고 있는 상황

표 1

한미 간 5G 스마트폰 상용화 경쟁

갤럭시S10 5G

구분

모토Z3+모토 모드 5G

외관

•삼성전자 엑시노스9 9820

칩셋

•퀄컴 스냅드래곤 855

•198g

무게

•252g(폰 127g+모듈 125g)

•별도 모듈 필요없이 5G·LTE 가능

특징

•기존 LTE 모델로 모듈을 장착하면 5G 서비스
가능

•150만 원(예상)

가격

•530달러(약 60만 원)

•미정
•수도권 및 주요 도시

대표 5G 요금제
초기 서비스 지역

•데이터 75GB 기준 월 105달러(약 12만 원)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4월 초

출시일

•4.11일

•국내 통신3사

통신사

•버라이즌

자료 : 조선일보, ’19.3.16 / 동아일보, ’1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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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美 버라이즌, 예정(5월)보다 앞당긴 5G 서비스 확정
¡ ’18.10월 세계 최초로 5G 기반 가정용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인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은 4.11일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지역에서 5G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를 발표(3.17)
‒ 기존 4G 스마트폰인 모토Z3에 배터리 형태의 5G 모듈 ‘모토 모드 5G’를 별도로 장착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X50 모뎀 칩을 탑재해 5G를 지원
‒ FCC(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 판매 승인을 허가(’19.2) 받았으며 별도의 5G 요금제를 확정
‒ 대표 요금제는 75GB 데이터 기준 월 10만 6,000원 외에도 최저 요금제 약 9만 6,700원 등으로
구성
‒ 자사 홈페이지에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 5G 모토 모드와 결합 가능한 모토 Z3’문구를 게재
하는 등 시장 선점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3.14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
‒ 서비스 지역은 시카고(유니언스테이션, 밀레니엄파크, 윌리스타워, 골드코스트와 리버노스, 올드
타운 지역 등)와 미니애폴리스(다운타운 웨스트와 이스트, 엘리엇파크, 컨벤션센터, 타겟센터,
US뱅크스타디움 등) 2곳이며 올해 안에 30개 이상 도시로 확대할 계획

o 우리나라는 최초 타이틀과 함께 완성도 높은 제품 출시가 목표
¡ 국내 업계는 아직 5G 스마트폰 품질 안정화, 5G 요금제 출시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갤럭시

S10 5G모델이 적합성 평가인증을 통과(3.18)하며 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
※ 당초 3월 말 출시 계획이었으나 품질 안정화와 요금제 인허가 등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

‒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인증을 통과한 것은 해당 모바일 기기가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장애
를 주거나 방해받지 않는 적합성을 인증 받았다는 의미로 사실상 출시 사전작업을 완료한 셈
¡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5G 모델은 모듈형인 모토Z3와는 완성도 차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출시일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완성도 높은 제품 출시가 목표라고 강조
‒ 6.7인치의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카메라 렌즈만 남기고 전면이 디스플레이), 3D 심도 카메라를
포함한 후면 쿼드카메라, 화면 지문인식 등 갤럭시S10에서 보여준 혁신을 그대로 계승
¡ SKT·KT·LG 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도 요금제 설계뿐 아니라 갤럭시S10 구매자를

대상으로 5G 폰 교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가입자 선점에 총력
‒ 특히 시장지배자인 SKT는 정부로부터 요금제 인가를 허가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 과기
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할 예정
※ 3.5일 5G 요금제(7, 8, 9만 원 대로 구성)가 한차례 반려
¡ 한편 LG전자도 4월 하순 V50씽큐 5G를 출시해 5G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예고

‒ 경쟁사대비 저렴한 가격과 탈부착 가능한 듀얼 디스플레이 형태의 실용적 기능을 강점으로 삼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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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WC 2019에서 5G 스마트폰을 공개한 중국 업체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
¡ (화웨이)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X의 5G 모델을 6월 경

출시할 계획
‒ 6.6인치 대화면 스마트폰으로 펼치면 8인치 스크린의 얇은 태블릿으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멀티
폼팩터를 통해 다양한 5G 경험을 제공하는데 역점
¡ (샤오미)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미믹스3 5G를 5월 경 출시할 예정

