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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컴퓨터와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무선 홈네트워크 구축 시 전송이 요구되는 

정보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이 그 대안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UWB와 60GHz 대 역 무선 통신 기술의 국내외 동향과 특징을 알아보고, 무선 홈네 

트워크에서의 역할과 그 구현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 

술의 주된 서비스 분야로 예상되는 WPAN과 HDMI의 시장 전망에 대해 서술하였다.

ABSTRACT

The demand of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is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s and other digital media appliances. In particular, new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is necessary for implementation of home network since a lot of data transmission 

is occurred. Recently, two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Ultra Wide Band(UWB) and 

60GHz band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being developed for high-speed data 

transmission and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WPAN). In this paper, we study the 

present development condition of these two technologies and a role of them in home network. 

We also suggest the method to implement the home network using all wireless com

munication technologies. At the end, we outlook the market of WPAN and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HDMI).

키워드 : 홈네트워크, 무선통신기술, UWB, 60GHz 대역 무선통신기술, 근거리 무선통신

Home Network,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UWB, 60GHz Band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W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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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홈네트워크란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기 

기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원격 제어 

가 가능하고, 원격 교육, 멀티미디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 주거 환경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홈네트워크 산업 

은 통신, 방송, 의료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 

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홈네트워크는 HDTV, 디지털 캠코 

더, 디지털 카메라 등 향상된 기능을 탑재한 

정보가전기기들의 등장과 보급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유선 통신 

기술은 모든 가전기기들의 연결을 위해 새로 

운 선로의 설치를 필요로 하므로 미관을 해 

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성 

이 보장되는 무선 홈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홈네트워크 구성에 사용되는 무 

선 통신 기술로는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Bluetooth, Zigbee 등의 기 

술이 현재 실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대 

용량 정보처리를 요구하는 정보가전기기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로 인하 

여 몇몇 제한된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실정이 

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무 

선 통신 기술로써 UWB(Ultra Wide Band) 

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이 개발, 실 

용화를 준비 중에 있다. UWB는 근거리 고 

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전력소모가 적다 

는 장점을 바탕으로 WPAN(Wireless Per

sonal Area Network) 및 미래 홈네트워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4]. 그리고 일반적으로 30〜300GHz 

대역으로서 밀리미터 단위의 파장을 갖는 전 

자기파를 의미하는 밀리미터파 대역의 통신 

기술, 특히 60GHz 대역의 무선 통신 기술은 

넓은 대역폭과 높은 주파수 재사용율, 기기 

의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밀리미터파의 컨트롤 방 

식이 여의치 않아 그 활용이 적었으나 관련

<표 1> 무선통신기술별 특징

WLAN 11g WLAN 11n Bluetooth ZigBee UWB 60GHz

주파수 

대역
2.4GHz 5GHz 2.4GHz

868/915M/

2.4GHz
3.1〜10.6GHz 57〜64GHz

속도 54Mbps 500Mbps 1Mbps
20/40/

250Kbps
500Mbps 2〜3Gbps

커버리지 1Km 1Km 10m 30m 2〜10m 10m

특성 - -

Transmit a 

variety of 

information

■ Long life

■ Low power 

consumption

■ Stability

■Resist

interference

■ Line of sight

■ Short 

wavelength

응용

분야

Hotspot 

[Note PC]

Hotspot 

[PC—Mobile]

Replacement 

of fixed-line 

in close area

Simple 

equipment 

control

High-speed data 

transmission in 

close area

High-speed data 

trans mission in 

clos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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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향후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에서 UWB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3].〈표 1＞은 이상의 각 통 

신기술별 특징을 정리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각각의 통신 기술은 

무선 홈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고유의 특 

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장점 

으로 적용되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무선 홈네트워크의 구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대용량 정보처리 

라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홈네트워크에서 각 기술들의 활용방 

안과 네트워크 구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미래의 홈네트워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제 3 

장에서는 무선 홈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무선 

통신 기술들의 역할 및 구성방안을 소개하 

고, 제 4장에서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의 주된 적용 예상 분야인 WPAN 

과 HDMI 시장 규모를 예측하였다. 마지막 

으로 제 5장에 결론 및 추후 연구를 제시하 

였다.

