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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관

¡ 블루투스는 Zigbee, UWB, NFC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부품)

※ UWB(Ultra Wide Broadband), NFC(Near Field Communcation)

－ 블루투스는 무선을 통해 IT 기기간 연결(Connectivity)을 위해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양이며,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고 있음(그림 2 참조)

※ UWB는아직칩가격이고가이며크기가크기때문에상용화의어려움을겪고있으며,

NFC는시장도입단계(휴대폰에서는결제시스템에적용되고있음)

－ 특히, 저렴한 가격, 높은 인지도(10년의 역사), 음성 지원 가능, 저전략화 

실현, 무선 기술간 높은 공존성(Interoperationalization)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휴대폰, 헤드셋 등의 시장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음

※ 공존성은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휴대폰 시장에서 단가 하락을 위해 무선통신

부품간 원칩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그림 2 참조)

－ 전세계적으로 블루투스 IC 생산 업체, 모듈 생산 업체, S/W 개발 업체, 

서비스 업체 등 6,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블루투스 사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그림 1 참조)

※국내업체로서는모듈생산업체로서삼성전기, LG이노텍등이진출해있음

그림 1 블루투스 산업의 가치 사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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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블루투스 IC의 적용 시장 및 진화 과정(원칩화)

<자료> : 장기철(2008), "Bluetooth 기술/시장 동향"

¡ 산업 구조 측면에서 블루투스 (IC) 시장은 기존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블루투스가 적용된 시장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휴대폰 시장에서 제조 업체간 가격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블루투스 IC 생산 업체의 가격 교섭력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

※ 둘이상의 IC 업체와거래를하고있는노키아, 삼성전자등은교섭력이높은편이지만,

상대적으로낮은시장규모및지위를유지하고있는휴대폰업체들은의존적

－ IC 생산(S/W포함)에 있어 높은 R&D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음성 지원 등을 위한 무선통신 부품 가운데 블루투스를 대체할만한 부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Wi-Fi, UWB, NFC 등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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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동향 및 전망

¡ 전세계 블루투스는 연평균 성장률 13.4%('08년~'13년)를 보이며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됨

－ 블루투스는 '98년~'99년경에 일부 제조업체가 제품화하고 있었지만, 당초에는 

RF 트랜시버, 베이스 밴드, 플래시 메모리가 합쳐져 구성된 것이라 가격은 고가

－ 그러나, 영국의 CSR이 경쟁사보다 앞서서 원칩화에 성공하여, '00년 '블루

코어' 시리즈 양산을 시작한 후 저가화가 실현됨

－ 이후 휴대폰 등에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08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10.5억 개가 생산되고 있음

표 1 주요 적용 시장별 동향

구분 적용 제품 주요 동향

▷ 노트북 PC 기본 탑재 증가에 따른 마우스+

   프리젠터(Presenter) 기능으로 확대

▷ 휴대폰의 입력 장치로서 확대

▷ 휴대용 기기 적용이 보편화

▷ 초저전력 실현시 보다 다양한 센서 응용 분야에 

   적용 및 부품 등장

▷ 향후 비약적인 증대가 예상되는 시장

▷ 자동차 오디오 탑재가 급격히 증대

▷ D-TV 수요 확대에 따른 채택 증대

▷ 모노 헤드셋은 저가격, 디자인, 음질에 대한 

   경쟁이 심화

▷ 전용 헨즈프리는 자동차 오디오, 네비게이션 

   등으로 시장이 전환

▷ 디지털 카메라는 현재 전송 속도의 한계로 

   UWB 기능 등을 원칩화 적용 확대 예상

▷ 프린터는 USB 어댑터 등의 옵션 선택

▷ 휴대폰과 다른 IT 기기(TV, 노트북 등)간 

   사진 전송 응용 확대 전망

<자료> : 장기철(2008), "Bluetooth 기술/시장 동향",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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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세계 블루투스(모듈) 시장 규모 및 적용 시장별 비중                      (단위 : 백만 개,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CAGR

('08년~'13년)
전세계 시장      1,051      1,129      1,295      1,580      1,809      1,967