‒ 퀄컴의 최신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55’를 장착하고 출고가는 599유로(약 76만 원)에
불과해 경쟁사 대비 2∼3배 낮은 가격으로 승부수
¡ (ZTE) 액손10 프로를 올 1분기 경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한다는 전략
¡ (오포) 스냅드래곤 855·X50 5G 모뎀을 장착한 5G 스마트폰을 오는 2분기 출시한다는

구상
‒ 싱텔, 스위스컴, 텔스트라 등 글로벌 통신사와 협업을 진행 중이며 제품의 구체적 사양과 가격
정보 등은 비공개

그림 1

중국 업체가 출시 예정인 5G 스마트폰

(가) 메이트X

(나) 미믹스3 5G

(나) 액손10 프로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o 5G 스마트폰 출시 임박, 완성도 높은 품질과 서비스에 만전
¡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와 버라이즌의 ‘모토Z3 모토 모드

5G’의 세계 최초 타이틀 경쟁에 이목이 집중
¡ 하지만 버라이즌은 5G 전용 단말기가 아닌 모듈을 부착하는 형태로 5G 서비스를 지원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갤럭시S10 5G대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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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지역도 시카고·미니애폴리스 일부 지역으로 서울·수도권 전역에 못 미치는 범위
¡ 이에 경쟁사를 의식해 일정을 앞당기거나 서두르기 보다는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간의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
‒ 세계 최초 타이틀은 시장 선도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와 서비스 품질
‒ 현재 갤럭시S10 5G는 5G망과 연동 테스트를 통해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바,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배터리 소모량 등 완성도 제고에 전력투구
‒ 아울러 소비자 혜택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요금제를 병행해 최상의 5G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경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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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특허 시장, 국내 기업이 두각

2

o (incoPat,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특허 출원 100대 기업) 한국 기업이 상위권 차지
¡ ‘2018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특허 출원 100대 기업’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3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9곳, 일본 18곳을 차지(incoPat, 3.15)
¡ 자율주행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곳은 포드(1,225건). 삼성(1,152건)은 2위지만

완성차 업체가 아닌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
‒ 그 외 도요타(684건)․GM(517건)․보쉬(484건)․바이두(438건)․현대자동차(412건)․화웨이(372건)․혼다
(361건)․덴소(327건) 순
‒ 삼성이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제치고 자율주행 기술 특허 출원 세계 2위에 오른 것도
반도체, 전장부품, 무선통신 등 다방면에서 기술력을 응집한 결과로 해석
‒ 삼성을 제외한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두 번째로 높은 7위(412건), LG가 12위(281건),
만도 29위(115건)에 랭크
표 2

2018 글로벌 기업 자율주행 특허 출원 순위

순위

기업명

국가

특허 출원 수

1

포드

미국

1,225

2

삼성

한국

1,152

3

도요타

일본

684

4

GM

미국

517

5

보쉬

독일

484

6

바이두

중국

438

7

현대자동차

한국

412

8

화웨이

중국

372

9

혼다

일본

361

10

덴소

일본

327

자료 : incoPat

o (EPO, 유럽 시장 특허 출원) 한국, 자율주행 등 IT 기술 특허 출원으로 혁신성 인정
¡ 유럽특허청(EPO)에 따르면 미국(4만 3,612건)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이 전년

(6,457건)대비 1계단 올라선 7위(7,296건)를 차지(3.12)
‒ 한국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이며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유럽특허청 특허 출원 증가율로도 최고치
※ ’18년 유럽특허청이 총 17만 4,317건의 특허 출원을 받아 전년대비 4.6%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괄목할
수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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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특허출원 점유율과 증가율 비교

(가) 국가별 특허출원 점유율

(나) 특허출원 증가율 비교

자료 : EPO

¡ 기업별로는 삼성과 LG가 ’18년 유럽지역 특허 출원을 대폭 확대하며 자율주행자동차․

휴대폰․통신 등 차세대 IT 시장 선점에 박차
‒ 양사는 ’18년 우리나라 유럽 출원 특허의 66%를 차지하면서 한국이 유럽 특허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
¡ 특히 자율주행 분야는 유럽업체가 37.2%, 미국은 33.7%로, 이들 국가가 자율주행 R&D

