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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IT 융합

차세대 IPTV

01

Mobile IPTV
미디어서비스 수요변화와
산업 특징

│산업정보분석실 선임연구원 김 상 국│
│Tel : 02-3299-6294│e-mail: sgkim@kisti.re.kr│

Mobile IPTV는 무선구간에서 이동성을
지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IPTV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Mobile IPTV는 무선구간에서 이동성을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IPTV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무선접속이 가능한 구간
에서 자유롭게 IPTV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무선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핸드오버와 같은

이동성지원기술을 통해 IPTV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특히, 특성이 서로 다른 무선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기술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기술들은 Mobile IPTV의 가용범위를 확대
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관련 표준화 단체들은
필요한 기술에 대한 연구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Mobile IPTV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표준
기술들이 개발 중에 있는데 국내 DMB와 해외
DVB/MediaFLO로 대표
되는 단방향성 Mobile
IPTV는 IP기술을 기반
으로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IP를 기반
으로 하는 인터넷 상의
무수히 많은 콘텐츠 및
다양한 장점들을 기술적
으로 수용하기 위해
IP기술을 결합하는 확정
표 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 :

Vol. 1 Issue 7 KISTI MARKET REPORT_ 3

KMR07-5차.ps 2011.9.27 10:11 PM 페이지4

MAC08

“ Mobile IPTV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표준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IP기술을 결합하는 확정표준화를

선택하고 특정 AP에 접속하면 특정 IP Multicast 주소에
접근하여 원하는 방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진행 중에 있다.”
미디어서비스의 수요변화
현재까지 Mobile TV/IPTV가 고려하는 네트워크 환경은

국내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상파/위성DMB, DVB-SH, MediaFlo등과 같은

방송통신 전송망 광대역화에 따라 기존 방송과 통신의

Broadcasting망과 MBMS, BCMCS와 같은 이동통신망,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또한

그리고 WiMAX, WiBro와 같은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 환경

인터넷의 확산과 유무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로 인해 웹

이었으며 상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Mobile TV/IPTV 기술

TV, DMB, IPTV 등 콘텐츠의 유통창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수준은 상용화 및 표준화 수준에 이른 상태이다. WLAN의

더불어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가 영역에 따라 수직적으로

경우 Multicast/Broadcast 전송 메커니즘의 전송에러에

결합되던 과거의 구조에서 플랫폼과 미디어가 서로 통합되는

대한 해결 방법 및 H.264 스트림 전송에 대한 연구가 논문

형태로 진화하고 콘텐츠는 통합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유통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뿐 이를 전반적으로 해결하여 Mobile

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IPTV 제품/솔루션 형태로 개발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동일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방송과 통신의 모든 네트워크와

않는다. 많은 통신사업자들이 WiBro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플랫폼 환경으로의 변화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술전망은 비용이

방송통신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저렴하면서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선AP(Access Point)가

있다. 지금까지 컴퓨터와 인터넷의 결합이 미디어 변화를

많기 때문에 설치와 제거가 손쉬운 WLAN이 Mobile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이 주도할 것으로

IPTV 전송의 대안 네트워크로 부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상된다. 특히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은 기존 고정형 서비스

아울러 Gigabit WLAN 출현과 이기종 네트워크 간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형 Mobile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버티컬 핸드오버 등의 기술 진화로 보다 자유로운 Mobile

이끌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뉴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IPTV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뉴미디어 생산자의 수와 종류가 증가하고 미디어 기업

IPTV 서비스업체들이 기획/개발하고 있는 N-Screen 서비스

생태계는 확장되고 있다.

(N-Screen service)*에는 Mobile IPTV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기술전망은 Gigabit WLAN 출현과 이기종
네트워크 간 버티컬 핸드오버 등의 기술진화로
WLAN이 Mobile IPTV 전송의 대안 네트워크로
부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국내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는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기반의 IPTV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통적인 통신
사업자들이 뉴미디어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Mobile IPTV 서비스를 위해서는 일체의 H/W 및 S/W

무선 네트워크의 진화, 스마트폰, 넷북 등 고성능 휴대

솔루션이 요구된다. 이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Mobile

단말의 확대, Mobile OS 및 브라우즈 등 SW플랫폼의

단말기에 Player S/W와 IPTV에서 제공되는 ESG(Electronic

중요성 증가, 모바일웹 2.0 등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도래가

Service Guide)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 서비스를

빠르게 진행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가장 큰 성장 요인은 스마트폰

* N-Screen 서비스(N-Screen service)

보급률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MP3 플레이어,
PMP, PSP, PND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이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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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IPTV

하나로 실행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용

미디어 서비스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WiMAX, HSPA 등

기기의 강력한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무선브로드밴드 환경이 갖춰져 있고 이동통신사들이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중심으로 무선인터넷 시장이 성장하고

차세대 킬러앱으로 IPTV 상용화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있으며 이는 그동안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기존 유선 IPTV에 이동성을 부가한 Mobile IPTV에 대한

모바일 비즈니스 구조가 개방형 모델로 전환되고 있음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 표준화 단계에

의미한다.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있으며 상용화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일부 선발 기업과

수용자는 디지털 융합에 따른 플랫폼 간의 교차시청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유는 TPS 및 QPS로 이어지는 유무선 컨버전스 경쟁에서
Mobile IPTV가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도래가 빠르게 진행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 또한 시간과 장소 및 디바이스를 선택
할 수 있는 적극적 수용자로 변화하고 있다.”

이다.

