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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기본요금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무한정 탐색한다. 집전화기와 휴대폰이 하나로 합쳐진다. 이동전화 요금이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든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통신시장의 새로운 디지털 컨버전스 상품인
유∙무선 통신 융합(FMC∙Fixed Mobile Convergence)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트렌드가 통신서비스 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의 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 유선과 무선의 융합 등‘3대 컨버전스’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런데 국내 통신시장에서 유선과 무선 간의 컨버전스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대다수가
유선과 무선 사업을 겸비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 동안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가 결합된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융합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 결합상품으로서 혁신적인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었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 불명확한 이용자 제공 가치 등도 컨버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FMC는 유∙무선
컨버전스를 제대로 실현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들은 FMC를 통해 파격적인 요금 인하, PC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의
휴대폰 구현, 단일 휴대폰으로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겸용, 완벽한 QPS(Quadruple Play Service) 체험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방어용 또는 공세용 시장 파괴적 상품,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제고, 새로운
통신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브릿지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FMC를 전략상품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FMC 시장을 둘러싼 유선진영과 무선진영의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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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 단말기 하나로
집전화와 이동전화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Ⅰ. FMC란?
1. FMC의 개념

FMC란 유선과 무선이 융합(Fixed-Mobile Convergence)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하나의 컨버전스 단말기를 통해 집전화, 이동전화, 무선인터넷과 부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가정이나 사무실과 같은 실내공간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이나 유선망을 이용하
며, 실외에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무선 접속장비인 AP(Access
Point)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이동전화 요금을 일반 시내전화 요금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인터넷전화처럼 AP 지역에서는 가입자간 요금이
무료이다.

2. FMC와 FMS
FMC와 비슷한 서비스 형태로 FMS(유무선대체서비스∙Fixed-Mobile
Substitution)가 있다. 국내에서 LG텔레콤이 제공하고 있는‘기분존’서비스가 여
기에 해당한다. FMS는 유선망과 무선망을 모두 사용하는 FMC와는 달리 무선망,
즉 이동통신망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각 가정이나 사무실과 같은 특정 지역
(일명 기분존 지역)에서 이동통신요금을 유선보다 저렴하게 설정하여 과금한다. 이
동전화를 활용해 유선전화를 대체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초기 FMS는 근거리 무선통신인 블루투스(Bluetooth)를 연결하여 집안에서 이
용하는 이동전화를 인식하여 전화요금을 할인해주었다. 최근에는 초소형 이동전화
기지국인 펨토셀이 새로운 대안으로 개발되고 있다. 펨토셀은 이동통신망과 초고
속인터넷을 연결해준다. 따라서 펨토셀은 와이파이 기반의 FMC에 대응하는 새로
운 개념의 FMC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FMS와 FMC 개념을 특별히 구분
할 필요 없이 FMC 하나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22

LG Business Insight 2008 6 11

Ⅱ. FMC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

“

FMC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초래한다.

”

1. FMC는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나?

FMC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FMC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를 살펴보자. 소비자들은 파격적인 요금 인하, PC 기반 인터넷서비스를 휴대폰으
로 구현, 완벽한 QPS(Quadruple Play Service) 체험 등 다양한 혜택을 일상생활
에서 직접 누릴 수 있게 된다.
① 파격적인 요금인하

파격적인 요금인하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FMC가 가정에서 구현되는 경로
를 이해해야 한다.
인프라 측면을 보자. FMC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 가정(또는 사무실)에
초고속인터넷이 설치되어야 하며, 무선 랜을 구현할 수 있는 AP(Access Point)도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선 랜을 연결해주는 별도의 칩이 내장된 전용 휴대폰도
필요하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게 되면, 그 신호(트래픽)는 무선 랜을 통해 AP
로 연결된 후 곧바로 초고속인터넷으로 접속된다. AP에서 초고속인터넷으로 접속되
는 것은 지금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VoIP(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와 같은 신호(트래픽) 전달 과정이다. 가정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전
화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인터넷전화인 셈이다. 물론 이용자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간
의 신호 연결을 전혀 의식할 수도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집 밖에서 보행
중이나 이동 중에 전화를 걸 경우에는 당연히 이동전화를 통해 신호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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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FMC 서비스의 요금이 대폭 인하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서 이용되는 이동전화 요금 산정에 현재 가장 저렴한 인터넷전화(VoIP) 요금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FMC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 경우 가입자 간에는 통화료 무료, 시내전화 가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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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의
휴대전화 통화는
가장 저렴한 인터넷
전화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