전반을 주도하고 있으나 삼성전자가 ’11년 이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삼성전자를 포함해 3위까지가 모두 반도체 기업인만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반도체 업계의
차세대 격전지로 떠올랐다는 분석
※ 2위는 인텔(590건), 3위 퀄컴(361건), 4위 LG그룹(348건) 순

o 자율주행 시장 발달과 함께 특허의 중요성도 증대, 글로벌 경쟁력 유지할 방안 강구
¡ ICT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인 자율주행 시장이 차세대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관련

기술 및 시장을 미리 선점하기 위한 특허 출원이 세계적으로 활발
¡ 우리나라는 ICT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특허 시장에서 선두권에 자리매김

한 바 경쟁우위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아울러 특허 출원뿐 아니라 자국의 첨단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법규의 제도적․법적 장치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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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 동향
中 IT 업체, 올해 핵심 키워드로 ‘AIoT’ 주목하며 투자 강화

1

o 스마트폰 제조 업체를 비롯한 IT 업체, AIoT 강화 전략을 잇달아 발표
◉ AIoT는 인공 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조합한 신조어
‒ 단순히 가전제품이나 모바일 기기 등의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뿐 아니라 AI를
통해 그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의미

¡ 중국 IT 기업들이 AI 기능을 가진 제품을 IoT로 연결해 성능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AIoT 분야 진출에 가속화
¡ (화웨이) ’17년 말 처음으로 ‘AIoT 전략’을 발표했으며 도입․연결․생태계 3가지 측면에서

자사의 제품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
‒ 관련 업계 및 기업이 제품을 스마트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이를 위해 스마트홈 플랫폼 ‘하이링크(HiLink)’와 스마트기기용 AI 엔진 ‘하이AI(HiAI)※’를 활용
할 계획
※ 모바일 AI 오픈 플랫폼이자 △서비스 오픈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오픈 플랫폼 △칩 오픈 플랫폼 등 3개
레이어로 구성된 AI 생태계

‒ 먼저 스마트폰을 위주로 AIoT를 도입한 이후 태블릿․PC․AI 스피커 등 8개 기기에서는 보조적으로
지원할 예정
¡ (샤오미) 연초 AIoT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AIoT 전략을 확대할 책임자급 조직인

‘AIoT 전략위원회’ 출범을 발표
‒ ’19년 신년 계획발표(1.11)에서 AIoT 영역에 향후 5년 내 1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올인(All in) AIoT’ 전략 방향을 제시
※ 샤오미에 따르면 휴대폰․태블릿․노트북을 제외한 샤오미 IoT 기기는 1억 3,200만 대. 이는 전 세계 시장의
1.7%에 해당하며 애플․삼성․구글 등 글로벌 기업보다도 높은 비중

‒ 올해는 스마트폰과 AIoT를 회사를 견인할 엔진으로 삼는 첫 해가 될 것이라며 향후 5년 간
회사의 핵심 전략이라고 재차 강조
‒ 또한 효과적인 AIoT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가구 소매업체인 이케아와 전략적 제휴 체결
※ 이케아가 중국 업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

‒ 관련하여 출범한 위원회는 IoT 플랫폼, AI 생태계, 스마트 HW, 모바일, TV 등 10개 핵심 사업
부문의 책임자급인 총경리와 부총경리로 구성해 AIoT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8

2019-10 ICT Brief

¡ (오포) 5G 시대를 맞아 AIoT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이동통신단말기사업부를 신설(신경보,

1.13)
‒ 신설 부서 총괄에는 기존 오포 최고구매책임자(CPO)였던 류보(劉波) 오포 부총재가 선임
‒ 부총재가 신설 사업부 총괄을 맡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AIoT 기술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의미
¡ (TCL) ‘AI와 IoT’를 핵심으로 하는 ‘4T(T-HOME, T-LIFE, T-LODGE, T-PARK)’ 전략을

발표(3.12)
‒ 생활․숙박․레저 전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마련해 ’23년 판매액 2,000억 위안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
‒ 폭넓은 가전제품 군을 보유한 만큼 자사의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을 연결해
편리한 생활을 돕는 HW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
¡ (메그비) 중국 대표 AI 기업으로 AIoT OS ‘허투(HETU, 河图)’를 발표하고 물류 산업에

