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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

무선 액세스 기술 동향

이동통신 기술: CDMA, LTE 

무선 인터넷 통신 기술: WiMax, WiBro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최신 IT 동향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KT의 iPhone 도입 및 향후 전망

무선랜(WLAN) 기술 및 서비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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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Weiser의 미래 예측

Ubiquitous computing envisions computation primarily in the 
background where it may not even be noticed. Whereas the intimate 

computer does your bidding, the ubiquitous computer leaves you feeling 
as though you did it yourself.  IEEE Computer, Oct. 1993.

유비퀴터스 컴퓨팅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술로

마치 사용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기술이다“ ”

Main Frame
1970’s

PC & the Internet
1980’s~1990’s

Ubiquitous Computing
2000’s

컴퓨팅 파워 네트워킹/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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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Computing의 특징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변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야 한다.

원격으로 컴퓨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주변에 네트워크의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통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에 컴퓨터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사용 가능해야 함.

사용자의 위치, 사용 시간, 단말의 종류, 주변 환경에 따라
네트워크 및 디스플레이 방식이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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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Com을 위한 최적의 통신 기술

높은 이동성을 지원하는 기술?

이동성을 위한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낮은 데이터 속도를 감수해야 함

이동성과 함께 높은 데이터 속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대역을 제공하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함

높은 주파수 대역은 전파의 직진성으로 인한 품질 문제 복잡한 코딩 알고리즘/
회로 필요 비싼 가격, 높은 전력 소모

높은 데이터 속도를 지원하는 기술?

이를 지탱할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함

단일 무선 통신 기술? 이종 기술의 결합?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선통신기술은 없음
사용 목적, 사용 분야에 맞는 기술을 선택

높은 이동성 지원 기술 + 높은 데이터 속도 지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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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Com을 위한 통신 기술

Personal Area Network
(WPAN) Technologies

Local Area Network
(WLAN) Technologies

Body Area Network
(WBAN) Technologies

3m 이내의 거리에서의 10Mbps 이내의 속도로 무선 통신

IEEE 802.15.6 TG에서 BAN 표준화 진행 중

Nokia의 Wibree (2.4GHz 대역 사용)

10m 내외의 거리에서 (한 개인 중심의) 무선 통신 지원

저전력을 사용하도록 설계됨

IrDA, Bluetooth, UWB, Z-Wave, ZigBee.

100m 내외의 거리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선 통신 지원

Infrastructure mode vs. Ad Hoc mode, Mesh

802.11a/b/g/n

Wibree Z-Wave

WAN

WLAN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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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Com을 위한 통신 기술

Mobile Data Comm.
Technologies

Wireless Data Comm.
Technologies

Wireless Mesh Network
Technologies

이동통신망의 무선랜 버전: 사용자 이동성 (로밍) 지원

수 Km의 LOS 환경에서는 무선 백홀(Backhaul)로 사용

관련 표준: IEEE 802.11s (mesh), IEEE 802.11r 
(roaming), IEEE 802.11i(security)

SKT, KT는 WCDMA 이용, LGT는 CDMA2000 1x EV-DO 
Rev.A 이용

정지 시 1Gbps, 이동 시 100Mbps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
하는 4G LTE (Long-Term Evolution)으로 진화 준비 중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WiMax 서비스 이용

WiBro는 이동형 WiMax 서비스

관련 표준: IEEE 802.16d(WiMax), IEEE 802.16e(WiBro)

IEEE 802.16m 표준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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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Com을 위한 통신 서비스의 진화 전망

전
화
망

무
선
망

인
터
넷

컨텐츠

서비스 / 제어망

가입자망 / 전달망

현재 미래

방
송
망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망은 수평적 구조로 변화

광대역 통신망(BcN)을 통해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가치의 원천이 네트워크에서 컨텐츠로 이동하는 Value Chain의 변화

네트웍 사업자는 대역폭 가격 하락에 따른 신규 성장기반 확보 필요

컨텐츠 사업자는 새로운 유통채널 등장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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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Technology Trend