화 요금 적용,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 이상 요금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FMC 서비스의 기본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동전화의 기본료보다 30%
이상 낮출 수 있으며, 만일 데이터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최저 수준의 무선
인터넷 요금제 적용도 가능하다.
최근의 휴대전화 이용자의 사용 패턴을 조사한 결과 약 65% 이상의 전화 통화
가 가정이나 사무실과 같은 고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가정에서의
통화비중이 높은 고객일수록 요금 인하 효과는 커지게 된다.
② PC 기반 인터넷 서비스를 휴대폰으로 구현

이동전화를 통해 PC와 같은 수준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빠른 속도의 무선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
하고 싶어하며, 특히 모바일 검색, 개방형 무선인터넷 등 유선인터넷과 유사한 서
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를 입증하듯 금년 들어 풀 브라우징(Full Browsing)이 이동통신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풀 브라우징이란 휴대폰을 통해 다양한 유선 웹사이트에 접속할
<그림 1>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니즈 조사

자료 :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7년 무선인터넷 사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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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휴대폰용 무선인터넷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폰
에 적합하도록 재가공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용되었다. 데이터나 그림이 삭제된

텍스트(원문) 중심의 사이트였다. 그 동안 휴대폰으로는 인터넷을 제대로 탐색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풀 브라우징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FMC는 PC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를
그대로 휴대폰에서
구현한다.

”

이다. 풀브라우징의 보급은 대(大)화면 휴대폰의 개발, 3세대 대용량 네트워크의 보
급, 데이터 요금 인하 등에 힘입어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FMC 가입자들은 이러한 풀 브라우징 서비스를 최저의 정액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AP가 설치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사실상 무한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최저 무선인터넷 요금은 LG
텔레콤이‘오즈(OZ)’
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6,000원 정도이다. 오즈의 경우 시범
기간에는 무한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1GB 정도의 데이터 사용량
까지 6,000원에 제공하고 추가 사용량은 별도 청구하게 될 예정이다.
풀 브라우징 서비스는 PC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가 그대로 휴대폰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메일을 그대로 휴대폰에서 체크할
수 있으며, 이메일에 첨부된 워드나 파워포인트 파일을 휴대폰에서 직접 열어볼 수
도 있다. 나아가 휴대폰으로 IPTV(인터넷TV)를 시청하는 모바일 IPTV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FMC 서비스는 이처럼 PC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를 휴대폰으로 완벽
하게 구현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완벽한 QPS 체험

하나의 네트워크로 방송,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TPS(Triple Play Service)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통신상
품이 됐다. TPS는 수요 측면에서 통신비 절감과 통합과금 등 편의성 제고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편, 공급 측면에서 투자비 절감,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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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절감 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그런데 TPS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상품이긴 하지만 통신에서 가장 핵심이 되
고 있는 이동전화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융합 상품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동전화는 2007년 말 기준 20조원의 매출액으로 국내 통신시장 전체의 47%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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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C는 단말기,
서비스, 네트워크
모두 융합된 완벽한
QPS를 실현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가
윈-윈 할수 있는
서비스이다.