본격 진출(2.26)
‒ 허투는 로봇․물류․제조업을 통합시켜 계획․시뮬레이션․실행․운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솔루션으로 물류와 제조 산업을 위해 여러 장비를 결합해 로봇을 관리
‒ 협동 지능을 위해 경로를 기획하고 창고 저장 최적화, 적재 중량 밸런스, 작업 조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
‒ AI 기술이 자동화 설비, 로봇과 연결돼 서로 업무 분담을 통한 협력 하는 한편 생태계를 연결
하면서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올해 중국 IT 업계의 최대 핵심은 AI와 IoT의 결합 ‘AIoT’가 될 전망
¡ 초기 IoT는 연결 중심의 IoT로 모니터링과 제어가 중심이 되었으나 AI 기술의 발전

으로 학습․추론․판단하는 인지기술 기반의 AIoT로 발전
¡ 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징둥 등 인터넷 기업의 IoT 사업이 확산하는 데 이어 화웨이․

TCL․샤오미 등 주요 HW 가전 기업의 참여로 치열해질 IoT 시장의 경쟁구도에 주목
¡ 우리나라도 AIoT 시대에 대비해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로 경쟁력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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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장비 보안 위협 공식화

o 중국 통신장비 보안 우려에 대한 결의안, 유럽 의회(EP) 본회의 통과
¡ 유럽 의회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가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3.12)
‒ 결의안에는 ‘중국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에 백도어※가 심어져 산업 기밀이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
※ 백도어(backdoor)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컴퓨터의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통신 연결 기능

‒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기독민주당(EUCD)과 사회당(PES)등이 주도했으며 중국 통신장비가
사이버 공격이나 스파이 활동 등에 이용되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
‒ 독일 마르쿠스 퍼버(Markus Ferber) 기독사회연합(CSU) 의원은 “중국 통신기술과 관련해
아주 작은 의혹이라도 있다면 이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맞다”며 “유럽은 핵심 인프라와 기술에
대해 제 3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 5G 통신장비 조달 시 사이버 위협과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보안을 강화

하기 위해 5G 장비 인증제 개발도 촉구
‒ 여러 5G 통신장비 공급 업체를 선정해 장비를 다양화 하고 단계적인 조달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

o 이번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입장은 상이
¡ (미국 등)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주요 동맹국(Five Eyes1))이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 도입을 금지하면서 위협 논란이 지속
※ 중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해 스파이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를 악의적으로
모방하거나 탈취하고 스파이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독일) 연방통신청(BNetzA)은 5G 이동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보안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된 화웨이 장비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3.7)
‒ 모든 네트워크 통신장비 업체에게 강화된 보안 규정을 적용시켜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정밀
조사를 통과한 통신장비를 5G 구축에 사용할 예정
‒ 이 같은 독일의 판단에 미국은 5G 구축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당국 간 정보
협력을 제안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화웨이의 5G
장비를 배제하라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1)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총 5개국의 정보당국이 만든 통신정보공유 연합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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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가 안보 차원에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를 5G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 금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최근 자국의 보안 요구 사항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2.19)
¡ (노르웨이) 토르 미켈 와라(Thor Mikel Vara) 법무부 장관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를

자국의 5G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
‒ 경찰치안국(PST)은 국가 위험 평가 보고서를 발표(2.4)하며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긴밀히 연계
되어 있어 정보의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
¡ (체코) 정보 당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18.12)
‒ 재무부는 화웨이와 ZTE의 보안 위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입찰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구축 사업 참여를 금지(1.30)
‒ 반면, 밀로시 제만 (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위협 경고가 과잉반응이며 중국
통신장비 사용으로 중국 투자·무역·비즈니스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그림 3

중국 통신장비 도입에 대한 유럽 연합(EU) 각국의 입장

자료 : I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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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한 통신장비 도입을 위한 철저한 보안 검증 절차 필요
¡ 최근 중국 화웨이의 백도어(Backdoor)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세계 각 국은

화웨이, ZTE등 중국 통신장비의 5G 장비 도입을 보류하거나 신중을 가하는 분위기
¡ 미국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내용에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제품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
¡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5G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통신장비 업체에 대해

규제와 보안절차를 강화하는 등 중국 이동통신 장비 도입을 앞두고 신중을 가하는 모습
¡ 우리나라도 통신장비의 안보 취약요소와 보안성 등 종합적인 평가검증 기술력과 제도