2. UWB와 밀리미터파 대역 

무선 통신 기술

2.1 UWB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FCC : Federal Co

mmunications Commission)는 UWB를 '중 

심주파수의 20% 이상의 점유대역폭을 가지 

거나 500MHz 이상의 점유대역폭을 차지하 

는 무선전송기술'이라 정의하였으며, 일반적 

으로는 3.1〜10.6GHz 대역에서 100Mbps 이 

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이며, 낮은 전력 

으로 초고속 통신을 실현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규정된다.

UWB의 가장 큰 특징은 광대역을 활용할 

수 있어 대용량 정보의 빠른 전송이 가능하 

다는 점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다는 

점이다.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 

GHz 대역폭에 걸쳐 신호를 분산, 송수신하 

여 다른 통신시스템에 간섭을 주지 않고 통 

신할 수 있으며, 최대 500Mbps에 이르는 전 

송속도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출력이 낮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한정 

되어 있어 공중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불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볼 때, UWB는 홈네트워크와 같은 

WPAN 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 

로 분석된다.

UWB는 미국의 FCC에서 제한적 범위의 

주파수 사용허가가 이뤄지면서 관련 기업들 

과 많은 나라에서 관련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미국이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Time Domain Corp., Xtr- 

eme Spectrum, Intel, Aether Wire and 

Location Inc. 등 여러 업체들에서 이 기술 

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Time 

Domain사는 위치추적, 수신기 최적화, 레이 

더 등 관련 소형 반도체 칩셋 기술을 개발해 

오면서, TM(Time Modulated) UWB 관련 

특허의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홈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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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과 무선통신 응용, 정밀 추적 제품 

등을 개발하였다. Xtreme Spectrum온 CDMA 

기반의 UWB를 이용해서 홈네트워킹용 칩 

셋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UWB 칩셋인 Tri

nity의 샘플을 개발, 발표하기도 했고, Intel 

은 MBOA의 멀티밴드 OFDM UWB 기반 

의 500Mbps의 전송을 목표로 USB 2.0 프 

로토콜을 개발 중이다. 이 밖에 Sony, Pulse

Link, AetherWire and Locations오와 유럽 및 

일본 등에서도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의 UWB 또한 일부 기업과 

대학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 

으며 조만간 UWB 기술을 사용하는 응용 제 

품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 

원(ETRI)이 산업체와 함께 MB-OFDM 방 

식의 UWB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200Mbps 

급 UWB 칩을 개발, DTV 전송시험 시연에 

성공한 바 있고,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 

자부품연구원(KETI), 전파연구소(RRL) 등 

이 UWB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민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 

자 역시 활발하게 UWB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UWB 기술을 이용하 

여 무선 USB 관련 칩셋, 모뎀 단말기 개발 

을 추진하고 있으며, LG전자 또한 UWB 칩 

을 장착한 디지털 기기들을 선보이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

2.2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자원의 부족을 해소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비/저활용 밀리미터파 

대역에 대한 사용 방안이 비허가 대역으로 

할당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4년 FCC에서 59〜64GHz 주파수 

대역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장 

치에 할당하였고, 1997년과 2000년 규칙 개 

정을 통해 주파수 대역을 57〜64GHz 대역 

으로 확장하였다. 일본과 캐나다, 유럽 등도 

이러한 국제 주파수 정책에 발맞추어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7 

월 정보통신부가 새로이 57〜64GHz에 걸친 

7GHz의 주파수 대역을 무선 통신용으로 할 

당하였고 2007년 4월에는 이에 대한기술 기 

준이 완료되었다[5].