IEEE 802.11g

IEEE 802.11n

2G CDMA

WCDMA
1xEV-DO

4G LTE-Advanced
WiBro-Evolution

SMS

LBS
VOD

DAB/DVB

Video Phone

Video Conferencing

Person-to-Person

Person-to-Machine

Machine-to-Machine

Ubiquitous Network

IPT

UC

FMC

IPTV

Mobile IPTV

3G 

WCDMA R5/6
Rev-A

1998                               2002 2005                         2009                       2013    2015 ~  

Telepresence

Object-to-Object

6LowPAN

IEEE 802.11b/a

3-Screen

Digital Signage

Communication Services – Multimedia & Ubiquitous 응용 기술 수용
Network – 미래 서비스 트렌드를 융합할 수 있는 고속 무선 네트워크로 진화

9

무선 액세스 기술

1995 2000 2005 2010

802.11
2Mbps

802.11b
11Mbps

802.11ag
54Mbps

802.11n
600Mbps

WLAN
기술

Wi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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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술 진화 경과 및 전망

WCDMA

CDMA

WCDMACMDA

POST 3G3G

Super 3G HSOPA

□ 4G LTE : 고속 이동시 100Mbps,  저속 이동 및 정지시 1Gbps

(14.4M)

1.9M

U/L Speed

HSUPA(R6)

1.8/3.6/7.2/14.4M

(384K)

D/L Speed, Interactivity

Network Capacity

HSDPA(R5)

고품질 영상통화, 고속 데이터, 대용량 컨텐츠, USIM 부가서비스

DBDM(CDMA + WCDMA), SBSM(WCDMA Only지원)

384K

128K

Quality

Dedicated Channel

R4

기본 이동전화 서비스의 확장으로

멀티미디어와 패킷망 영상전화 가능
서비스

D/L
U/L

특징

기술

SBSM(CDMA Only 지원)단말기

3.1M

1.8M

Network
(단말)

데이터 패킷을 별도의 망을 이용해 전송

음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x/EVDO Rev. A

구 분

W-CDMA        →

비동기 : 단기적으로 3G Enhancement를, 장기적으로는 4G Long-Term Evolution으로 발전

HSDPA/HSUPA        →

CDMA2000
EV-DO        

동기 : EV-DO에서 데이터 전송속도 개선, 장기적으로는 4G로 Long-Term Evolution으로 발전

EV-DO
Rev A/B

EV-DO
Rev C→ →

무선 네트워크는 고속 데이터, 멀티미디어 통신에 적합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3G는 384K~14.4M를 지원하고 향후 100M 이상의 대역폭으로 확장 예상

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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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TE is an Essential Evolutionary Step?

10억

Broadband growth (subscriber) 2007~2014

LTE (Long Term Evolution)

100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4G 이동통신 기술, 2.3~2.4 GHz 사용

3GPP(3rd Generation Partnetship Project)에서 표준화 진행 중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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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ax vs. WiBro

IEEE 802.16 Standard

Wireless Metropolitan Area Network (WMAN) 표준

광대역 데이터 접속 서비스를 제공 (Voice, Data, Video)

IEEE 802.16d Standard (802.16-2004)

10~66GHz 대역 및 2~11GHz 대역에서 P-to-MP Application 용으로 개발

Fixed or Nomadic Wireless Broadband 표준 WiMax로 알려짐

IEEE 802.16e Standard (802.16-2005)

이동성(mobility)를 지원하는 802.16d 표준, 2.3~2.5GHz 대역 10MHz 사용

최고 120Km/h (75M/h)의 속도로 이동하며 통신 가능

국내에서는 와이브로(WiBro)로 알려짐, 2.3GHz 대역 8.75MHz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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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ax vs. WiBro

1~3 miles (5Km)up to 30 Mbps (10 MHz channel)802.16e (WiBro)

4~10 miles (15Km)up to 75 Mbps (20 Mhz channel)802.16d (WiMax)

RangeData RateStandard

How WiMAX Works How Wibro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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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KT에서 802.16e를 이용한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SKT에서 3.5G HSDPA를 이용한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기자, IT 전문가, 보험업 종사자