”

지했다. 13조 3,000억원의 유선전화보다 50% 이상 큰 규모이다. 전체 국민의 90%
가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작년 말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함으로써 국내 대형 통신사업자들 모
두 유∙무선을 갖춘 종합 통신사업자의 사업 도메인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단연 향후 새로운 사업 전략 구상이나 신서비스 출시에 있어서 유선과 무선이
긴밀히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TPS의 확장 개념인 QPS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
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통신사업자들이 QPS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현 단
계에서 제안되고 있는 QPS는 TPS 상품에다 이동전화를 단순 결합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유통채널 공유 등을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는 있지만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유선과 무선의 융합 효과, 즉 네트워크 투자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그만큼 요금 인하에는 한계가 따르게 되며, 결국
단순결합 방식의 QPS를 둘러싼 과당경쟁은 통신사업자들 간에 마이너스 섬
(minus sum) 경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FMC 서비스이다. FMC 서비스는 네트워
크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전화의 주파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휴대폰 하나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음성전화에서 시장 잠식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는 새로
운 데이터 및 부가서비스 시장을 통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FMC는 단말기, 서비
스, 네트워크 모두 융합된 완벽한 QPS를 실현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 할수 있는 서비스인 것이다.

2. FMC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FMC는 새로이 발명된 서비스라기보다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융합한 것이다. 초고
속인터넷과 같은 백본(Backbone), 와이파이(WiFi∙무선 랜)나 블루투스
(Bluetooth)처럼 초고속인터넷을 무선으로 연결시켜주는 근거리 통신기술, 그리고
이동통신망이 결합됨으로써 음성전화나 데이터 서비스가 유∙무선의 경계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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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넘나들게 해주는 유∙무선 컨버전스 서비스이다. FMC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
재 와이파이와 같은 근거리 통신 기술과 펨토셀 기술 2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① 근거리 통신 기술과 이동통신의 결합

현재 상용화에 성공한 FMC는 바로 근거리 통신 기술과 이동통신이 통합된 형태이

와이파이 기반 FMC는
인터넷전화용 AP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 없다.

”

다. 가정 내, 즉 근거리 통신 권역 내에서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AP
와 휴대폰을 연결시킨다.
FMC 전용 단말기는 휴대폰에다 무선 랜 칩이 별도로 장착된 것이다. 때문에 기존
의 휴대폰보다 원가가 높아지게 되며, 심지어 개발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용 휴대폰 개발 문제는 FMC 초기 시장 진입의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와이파이 기반 FMC는 인터넷전화용 AP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
의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 없다. 전송 속도나 용량 면에서도 펨토셀을 압도한다. 예
컨대 현재 와이파이의 전송 속도는 50Mbps인데, 이는 3세대 이동통신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의 이론상 최대 전송 속도
14.4Mbps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음성 이외에 데이터용으로 사용하는데 문
제가 없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술의 FMC는 BT(British Telecom)의 퓨전(Fusion)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실현된 바 있다. 최근 BT는 여러가지 이유로 가정용 사업에서
철수하고 기업용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FT(France
Telecom)는 유닉(Unik)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② 펨토셀과 이동통신의 결합

펨토셀(Femtocell)은 옥내용 초소형 기지국을 말한다. AP 크기의 펨토셀을 가정
에 설치하고, 이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통화에 대해서는 유선전화 수준의 요금을

LGERI 리포트

적용하는 형태이다. 이 때 펨토셀은 이동통신 회선망이나 초고속인터넷과 연결하
게 된다.
펨토셀은 그 자체가 이동통신 기술이므로 근거리 통신에서 사용하는 무선랜 카
드나 칩이 필요 없다. 별도의 전용 휴대폰을 개발하지 않아도 기존의 휴대폰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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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셀은 와이파이의
4~5배에 이르는
비싼 장비 가격이
최대의 약점이다.