Mobile IPTV 솔루션과 IPTV 솔루션은 하나의
산업군
Mobile IPTV 솔루션 산업은 기존의 IPTV 솔루션 산업과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기존 IPTV 솔루션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네트워크 전송속도의

산업내의 경쟁기업들이 Mobile IPTV 솔루션 산업에서도 활동

고도화에 따라 Mobile 동영상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산업의 구조도 유사하여 하나의 산업군

특히 CES 2009에서 미국방송사연합(OMVC)이 ATSC

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Mobile IPTV

기반의 MobileDTV 서비스 계획을 발표한 이래, 국내업체

솔루션을 소비하는 산업은 Mobile IPTV 서비스를 가입자를

들은 MobileDTV 수신기능을 갖춘 단말시장을 주도하고

대상으로 제공하는 업체들로 구성된다. 기존의 IPTV 서비스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방송통신 환경 속에서 방송매체

사업자들은 Mobile IPTV 서비스로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산업의 경우 차세대 컨버전스 경쟁의 승부처로 Mobile IPTV와

(2011년 4월 29일 KT, Mobile IPTV서비스
‘올레TV나우’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Mobile 인터넷 TV 등이 특히 주목

출시), 케이블TV 서비스 사업자들도 Mobile IPTV 서비스

받고 있다.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차세대 컨버전스 경쟁의 승부처로 Mobile IPTV와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Mobile 인터넷 TV 등이 주목
받으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차세대 킬러앱으로 IPTV
상용화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으나 아직은 기술
표준화 단계에 있으며 상용화 사례는 없다. ”

현재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지상파DMB(T-DMB)는

국내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

수익모델 부재로 난관에 봉착해 있고 위성DMB(S-DMB)는

사업자들이며 SKT, KT, LGT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전국

콘텐츠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적인 망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IPTV 서비스를

DMB 형태의 폐쇄적 단방향 Mobile 방송이 아니라 IPTV에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

이동성을 부가한 Mobile IPTV가 개인화된 양방향 멀티

사업자(MSO, Multiple System Operator)들은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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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국적으로 93개가 있으며 사업자별 대상지역에 대해

대형 이동통신사인데 국내에서는 KT, SKT, LGT 등이 포함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된다. 이들 사업자들은 전국망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각 지역
별로 지역 국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 국사들이

“기존 IPTV 솔루션 산업내의 경쟁기업들이 Mobile

Mobile IPTV 솔루션의 잠재적 수요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Mobile IPTV 솔루션 시장규모는 2012년 40억 원,

IPTV 솔루션산업에서도활동할것으로보이며기존의

2016년 212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시장

IPTV 서비스 사업자들과 케이블TV 서비스 사업자

규모는 2012년 2,160억 원, 2016년 11,448억 원 규모로

들도 Mobile IPTV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된다. ”
IPTV 서비스 산업과 케이블TV 서비스 산업은 고도의
방송정보통신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사업인 동시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수반하는 자본집약적 산업특성을 가지고

IPTV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는 관련 업체 증가
국내에서 IPTV 서비스 플랫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있다. 또한 요구되는 초기 시설투자 규모와 기존 경쟁업체들의
규모의 경제로 인해 시장진입장벽이 상당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IPTV 서비스 산업은 급변하는 방송정보통신 기술트렌드
및 디지털 양방향 방송통신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분

업체

내용

시장규모의 변화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비교적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Mobile IPTV
솔루션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내의 Mobile
IPTV 솔루션에 대한 잠재적 수요처는 개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MSO)가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SO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른 형태의 수요처는 전국망 IPTV 서비스를 하는

·

고정형 IPTV 서비스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PTV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는 관련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련 업체들은 이동성이 강조되는 서비스 트랜드에
발맞추어 Mobile IPTV 솔루션 분야로도 연구 개발의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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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기술시장동향과 추이 및 향후 전망

│기술정보분석실 선임연구원 여 운 동 │Tel : 02-3299-6017│e-mail : wdyeo@kisti.re.kr│

터치스크린은 인간과 컴퓨터가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터치스크린은 스크린에 나타난 문자 또는 특정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디스플레이 상의 좌표로
변환해주며 드라이버 S/W는 터치스크린을 구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위치에 손가락, 펜 등을 접촉하여 시스템을 작동
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터치스크린은 최근 모바일
폰 등에서 복잡·다양해진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
인간과 컴퓨터가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터치스크린은 기존 현금인출기, 키오스크
(Kiosk)등의 시장에서 휴대폰이나 게임기 등 개인정보
기기로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특히 Apple의
iPhone이 터치스크린을 탑재시켜 크게 히트한 이후
주요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휴대폰을 출시하고 있다.
터치스크린은 터치 패널, 컨트롤러, 드라이버
S/W등으로 구성된다. 터치패널은 접촉입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입력좌표를 검출하며 컨트롤러로 신호를
전송하고 컨트롤러는 터치패널에서 전송된 신호를

터치스크린 모듈 세계시장은 2011년 80억
달러에서 2016년 140억 달러로 연평균
18% 성장 전망
2010년 세계경기 침체와 기대보다 느린 회복
에도 불구하고 터치스크린은 전년대비 30%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하였다. 2009년 43억 달러였던 터치
스크린 모듈 세계시장 규모는 2011년 80억 달러,
2016년 140억 달러로 향후 몇 년간은 연평균 18%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터치스크린의 보급은 모바일 폰, MP3, 내비게이션
등의 휴대형 디바이스를 통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Displaybank는 2011년 터치패널을 적용한 모바일
폰의 출하량을 943백만 대, 스마트 북은 66백만 대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 터치스크린의 태블릿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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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향후 수년간은

가고 있고 일체형 등 제작방식 변화와 대기업의 참여로

일체형 PC, 미니노트/슬레이트 PC, self 등록대 등의 대형

한국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pplication에서도 터치스크린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시장은 핵심 부품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미국, 대만에 의해 주도
세계 터치스크린 시장은 핵심 부품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23%), 미국(17.5%)이나 다수의 패널제작 업체가

“ 터치스크린 공급사슬은 대만이 터치패널에 대한
제작 능력을 확대하고 미국업체들이 새로운 컨트롤러
IC 제품을 선보이는 등 사용기술의 차이와 수요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있는 대만(28.1%)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 점유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컨트롤 IC 등에서 해외 업체와 격차를 줄여

자료 :

터치스크린 공급사슬은 사용기술의 차이와 수요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자료 :

2010년

자료 :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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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터치스크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만은 터치패널에 대한 제작 능력을 확대
하면서 전체적인 가치사슬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업체들은 새로운 컨트롤러 IC 제품을
선보이고 있고 2010년 엔고로 주변 국가들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던 일본의 업체들은 터치
패널 원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O 필름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의 패널업체는 내수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2010년에는 전년대비 39%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대부분이 저항막식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전용량식은 중국내에 있는 대만
이나 일본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2010년 매출액 51.2%를 기록,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정전용량식
정전용량식은 반응시간, 투과율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레이어 구조에서 저항막식
보다 유리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