서울 및 수도권 29개 지역에 국한된 서비스 (2010년 중 지방 대도시로 확대 예정)

2009년 10월 가입자수: 26만 (2004년 와이브도 도입 시점에 2010년 880만 가입자 예상)

사용자 밀집 지역에서는 통신 속도 저하

서비스 한계

서비스 가능 지역이 제한되었고 도시 내 음영지역이 많음

무료 인터넷 접속 포인트의 증가로 인한 매력도 저하

SKT의 무료 넷북 제공 약정제 분석

4만원 요금제를 36개월 사용시 80만원 대 넷북 무료 제공

2만원 X 36개월 = 72만원짜리 넷북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 (무제한 정액제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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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기술

무선랜(WLAN)은 유선랜의 확장 또는 대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통신 시스템으로
무선 주파수(RF) 또는 적외선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공중으로 전송하거나 수신

주요 특성

주파수, 전파의 세기 등에 따라 30m에서 수백 m 범위(range, coverage)에서 사용 가능

무허가 주파수 대역(900MHz, 2.4GHz, 5GHz)을 사용하므로 전파의 간섭 상존

뛰어난 보안성 및 안정성 제공: 군사적/상업적으로 40여 년 전부터 사용된 기술

주요 장점

케이블 설치가 필요 없으므로, 설치, 유지보수, 재비치가 용이 비용 절감

긴급, 임시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구축 가능

단말의 이동성 지원, 네트워크 확장성이 뛰어남

다양한 무선랜 장치를 접속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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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표준

400m

140m

120m

140m

140m

Maximum
Range

~ 130Mbps
250Mbps

600Mbps
2.4GHz, 5GHzDSSS, OFDM802.11n

~ 22Mbps

~ 4Mbps ( used 
with 802.11b)

54Mbps2.4GHz
DSSS,

HR-DSSS, 
OFDM

802.11g

~ 22Mbps54Mbps5GHzOFDM802.11a

~ 4Mbps11Mbps2.4GHz
DSSS,

HR-DSSS
802.11b

< 1Mbps2Mbps2.4GHz, IR
FHSS, DSSS, 

infrared
802.11

Typical 
Throughput

Supported 
Bandwidth

Frequency 
Range

Transfer 
Method

WLAN Standard 
Description

• DSSS: Direct-Sequence Spread Spectrum

• HR-DSSS: High-Rate DSSS

•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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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주파수 및 채널

2.4GHz 대역의 채널

13개의 채널, 20MHz/채널

3개의 비중첩 채널

IEEE 802.11b/g/n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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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주파수 및 채널

5GHz 대역의 채널

5GHz 대역에 5MHz 간격으로 200개의 채널 정의, 20MHz/채널

12개의 비중첩 채널

IEEE 802.11a/n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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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n 표준

표준화 이력

2004년 IEEE 802.11 Task Group n (TGn)을 형성하며 표준화 작업 시작

2009년 9월 16일, IEEE 802.11n 표준 최종 승인

주요 특징

높은 전송 속도: 최대 600Mbps 제공 가능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적합

OFDM 사용: 가용한 대역폭을 52개의 서브캐리어로 나누어 동시 전송 65Mbps

최대 4개의 송신기를 동시 이용 가능 260Mbps

채널 본딩을 이용해 40MHz 대역 이용 가능 520Mbps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일종의 공간분할 다중화) 기술 이용

Beamforming 기술 이용: 신호의 도달 거리 및 성능 개선 도달 거리 2배 이상 증가

Aggregation 기술 이용: 하나의 액세스 오버헤드 프레임 셋에 대해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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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n 표준 - M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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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n 표준 - Beamforming

Top View

Side View

Antenna Pattern

안테나 방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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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Hot Zone 서비스

KT NESPOT 서비스

2002년부터 사업 개시, 전국적으로 13,000 AP 설치

2005년 40만 가입자 돌파 후 하향세, 최근 FMC 돌풍과 함께 활성화 기대

활성화 부진 배경: 2008년까지 무선랜 사용자 및 무선랜 지원 단말의 제한,
초고속 인터넷과 별개로 사용요금 지불에 대한 저항감

CATV 사업자의 무료 무선랜 서비스

GS강남방송과 HCN이 2008년부터 압구정, 
청담 까페 골목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서비스