대로 사용할 수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개발비 부담이 적다. 또한 펨토

”

셀은 사업자에게 인가된 폐쇄적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인가 주파수
를 사용하는 근거리 통신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펨토셀은 장비 가격이 비싼 게 큰 약점이다. 와이파이의 4~5배 이상이
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인터넷전화에서 사용되는 AP를 공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와는 달리 별도의 펨토셀 장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주파수 간섭 문제로 펨토셀의 상용화

<그림 2> 근거리 통신과 이동통신의 결합(와이파이)

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펨토셀은 많은 장점을 갖고

이동통신 기지국

있다.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용
기존 이통 기술 활용

량을 확대시키고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VoIP 기술 활용

확장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장점
CDMA

WiFi/
블루투스

AP

들 때문에 신규 네트워크 투자 시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의 집 안

GSM
BB

에 펨토셀을 설치할 경우 다량의 데이
터 트래픽이 기지국에서 펨토셀로 이
전된다. 이에 따라 기지국 수를 적게

<그림 3> 펨토셀과 이동통신의 결합

가져가면서도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동통신 기지국

보다폰에서는 펨토셀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기지국 설비투

VoIP 기술 활용

자 비용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

기존 이통 기술 활용
펨토셀
(AP)
CDMA

CDMA

GSM

GSM

다고 한다. 더불어 펨토셀에서 이통사
의 코어망으로 전달되는 트래픽을 집
BB*

안의 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백홀 전

* 이동통신 회선망 또는 초고속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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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회선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Ⅲ. FMC가 통신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1. FMC의 중요성

FMC는 통신산업
변혁의 토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

앞에서 FMC가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에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아보았
다. 그렇다면 통신사업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 결론적으로 FMC는 통신사업
변혁의 토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첫째, FMC는 컨버전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다.
FMC는 가장 요금 경쟁력이 뛰어난 상품이다. 때문에 통신요금 부담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PC 기반의 인터넷 및 컨텐츠 서비스를 모바일
로 확장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FMC는 속성상 시장 파괴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선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방어 전략에, 후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세 전략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FT 등이 먼저 FMC를 상용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FMC는 선발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에 유용한 상품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유선과 무선을 모
두 사업 영역으로 아우르는 종합 통신사업자에게는 더욱 유용할 것 같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기존의 서비스를 잠식하는 속성이 그것이다. FMC 서비
스는 이동전화 매출을 잠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비록 선발 사업자라 해도 선뜻
FMC 상품을 출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통신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뒤처진 후발 사업자라면 어떨까. 당연히 기
존의 경쟁 구도를 깰 수 있는 상품이라면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즉
FMC와 같은 시장 파괴적인 서비스는 안정을 꾀하는 선발 사업자보다 경쟁 열세를
뒤집고자 하는 후발 사업자에게 더 유용한 전략 대안이 될 수 있다.

LGERI 리포트

셋째, FMC는 모바일 부가서비스 관련 신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다. FMC는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의 융합을 촉진시키며,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건강/의료, 오락/교육, 홈 시큐리티, 모바일 금융, 교통/물류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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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사업자보다
열세를 뒤집고자 하는
후발사업자에게 더
유용한 전략 대안이
될 수 있다.

”

하기 위해서는 타부문과의 연결성(connectivity)을 확장시켜야 한다. FMC 사업 추
진 시 새로운 부가서비스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모바일 부가서비스의 역량 확보 및 주도권 강화를 꾀할 수 있다.
넷째, FMC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제고에 용이하다. FMC는 기존 사업, 즉 유
선의 초고속인터넷과 무선 랜, 그리고 이동전화를 상호 융합하는 서비스이다. 따라
서 네트워크 투자, 단말기 개발, 유통망 활용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
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
이 새로이 추진해볼 수 있는 신사업인 것이다. 유선사업자의 경우 인터넷전화
(VoIP)에 사용하는 AP를 FMC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네트워크 투자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FMC 단말기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 역시
인터넷전화 단말기 개발에서 취득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 유치 및 마
케팅 비용 지출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FMC는 통신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브릿지(Bridge) 서비스 역할
을 한다. FMC는 IMS(IP Multimedia Subsystem∙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
하고 그 기반 위에서 다양한 컨버전스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플랫폼) 구축을 비롯하여 통신서비스 산업의 가치사슬 각 분야의 발전과 역량 확보
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무선 랜 지역에서 개방형 멀티미디어 컨
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컨텐츠의 사용 증대 및 관련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다. 그리
고 유∙무선 통합 및 개인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IMS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진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유무선 네트워크 연동을 통해 네트워크 컨버전
스 발전과 망 자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지며, 듀얼 네트워크 지원 단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개인용 융합서비스 개발 및 제공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