특히 3인치 이상의 모바일 기기에서는 저항
막식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2010년 저항막식(Resitive) 터치스크린은
61.5%의 출하량을 기록하여 여전히 시장
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34.4%로, 매출액 51.2%를 기록한 정전
용량식(Projected Capacitive)에 이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n-cell/On-cell 방식은 현재 전체
점유율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기존
기술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
In-cell/On-cell 방식은 수율이 낮고
설비투자비가 높아 전체 점유율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기술을 대체하고 터치
스크린 시장을 대기업중심으로 재편하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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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고려했었다. 반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7인치 갤럭시 탭에

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대만의 AUO 등의 LCD 패널 제조

Film 방식을 적용하였던 삼성도 10.1인치에서는 Glass 방식

업체들은 모바일 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에서 On-cell 방식의

으로 변경을 진행중이며,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는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과도기적으로 Glass-Film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있어 주류기술은 제품별로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중도적 관점에서는 중고가 사양에서는 Glass방식이,
중저가 사양에서는 Film 방식이 주류로 자리 잡고 최저가

중고가 사양에서는 Glass 방식, 중저가 사양에
서는 Film 방식이 주도할 전망

제품에는 저항막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Glass 방식과 Film 방식의 주류 경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iPhone과 iPad에 Glass 방식을 도입하였던 Apple도
경량화에 대한 한계에 봉착해 아이패드2에는 Film 방식을

기술

장점

단점

자료 :

컨트롤러 IC 업체 중심으로 공급사슬이 변화하고
있는 정전용량 터치패널 시장
정전용량 터치패널 시장에서 컨트롤러 IC 업체 중심으로
공급사슬이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 폰용으로 쓰이는 터치
패널이 정전용량식으로 바뀌고 제조방식에서 일체형이

자료 :

등장하면서 기존과 다른 형태의 터치스크린 공급사슬이
생성되고 있다. 정전용량 방식 컨트롤러 IC는 높은 정밀도와
Application

Winning Technology

Runner-UpTechnology

기술적인 숙련도를 요구하고 세트업체 단말기 사양별로
ITO 필름에 패턴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단순 조립 중심의
LCD 모듈 제조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컨트롤러 IC 제조
업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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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무선통신

4G 무선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LTE 및 WiMAX를 중심으로 본
기술 및 시장 동향
│기술사업화정보실 선임연구원 성 태 응 │Tel : 02-3299-6172│e-mail : ts322@kisti.re.kr│

4G 무선이동통신 기술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심의 통합 네트워크 환경으로의 전환

“ IMT-2000 규격 단일화의 실패와 서비스

무선 이동통신 시장의 진화단계는 크게 3단계로

이동통신기술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차세대

구분되는데 아날로그 방식의 제1세대 이동통신,

이동통신 기술의 큰 흐름은 3GPP가 제안하는

디지털방식의 제2세대 이동통신, IMT-2000의

LTE-Advanced 시스템과 Mobile WiMAX

제3세대(3G) 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는
WiMAX 및 LTE를 비롯하여 제4세대(4G) 이동통신
기술로 진화중이다. IMT2000 규격 단일화의 실패와

측면에서의 최대 데이터율 제한 등 3세대

진영의 WiMAX 802.16m 기반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다. ”

서비스 측면에서의 최대 데이터율의 제한 등 3G
기술의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전 세계적
으로 4G 이동통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어 왔다. 4G 이동통신기술은 현재의 음성
이나 패킷, 데이터, 통신위주의 서비스가 음성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무선
전송 기술과 기존의 유무선통신망을 비롯한
방송망 등의 다양한 망과의 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가능한 고속의 멀티
미디어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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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차세대 이동통신 4G 기술의

통신 기술은 2003년 말 IT선정동력 9대 품목으로 선정된

큰 흐름은 3GPP가 제안하는 LTE-Advanced 시스템과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터넷망과

Mobile WiMAX 진영의 WiMAX 802.16m 기반으로 가고 있는

연동시킨 화상통화 및 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추세이다. 이는‘All-IP 기반’
으로 정지 상태에서 1Gbps, 고속

활성화 기술로 선정되었다. 이에따라 산·학·연이 협력한

이동 시에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이 지원을 받고 있다.

있다. 즉 이동 중에는 현재 W-CDMA의 50배, 정지 중에는

이들 연구는 2011년, 패킷 무선전송 및 모바일 소프트

초고속 유선통신 속도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차세대 무선랜 등의 기술개발과 2015년까지 이

콘텐츠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4G 후보 기술인 LTE와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상용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업체

WiMAX 두 진영 사이의 경쟁은 더 이상 네트워크 자체만의

공동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무선통신영역에서도

경쟁이 아닌 보다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시킬 수

지속적 진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4G 이동통신, 무선랜,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근접통신 영역에서 핵심기술로 분류되는 WiMAX 및 LTE의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는 서비스, 통신비용, 서비스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함으로써 4G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패턴, 단말기 측면에서 기존 통신 환경을 멀티미디어 데이터

선점 및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동통신의

중심의 통합 네트워크 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4G 이동

국제 표준화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LTE

LTE-Advanced WiMAX 802,16e WiMAX 802,16m

“ 국내 4G 이동통신 기술은 2003년 IT선정동력 9대
품목으로 선정,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과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상용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업체 공동추진과 WiMAX 및 LTE의 신속한
상용화 추진 그리고 국제 표준화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LTE 서비스는 2009년 12월에 스웨덴 이동통신사인
TeliaSonera가 세계 첫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0년

자료 :

전 세계 74개 이동통신사의 LTE 도입계획 발표와 함께
2011년에는 더 많은 사업자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표준상 Mobile WiMAX는 Up/Down 링크 둘 다
OFDMA(Orthogor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적용하고 LTE는 Down 링크에서만 OFDMA를 사용하고
있다. FDMA는 각 신호의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중첩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보호 주파수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접속 가능한 사용자의 수와 주파수 효율 측면에서
낭비되는 대역폭이 많았다. 그러나 OFDMA는 인접하는 신호
간에 상관관계 없이 만들어 신호 간 서로 중첩하는 경우에도
수신 측에서 신호를 쉽게 검출하고 다른 신호 구분이 용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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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일 주파수 대역에 보다 많은 가입자와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게 만든 방식이다.

