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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oIP(Voice over IP)는 패킷교환망을 통해 음성통신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기의 VoIP에서는 사용상 제약조건과 불편함 

때문에 사업모델이 성립하지 못하 다. 무선 역통신이 가능해지고,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합하게 진화함에 따라 VoIP

에서 무선 속기술을 이용한 Mobile VoI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bile VoIP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VoIP에서 새로운 사

업모델이 창출되었고, 웹 2.0과 Mobile 인터넷 화의 결합에 의해 SNS(Social Network Service)으로 서비스가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발생하 고, 이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크게 이동통신사업자, 소 트웨어 서비스 사업자, 가

상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 별정 사업자로 분류된다. 4가지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각각 사업모델이 차별화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obile 인터넷 화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서비스 동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Mobile 인터넷 화의 서비스 제공사업

자의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분석한다. 

Ⅰ. 서 론
  VoIP(Voice over IP)는 패킷교환 기술을 이용하여 음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90년  말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

께, 인터넷에 속된 PC에서 수행되는 소 트웨어에 의한 인

터넷 화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화1)서비스

를 제공하는 신규통신사업자들이 출 하 다. 신규통신사업자

들은 인터넷 화의 렴한 통신비용을 앞세우고, 한편으로는 

인터넷 화가 가진 음성품질, 통신품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입자 수를 확 하여 사업 역을 확 하려 하 다. 이들 인터

넷 화 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음성통신사업자들의 방어  략으로 인해 혹은 

사용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사업 으로 성공하지는 못하 다. 

  최근 WLAN, WiMax, 차세  이동통신망 등의 무선, 이동통

신 인 라가 확충되면서, 무선 통신망이 ALL IP망으로 진화하

고 있다. 무선 IP망에서 음성 서비스는 VoIP 기술을 이용하여

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VoIP 기술을 무선단말에 확장시킨 

Mobile VoIP2)가 확산되고 있다. 유선 VoIP 사업자가 단말기

를 이동단말에 까지 확 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고 있다. Mobile VoIP 사업은 음성통화 제공, 다자간 회

의통화, 그리고 단순한 IM(Instant Message) 서비스와의 결합

에 그치지 않고, 진화하는 Mobile VoIP에서는 Web 2.0과 

Mobile VoIP 결합을 통하여 어 리 이션에서 메신  연동, 

개인홈페이지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확장이 

진행 이다. 

  VoIP가 기존의 유선통신시장에 경쟁자로 출 하면서 낮은 

품질, 사용상의 불편함을 렴한 통신요 으로 보상하는 모델

이었으나, 확산에 문제가 있었다. 최근의 Mobile VoIP 역시 

렴한 통신요 을 제하고, 기술의 발 에 의해 통화품질은 우

수하고, 무선단말의 편리성까지 이용할 수 있어, 음성통신 서

1) 본 논문에서는 VoIP와 인터넷전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

하였음.

2) Mobile VoIP, Wireless VoIP, 모바일 VoIP, 무선 VoIP의 용어혼란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mobile VoIP로 표기함.

비스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Mobile VoIP 서비스 제공자들의 사업모델을 비교분석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는 Mobile VoIP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인터넷 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분류와 

서비스 제공방안에 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Mobile VoIP 서

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사업모델을 분석한다. 마지막 5

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Ⅱ. Mobile VoIP 기술동향
1. VoWLAN(Voice over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은 802.11b/g AP(Access Point)를 심으로 수십미터

의 반경을 가진 핫스폿지역을 형성하고, 이 지역 내에 있는 무

선단말과 11~54 Mbps의 무선인터넷 속을 지원한다. 