2. 주요 사업자 동향
FMC 사업자들은 크게 유선과 무선 진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FMC의 속성상
유선에서 무선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이 유선사업자의 입장이며, 유선의 무
선시장 진입을 방어하는 동시에 무선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무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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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진영이 사용하려는 기술방식도 확연히 구분된다.

“

① 해외 유선 사업자 동향

영국의 BT(British Telecom)와 프랑스의 FT(France Telecom)는 사실상 1세대 와
이파이 기반 FMC 사업자로 잘 알려져 있다. BT는 2005년에‘퓨전(Fusion)’
이라

유선사업자들은
FMC를 통해
무선으로의 영역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

는 상품을, FT는 2006년에‘유니크(Unik)’
라는 상품을 각각 출시한 바 있다. 하지
만 두 사업자간 명암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BT의 퓨전은 시내전화망(PSTN)을 블루투스로 연동하고 휴대폰을 융합한
FMC였다. 그런데 서비스 초기에 유∙무선간 통화가 끊김 없이 연결되는 핸드 오버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대행해줄 수 있는 자회사나 관계
사가 없어 보다폰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금 인하
폭도 제한적이었다. 이같이 고객 가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퓨전의 가입자는
사업 개시 후 2년여 동안 4만 5,000여명에 불과했다. 결국 BT는 일반 소비자 대상
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대신 BT는 기업용 시장을 타깃으로 2007
년부터 와이파이와 셀룰러의 듀얼 방식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초기 진입자인 BT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소비자 시장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본
것과는 대조적으로 FT는 유∙무선 컨버전스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FT
의 FMC 상품인 유니크는 라이브박스(Livebox)라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브로
드밴드 기반의 FMC 서비스이다. 유니크는 이 라이브박스를 통해 와이파이, 인터넷
전화 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었다. 또한 FT의 유선가입자와 관련 이동통신회사
오렌지(Orange)의 가입자 간에 무료 통화를 적용하는 등 무제한 정액제 중심의 요
금제를 도입했다. 유니크 가입자는 2007년 3사분기 기준으로 약 47만명에 이른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유니크를 이용하는 가구의 평균 매출(ARPU) 10% 증가, 유
니크에 의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추가 확보, 댁내 통화량 3배 증가 등과 같은 부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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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유니크의 성공은 FT가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박스라는 게이트웨이의 덕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2007년 3사분
기까지 라이브박스 보급 대수는 470만대에 이르렀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제고
가 FMC 사업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LG Business Insight 2008 6 11

31

LGERI 리포트

“

FT는 FMC를 통해
유∙무선 컨버전스
시장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

한편 독일의 DT(Deutsch Telecom)는 독일에서는 FMS 서비스인‘홈존(Home
Zone)’
을, 미국에서는 와이파이 기반의 FMC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북미지역 FMC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회사인 티모바일(Tmobile)의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8,500여개의 핫스팟 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 스프린트의 시내전화 사업 부
문에서 분사된 엠바크(Embarq)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유
선전화 중심의 FMC 서비스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유선과 무선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일본의 KDDI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와
이파이 기반의 FMC 서비스‘오피스 프리덤(Office Freedom)’
을 제공 중이다.
KDDI는 FMC 원스톱 전략으로서 2004년에 유∙무선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상‘Ultra 3G’
을 공표한 바 있다. 유∙무선 네트워크의 융합을 통해 종
합 통신사업자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다.
② 해외 무선 사업자 동향