밀리미터파는 일반적으로 30〜300GHz 대 

역으로서 밀리미터 단위의 파장을 갖는 전자 

기파를 의미한다. 밀리미터파의 주파수는 전 

파의 특성상 파장이 짧아 안테나 및 기기의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고, 넓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어 Gbps급의 정보 전송이 가능 

하며, 근거리 통신에 적합하고 주파수 재사 

용률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직진성이 매우 강해 장거리 통신에는 부적합 

하며, 대기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강우, 

대기분자, 강설 등 대기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아 감쇠가 심하여 지리적 위치, 기후, 지형, 

계절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존 

재한다. 이러한 장 • 단점으로 인해 밀리미터 

파는 PTP(Point-To-Point) 무선고정통신 

및 100m 이내 근거리 무선 통신시스템으로 

서의 활용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마이크 

로파의 통신량을 훨씬 상회하는 초고속통신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4].

현재 선진 각국은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향후 정보사회의 큰 비중을 차지할 

밀리미터파대역 무선 통신 기술 관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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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밀리미터파 

통신용 소자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움직임 

이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그 중, 60GHz 대 

역에서 3Gbps급의 고속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이 최근 표준화기구(IEEE 802.15) 

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에서는 이미 새로운 광대역 밀리미터파 멀티 

미디어 서비스용 시스템 개발을 위해 각종 

밀리미터파 통신용 소자 및 시스템 개발 연 

구를 진행해왔다.

미국 NEC의 C&C 리서치랩에서는 ATM 

망에 연동되어 다양한 형태의 밀리미터파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인 

WATMnet을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 중에 

있으며, 벨연구소에서 제안한 BAHAMA 시 

스템은 백본 LAN을 중심으로 PBS(Portable 

Base Station)라는 네트워크 노드로 구성되 

어 20Mbps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무선 ATM 

망에 멀티미디어 정보를 액세스하는 이동장 

비 개발 관련 매직 WAND(Wireless ATM Net

work Demonstrator) 프로젝트, 고속(155Mbps 

까지) 무선 가입자근거리망(WCPN/WLAN) 

을 위한 파일럿시스템을 구현하고 시연하기 

위한 MEDIAN(Wireless Broadband CPN/ 

LAN for Professional and Residential 

Multimedia Application) 프로젝트(60GHz)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본에서는 

2000년 8월 총무성에서 60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한 무선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을 설정하였으며,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향후 무선 통신 분야에서 활용 

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밀리미터파 대역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2006년 

57〜64GHz 대역을 비허가 대역으로 할당하 

고,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60 

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 관련 기기 개발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개발된 밀리미터 

파무선 통신 기기는 한국에 비해 밀리미터 

파 대역(60GHz) 주파수 활용이 비교적 자유 

로운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수 

출되고 있다[4].

3.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홈네트 

워크 구성 방안

앞서 언급했듯이 UWB는 근거리 고속 데 

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전력소모가 적다는 특 

징을,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은 기기의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고, 강한 직진성 및 

대기에 의한 감쇠효과로 인한 주파수 재사용 

률이 높으며, 정보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홈네트워 

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 

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존의 무선 홈네트워 

킹 기술과 UWB,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 

술을 이용한 가정 내의 홈네트워크 구성 방 

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3.1 무선 통신 기술별 역할

홈네트워크는 크게 제어 네트워크, AV 네 

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의 세 가지로 구성 

된다. 제어 네트워크는 각종 정보가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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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현관문 등을 원격으로 조종하기 위 

한 네트워크이며, AV 네트워크는 각종 음향,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로써 

TV, 오디오, DVD 등의 가전기기가 포함된 

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노트북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각종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이다 

[15]. 최근에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외장하드를 사용하여 대용량의 파일을 주고 

받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컴퓨터에서 MP3, 

PMP 등 소형기기로 음향, 비디오 데이터를 

빈번하게 전송하므로 데이터 네트워크와 AV 

네트워크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홈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되는 무선 통신 기 

술로는 Bluetooth, Zigbee, UWB, WLAN, 

그리고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 등이 있 

다. 앞서 제시했던〈표 1＞을 고려한 홈네트 

워크에서의 각 무선 통신 기술별 활용 가능 

분야는 다음의〈표 2＞와 같다.