VoWLAN은 무선구간에 음성 IP 패킷으로 음성서비스를 제공

하기 한 기술로서, 무선구간에서 4~6 채 정도의 음성통신을 

제공한다. 물론, 무선구간의 QoS 제공문제,  제한된 채 용량, 

배터리 모드, 로 제공의 한정성 등 몇 가지 개선 이 남

아있으나, 지속 인 발 에 따라 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

다[1]. WLAN AP는 최근 속히 보 되어, 일반 기업, 가정 

 심지어 스토랑 등 공공장소에도 리 보 되고 있다.  이

에 따라 VoWLAN은 용단말기를 통한 음성서비스, 이동 화

에 듀얼모드 단말기, PDA 등 휴 용 장비에 실 되어 음성

화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2. VoIP over Mobile WiMAX
  VoIP에서  하나의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이 802.16e 

mobile Wimax인 WiBro이다. WiBro는 WLAN보다 확장되어 

높은 송률과 넓은 셀 반경을 특징으로 한다. 국내외에 발표

되어 있는 논문에 의하면, WiBRO에서 VoIP를 제공하는 데 약 

64채 의 음성통신이 가능하다. 

  VoIP over WiBro 서비스 제공은 기존 이동통신사에게 큰 

타격을  것으로 상했다. 2008년 OECD 장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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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over WiBro를 시연하여서 조만간 WiBro에서 음성통신서

비스가 상용화 될 것으로 상되었다. 그러나 WiBro의 사업자

가 KT와 SKT로 선정되었고, WiBro에서 음성통신이 사업성이 

있지만, KT와 SKT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 WiBro에서 음성

통신 서비스 제공을 미루어 왔다. 결국 기본 으로 WiBro는 

고속 데이터 용 서비스이고, 음성서비스에 최 화된 wcdma 

 cdma 등 이동통신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WiBro에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3. VoIP over 3GPP
  Cellular망 진화에 따른 송기술에 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2.5세  혹은 3세  기버  3GPP Rel99인 wcdma 이

동통신망은 음성은 회선교환(Circuit Switch : CS)으로 데이터

는 패킷교환(Packet Switch : PS)으로 구별해서 송하 다. 

3GPP망의 무선구간은 wcdma, HSDPA, HSUPA, 그리고 

LTE(Long Term Evolution)로 진화를 하고 있고, 무선구간에는 

음성을 패킷교환방식으로 달할 것이다. 핵심망 부분은 모두 

패킷교환방식으로 바 면서 서비스 제어를 한 IMS(IP 

Multimedia Subsystem)가 Rel 5인 HSDPA이후에 도입된다. 

그림 1.    Cellular Network 구성.

  음성을 PS로 송하는데, HSDPA이 까지는 CS망에 비해 

효율성이 68%로 떨어지지만,  Release 6인 HSPA에서부터 CS

망과 유사한 93%이고, 4세  망인 Release 7 LTE에서는 음성

을 PS망으로 송하는 것이 약 2배 효율 인 것을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wcdma, HSDPA, HSPA, LTE로 진화하는 3GPP에

서는 HSPA에서부터 음성을 패킷교환으로 송하는데 효율

이다.[4]

 

4. VoIP over 3GPP2
  3GPP2에서는 cdma2000 이후 1xEVDO(Evolution Data 

Only)  1xEVDV(Evolution Data Voice)로 표 을 개발하

다. 그러나, 1xEVDV는 상용화되지 않고, 1xEVDO Rel 0를 개

량시킨 cdma 1xEVDO Rev A, Rev B, Rev C로 진화하고 있

다. Rel 0는 cdma2000 1X망에 이은 효율 인 데이터 송 시

스템이고, Data Only의 명칭 로 최선형(best effort)으로 설계

되어 데이터 통신에만 합하다. 1xEDVO Rev A의 송속도

는 Rel 0보다 향상되어 하향 3.1Mbps(peak data),  상향 

1.8Mpbs(peak data)로 향상되었으며, 상향링크 개선  QoS지

원에 의해서 지연에 민감한 패킷 서비스인 VoIP,  Video 

Telephony와 같은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Rev A에

서부터 VoIP over Cellular를 제공하는데 효율 이다. [4]

 Ⅲ. VoIP 서비스 동향
  본 논문에서는 Mobile VoIP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로 유선통

신사업자, 별정인터넷 화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제3자 소

트웨어 VoIP 사업자로 구분한다. 

지배  유선통신사업자들은 렴한 VoIP 서비스 도입이 기술

인 세임을 인식하고 비 에 있으나, 기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에 의한 음성통신 매출이 삭감

되면서 가능한 한 도입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반면, 후발 유

선통신사업자들은 지배  사업자의 음성통신 역을 삭감하기 

해서, 인터넷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고속 속망을 이용한 VoIP의 보 에 극 이다. 