확립을 통해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

참고자료
1) europarl, ‘MEPs adopt Cybersecurity Act and want EU to counter IT threat from China’ (2019.3.12)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90307IPR30694/meps-adopt-cybersecurity-act-and-want-eu
-to-counter-it-threat-from-china
2) europarl,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2 March 2019 on security threats connected with the rising Chinese
technological presence in the EU and possible action on the EU level to reduce them’ (2019.3.12)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TA&language=EN&reference=P8-TA-2019-0156
3) skynews, ‘EU parliament expresses 'deep concern' about China and use of Huawei equipment’ (2019.3.13)
https://news.sky.com/story/eu-parliament-expresses-deep-concern-about-china-and-use-of-huawei-equipment-1166
4051
4) asiatimes, ‘EU Parliament wary of Huawei’s 5G technology’ (2019.3.13)
https://www.asiatimes.com/2019/03/article/eu-parliament-wary-of-huaweis-5g-technology/
5) 에포크타임스, ‘화웨이는 중국 트로이목마…각국, 어떻게 대처하나’ (2019.2.22)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02
6) 머니투데이, ‘동유럽서 흔들리는 화웨이 전선…커지는 美 우려’ (2019.2.1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1109553924653
7) asiatimes, ‘유럽,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움직임…속내는 복잡’ (2019.2.11)
https://www.asiatimes.com/2019/02/article/article-eye-on-us-europe-looks-askance-at-huawei/
8) 전자신문, ‘유럽의회, 화웨이 통신장비 보안 위협 공식 결의안 채택’ (2019.3.12)
http://www.etnews.com/20190312000308
9) 머니투데이, ‘유럽의회 화웨이 보이콧 결의 예정…회원국 결정에 영향 줄 듯’ (2019.3.1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210464360907
10) IIPT, ICT Brief 2019_5호
http://www.itfi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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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日 노무라종합연구소, 첨단기술이 가져올 ‘IT 로드맵’ 발표

o IoT·AI·5G·드론 등이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
¡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보편화된 IoT를 기반으로 단말기 끝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에지 AI와

5G·드론 등을 미래 주요 기술로 꼽으며 이들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한 로드맵을 공개(3.5)
※ 노무라종합연구소(NRI: Nomura Research Institute): 일본의 대표적인 컨설팅회사이자 시장조사기관

‒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인터넷(IoT)이 대중화되며 인공 지능(AI)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5G와 드론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본 로드맵은 향후 5년 간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할 것인지,

이러한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기술 융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초점

그림 4

AI·IoT·5G·드론 가져올 기술·서비스 예측

자료 :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경제신문

o 향후 5년 간 AI·IoT·5G 등 기술이 빠르게 진전하며 활용 영역 확대
¡ (#1) 에지 AI에서 데이터 처리

‒ 현재 컴퓨터 시스템 대부분은 단말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원격지의 클라우드로 전송해 AI로
분석한 후 다시 단말기로 전송하는 방식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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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단말기와 원격지 클라우드 간 데이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IoT·자율주행자동차 등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
‒ 에지 AI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까지 전송할 필요없이 단말기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가장자리
(에지: Edge)에서 컴퓨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
‒ 기술적 측면에서도 저전력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칩이 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에도
AI 센서가 탑재되는 등 에지 AI 인프라 조성이 가속
‒ 이에 ’21년 이후에는 번역이나 이미지 인식 등을 에지 AI가 처리하는 서비스가 확산될 전망
¡ (#2) 5G 서비스 개화

‒ 일본은 ’19년 중순 5G 시험 서비스를 개시해 ’20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계획
‒ 4G대비 고속, 대용량 저지연 등 여러 가지 강점을 지닌 5G는 의료, 스포츠 등에 큰 혁신을
불러올 전망
※ 신간센(고속철도)으로 이동 중에도 고속 통신이 가능하며 수술 등 원격의료를 실현하고 현장감 넘치는 스포
츠 관전 등이 가능

‒ 또한 IoT 단말을 장착한 자동차가 주행 중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
¡ (#3) 드론 활용 영역 확대

‒ ’19년 이후 농업과 물류 및 감시 등 분야에서 드론 사용이 본격 증가하며 AI·자율주행기능을
갖춘 드론도 등장할 전망
‒ 나아가 드론을 제어하는 운항관리시스템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착륙 시설을 갖춘 지역이 늘어나
면서 산간·낙도 지역의 물류·배송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두드러질 전망

o 첨단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준비
¡ 노무라종합연구소는 AI를 비롯해 5G·IoT·드론 등 기술 진전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성장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일본의 5G 상용화 로드맵은 글로벌 주요국보다 다소 뒤처져 있지만 ’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
¡ 우리 정부·기업도 첨단기술 기반의 사회·경제·산업 혁신의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며 유망