Bluetooth와 Zigbee는 전력 소모가 적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지만 전송 가 

능한 데이터 용량이 적기 때문에 에어컨, 냉 

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의 리모컨 또는 컴 

퓨터 주변 장치인 무선 마우스나 헤드셋 등 

대용량 데이터의 전달이 아닌 동작을 제어하 

는 신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써의 사용에 적 

합한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네트워크 분야 중 제어 네트워크의 구 

축에 적합하다. WLAN은 데스크탑 PC 또는 

노트북을 AP(Access Point)를 통해 유선 

LAN과 연결시킴으로써 무선으로 인터넷 접 

속을 가능하게 하거나,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UWB 

는 간섭에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60GHz 대역 무 

선 통신 기술은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 재 

사용률이 높아 Gbps급의 데이터 전송이 가 

능하다. 또한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 

신 기술은 모두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합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AV 네트워크와 

데이터 네트워크의 구축에 적합하다. 즉, UWB 

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은 홈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기기들 간의 대용량 또는 멀 

티미디어 데이터를 전달,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을 제공하는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며, 그 

역할이 유사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AV 네트워크 중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서비스는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만이 지원가능하 

다. HDMI 서비스는 무선으로 압축하지 않 

은 디지털 오디오와 비디오 신호를 통합 전 

송할 수 있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표 2＞ 무선통신 기술별 기능

^fffffTechnology

Function
Bluetooth Zigbee WLAN UWB 60GHz

원격 조종 0 0 0 0 0

데이터 전송 0 0 0

대용량 데이터 전송 0 0

HDMI 서비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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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며, 고화질의 신호를 압축하지 않 

고 그대로 처리함으로써 회로가 간단하고, 품 

질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HDCP(High- 

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에 

의한 콘텐츠 저작의 보호가 지원되고, 단일 

케이블 연결로 사용이 간편한 장점이 존재한 

다. 이러한 장점과 함께 높은 전송속도를 요 

구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HDMI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제였으나,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전송이 가능해짐으로써 DVD 플레이어, 

고선명 텔레비전(HDTV), 셋톱 박스 등 대 

용량, 고화질을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제품 

간의 무선 연결이 가능해졌다.〈그림 1＞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한 가상 

의 홈네트워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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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 홈네트워크의 예 [1이

＜표 3＞ 각 무선 통신 기술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전기기

Technology Equipments

Bluetooth and 

Zigbee
Remote control

WLAN Notebooks, Desk-Top PCs, Hubs

UWB

Scanners, External Hard Drives, Printers, Digital Still Cameras, Home Audio, Game 

Consoles, Portable Gamining Devices, Dongles, Portable Music Devices, Portable 

Media Players, Cellular Handsets, Removable Memory

60GHz

DVD/DVD-R/PVR(Personal Video Recoder), Digital TV sets, Digital Camcorders, 

Digital Set-Top boxes, Scanners, External Hard Drives, Printers, Digital Still 

Cameras, Home Audio, Game Consoles, Portable Gamining Devices, Dongles, 

Portable Music Devices, Portable Media Players, Cellular Handsets, Removable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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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특징과 ABI Research의 보고서를 

고려하여, 홈네트워크 구축 시 각 무선 통신 

기술별로 그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 

가전기기들을 분류하면〈표 3＞과 같다. 이 

를 통해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이 

Gbps급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무선 통신 기술 중 가장 많은 가전기기에 적 

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2 무선 홈네트워크 구성 방안

가정 내 홈네트워크 구축 시 고려해야할 정 

보가전기기들은 앞선〈표 3＞에 제시되어있는 

것들을 비롯하여 백색가전, 조명기기, 현관문 

의 보안기기 등 크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 

다. 이들은 제어, AV, 데이터 네트워크의 세 

가지 분류 중 하나에 속하게 되고, 그에 맞는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하게 된다. 이 때, 정보가전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단뱡향 통신과 양방향 

통신의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며, 양방향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또한 분산형 