유선 사업자들의 FMC 사업 추진 목적이 무선으로의 확장이라는 능동적인 입장이
라고 하면, 무선 사업자들의 FMC 사업 목적은 무선시장 방어라는 다소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는 있지만 무선시장은
시장 규모나 성장세 면에서 유선을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무선인터넷을 포함한 무
선 데이터 시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유선사업자들의 무
선 진출과 그에 대한 무선사업자들의 방어 움직임은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무선사 업자들은 반격은 FMS로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2위 이동통신사업자
SFR과 독일의 DT는 각각‘해피 존(Happy Zone)’
,‘홈 존’
이라는 F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특정 기지국을 기준으로 일정지역 내 통화요금을 유
선전화 수준으로 할인해준다.
FMS 서비스와 무선 브로드밴드 기술이 부상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있어서 유선망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 네트워크 커버리
지 및 용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종소비자 가정에 직접 들어가 있는 유
선 최종가입자망(Last-mile) 없이는 결합상품, 대용량 컨텐츠 상품 등을 원활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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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유선 백홀을 확보하는 기술인 펨토셀이
무선사업자의 히든 카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이통사업자 스프린트는 2007년부터 펨토셀을 상용화하고 있다. 덴버, 인
디애나폴리스 등 일부 지역에서 개당 50달러 정도에 펨토셀을 판매하였으며, 사용자

미국의 이통사업자
스프린트는
2007년부터 펨토셀을
상용화하고 있다.

”

들은 월 15달러 정액요금으로 옥내에서 무제한의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 금년에는
미국 전역으로 펨토셀을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프린트의 경우 약 150달
러에 이르는 펨토셀 보조금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프린트는
현재 진행 중인 와이맥스(WiMaAX) 네트워크에도 펨토셀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2위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금년 중 펨토셀 도입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지난 4월 2일 미국 라스베가스에 개최된 이동통신 관련 컨퍼런스‘CTIA
Wireless 2008’
에서 버라이즌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동통신(CDMA) 네트
워크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펨토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 조사
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버라이즌은 4G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솔루션으로 펨
토셀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의 1위 이통사업자 AT&T는 금년 초 영국의 펨토셀 벤더와 향후 5년간 700
만대의 펨토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AT&T는 내부 실험을 통해 펨토셀의 잠재적
가능성을 시험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시범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 등 3개 이동통신 사업자 모두 펨토셀 도입
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무선인터넷에 음성 탑재
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펨토셀은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음영 지역을 없애고 다양한 유∙무선 융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최적 대
안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펨토셀과 매크로셀 간의 주파수 간섭 문제, 과도
한 펨토셀 장비 가격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도코모는 금년 6월부터 와이파이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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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한 가정용 FMC 서비스‘홈 유(Home U)’
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사
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펨토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도코모의‘홈 유’
는 다소 의
외의 경우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와이파이 기반의 서비스의 상용화가 용이하고
진전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코모의‘홈 유’
는 가입비가 무료

LG Business Insight 2008 6 11

33

LGERI 리포트

“

국내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기존 시장의
잠식 문제로 FMC
도입에 부정적일 수
있다.

”

이며, 월 정액요금은 1,029엔으로 저렴하다. 또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가입자간
무료 통화이며, 가입자 이외의 통화 시에도 일반 통화요금보다 30% 정도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③ 국내 사업자 동향