그림 2.    별정통신사업자 VoIP Network 구성.

 그림 2는 별정통신사업자의 VoIP 네트워크 구성도 이다. 기

업의 구내교환기와  결합되어, 구내교환기에서 PSTN를 타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망과 PSTN게이트웨이에서 발신하여 상

방과 통신이 이루어진다. 별정인터넷 화사업자들은 기간인터

넷 화사업자에게서 지역별 게이트웨이를 임차하거나 혹은 자

체 으로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서비

스 상을 기업 상과 개인사용자로 분류하 고, 개인사용자는 

VoWLAN을 이용한 용 단말기로 제공한다. 기업 용 서비스

는 그림 2와 같이 IP-PBX 혹은 구내PABX와 VoIP 게이트웨이

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기존에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구내교

환시설은 설비교체 없이 사용가능하다. 한 기업용 서비스에

서 기존이동통신사와의 력을 통해 FMC(Fixed Mobile 

Convergen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외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실내에서는 VoWLAN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기존에 회선교환방식을 이용하여 이동통

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3GPP와 3GPP2 네트워크 진화에 따라 

기존 회선교환방식에서 패킷교환방식으로 환될 것이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에 기 3G인 wcdma까지는 회

선교환방식을 사용하고, HSDPA에서부터는 IMS를 이용한 패

킷교환방식으로 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선교환방식에서 발

생하는 수익에 한 손해를 감수하고, 패킷교환방식으로 환

하는 것에 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시기 단을 하고 있

다. 

  제3자 소 트웨어 VoIP사업자는 PC 혹은 이동단말기에서 

수행되는 VoIP 클라이언트 소 트웨어를 제공하고, 호처리서

버를 설치하여 가입자들이 VoIP 서비스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1의 이동통신사업자에서 IMS를 이용한 

Mobile VoIP 서비스와는 달리, 그림 3과 같이 IP network망에 

속한 응용서버인 Mobile VoIP S/W 서버를 이용하여 서비

스를 제공한다. 

그림 3. 어 리 이션을 이용한 Mobile VoIP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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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속망을 이용한 Mobile VoIP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Mobile VoIP 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존이동통신사업자, 소 트

웨어를 이용한 Mobile VoIP 서비스 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와 

ITSP 사업자 3가지와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Mobile VoIP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WiBro 4가지가 

존재한다. 

  재 서비스 제공 인 3개의 사업자  가장 활발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소 트웨어를 이용한 Mobile VoIP 서

비스 사업자이고, 이동통신 인 라가 진화함에 따라 4세  이

동통신인 LTE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Mobile VoIP로

의 진화가 상된다.

Ⅳ. Mobile VoIP 사업모델
  본 에서는 VoIP 사업모델을 분석하기로 한다. 수많은 사

업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업모델로 활약하고 있는데, 여기서

는 표 인 모델들을 제시한다.

1. 소 트웨어 VoIP 사업자의 사업모델
  소 트웨어 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Skype를 비

롯하여 세계 으로 약 100여개가 있으며, 서비스 사업자 별로 

사업모델을 하드웨어 기반 인터넷 화 사업모델, 기본 서비스 

가입에 의한 인터넷 화 사업모델, 인터넷 화 사업자 력에 

의한 사업모델, 그리고 고에 의한 인터넷 화 사업모델 4가

지로 나  수 있다. 

가. 하드웨어 기반 VoIP 사업모델

  하드웨어 기반의 VoIP 사업모델은 VoIP 서비스 사업자가 

자사의 단말기를 매하는 형태이다. VoIP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해서는 인터넷 화 용 단말기를 구매하고, 단말

기는 자동 으로 IP 네트워크에 있는 인터넷 화 서버에 연결

되도록 설계된다. 가입자들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단말기를 구

매함으로써, 서비스에 가입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사업자들은 

단말기 가격이 가입자 모집에 결정 인 변수가 되므로, 가능한 

가격을 낮추기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입자들을 유치하

기 한 략으로서 가입자들 사이의 통화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 이다. 가입자들이 타망으로 발신하는 통화에 해

서는 사용료도 지불하게 되는데, 기존의 음성통신요 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인 사례로 

미국의 Vonage와 Ooma, 국내의 LG데이콤의 MyLG070 서비

스가 이에 속한다. 