기술 분야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꾸준히 이어갈 필요
참고자료
1) 日本經濟新聞, ‘あらゆるところにAI」野村總硏が5年後予測’ (2019.3.7.)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2101650W9A300C1X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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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CT 부문별 모니터링
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삼성전자, 4.10일 ‘갤럭시A’ 신제품 발표 예정

삼성전자는 4.10일 태국 방콕에서 ‘A 갤럭시’ 이벤트를 열고
‘갤럭시A’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 아직 공개될 스마트폰 이름과 중립적
성능은 미공개. 한편 업계는 전면 전체를 화면으로 채운 ‘풀
스크린’과 팝업 형태로 회전하는 ‘전면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90’이 공개될 것으로 예측
中 비보, ‘X27’과 ‘X27 프로’ 공개

비보는 전면 팝업 카메라와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신제품
‘X27 프로’를 공개(3.20). 디자인 핵심 콘셉트를 ‘숨김 중립적
이동통신 스마트폰 ‘X27’,
(invisible)’으로 잡고 전면 풀 스크린 구현을 위해 팝업 카메라와
수화부 스피커, 광 센서 등을 숨기는 설계가 적용. 또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기술을 도입
삼성전자, ’18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8.9%로 하락

’18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도매 매출(Wholesale Revenues)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731억 2,400만 달러로 집계(SA, 3.17). 이에 따라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은 전년 대비 중립적
1.9%p 하락한 18.9%를 기록. 반면 1위를 선점한 애플과 3∼5위를
차지한 화웨이, 오포, 비보의 매출 비중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
구글, 비디오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스타디아’ 공개

디지털
콘텐츠

게임

구글은 디바이스 상관없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스트리밍 서비스 ‘스타디아’를 공개(3.19). ‘스타디아’는 서버에서 중립적
게임을 구동하고 이용자는 스마트폰이나 PC, 콘솔게임기 등으로
화면만 전송받아 즐기는 방식. 구글은 금년 내에 ‘스타디아’를 미국,
캐나다, 영국 및 유럽 대부분 지역에 출시할 계획
’19년 세계 웨어러블 시장, 15.3% 성장 전망

세계 웨어러블 기기의 출하량은 1억 9,850만 대로 전년
ICT 웨어러블 ’19년
대비 15.3% 성장할 것으로 전망(IDC, 3.18). 향후 ’23년에는 2억
기기 기기 7,900만 대 수준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 특히 세계 웨어러블 중립적
시장은 스마트워치, 귀에 착용하는 이어웨어(earwear), 손목밴드
제품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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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美‧中, 엑사플롭(ExaFlop)급 슈퍼컴퓨터 개발에 박차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는 엑사플롭급 최고속 슈퍼컴퓨터 ‘오로라
개발해 ’21년부터 가동할 예정. 중국은 ’18.10월 선보인
슈퍼 (Aurora)’를
엑사플롭급
슈퍼컴퓨터 시제품인 ‘슈광(Shuguang)’을 현재 세계 중립적
컴퓨터 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미국의 ‘서밋(Summit)’을 능가하는
높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 향후 미국과 중국이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 개발 경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엑사플롭(ExaFlop): 초당 100경 번 이상의 데이터 연산 처리가 가능
美 애플, 아이패드 에어·미니 신제품 공개

10.5인치 ‘아이패드 에어’와 7.8인치 ‘아이패드 미니’를 출시
태블릿 애플은
(3.18). 신제품에는 최신 바이오닉12 칩셋과 뉴럴 엔진을 탑재해
PC 전작 대비 성능이 70%, 그래픽이 2배로 향상. 또 트루톤(주변 밝기에 중립적
맞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 기술을 적용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장착
美 상원, 안면인식 기술 규제법안 제출

정보보호

미국 상무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안면인식 기술의 상업적 이용을 규제하는 초당적 법안을
생체인식 반영해
마련(더버지, 3.14). 이 법안은 업체들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중립적
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제 3자와 공유할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