13.4 
증가율 29.9 7.4 14.8 22.0 14.5 8.7

휴대폰    807   860 969  1,155  1,280  1,347
10.8 증가율 41.0 6.6 12.7 19.2 10.8 5.2

비중 76.8 76.2 74.8 73.1 70.8 68.5
노트북 58  73 94 117 145 163 

22.9 증가율 53.6 26.6 28.4 24.5 23.9 11.9
비중 5.5 6.5 7.3 7.4 8.0 8.3

데스크탑 PC 30 34 37 38 40 40 
5.6 증가율 29.4 13.8 7.6 3.6 3.0 0.6

비중 2.9 3.1 2.9 2.4 2.2 2.0
PC 주변 기기 21 24 28 29 30 32 

8.8 증가율 23.6 13.2 17.0 5.0 4.2 5.0
비중 2.0 2.1 2.1 1.8 1.7 1.6 

게임기 60 76 89 95 101  102 
11.1 증가율 47.8 26.8 16.8 6.0 6.2 1.7

비중 5.7 6.8 6.9 6.0 5.6 5.2
자동차 45 55 69 80 91 95 

16.0 증가율 37.6 23.4 24.2 16.6 12.9 4.3
비중 4.3 4.9 5.3 5.1 5.0 4.8

<자료> : iSuppli(2009. 2Q)

¡ 블루투스는 휴대폰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용 등 신규 

시장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시장 비중 측면에서는 휴대폰용이 가장 많은 비중('08년 76.8%, 8.1억 개)을 

차지하고 있으며,

※ Gartner에 따르면, '10년에 휴대폰 중 블루투스를 탑재한 휴대폰이 70% 이상이 될 것

이라고예측(2008. 06. 06)

－ 시장 성장 측면에서는 노트북 PC용이 가장 높은 성장('08년~'13년 연평균 

성장률 22.9%)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전반적인 IT 시장의 성숙기 도래,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09년 연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년에는 휴대폰용, 노트북용, 

자동차용, PC 주변 기기용을 중심으로 연간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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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용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넷북 등

신제품 수요 증가, 데스크탑 PC 수요 시장 흡수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다만, 중기적('11년~'13년)으로 볼 때, 블루투스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휴대폰용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적용 시장 발굴은 물론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디지털 카메라용, 디지털 캠코더용, MP3용 등 기존 시장 확대가 필요

※ iSuppli 통계에 의하면, 블루투스는 자동차,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등

에는 '04년, 데스크탑 PC, MP3 등은 '05년에적용․탑재된것으로조사됨

¡ 한편, LG경제연구원의 'MWC 2009'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의  

새로운 고객 가치로서 Rich Communication Suit, 서비스의 개인화, Sync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제안(LG Business Insight, 2009. 03. 11), 

※ Rich Communication Suit는고객의경험을풍부하게하기위해다양한 서비스를합쳐

새롭게 하나로 구성된 이동통신 서비스 형태를 의미하며, Sync는 Synchronization

(동기화)의 줄임말로 서로 다른 단말, 서로 다른 데이터 환경이 상호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난 '09년 4월 21일 발표된 블루투스 3.0은 상기 제안된 

고객의 가치(동기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판단됨

※ 블루투스 3.0은 기존 버전(3Mbps)보다 속도를 최대 24Mbps(8배)로 향상시켜 블루투스

기기간동기화를통해대용량파일의송수신을가능하게함

※ Gartner는 '09년~'10년에주목해야할 8가지무선통신기술가운데블루투스 3.0을언급

(2008. 12. 4)

－ 즉, 블루투스 시장의 성장은 무선통신 기술․기능간 통합, 다른 기능들과의 통합

(원칩화 등)을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관건인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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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별 경쟁 현황

¡ 블루투스 시장은 CSR(영국, Cambridge Silicon Radio)과 브로드컴(미국)이 전체 시장의 

76.4% 차지('08년 기준)

－ 블루투스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SR은 블루투스 2.1 버전에 

대응이 가능한 블루코어 5세대~6세대를 중심으로 점유율 1위를 유지

※블루투스 2.1 버전은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p)에의해 '07년 8월에제정된