나. 기본 서비스 가입에 의한 VoIP 사업모델

  서비스 가입에 의한 VoIP 사업모델은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소정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 인 서비스의 확장에는 

추가 비용을 받는 구조이다. 하드웨어 기반 사업모델과 비슷한 

개념으로 운 된다. 사업자의 수익은 사용자의 통화요 에서 

망 이용 가와 망간 속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는데, 

이는 비교  은 이윤이 된다. 따라서 통화에 의한 VoIP 사

업모델은 과거에는 VoIP 사업모델에서 주가 되었으나 재에

는 부수 인 사업모델이 되었다.

 

다. VoIP 사업자 력에 의한 사업모델

  VoIP 사업자는 수신되는 해당지역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해야 

한다. 각 사업자들이 수신이 허용되는 지역에 게이트웨이를 설

치할 경우, 반 인 VoIP 설비측면에서 복투자 비용이 발

생한다. 따라서 수신이 허용되는 지역에 여러 회사가 력하여 

설치를 할 경우 설치비용이 어 들 수 있다. 

  한 설치비용을 이기 한 방법으로 게이트웨이 설치와 

호 처리를 문 으로 제공하는 솔루션회사들이 있고, 이에 따

라 인터넷 화 사업자들은 렴한 투자비용으로 많은 수익모

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솔루션회사는 아직까지는 그 수

가 으나, 인터넷 화 사업자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망 투자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가 활성화 

된다면 이런 솔루션업체는 증가할 것이다. 결과 으로 인터넷

화 사업자와 솔루션업체는 서로 Win-Win 하는 략이 될 

것이고, 향후 인터넷 화 사업모델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 고에 의한 VoIP 사업모델

  고에 의한 사업모델은 VoIP 음성통화 이 에 스폰서쉽을 

맺은 기업의 고를 제공한다. 이로 인하여 VoIP 사업자는 발

신자에게 스폰서쉽을 맺은 고를 임의 으로 선택하여 고

를 하고, 무료로 통화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 으로 각 고에 

한 통화시간  통화가능지역을 제한한다. 

스폰서쉽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료통화는 상호 속료가 낮아야 

하며, 국제 화의 경우 상호 속료가 렴한 Call-back형의 

호 속이 사용된다. Call-back형 서비스는 수신지, 발신지를 제

외한 제3국에  Server를 설치하여 국가 간 직 인 속이 아

닌 우회  통신을 한다. 발신자가 서비스 제공 Server에 화

번호를 입력하면, 서버는 수신자와 발신자에게 통화를 하여 최

종 으로 양단간에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5]

 

2.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업모델
가. mobile VoIP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망은 ALL-IP망으로 

진화하면서 음성서비스도 회선교환방식이 아닌 패킷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동통신망의 운 에서 가장 비싼 무선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3GPP의 Rel 6 이후, 

3GPP2의 1xEVDO Rev. A 이후의 시스템이면 패킷방식으로 

환이 가능하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는 아직까지 패킷교환방식으로의 환

하는 Mobile VoIP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기존 회선교

환방식을 이용한 이동통신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데

이터 송률이 높은 패킷교환서비스는 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단의 결과이다. 패킷교환서비스로 환되는 것은 

필수 불가피한 상황이고, 많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그 시기를 

측하고 있다.

나. FMC 서비스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는 시장성을 확보하기 해 유무선 통

합의 FMC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MC 서비스는 유무선 통

합 서비스이며, 실외에서는 이동통신을 실내에서는 VoWLAN

을 이용하여, 렴한 통화요 을 제공한다. FMC 서비스는 이

동통신과 WLAN를 속할 수 있는 듀얼모드 단말기를 사용하

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는 

Orange, Vodafone, T-mobile, Cingular Wireless, TeliaSonera

가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네트웍스와 SKT의 결합이 있다.