4G 이동통신 개발을 위하여 ITU를 비롯하여 유럽의
WWRF(Wireless World Research Forum), 일본의 mITF(Mobile
IT Forum), 중국의 FuFURE(Future Technologies for
Universal Radio Environment)프로젝트 등 세계 각국에서
표준화 및 기술개발의 시도가 진행 중이다. 먼저 ITU-R
에서는 IMT-2000의 비전 및 기술요구 사항을 완성한 후,
IMT-2000 고도화 시스템과 IMT-2000이후의 시스템 정의와
비전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비록 ITU-R에서 4G 이동통신
이라는 용어대신 IMT-2000의 발전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상 이를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EC산하의 WSI(Wireless
Strategies Initiative)프로젝트를 통하여 4세대 이동통신
개발을 위한 비전창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료 :

“ 4G 이동통신 개발을 위한 세계 각국에서 표준화 및
기술개발의 시도가 진행 중이며 북미에서는 Clear결국 OFDMA는 WiMAX와 LTE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리적인 대역폭보다 더 넓게 사용하여 전송속도를 높이기

wire가 WiMAX 서비스를 추진, 올해 중에 서비스
영역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송수신단에서 복수의 안테나를 사용
하여 동시에 여러 채널을 송수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안테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MIMO 기술은 WLAN IEEE 802.11n 표준에 적용
되고 있으며 WiMAX에서는 wave2부터 Down 링크에서
도입하고 있고 LTE에서도 역시 MIMO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도 4G 기술 개발에
상당부분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KT, 인텔 등이 WiMAX
기반의 와이브로 진영에 포진해 있고 최근 LG전자가 LTE
기술 기반 단말 모뎀칩을 개발하고 LTE 진영에 가세
함으로써 국내 대표적인 전자기업인 삼성과 LG의 상반된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 WiMAX 기반의 와이브로 진영에 포진해 있는
삼성전자, ICT, 인텔 중 LG전자가 최근 LTE 기술
기반 단말 모뎀칩을 개발하고 LTE 진영에 가세

자료 :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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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에서는 4G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전략으로

국내 3G 이동통신 산업은 2010년 수출 360억

먼저 IMT-2000의 네크워크 기술요구사항을 완료하고

달러를 달성하며 연평균 1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이후에 SSG(Special Study Group)을 설립해 IMT-

왔으나 4G 기술 관련에서는 해외 주요기업에 비해 삼성

2000 이후의 시스템구성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요구

전자나 LG전자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그럼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863 Communications

에도 불구하고 2011년 LTE 및 WiMAX의 신속한 상용

High Tech R&D Program의 FuTURE 프로젝트에서

화가 이뤄진다면 2013년 국내 시장규모는 각각 30억

4G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현재 북미지역

달러 및 15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에서는 Clearwire가 가장 공격적으로 WiMAX 서비스를

기존의 3G 기술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에 서비스 영역을 추가로 확대

25% 및 5%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할 예정이다. 802.16m은 현재 상용화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Mobile WiMAX(802.16e) 기술과 하위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운 표준으로

“ IDC 보고서에서는 4G LTE 및 WiMAX 기술이

업그레이드할 경우에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사업자들

차지하는 시장규모를 각각 85억 달러와 15억

의 부담이 적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적극적으로 WiMAX

달러로 추산한 반면 Frost 자료에서는 LTE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큰 부담 없이

WiMAX 시장규모를 전체 180억 달러로 전망 ”

WiMAX 계열의 4G인 802.18m 표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현재 802.16m은 빠르면 2011년
중에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내에서의
상용화는 2012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무선통신분야의 세계시장은 2009년 기준 1조 2,022억
달러로 추산되며 2013년에는 1조 4,80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rost & Sullivan자료(2010.03)에
따르면 2013년에는 무선통신 서비스가 68.7%(1조 165억

2011년은 전 세계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4G로
진화하는 원년, 2013년까지 가입자 2억 1,600만 명
추산

달러)로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은 전 세계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4G(4세대)로

특히 4G 통신으로 진화하는 단계에서 HDTV급

다시 진화하는 원년이다. 이미 미국, 일본을 비롯한 몇몇

고속 휴대인터넷 서비스와 입체TV급 양방향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모바일 기기와 콘텐츠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에서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일부지역에 LTE,
Mobile WiMAX(WiBro) 구축을 시작하면서 4G의 포문을
열었다. 2013년까지 가입자 2억 1,600만 명에 18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용화
초기에는 노트북과 동글(dongle) 이용자가 주를 이룰
것이며 핸드셋형 단말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11년 LTE 및 WiMAX의 신속한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2013년 국내 시장규모는 각각 30억
달러와 150억달러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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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등 최적의 무선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 뛰어난 4G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과 관련된

조기 상용화될 경우 시장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술 표준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술 경쟁력에서

또한 W-CDMA 시장 가속화 및 Mobile WiMAX(Wibro)
신규시장 확대로 규모 증가는 청신호로 전망된다.
반면에 전 세계 이동통신 기술별 시장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그 중 4G LTE 및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국내 사업자간의 심층적
협의체제 구축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문제 해결을
위한제도의활성화를위한고민과논의가시급하다.”