CATV 가입자들은 무료로 무선인터넷 및
무선 인터넷 전화 이용 가능

열세한 가입자 유치 역량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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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공유기

KT의 Egg

와이브로를 이용하여 무선랜 서비스 제공

최대 3명 동시 이용 가능

단말기 가격: 22만원

무제한 요금제(50GB/월) 이용시 무료 제공

화훼이의 Pocket WiFi

고속패킷접속(HSPA) 기반의 와이파이 공유기 2010년 출시

최대 5명 동시 이용 가능

최대 속도는 상향 5.8Mbps, 하향 7.2Mbps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전국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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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지원 스마트폰

Nokia N95

Sony-Ericsson C905

HTC 4288
Sunno Q880

LG InciteSamsung MirageApple i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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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PMP

i-Station T5-N DMBTG삼보 PHOLIC CP-1000 iRiver P35

Cowon P5Apple iPod Touch

Mintpass Mint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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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VoIP폰

myLG070 WiFi Phone Belkin WiFi Phone

Netgear WiFi Phone Linksys WIP300-NA

IP-918WF SIP WI-FI Phone

iRiver MP3P 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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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지원 프린터

Canon PIXMA MP990 Epson WorkForce 610

Samsung CLP-315W HP Officejet Pro 8500 Xerox WorkCentre 3210/N

HP Photosmart Premium C30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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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지원 게임단말

Playstation 3 XBOX 360

Nintendo Wii

Nintendo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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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지원 디지털 카메라

Panasonic Lumix DMC-TZ50 Nikon Coolpix S610c 10MP Sony Cyber-shot DSC-G3

Kodak EasyShare One Samsung VLUU ST1000 Canon EOS 5D Mark II + WFT-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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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인터넷 라디오

Revo Pico Internet Radio

Revo Blic WiFi Internet Radio

Satechi INSP3

Sanyo

Portable WiFi
Internet Radio

Myine IR100
Logitec WiFi Music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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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지원 e-Book 리더 / 디지털 액자

네오럭스 NUUT2 NOOK AlexNetronix EB-100

야시카

HP DreamScreen 100/130 삼성 SPF-72V 삼성 SPF-8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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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지원 Gadgets

Spykee WiFi Spy Robot

Chumby

Nabaztag

Rov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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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탐색기

Wi-Fi Detec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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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 개념

공장 집/다중운집 시설

IP 네트워크

AP2 (WiFi)

IP폰

WLAN zone
WLAN

(지 사)

AP1 (WiFi)

IP-PBX

AP (WiFi)

듀얼폰

모뎀

인터넷 전화

기지국기지국

휴대전화

구내 무선IP전화

AP간 로밍

기지국기지국

휴대전화
010-3010-1234

무료 내부
통화

저렴한
유선 통화

동일한
무선통화

저렴한
유선 통화

AP(WiF
i)

본사

구내 무선IP전화
1003

사용자가 자신의 현재 액세스 방식과는 상관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점에서 유무선 망의 구분이 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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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 주요 서비스 및 혜택

VoIP
무료 통화

구성원B 무선 구성원C 무선

인터넷전화

외부 고객 / 구성원

고객 구내
내선번호 내선번호

외부 고객

부재 중

특정 Zone 외부

이동전화

착신전환

구성원A 유선

VoIP
무료 통화

이동전화

외부 고객

구내 통신

무료 통화
구내구내 <<-->>구내구내

구내구내 --> > 구외구외

부재중부재중 착신착신
전환전환

요금 절감

(20원 12원)
(3분 38월)

고객 구내

고객 구내

WLAN/CDMA dual mode 지원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통해 사무실 유선 전화, 
이동전화, 무선인터넷과 부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모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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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 구현 방법

FMC 구현 방법

Bridging 방법: 여러 장치들을 통해 동일 서비스를 제공 (services on multiple devices)