과 집중형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제어 네트워크 구축 시 적용되는 연결 방 

식은 단방향 통신으로써,〈그림 2＞와 같이 

본체 기기와 리모컨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가 

진다. 제어 네트워크 구축에 적합한 무선 통 

신 기술은 Bluetooth와 Zigbee이므로 가전 

기기의 작동, 현관문의 잠김 또는 열림 기능, 

조명기기의 작동 등 간단한 기능만을 수행하 

게 된다. 따라서 리모컨이 데이터를 송신하 

고 본체 기기가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리 

모컨 형태의 부속기기에 Bluetooth 또는 

Zigbee 기술이 탑재된 송신 시스템을 내장하 

고 본체에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내장하면 네트워크 구축이 완성된다. 이 

경우, 본체 기기별로 하나씩 리모컨을 두게 

되면 리모컨의 수가 많아져 사용에 불편을 

＜그림 2＞ 제어네트워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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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게 되므로 하나의 리모컨으로 제어 네트워 

크 내의 모든 기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Bluetooth와 Zibgee 겸용 리모컨을 제작하 

여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림 2＞의 경우와 같은 제어 네트워크 

의 구체적인 적용 형태는〈그림 3＞과 같다. 

즉, 리모컨에서 제어명령을 정보가전기기로 

전송하면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칩셋에서 그 

것을 인식하여 기기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AV 네트워크와 데이터 네트워크는 기기 

간의 양방향 통신을 전제로 구축되며 WLAN, 

WPAN과 HDMI가 이에 속하는 서비스이다. 

각각의 네트워크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려하여 구축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그림 4＞에 나타나 있듯 

이 각 기기별로 UWB 또는 60GHz 대역 무 

선 통신 기술을 활용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칩 형태의 부품을 부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 

도록 하는 분산형 네트워크이다. 이 방식은 

가정 내 정보가전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장 

소의 가전기기와도 통신이 가능한 모바일기 

기를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네 

트워크의 확장이 편리하다. 그러나 네트워크 

내에 서로 다른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한다 

면 상호간에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 

므로 네트워크 내 모든 기기가 동일한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야한다는 제약이 존재 

한다. 또한 모든 기기가 송수신이 가능하도 

＜그림 3＞ 제어 네트워크를 위한 원격조정의 형태

＜그림 4＞ 분산형 네트워크의 예



20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3권 제2호

록 장비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력 소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좁은 공간 내에 많은 무선 통신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파수 간섭이 발생하 

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하므로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보다는 간섭에 

강한 UWB 기술이 이 형태에 적합하다.

분산형 네트워크의 구체적 적용 형태는 

〈그림 5＞와 같으며, 모든 정보가전기기에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칩셋이 부착되어 있 

어 그것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네트 

워크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그림 6＞와 같이 홈네트 

워크 내에 모든 정보가전기기들을 연결하는 

허브를 두어 데이터 전송이 반드시 허브를 

거쳐서 전달되도록 하는 집중형 네트워크이 

다. 이는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에 적합한 형 

태여서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 등의 정보 

가전기기를 중심으로 활용될 것이다. 허브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므로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네트워크 확장이 편리하며, 

허브에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 

술 모두 사용가능하도록 장비를 설치해 놓으 

면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이 달라도 네트 

Ad 미i cation B

＜그림 6＞ 집중형 네트워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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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해야하므로 허 

브에 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할 정도의 큰 저 

장 공간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며, 허브에 

고장이 발생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중단된다 

는 단점이 존재한다.

집중형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적용 형태는 

〈그림 7＞과 같으며, 다른 네트워크와의 차 

이점은 허브 장치에 다른 무선 통신 기술과 

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전기기에는 별 

도의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4.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의 시장전망

현재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 

술은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무선통신 기술이 

다. 다만 대용량정보의 무선전송이 크게 요 

구되는 현 상황에서, 이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실용화가 근접한 기술로 자리매김 

되어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 

며 조만간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두 무선 통신 

기술의 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향후 무선통 

신, 특히 무선 홈네트워크 시장의 미래를 가 

늠하는데 있어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 판단 

되며, 본 장에서는 UWB와 60GHz 대역 무 

선통신 기술의 활용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WPAN과 HDMI 칩셋 시장에 대 

해서 두 기술의 향후 전망을 서술하였다.