WiMAX 기술이 차지하는 시장규모는 85억 달러 및 1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Frost자료에 따른 LTE 및

실질적으로 한국이 응용기술이 앞서 있다할지라도

WiMAX 시장규모인 180억 달러에 비해 보수적 관점

원천기술과 관련 기술 표준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술

으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쟁력에서 뒤쳐질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산·학·연 공동

4G의 힘은 데이터 전송성능의 획기적 향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사업자간 논의 필요

연구체제의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연구체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수 연구인력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대기업

4G 후보 기술인 LTE와 Mobile WiMAX는 기술적
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까지 전 세계
대규모 이동통신사들이 LTE를 차세대 네트워크 표준
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 발표 및 시범
테스트에 돌입함에 따라 4G 기술 표준 경쟁이 LTE
쪽으로 결정되며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동향을
보면 LTE 확대로 인해 유선 인프라가 부족한 신규 시장을
공략하여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Mobile

들은 고급인력을 원하고 있지만 대학이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대학에
공동연구센터 설립과 같은 방안마련을 통해 학위과정
중의 공동 연구 및 졸업 후 핵심 인력으로의 활용을 위한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
표준 확보를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의 국내
사업자간 협의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
및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WiMAX가 LTE보다 빠른 시장진입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두 진영
사이의 경쟁은 더 이상 네트워크 자체만의 경쟁이 아닌
보다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는
모바일 단말기기 부문의 원천기술은 선진국에 뒤쳐지는
반면 시스템 기술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시스템 시장이 과거에 비해 위축되고 있고 사업자
들의 시스템 투자 미흡으로 수준급 기술을 사업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차세대 이동
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원천기술(LTE, Mobile WiMAX)에
대한 우위를 확보해야 하지만 국내 사업자간에도 아직
4G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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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임베디드 SW
시장기술 현황 및 정책제언

│정보분석전략팀 선임연구원 권 오 진 │Tel : 02-3299-6097│e-mail : dbajin@kisti.re.kr│

등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점차 주행 중 브레이크

자동차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의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을 구현하기 위한
ECU를 운영하는 핵심기술

페달을 밟았을 때 바퀴가 잠겨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

오늘날의 자동차는 기능이 지능형 자동차로

횡축 움직임을 감지하여 차량이 주행 중 미끄러짐을

발전해 감에 따라 초기의 에어백 장치, 안전벨트

방지하는 VDC(Vehicle Dynamic Control), 미끄럽거나

하는 기술인 ABS(Anti-lock Braking System), 차량의

DOOR
DOOR

HVAC
VDC
ABS
TC

SIR
SIR

RAD]

EPS
CIM

CLUS
PCM
ETC

RZM

BODY

DOO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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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임베디드 SW

젖은 노면에서 출발 혹은 가속 시에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자동차의 엔진, 브레이크, 트랜스미션 등을 제어하는

방지하는 TCS(Traction Control System), 앞차와의 거리를

전자장치를 ECU(Electronic Control Unit)*라고하며 다양한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인 SCC(Smart Cruise Control)

장치들을 통제 및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임베디드

등과 차량내부의 네트워크 기술(LIN, CAN, FlexRay)이
상호 연동하여 동작하게 되었다.

소프트웨어라 한다. 1993년 OSEK(Offene Systeme und
deren Schnittstellen für die Elektronik im Kraftfahrzeug)/
VDX(Vehicle Distributed eXecutive)는 자동차용 임베디드
시스템 표준화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자동차 업체(BMW,

“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시장에서 하드

폭스바겐, 다임러-벤츠 등)와 모토로라가 참여하여 만든

웨어 자체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을

표준화 단체이자 표준규격이었다. 그러나 업체별 호완성이

타개하기위해기존의하드웨어중심에서지식융합형
(자동차+IT)으로체제를전환하였으며경쟁력확보를
위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떨어지고 완성차 업체와 부품조달업체 간 의사소통문제
등으로 인하여 2003년 AUTOSAT(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표준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AUTOSAT 소프트웨어 구조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Software Component), 런타임 환경(Runtime Environment),
기반 소프트웨어(Basic Software)의 세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구성되며

* ECU(Electronic Control Unit)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간 통신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런타임 환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반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진단, 운영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표준 인터페이스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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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인포테인먼트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확대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임베디드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차량 자동차전자

소프트웨어의 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요타 자동차

제어장치(ECU)의
‘AutoWorks-플랫폼 기술’
과
향상된 자동차 전장 제어시스템의 설계·구현을

렉서스에 들어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라인수는
500~700만에 달하고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의 복잡도 증가, 신제품 출시에

지원하는‘AutoWorks-개발도구 기술’
을 개발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겹치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하였다. ”

대한 경쟁력이 곧 자동차 경쟁력과 직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신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매년 300여 대 이상의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자동차전자제어장치

신차가 출시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ECU)의‘AutoWorks-플랫폼 기술’
과 자동차의 향상된
전장 제어시스템의 설계·구현을 지원하는‘AutoWorks개발도구 기술’
을 개발하였다. 이 개발에는 현대자동차, 만도,
대성전기공업, 컨피테크, 굿소프트웨어랩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이 개발로 차량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자동차산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15년, 세계시장은 2천900억 달러, 국내시장은
1조 500억 원 규모 전망
임베디드 시스템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시장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체 산업에서 임베디드 관련
시장은 시장조사 기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자동차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10년 2천200억 달러에서 2015년 2천900억 달러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이 곧 자동차의
경쟁력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은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1980년대 초반 자동차에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차량 가격의 1%정도였던 것이 20%까지 증가하고 있다. 고급
자동차의 경우 부품 3만점, ECU 40~100여 개 정도가 적용될
정도로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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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10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업의 강점 분야는 차량용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등

산업 현황 및 실태’
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문 임베디드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관련분야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자동차 선진국과 비교해 운영체제 2.5년,
미들웨어 1.8년, 응용 소프트웨어 0.9년, 개발도구 2.2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 국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은 인포테인먼트를

AUTOSAR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국내 자동차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취약부분인 안전관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고무적인 일이나 아직까지 저변확대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완성차업체와 중소기업, 대학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 2000년 이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발생한 자동차 리콜사태를 통해 안전과 연관된

지식경제부의 차량 IT혁신센터 선정기업을 살펴보면

경우 기업의 이미지 추락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코리아즘, 벨록스소프트, 에지텍, 하이디어솔류션즈, 유브릿즈,

수 있음은 물론 발생비용 또한 높다는 사실을 교훈

미디어젠, 트란소노, 컨피테크, 에이스안테나, 마이크로
인피니티, 아이트로 닉스정보통신이 있다. 정부지원 과제들
대부분은 인포테인먼트 관련 기술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

삼아 이와 관련한 국내의 미진한 연구개발에 탄력을
줄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

취약 부분인 안전과 관련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완성차업체와 중소기업, 대학이 연계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고객의 안전 및 자동차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회사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2000년 이후

것으로고려된다.