국내에서는 SKT가 커버리지와 기능 구현을 위한 펨토셀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KTF는 삼성전자와 함께 2007년에 와이파이와 이동전화가 결
합된 휴대폰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금년 들어 KTF는 펨토셀 도입을 위해 장비업
체들에게 정보제안요청서(RFI)를 발송하여 장비 평가를 진행 중이다. KTF는 3G
시장의 저변 확대와 유∙무선 통합을 위해 금년 3분기경 펨토셀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T그룹이나 SKT그룹과 같은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실제 서비스 도입에 있어
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FMC로 인해 기존의 이동전화 시장이 잠식당
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KTF가 검토했던 와이파이폰 서비스의 경우 실내
통화는 이동통신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KTF의 매출이 감소된다. 또한 와이파이
폰을 통한 통화가 많아질수록 모기업인 KT의 시내전화 매출도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후발 사업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선발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어떻게 해서라든 먼저 상용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
리하기 때문이다. 잠식되는 기존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후발사
업자의 선택을 쉽게 해준다.
실제 LG데이콤은 2007년부터 FMC를 신규 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상용
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데이콤은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인터
넷전화에서 사용하는 AP를 FMC 서비스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네트워크 투자
비 부담이 거의 없다. 또한 기존의 TPS를 QPS로 업그레이드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무선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 기회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LG
데이콤의 입장에서 FMC는 새로운 변신의 계기, 나아가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
킬 수 있는 전략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LG데이콤은 국내의 여타 지
배적 사업자들과는 달리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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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도권 경쟁 : 와이파이와 펨토셀의 우열 평가

“

국내외 사업자 동향을 살펴보면 유선사업자는 와이파이 기반의 FMC를, 무선사업
자는 펨토셀 기반의 FMC를 통해 각각 컨버전스 시장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 뛰어들

상용화의 관점에서
볼 때 와이파이가
펨토셀보다 우위에
있다.

”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향후 통신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에 관한 단초를 가늠
해보기 위해 앞으로 어떤 FMC 기술이 주류가 될 것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1회전은 와이파이의 우세

국내에서는 일견 와이파이 기반의 FMC보다 펨토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 지배적 유선사업자 KT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반면 매출 규모가 큰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용화란 관점에서 볼 때 와이
파이 기반의 FMC는 펨토셀보다 앞서 있다. FT의 성공사례, 최근의 도코모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이 판단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와이파이의 우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펨토셀의 반격은 가
능한가? 이러한 와이파이와 펨토셀에 대한 주도권 향방 여부는 FMC 관련 시장의
기술 표준화 방향을 가늠케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유선과 무선 진영 간에 전개되고
있는 컨버전스 시장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와이파이와 펨토셀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두 기술의 특성을 알아보자. <그림 4>
에서 두 기술을 단말 소싱의 용이성, 홈게이트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 예상 장비 투
자비, 데이터 속도, 업그레이드 용이성 등 5개 항목을 비교해보았다.
먼저 와이파이 기술은 투자비, 데이터 속도, 업그레이드 용이성 등 세 부문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각종 전자제품이 와이파이 기술을
지원하고 있어 홈게이트웨이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펨토셀은 기존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말 소싱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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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비교우위가 높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와이파이 기술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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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기술은
투자비, 데이터 속도,
업그레이드 용이성 등
세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

펨토셀의 약진 기대

그렇다면 와이파이 기술이 계속 지배하게 된다고 봐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 네트워크가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현
단계에서만의 투자 효율성만 본다면, 또한 유선과 무선 진영이 명확히 분리되어 사
업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계속 진화
하고 있다. 3.5세대 기술 중의 하나인 와이맥스가 이동통신용으로 추가 설치될 예
정이다. 기존의 3세대 네트워크도 4세대 네트워크로 진화하면서 새로이 유∙무선
컨버전스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와이파이와 펨토셀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에 따라 두 기술의 명암이 갈릴 수도 있다. 한편 통신
사업자들은 합종연횡을 통해 몸집을 불리는 한편 유∙무선 영역을 함께 갖춘 종합
통신사업을 지향하고 있다. 유선과 무선사업자들은 지분관계 등을 통해 상호 연계
되고 있다. 유선이나 무선 단일 사업영역을 갖춘 사업자들도 통신서비스 역무 통합
추세로 인해 유선과 무선서비스 모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및 용량 확대를 꾀할 수 있는 펨토셀은