다. 소 트웨어 VoIP 사업자와의 결합

  기존이동통신사업자와 소 트웨어 VoIP결합 서비스는 네트

워크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소 트웨어 VoIP 서비스 사

업자의 결합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제 

데이터 송을 담당하고, 소 트웨어 VoIP서비스 사업자는 호

처리와 과 을 담당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안정 인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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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소 트웨어 VoIP 사업자 보다 좋은 품질

을 기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이동통신보다 렴한 통신요 을 

가져 올수 있다. 

  표 인 서비스로는 Hutchison3-Skype가 있다. 아래 그림 

4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와 소 트웨어 VoIP의 약에 의한 

새로운 Mobile VoIP 서비스의 개념도 이다. 

그림 4. 이동통신과 VoIP 약에 의한 서비스 개념도

3. 가상이동통신사업자의 사업모델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망을 임차하여 이동통신서비

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들은 망의 효용

성을 높이기 해서 데이터통신망에 음성을 VoIP로 얹을 수 

있다. 이를 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가 인터넷 화사업자와 

약에 의해 음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로 일본의 표 인 가상이동통신사업자인 JCI는 NTT 

도코모의 3G망을 임 하여 050번호를 이용한 mobile VoIP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소 트웨어 mobile VoIP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Jajah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인 e-Mobile과 약

으로 HSDPA를 지원하는 단말기에 Jajah 소 트웨어를 탑재하

여 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별정사업자 사업모델
  기의 VoIP는 별정사업자가 서비스를 하 고, 가정에서 보

다 기업에서 사용 되었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의 VoIP 사용률

을 비교해 볼 때 약 70%가량을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직까지 별정통신사업자는 개인보다 기업을 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별정사업자의 인터넷 화 서비스요 은 동일한 사업의 사용

자간 통화는 무료이지만, 타 사업자의 국내통화와 해외 통화에

서는 요 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타 사업자간 유선 통화시 약 

3분에 38원, 이동 통화시 약 10 에 11.9원의 요 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통신사업자간 역무침해를 막기 하여 망간 

속시 상호 속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 고, 국내에서의 망간 

속료는 해외의 망간 속료보다 높다. 국내에서는 VoIP에서 

시내 화로 연결되는 속료는 분당 18.9원이고, 시내 화에서 

VoIP로 연결되는 속료는 분당 5.5원이다. 이는 시내 화와 

VoIP의 망간 속료의 차이가 약 29%이고, 이에 따라 통신사간 

망간 속료에 불평등이 야기된다. 그리고 인터넷 화 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망 이용 가로 사용자 당 950원을 지불

한다.

  따라서 별정사업자 사업모델은 기존 통화에 의한 VoIP 사업

모델이 아닌 다른 사업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별정사업자는 업

체와의 계약으로, 별정사업자는 렴한 요 의 인터넷 화요

을 제공해주고, FMC를 이용한 Mobile VoIP의 망 설계와 장비 

설치로 이윤을 얻는다. 

Ⅴ. 결론  향후 망
  본 논문에서는 mobile VoIP 기술동향, 사업모델에 하여 

다루었다. mobile VoIP 련 사업자들을 분류하고, 서비스의 

사업모델을 측해 보았다.

  mobile VoIP에서 가장 활발한 소 트웨어 VoIP 서비스의 

확 로 인하여,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통신요 의 인하와 

FMC 기술을 이용하여 듀얼모드단말에서 VoWLAN을 도입하

고 있다.  

  mobile VoIP 사업자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기존이동통신사업자, 소 트웨어 VoIP 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가상이동통신사업자 4가지로 분류되었다. 각 

사업자의 경쟁이 심화가 상되며, 한 사업자들간에 공생논

리에 따라 상호 력이 상되어, mobile VoIP는 매우 복잡하

게 형성될 것이다.

 통신망이 3세 를 거쳐, 4세  NGN환경으로 진화함에 따라, 

이동성이 보장된 Mobile VoIP 서비스가  세계 으로 각  

받을 것이다. 

  mobile VoIP 사업모델로 가장 활발한 소 트웨어 VoIP 서

비스는 웹 2.0의 결합으로 다양한 SNS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

되고, SNS를 통한 고 확 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무선을 

이용한 다양한 어 리 이션의 개발로 무선분야가 활성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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