소프트웨어 결함은 자동차 리콜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되었다.

국내 차량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2010년

맥킨지(2006)보고서에 따르면 ECU에서 자동차의 결함

6천700억 원 규모였으나 2015년 1조 500억 원 규모에

발생율이 25%로 나타났으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하드웨어 결함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동차용 임베디드

국내 임베디드 기술, 선진국과 1~2.5년 격차,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요망
선진국들은 미래의 자동차가 갖추어야할 조건으로
에너지, 환경 및 안전문제, 사용자의 편의성 추구로 보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규격인 ISO26262에 국내 전문가
그룹이 취약한 것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인력양성을 통해 저변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지능형 자동차의 연구
개발에 첨예한 기술경쟁을 펼치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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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자원)
Bio Resource
고도물처리산업

05

정수처리용 고분자 분리막
스마트상수도의 핵심기술로서
전개와 향후 전망

│기술정보분석실 책임연구원 이 혁 재 │Tel : 02-3299-6059│e-mail: hlee@kisti.re.kr│

정수처리용 고분자 분리막은 스마트상수도의
근간이 되는 분리막 정수 공정의 핵심 제품

“ 분리막에 의한 정수 공정은 에너지 소모가
적고 분리 효율이 높으며 소규모의 모듈

고도물처리산업은 2009년에 발표된‘신성장동력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비교적

종합추진계획’
을 통해 정부가 향후 5년간 대규모의

간단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들로 인해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17대 성장동력 중 하나이다.

국내외 정수처리용 분리막 시장은 점차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생산과 공급을 목표로 하는

되고 있다.”

스마트상수도는 고도물처리산업에서 개발을 목표로
하는 STAR 브랜드이다. 스마트상수도는 분리막
(membrane)을 이용한 정수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기

로부터 특정 물질을 선택도의 차이에 의해 분리하는

때문에 정수처리용 분리막은 스마트상수도의

반투과성 장벽(semi-permeablebarrier)이다. 분리막을

핵심이 되는 제품이다.

구성하는 소재는 세라믹, 금속, 유리 섬유 등 다양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분리막 제품을 상용화

20_ KISTI MARKET REPORT

분리막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

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물질은 고분자이다.

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까지 목표로

정수처리용 고분자 분리막은 상수도와 같이

하고 있다. 아울러 정수처리용 분리막은 국내외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drinking water)의 생산을

물 시장 선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 번

목적으로 하는 고분자 소재의 분리막을 의미한다.

표명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의‘물 산업 육성 전략’

분리막에 의한 정수 공정은 다른 정수 공정에 비해

에서도 중요한 원천기술로 제시된 바 있는 제품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분리

이기도 하다.

효율이 높고 사용이 쉬우며 소규모의 모듈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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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수도

구성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비교적 간단하게 확장할 수 있다.

소비량 실현, 내 오염성 향상 및 분리 대상의 제거율 향상 기술 등에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국내외 정수처리용 분리막 시장은 점차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 정수처리용 분리막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수처리용 분리막은 기공(pore)의 크기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역시 소수의

정밀여과막, 한외여과막, 나노여과막, 역삼투막 등으로 구분

선진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밀여과막 시스템의

된다. 각 분리막의 세부 사양이나 요구 성능은 기술이 적용되는

세계시장 규모는 2001년의 7억 6,900만 달러에서 2008년의

국가별 수도법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1억 1,8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15억 6,400만

2008년 12월 발효된 환경부 고시 제 2008-198호와 2009년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01년 이후 세계 시장의

6월 30일에 발효된 수도법에서 수처리용 분리막의 요구

42% 내외를 점유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성능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법령 및 고시에 의하면 정수처
리용(수도용) 분리막은 수도용 막의 종류 및 특징과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막의 종류

여과법

분리경

제거대상물질

자료 :

정수처리용 분리막 세계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이
주도,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 초기 진입 단계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정밀여과막과 한외여과막은 1993년
미국 밀워키에서 원생동물(크립토스포리디움)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병원성 미생물 등
일정 크기 이상의 오염 물질을 상수원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리막 공정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분리막 정수 공정의 신뢰성 향상, 저 에너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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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세계 시장의 25% 내외를 점유하여 미국에 이어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물 산업 육성 의지와 세계적인 정수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처리용 분리막 시장의 확대 등에 힘입어 정수처리용 분리막에

10% 내외이며 이는 12%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일본을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수 처리규모는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대등한 수준이다.

계획되어 있는 막여과 정수장을 포함하더라도 220,400톤/일에
불과하다. 이는 정수 공정에 분리막 여과법이 허용된 시기가
2009년 중반으로 최근이었으며 그로 인한 기술적인 개발 부재가

“2015년, 정밀여과막 시스템의 세계시장 규모는 15억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영등포

6,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외

정수장의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2~3년

여과막 시스템의 세계시장 규모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후에는 정수 공정의 상당 부분이 분리막 정수처리 공정으로 급격

하여 28억 6,100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한외여과막 시스템의 세계시장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있다. 2001년의 한외여과막 시스템 시장규모는 8억
9,000만 달러였으며 2008년에는 15억 9,400만 달러로 성장
하였다. 2015년에는 28억 6,100만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의 2001년 세계 시장 점유율은 31.0%와 31.2%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며 2008년에는 미국이 33.0%로 소폭
상승하였고 유럽은 29.8%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12%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며 미소한
감소추세를 보인다.
국내 정수처리용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은 소수의 대학,

미국의 GE 등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기업이 전체
시장 69.8% 점유
막여과 정수처리 공정에서 분리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10~15% 수준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막 제조기술은 막여과 공정의 핵심
기술로 평가되어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리막 제조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정밀여과 및 한외여과
분리막의 세계 시장은 미국의 GE가 22.4%를 점유하여 선두에
있다. 독일의 Siemens(18.2%), 일본의 Asahi Kasei(17.7%),

출연(연) 및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중대형 정수장에 적용
되는 상용 분리막의 국산화는 하루 50,000톤 규모의 영등포
시범정수장이 2011년 4월 준공됨으로서 실현되었다. 이처럼
정수처리에 분리막 공정의 도입이 늦은 것은 기존의 수도법에
분리막 여과 공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는 2009년 발효된 개정 수도법과에 분리막
여과공정이 포함되면서 관련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등포 정수장의 시범운영의 성공여부에 따라
향후 2~3년 후에는 정수공정의 상당부분이 분리막 정수
처리 공정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 수도법에 분리막 여과 공정이 포함
되면서 국내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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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용 고분자 분리막

네덜란드의 Norit(11.5%)를 포함한 4개 기업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국내

69.8%에 이른다.