Uniting 방법: 하나의 장치를 통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 (multiple services on 1 device)

Bridging 방법

DMB를 핸드폰, 네비게이터, PMP 등에서 시청하는 것

3 Screen 서비스: 핸드폰, TV, PC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Uniting 방법

스마트폰으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서로 다른 서비스 사이의 연동, 간섭 문제 해결 필요

Person-Device-Service 사이의 커플링 이슈

이종 단말간의 서비스 연동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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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 기술 진화 및 전망

Basic VCC
Phase I
07’ 1Q

Voice Continuity (VoIP-to-Cellular Voice Handoff)
기본적인 부가서비스 지원 (WiFi 존 밖에서 착신전환 등)
VoIP Access 망에 독립적인 Voice Handover 기능

Voice Continuity 기능 개선/ 고도화
　 Presence Based Routing 등
Service Continuity 기능 제공
　 CS Domain 부가 서비스 Continuity 지원 확대

Enhanced VCC
Phase II
07’ 4Q

Multimedia VCC
Phase III

08’ ~

2010년 ~2010년 ~2009년2009년2008년2008년

FMC 듀얼폰 서비스 상용화

- IMS VCC(Voice)모델 상용화

- One-Number 듀얼폰 출시

* OZ-옴니아(9월), 년말 1기종 추가

FMC 단말의 데이터 이동성 기술 검증

LG데이콤
추진경과

표준화
진행방향

FMC 듀얼폰 시범 서비스

- IMS VCC(Voice) 플랫폼 개발

- LGT CDMA 연동 개발

※ VCC: Voice Call Continuity

※ IMS: IP Multimedia Subsystem

유무선 통신의 융합과 개인화 및 통신비 절감의 고객 니즈에 따라 FMC 서비스의 플랫폼, 
듀얼모드 단말 개발 확산 - VCC 기술의 표준화가 음성에서 멀티미디어 핸드오버 기술로 진화

FMC 듀얼폰 서비스 본격화

- 기업용 UC 서비스 연동

다양한 FMC 단말 확보

- 구글폰, 아이폰 등

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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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IP Multimedia Subsystem)

모바일 사용자에게 멀티미디어 컨텐츠(음성,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를
IP로 전송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IMS의 구조 및 개념도

IMS의 구조

응용 계층 (Application Layer)

세션 계층 (Session Layer)

액세스 계층 (Access Layer)

게임, 비디오, 채팅과 같은 SIP 기반
어플리케이션 제공

SIP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버로
구성 (CSCF 및 HSS를 포함)

이동통신용 단말, LAN, 케이블모뎀, 
xDSL 등 수용

※ SIP: Service Initiation Protocol

CSCF: Call Session Control Function

HSS: Home Subscriber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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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elecom의 FMC

WiFi가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FMC 제공

- LG-LU2100 레일라

- SPH-M7350 오즈옴니아

인터넷전화/이동통신서비스 기본 제공

국내 최저 데이터 요금제(정액)

myLG070과 동일한 저렴한 통화료

- 가입자간 무료통화 제공

통화연결음, CID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통화 중 Handover 제공

- Wi-Fi → CDMA 단방향

Push e-Mail 등 제공

단말기

통화요금

부가
서비스

LG 텔레콤의 FMC 서비스는 일반인 대상의 “Mass형”과 기업 대상의 “기업형”으로 구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는 Customized된 FMC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

LG 데이콤 주도LG 텔레콤 주도주체

기업 인터넷 상품과 통합
빌링 (인터넷 + FMC + 
웹하드 등)

VoIP와 이동전화 통합
빌링

빌링

영업사원을 통한 가입

- 신청서 작성/계약

전국 대리점

홈페이지/콜센터
가입

스마트폰에 App. 설치

(모바일 오피스 기본 탑재)

Feature폰에 VoIP 탑재

스마트폰에 App. 설치
방식

070 VoIP + IP-PBX + 
이동통신

– 구내전화 등 기업솔루
션 제공

– 이동통신/Handover는

– Mass형과 동일

070 VoIP + 이동통신

- 이동통신 기본 제공

- Handover호에 대해

부가서비스 제공

구성

기업형 FMC

(Customized FMC)