<그림 4> FMC 기술 방식 비교

* Home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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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시 이동통신망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펨토
셀 장비 가격인데 이 역시 대규모 발주, 개선 작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
으로 예상된다. 물론 펨토셀 장비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되거나 와이파이 보급이
확대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와이파이 기술을 적극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펨토셀은 신규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시 이동통신망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만약 앞으로 펨토셀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경우 기존에 와이파이에 투자한 통
신사업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와이파이 방식의 FMC의 경우 기
존의 인터넷전화용 AP를 공용하므로 투자비 부담이 거의 없거나 인터넷전화 등으로
투자비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용단말기의 경우 2~3년의 교체 주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업자의 부담이라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환경 변화에 기민
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셋째, 시장선점 효과를 무
시할 수 없다. 즉 기능이 추가된 AP가 등장하여 가정 내 홈 네트워크의 표준을 선점
하게 된다면 오히려 와이파이가 펨토셀에 대한 비교우위를 굳힐 수도 있다.

Ⅳ. 시사점
이상에서 FMC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 FMC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 주요
통신사업자 동향, FMC 구현을 위한 기술 주도권 경쟁 등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FMC는 와이파이 방식이건 펨토셀 방식이건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적극
도입해야 하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각각 원가 절감과 요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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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 같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책당국이 의도하는 경쟁을
통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에 적극 부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통신요금은 현 정권의 선거공약으로 다루어졌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이슈
이다. 이미 작년부터 논의되어오던 재판매 제도가 법제화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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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C는 와이파이
방식이든 펨토셀
방식이든 우리나라에
적극 도입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

FMC는 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무선 사업자만의 경쟁에서 유∙무선
모든 사업자의 경쟁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FMC는 향후 통신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컨버전스 트렌드 진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통신사업자는 현재의 시장 지배력보다 이용자의 가치 제고를 더 중
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계열관계나 지분관계로 인해 기
간사업자 대부분 유선과 무선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기술 솔루션에 상관없이
FMC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국내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FMC 추진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
다.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굳이 기존시장을 잠식하게 되는 FMC를 먼저 상
용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KT나 SKT 그룹의 경우 당장
사업화가 가능한 와이파이보다 펨토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투자 시점도 차세
대 네트워크 투자 시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지배력보다 더 중요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저
렴한 통신요금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이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의 수익 증대보다 소비자의 가치 제고 관점에서 유∙무선컨버전스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FMC는 경쟁 구도 재편을 노리는 후발 사업자와 지
배력을 강화하려는 선발 사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FMC를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될 것이다.
FMC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나 기존 시장 방어 등의 사업 목표를 달성함과
아울러 소비자 편의성 증대 및 국내 통신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통신 산업과의 컨버전스를 통해 플러스 섬 경쟁을 지향해야 한다. FMC
는 시장 파괴형 서비스이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하여 기존의 이동전화나 시내전
화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FMC 사업 추진 시 기존 서비스와의 단순결합이나 요
금 할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경우 사업자 상호간에 가입자 뺏기 경쟁이 벌어져
과도한 마케팅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컨텐츠, 부가서
비스 등과 같은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어 제로섬이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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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스섬 경쟁으로 전락하게 될 공산이 크다.

“

FMC는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TV처럼 방송, 금융 등 타 산업을 끌어들여 부
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서비스이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산업의
외연을 넓혀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통신 이외 산업과의 컨버전스 상품 개발을

비통신산업과의
컨버전스를 통한
플러스 섬 경쟁을
지향해야 한다.

”

적극 추진해야 한다. 통신사업자와 정책당국 모두 플러스 섬 경쟁을 지향한다는 공
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위해 음성 기반의 FMC가 부가서비스 기반으로 진화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플러스 섬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제도적 지원
도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유∙무선 간에는 단일번호를 사용할
수가 없어 FMC 고객은 기존의 시내전화 번호와 이동전화 번호 등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두 개의 번호 사용 시 발신
번호 변경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합번호 체계 도입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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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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