물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면서 2008년을
기점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정수용 분리막 개발을
시작하였다. 현재 정수처리용 분리막을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

“정수처리용 분리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기업은

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코오롱,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웅진케미칼, 효성, LG전자, 제일모직 등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중견기업들은 기업 간 연합을 통해 경쟁 상황에 대처

에치투엘 등이 있다.

하고 있다.”

코오롱과 에치투엘은 영등포 정수장에 각각 25,000㎥/일
규모의 막여과 공정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상업 생산을 개시
하였다. 효성은 최근 정수장에 분리막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세계시장의 선두에 있는 GE는 이미 환경기술 분야에 집중할

인증제도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단체표준표시인증을 확보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에서 수처리 사업을 첫 번째로

하였고 웅진케미칼은 나노여과막에 대한 인증을 확보하였다.

지목한 바 있다. GE는 Osmonics, Ionics 및 Zenon 등의 수처리

제일모직과 LG전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수를 포함한 수

관련 주요 기업을 인수하며 분리막 제조 분야에 진출하였다.

처리용 분리막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독일의 Siemens 역시 US Filter사를 인수하여 분리막 제조

해외 제조사들까지 가세할 경우 국내 수처리 시장에는 치열한

분야에 진출하였다. 기업 간의 연합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있다. Remicon, Puron AG, Fluid System사와 연합한 KOCH
Membrane System, Filmtec, Omex, Rohm&Haas와 연합한
Dow Chemicals 등이 좋은 예이다.
이처럼 해외의 거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분리막 제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거나 기업 간 연합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의 참여로 관련 기술개발 활발한
추진 중, 분리막 신소재의 개발과 막 공정의 운영기술
개발로 한계 극복

규모를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Asahi

정수 처리용 분리막의 국내 기술개발 동향은 환경부의

Kasei를 비롯하여 Toray, Nitto Denko, Kubota, Metawater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 발족된 2004년을 기점으로 구분할 수

등이 정수처리용 분리막을 제조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Norit와

있다. 2004년 이전에는 정수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관련

프랑스의 Aquasource 등도 정수처리용 분리막을 제조하고

기술이 거의 없었으나 본 사업단을 통해 정수처리용 분리막

있다. 독일의 Inge를 비롯하여 중국의 많은 저가 분리막 제조사

소재 개발, 막여과 공정 개발, 유지관리기술 확보 등이 상당

들은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분 이루어졌다. 2010년부터는 지식경제부의 WPM(World
Primer Materials) 사업을 통해 정수용 분리막에 대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제일모직, LG전자, 웅진

“정부의 물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케미칼, 코오롱, 효성 등의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정수용

코오롱, 웅진케미칼, 효성, LG전자, 제일모직 등의

분리막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 정수용 분리막 제조기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에치투엘 등이 관련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에는 기존

경쟁 중에 있으며 해외 제조사들까지 가세할 경우
국내 수 처리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규 고분자 소재의 개발과
함께 현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인
막 공정의 운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2004년 환경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의 발족
으로 정수용 분리막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이후에 수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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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자원)
Bio Resource
고도물처리산업

06

재이용수(water recycling)
기술·시장전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상황

│기술정보분석실 책임연구원 강 종 석 │Tel : 02-3299-6048│e-mail : kangjs@kisti.re.kr│

물 재이용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고성능 분리막 모듈개발
재이용수 산업은
‘각종 생활, 공업 용수의 생산과
공급, 하·폐수의 이송과 처리, 그리고 서비스·
건설·운영·관리와 연관된 산업’
을 총칭한다. 이러한
물 재이용 산업은 인구의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규모는 작지만 공업
용수·공업하수 분야와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할

물 재이용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고성능 분리막 모듈(membrane module) 개발이며
적용 분야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복수의 분리막
모듈이 조합된 시스템 형태인 제품으로 구현된다.
분리막 모듈 제품은 모듈 형태에 따라 나권형(spiral
wound), 판틀형(plate and frame), 관형(tubular
type), 및 중공사형(hollow fiber)으로 나눌 수 있다.
분리막 면적당 비용은 중공사형막이 가장 저렴하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글에서는 처리(recycling) 전 원수(source
wastewater)를 기준으로 하여 공업용수 및 공업

판틀형막모듈 관형막모듈 중공사막모듈

하수, 오·폐수, 기타 재이용수를 용수로 한정하고
공학적 처리조작(process)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물 재이용 산업은 인구의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규모는
작지만 공업용수·공업하수 분야와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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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대체용수

평판형 모듈이 고가이지만 막교체 비용 측면에서는 반대로

(sweeping water), 장내중수도 등으로 구분되고 장외용수는 공업

평판형이 가장 유리하다. 평판형 모듈은 분리막의 교환이 용이

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구분된다.

하기 때문에 자주 막교환이 필요한 소규모 공정에 응용된다.

2009년 기준, 하수 처리수 재이용현황을 보면 장내용수는

관형모듈은 비용, 투과유속, 체류량 측면에서 다른 모듈에

연간 약 3억 8천7백만 톤, 장외용수는 약 3억 4천백만 톤으로

비하여 단점이 있으나 원료용액의 공급 속도를 높게 운전할 수

전체 하수처리량의 약 10.9%에 해당한다. 장내용수는 주로

있어 막오염 현상이 비교적 적고 특히 모듈을 쉽게 세척할 수

세척수나 냉각수, 청소수 등으로 사용되고 장외용수는 하천유지

있어 식품 및 의약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용수와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한다.