Mass형 FMC

(일반인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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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elecom의 FMC

2010년 합병 후 FMC 서비스 본격화

2010년 1Q 중 서비스 본격화 예정

LG전자 레일라, 삼성전자 오즈옴니아 이용

피쳐폰 대상 FMC 및 안드로이드폰 도입 가능성 검토 중 (2010 2Q)

• Pleasurable Mobile Internet 

• Unconventional 3D UI

Value proposition

Main Specification
• OS Windows Mobile 6.5 

• Network Wi-Fi 802.11 b/g

• LCD 3.0’’ WQVGA TFT LCD,

Full Touch Screen

• Memory       4Gb/2Gb Memory

• Micro SD (Up To 8GB)

• Camera 5MP AF Camera w/o Flash

• Battery 1500mAh

• Others GPS, USB 2.0(HS), 

BT 2.1(EDR)

Accelerometer

• Proximity, Lighting Sensor, TDMB

Value proposition

Main Specification

• Stylish Full Touch Phone

• AMOLED

• OS               Windows Mobile 6.5 

• Network Wi-Fi 802.11 b/g 

• LCD 3.7’’ , WVGA  AMOLED

Full Touch Screen

• Memory 4Gb/2Gb Memory

• Micro SD  (Up To 8GB)

• Camera 5MP Camera / 0.3MP VT

• Battery 1500mAh

• Others Web Viewer,  e-mail,  OMA

DRM

• T-DMB, GPS 

레일라 오즈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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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elecom의 FMC

메일메일

게시판게시판

Officeplus

PlannerPlanner

결재
u-Accounting

u-HR
u-HCI

결재
u-Accounting

u-HR
u-HCI

메신저메신저

조직도조직도

…

그룹웨어
(Officeplus)

모바일Biz서버

LGT

방화벽모바일Gateway스마트폰

•웹 브라우저 방식
(검토중 )

or

•스마트폰용
모바일그룹웨어

미들웨어
(보안,인증,압축,
단말관리,동기화)

미들웨어
(보안,인증,압축,
단말관리,동기화)

모바일

그룹웨어

어댑터

모바일

그룹웨어

어댑터

WAS (J2EE 1.5)WAS (J2EE 1.5)

OS (Windows or Unix)OS (Windows or Unix)

결재

어댑터

결재

어댑터

일반폰 방화벽

OZ폰

단말 SW 구성 대상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구성도

서비스 연결

과금,인증,
서비스라우팅

서비스 요청/응답처리
모바일변환 그룹웨어서비스

서비스 응답

모바일 SI 프로젝트 영역 (LG CNS, BTB솔루션 등과 협업 가능)

FMC에서의 Mobile Groupware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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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elecom의 FMC – 구축 사례 (A 유형)

’09년 내 IPT를 우선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10년 1Q FMC 서비스 상용화 시점을 전후로 하여 FMC를 도입하는 모델

전산센터 본사

통신실

PSTN백업회선

PBX

IP폰

PC

PC

IP-PBX

F/W

CPG

CPG

M/C

M/C

Voice 

전용회선

IPT 시스템

Switch Switch

Switch

Switch

Internet

SBCWAN
Router

Billing SSW

IP-CentrexAS

LS

MS

스마트폰

스마트폰

일반폰

FMC

무선랜
콘트롤러 RFMS

FMC

무선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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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elecom의 FMC – 구축 사례 (B 유형)

본사

AP

RFMS

AP

AP

백본스위치 광장비

인터넷 전용회선

번호이동 후
기존번호
발신/착신

로밍

무선랜 콘트롤러

스위치(PoE)

통신실

FMC단말

SiSi

SiSi

Internet

SBC

WAN
Router

Billing SSW

IP-CentrexAS

LS

MS

DCS IP-PBX를 기본으로 사무실내 WiFi 로밍을 지원하는 무선랜 환경을 구축하고,
LGT의 스마트폰을 통해 FMC 및 그룹웨어와 같은 UC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 DCS: Dacom Commun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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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elecom의 FMC – 발신통화 UI