4.1 WPAN

WPAN은 개인이 소유하는 정보통신기기 

를 그 사람의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로 구현한다는 개념이다. 네트워크 

의 목적이 개인의 편리성이므로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홈네트워크가 될 것이 

며,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간의, 즉 

PC 및 주변기기 그리고 디지털 개인기기간 

의, 정보공유를 구현함으로써 가정에서 개인 

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와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 3＞에서 보이듯이, WPAN의 주요 대상 

제품이 PC 및 주변기기와 디지털 개인기기 

인 점을 미루어 생각할 때, 시장에서 UWB 

와 60GHz 대역 무선통신 기술은 칩셋이 장 

착되는 제품이나 보급경로 및 그 과정 이 매우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며, UWB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 출시를,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 

술은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장점으로 보급

＜그림 7＞ 집중형 네트워크의 구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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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을 적용할 

대상 제품들이 비교적 저가 기기들인 점을 고 

려하면, 해당 기술 탑재로 인한 가격의 변화, 

즉 추가 비용에 대한 가격민감도가 시장성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ABI Research는 WPAN의 주요 대상 제 

품들을 근거로 WPAN용 칩셋 세계시장 규 

모를〈표 4＞와 같이 예측하였다. 세계시장 

은 2011년 약 2억개 정도의 관련 제품을 생 

산하여, 1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 

으로 예상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큰 시장과 고성 

장을 보일 시장으로 예상되었다. 제품별로는 

휴대전화, 휴대용 음향 재생기가 규모 면에 

서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휴대 

용 멀티미디어 재생기, 외장형 HDD는 시장 

규모가 그리 커지지는 않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BI Research의 보고자료 

를 토대로 2013년까지의 WPAN용 칩셋의 

국내 생산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2013년까지 

의 WPAN용 칩셋의 세계시장 규모를 추가 

로 예측하고, 관련 국산부품의 세계시장 점 

유율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세계시장 규모 

의 추가예측을 위하여 회귀분석（로그선형모 

형）을 실시하였으며, UWB와 60GHz 대역 

무선통신 기술의 상용화 추이를 살펴볼 때, 

2008년내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판단, 국내 

생산 역시 2008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가정하 

여 생산규모를 예측하였다. 2013년까지의 세 

계시장 규모와 국내 생산규모의 예측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표 4＞ ABI Research의 WPAN용 칩셋 세계시장 규모 예측 [16]

（단위:백만개）

Year 2007 2008 2009 2010 2011

Printers 0.13 2.70 4.64 8.42 16.14

Scanners 0.07 0.16 0.40 0.82 1.53

External HDD 0.59 1.28 2.88 4.87 7.66

Dongles 4.11 9.01 14.46 19.86 22.57

Digital Cameras 0.55 1.26 3.32 6.59 11.48

Games Consoles 0.00 0.21 0.50 1.04 2.33

Portable Gamining Devices 0.11 0.26 0.56 0.96 1.61

Home Audio 0.02 0.08 0.19 0.33 0.81

Portable Music Devices 0.20 1.17 3.40 9.47 26.48

Portable Media Players 0.00 0.07 0.24 0.74 2.23

Cellular Handsets 1.77 9.08 30.76 52.28 76.66

Removable Memory 0.03 0.06 0.29 0.73 1.53

Other 0.18 0.51 2.00 3.53 4.91

Total Shipment 7.76 25.85 63.64 109.64 1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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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서겨시장규모 一■■국내상신규모

<그림 8> WPAN용 칩셋의 세계시장규모 및 국내생산규모예측

4.2 HDMI

HDMI는 압축하지 않은 디지털 오디오와 

비디오 신호를 통합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해상도의 컨텐츠를 열화발생 없이 단일케이 

블로 전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용량 

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Gbps급 무선 통신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만족시키는 

무선 통신 기술은 현 시점에서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은 기기간 영상정보의 전 