중공사막 모듈은 모듈 내에 중공사 충전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단위부피당 처리량은 매우 높으나 세척 및 교체 등이
좀 더 어렵다. 나권형 모듈은 평판형 모듈과 유사하지만 평판형

“ 2009년 현재 장내용수와 장외용수가 전체 하수

모듈의 문제점인 충전 밀도를 크게 향상시킨 장점을 지닌 반면에

처리량의 약 10.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업용수로

모듈 내 세척이 평판형 모듈보다 어렵다.

사용되는 경우는 전체 4%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적 완성도와 경제성 확보수준이

“ 최근 회전형 분리막 모듈과 진동형 분리막 모듈이 중심이

시장 기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도체, 환경 산업 등의
분야에서 분리막 공정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모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적합한 모듈의 선정과 특수한
목적에 부합되는 모듈을 폭넓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최근 고전단력을 분리막 표면에 가함으로써 막오염을 최소화
하는 다양한 모듈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내용수

특히 회전형 분리막 모듈과 진동형 분리막 모듈이 연구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막 및 모듈은 분리
하고자 하는 원료와 목적 등에 따라서 중요시되는 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모듈의 형태가 다른 모듈에 비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반도체, 식품, 의약 그리고 환경 산업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분리막 공정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모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모듈의 선정 그리고
특수한 목적에 부합되는 모듈을 폭넓게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장외용수

정부 2020년까지 물 재이용량 연간 30억 톤으로
확대, 국내시장 13.7% 성장 기대
물 재이용 분야는 처리수의 이용측면에서 장내용수와 장외
용수로 나눌 수 있다. 장내용수는 세척수, 냉각수, 청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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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체 4% 정도로 매우

연간 30억 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총 5조

낮은데 이는 기술적 완성도와 경제성 확보수준이 시장 기대에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이르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실제 인공하천

연간 성장률을 계산하면 약 13.7%가 되고 이를 사업비에 적용

조성 등으로 인한 하천유지용수는 2006년 약 257,000톤(/일)

하면 2010년 2,304억 원, 2011년 2,627억 원, 2012년 2,972억 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약 604,000톤(/일)로 대략 3배 정도 급격히

그리고 2013년 3,387억 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증가한 반면, 공업용수로의 재이용은 2006년 43,534톤(/일)에서
2009년 약 34,000톤(/일)(34,000톤/일은 2009년 환경부 하수도
통계자료의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현황표에 나타난 장외용수량에
장외용수 이용현황 그림에서 공업용수가 4% 차지한다는 근거를
토대로 1년 365일로 나누어 얻은 값임)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물 재이용을 위한 막분리 모듈 제품 시장은 국내외 물
재이용 시장과 물 재이용에 사용되는 분리막 시장으로 구분될 수

“현재 세계 재이용수 시장은 하수분야 2,110억 달러,
공업용수 및 하수분야 570억 달러, 기타 재이용수
분야 210억 달러 규모의 관련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세계 시장규모는 약 9.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물 재이용 시장에 대해 조사된
자료는 없으며 국내 재이용 시장은 2009년 초에 완공된 오산시
오산 공업용수 재이용과 소규모 하천유지용수 건설 등으로
아직은 관련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물 재이용 시장은 향후에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 밀집형 메가
시티의 등장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10년 10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부는
2025년 8,6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물시장 선점을
위한‘물산업육성전략’
을 발표, 2020년까지 약 3조
4,609억 원을 투자, 관련 원천기술 개발과 8개의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제시.”

2010년 10월 13일 있었던 녹색성장위원회「물산업육성
전략」
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물 재이용은 수자원 이용량의
2.6% 정도로 소규모이며 주로 하천유지용수나 청소용수로 사용
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이용 민간 공급업체나
전문설계·시공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9년 연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7.28억 톤으로 2008년 7.12억 톤에
비해 1,584,000톤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43,000톤(/일) 정도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은 하천유지용수이므로 대구·신천 하수
유지용수 톤당 사업비인 161,000원으로 산정해보면 69억 원
정도의 시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까지 물 재이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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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수(Water recycling)

삼일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업용수 재처리산업을

제일모직, LG전자, 효성 등 대기업이 관련분야 진출을 선언

토대로 추정한 경우, 세계시장은 연간 9%, 국내시장은

하였다. 그리고 기존 분리막 제조업체인 웅진케미칼이나

13.7% 성장으로 물 산업 전체 성장률 5.6%를 크게 상회하고

코오롱도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있다.

장기적으로 하수 재이용 시장의 급성장 예견,
제일모직, LG전자등 대기업 관련분야 진출
현재 국내 분리막을 이용한 하폐수 재처리 시장은 일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RO 공정을 제외하면 거의 형성되어

“ 국내 하수 재이용분야에 분리막을 공급하기 위한
해외 제조업체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으며 현재 GE, Siemens 등의 해외 선도
기업들이 국내 하수 재이용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있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 수익기업도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은 하수 재이용 시장의

한편으로는 국내 하수 재이용분야에 분리막을 공급하기

급성장이 예견되고 그 핵심에 분리막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위한 해외 제조업체들의 수주전도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포항
하수 재이용사업에 GE의 침지형 분리막과 웅진케미칼
역삼투막이 선정되어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3년

단계

지자체

하수
처리장

수요처

하수처리시설용량 재이용시설용량 사업비
(천㎥/일)
(천㎥/일)
(억 원)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수영만의 경우에는 Siemens의
중공사막이 선정되었고 최근 진행된 대산 공업용수 재이용
에는 Siemens의 분리막과 웅진케미칼의 역삼투막이 선정
되었으며 동부건설이 시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수분야와는
달리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공업용수 재이용은 낮은 산업용
용수값과 맞물려 대부분의 경우 아직은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 기업
들의 저가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로의 재이용사업에 2020년
까지 5조 3천억 원 투입, 핵심소재로 분리막 공급
전망
환경부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총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122만 톤의 공업용수를 재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30억
톤을 재이용하고 이를 위해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러한 하수 처리수의 공업용수로의
재이용사업은 성격상 분리막이 핵심소재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해수담수화 시장, 정수시장과 더불어 수처리
시장의 3대 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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