VoIP 통화 인터넷전화 연결 중…

돌려주기 연락처 종료

홍길동

☎ 07012345678

돌려주기 연락처 종료

메모 음소거 통화대기

홍길동

☎ 07012345678

CDMA 통화

돌려주기 연락처 통화

메모 음소거 통화대기

통화시간

홍길동

☎ 07012345678

통화가 끝났습니다01:11:11 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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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Telecom의 FMC – 착신통화 UI

VoIP 통화

CDMA 통화

최원상
070-7589-4075

돌려주기 연락처 종료

메모 음소거 통화대기

홍길동

☎ 07012341234

돌려주기 연락처 통화

메모 음소거 통화대기

통화시간

홍길동

☎ 07012341234

통화가 끝났습니다01:11:11 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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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고객 (임직원 1800명): 월 1,100만원, 년 1.4억 통신비 절감

중규모 고객 (임직원 300명): 월 194만원, 년 2,300만원 통신비 절감

소규모 고객 (임직원 50명): 월 32만원, 년 388만원 통신비 절감

국내 FMC 도입 현황 및 효과

삼성증권, 아모레퍼시픽, 기상청 등 20 사이트 구축 완료 및 진행 중

삼성 증권
2009년 6월 구축 완료 (KT)

영업직원 1000여 명 대상으로 최초 구축

삼성전자 미라지폰(M3800) 이용

기상청
2010년 1월 중 구축 완료 예정 (SKT)

국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FMC 환경 구현
(1500명 규모)

삼성전자 옴니아2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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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Fixed Mobile Substitution

일종의 지역할인 개념: 부가 사용료 내야 함 (2천원/월 정도)

업무지원 시스템과의 연동에 제약 (UC 전환 제약)

이동전화
네트워크

기지국 A

기지국 B
할인존

직장

할인존 外의 지역

10초에 18원

10초에 13원
유: 3분에 39원

SKT의 FMS (Fixed-Mobile Substitution) 개념도

FMS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동 가입자 기반을 이용해
기존의 유선전화 가입자를 이동전화 가입자로 유치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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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법안 통과 (2009년 12월 11일)

유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6개월 이후 사업 가능: 제4 이동통신사업자 등장 가능

논란: 3년 후 재판매 의무화 및 사전 도매대가 규제 폐지의 일몰제 포함

이동통신서비스 경쟁구도 변화를 통한 요금인하 유도 (20~30% 수준 예상)

무선 인터넷 활성화

이동통신 설비의 효율적 이용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란 주파수사용권을 보유한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이를 임대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MVNO 추진 배경

MVNO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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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음성만으로는 한계 (외국에서도 동일 사례 발견)

데이터와의 결합 적극 모색 필요

MVNO 사업자 동향 (국내)

• LG텔레콤과 전자책 MVNO 사업 진행 중 (2010년 2월 중 서비스 개시 예정)

• LG이노텍과 전자책 개발
인터파크

• 모바일 카드 사업의 일환으로 MVNO 진출 모색 중신한카드

• 금융과 통신의 컨버전스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MVNO 고려 중BC카드

• KT와 협력하여 자동차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연계한 MVNO 사업 추진 중

• 기존 ‘모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할 예정
현대자동차

• KT와 협력하여 전자책 사업 진행 중 (삼성전자 파피루스 이용 예정)

• 컨텐츠 소싱 및 서비스 플랫폼 국축 및 운영 담당 (Wi-Fi와 3G향 두 가지 모델)
교보문고

• KT 재판매 (한겨레폰, 순복음폰) MVNO 사업으로 전환

• 2009년 16만 가입자를 2011년 40만으로 확대 목표
에넥스 텔레콤

• 음성위주의 틈새 시장 공략: 종교, 학원 등의 특화 시장 공략온세텔레콤

• 케이블TV,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 이동전화의 QPS 혹은 TPS로 접근케이블TV업계

내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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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사업자 동향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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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

유럽: 2006년 7월 기준 290개 MVNO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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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무선통신 기술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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