보안

미국 연방 검찰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과 가입자 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페이스북을 수사(NYT, 3.13).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허가없이 친구 관계나 연락처 등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중립적
아마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150여개 회사에게 허용.
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은 페이스북과 제휴해 페이스북
사용자 수억 명의 개인정보 접근권을 얻은 것으로 지목된
스마트폰 제조업체 최소 2곳에 관련 자료를 요구
日, AI 킬러로봇 개발 국제규제 제안 예정

공통

인공
지능
(AI)

일본정부는 3.25∼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특정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회의에 AI를 탑재한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LAWS) 개발에 대한 국제규제 신설을 제안할 예정(마이니치 중립적
신문, 3.17). AI 판단만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
관여가 무기 개발 조건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겠다는것이 일본
정부 방침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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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애플, 6.3∼7일 새너제이에서 ‘WWDC 2019’ 개최 예정

행사

애플은 ‘세계 개발자 콘퍼런스(WWDC)’를 6.3∼7일까지 미국
새너제이 매키너리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 이번 WWDC
에서는 애플의 운영체제인 ‘iOS13’를 공개하고 머신러닝, 증강 중립적
현실(AR), 헬스 피트니스 등 분야 개발 소식을 공유할 계획. 또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을 소개하고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
애플, 中 네이멍구에 ‘제2 데이터센터’ 건설 착공

애플은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우란차부(烏蘭察布)시에 ‘제2 데이터
센터’ 건설에 착수(중신망, 3.17). 우란차부 데이터센터를 ’20년 중립적
완공해 운영에 나설 계획. 또 중국 애플 사용자를 위한 ‘아이
클라우드(iCloud)’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를 100% 활용해 가동할 예정
퀄컴, 애플과의 일부 특허소송에서 승소

기타
일반

퀄컴은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
(로이터, 3.15).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퀄컴의 스마트폰을 켰을 때 곧바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하는 중립적
기술, 배터리 효율성 관련 기술, 그래픽 처리 기술 등 특허 3건을
침해 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애플 측에 특허 침해한 아이폰
한 대당 1.41달러 배상금을 퀄컴에 지급하라고 평결
韓, 글로벌 IT기업 정보보호 대리인 의무화

방통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 사업자들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3.19). 이 법률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중립적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국내 대리인은
법령위반사실을 확인할 시 대표자에게 즉각 보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담당
韓, 92억 원 규모 국가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

과기정통부는 ‘2019년 국가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할 예정
(3.17). 이 사업은 정부 발주에 의존해 오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중립적
사업구조를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과기정통부는 금년 9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신규과제기획과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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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ICT 행사 일정
3/11

3/12

3/13

• World Digital
Innovation & Chief
Services Officer
Summit 2019
-중국 청도(11~12日)

• Autonomous Vehicles
Asia Summit
-싱가포르(12~13日)

• 5G-차세대 신소재에
적용되는
EMI/EMC/고방열 기술
및 솔루션 세미나
-전경련타워

3/18

3/19

3/20

3/21

3/22

• ICT 컨버전스 코리아
2019
-더 케이호텔(20~21日)

• 제2회 인공지능
차세대 컨택센터
컨퍼런스 2019
-코엑스 그랜드볼륨

• 차세대 인공지능(AI)의
발전방향과
뉴로모픽(뇌신경
모방)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기술
-전경련회관

3/27

3/28

3/29

• 2019 스마트공장 ·
자동화산업전
-코엑스(27~29日)
•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기술
세미나
-코엑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
-서울 드래곤 시티
• 로봇프로세스자동화
(RPA)와 디지털 업무
혁신 세미나
-코엑스

• 쿠버네티스 데이
2019
-한국광고문화회관

4/3

4/4

4/5

3/25

4/1
• CeBIT /MESSE
HANNOVER 2019
-독일 하노버(1~5日)
• CHINA
INTERNATIONAL
HARDWARE FAIR
2019
-중국 상해(1~3日)

3/26

4/2

3/14

3/15
• Smart Factory Joint
Workshop 5G ACIA
and 5G Forum
-서울 쉐라톤 팔래스
• HCI & UI/UX Seoul
Summit 2019
-한국광고문화회관
• 2019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협약설명회
-엘타워

• AI EXPO TOKYO
2019
-일본 도쿄(3~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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