송비율이 높은 디지털 영상기기를 중심으로

<표 5> ABI Research의 

보급될 것이며, DVD/DVD- R/PVR, 디지털 

TV, 캠코더, 셋탑 박스가 주요 대상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영 

상 장비나 홈씨어터 시스템 등 고성능 영상 

관련 가전기기들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 

황에서 HDMI에 대한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을 적용할 대상 제 

품들이 가격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고가의 디 

지털 영상기기라는 점과 WPAN과는 달리 해 

당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로 유일하다는 점은 시장 

성장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HDMI 세계시장 규모 예측 [16]

（단위:백만개）

Year 2007 2008 2009 2010 2011

Digital Camcorders 0.08 0.25 0.56 1.09 1.97

TV’s 0.09 0.38 1.27 3.31 8.10

Set-Top-Box 0.06 0.37 1.06 2.42 5.40

DVD/DVD-R/PVR 0.12 0.27 0.90 2.07 3.99

Total Shipment 0.35 1.27 3.79 8.8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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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 Research는 HDMI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들을 디지털캠코더, TV, 

셋탑박스, DVD/PVR의 4가지로 예상하였으 

며, 그 시장규모를 2011년까지 예측한 결과 

는〈표 5＞오+ 같다.

WPAN에서와 같이, ABI Research의 보 

고 자료를 토대로 2013년까지의 HDMI용 칩 

셋의 국내생산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2013년 

까지의 HDMI용 칩셋의 세계시장 규모를 추 

가로 예측하고, 관련 국산부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세계시장 규 

모의 추가예측을 위하여 회귀분석（로그선형 

모형）을 실시하였으며, UWB와 60GHz 대역 

무선통신 기술의 상용화 추이를 살펴볼 때, 

2008년내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판단, 국내 

생산 역시 2008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가정하 

여 생산규모를 예측하였다. 2013년까지의 세 

계시장 규모와 국내 생산규모의 예측상황은 

〈그림 9＞오+ 같다.

700 ----------------------------------------------

5. 결 론

현재 홈네트워크 산업 및 WPAN 산업은 

정보가전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전송되는 정 

보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 

이 그 대안으로, 특히 60GHz 대역 무선 통 

신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세계 각 

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의 국내외 현황 및 연구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고, 홈네트워크 분야에서 기존의 무선 

통신 기술과 향후 활용가능성이 높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 각각의 역할에 대해 고찰 

하였다. Bluetooth와 Zigbee 기술은 데이터 전 

송량이 적기 때문에 기기의 작동과 같은 간단 

한 작업에 사용되고, UWB와 60GHz 대역 무 

선 통신 기술은 컴퓨터, TV, DVD 등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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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세계시장규모 ♦국내생산규모

＜그림 9＞ HDMI용 칩셋의 세계시장규모 및 국내생산규모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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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 HDMI 서비스는 

고화질의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이 요구되는데 60GHz 대역 무선 통 

신 기술만이 이에 부응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보가전기기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 

한 무선 홈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먼저 홈네트워크는 제어 네트워크, 

AV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어 네트워크의 구축에 

는 기기와 이를 조종하는 리모컨으로 구성된 

형태의 방식을 따른다. 나머지 두 네트워크 

의 구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 번 

째는 모든 가전기기에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 

록 장비를 부착하여 각 기기간에 모두 데이 

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이고, 두 번 

째는 홈네트워크 내에 모든 정보가전기기들 

을 연결하는 허브를 두어 데이터 전송이 반 

드시 허브를 거쳐서 전달되도록 하는 형태이 

다. 첫 번째 방식은 모바일 기기에, 두 번째 

방식은 컴퓨터, TV와 같은 가전기기에 적합 

한 특징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방 

식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았으며, 이는 향 

후 홈네트워크 구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 

신 기술의 주된 응용 분야로 예상되는 WPAN 

과 HDMI용 칩셋의 시장 전망에 대해 서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WB와 60GHz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은 그 적용 분야가 매우 유사 

하다는 점에서 경쟁 또는 상호 보완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WPAN 관련 무선 통신 시장 

에서 두 기술 간의 관계 형성 예측은 추후 

연구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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