표준으로 페어링(블루투스 기기간 인식하는 과정)의 간소화, 저전략화(블루투스 기기간

데이터나 신호를 주고받는동안만작동하도록만들어불필요한 전력을낭비하지 않게

한것으로최대 5배의전력향상) 등이특징

－ '08년 6월에 기존 블루투스 기능, GPS 기능, FM 송수신, 저전력화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블루코어 7세대'를 출시하여 칩의 고집적화, 고기능화를 실현

※최근블루투스 IC는멀티미디어기능등이추가되고있는추세

표 3 블루투스 IC 업체별 점유율-전체 시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전세계 시장 규모 645 1,222 1,587 1,790 1,634

39.2 39.9 44.4 47.3 42.6

14.9 22.9 23.3 22.8 33.8

3.7 2.1 4.7 6.3 11.3

5.7 6.3 7.1 4.6 4.8

3.3 3.7 2.1 2.5 2.9

<자료> : iSuppli(2009. 2Q)

¡ '08년 매출액 기준, 전체 시장의 69.5%를 형성하고 있는 휴대폰용 시장은 

브로드컴이 48.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ST의 점유율 상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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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컴과 CSR이 휴대폰용 시장의 74.8%('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진 그룹에 속하는 업체들(ST, TI, Infineon 등)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더욱 치열해 것으로 판단됨

－ '09년 2월 ST의 무선 반도체 사업 부문(ST-NXP Wireless)과 Ericsson 모바일 

플랫폼 사업 부문의 합작을 통해 탄생한 ST-Ericsson이 기존 두 업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 공격적으로 빠르게 진입할 것이 예상되며, 

－ 이는 브로드컴보다는 CSR에게 더욱 큰 위협적일 것으로 추정됨

※ CSR은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제품군이 적으며 실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큼(CSR의 전체 매출은 브로드컴 전체

매출의 10% 정도)

※ 추가적으로 휴대폰용 시장에서 CSR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은 가격 경쟁 심화, 시장

둔화는 물론 최대 고객인 노키아의 점유율이 하락('08년 1Q 40.9%→2Q 41.0%→3Q

38.8%→4Q 38.5%→'09년 1Q 38.0%)하는것도한몫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풀이됨

표 4 블루투스 IC 업체별 점유율-휴대폰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전세계 시장 규모 534 945 1,063 1,174 1,136

18.0 29.6 34.8 34.8 48.6 

28.7 24.6 27.8 31.0 26.2 

4.5 2.8 7.0 9.6 12.2 

6.9 8.1 10.5 7.0 6.9 

1.9 2.4 2.8 3.3 3.7 

<자료> : iSuppli(2009. 2Q)

¡ 한편, CSR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담보로 모듈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블루투스의 가치(공존성 등)를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

－ 최근 개최된 'MWC 2009'에서 CSR가 선보인 'CSR 9000'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블루투스+Wi-Fi+저전력+FM 기능]을 통합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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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통합 과정은 'Connectivity Centre' 전략을 통해 블루투스의 가치 향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시장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음

※ Connectivity Centre는 시장의 요구-제품의 크기나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면서 추가 비용 없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추가 기능을 탑재하고자 하는 요구-를 효율

적으로가능하게솔루션이자전략

※블루투스기능강화등을위해최근 SiRF(GPS IC 시장점유율 4위업체) 인수를발표

－ 이것은 블루투스, Wi-Fi 등을 자체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과는 달리 S/W 

등을 자체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

※ 경쟁사들은 H/W는 자체 개발하고 있지만 S/W는 외주에서 받아오고 있어 기술 지원,

제품안정성, 속도등에서차이가발생

－ 또한 무라타, 삼성전기 등의 모듈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

※ CSR 설립 초창기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무라타(일본)와의 기술 협력 통해

블루투스모듈생산 2억개돌파하였으며, 무라타의고객사(단말기제조업체)의요구를

충족시키고있는것으로평가됨(2009.03.10)

※삼성전기와파트너십을체결하고시중 가격의절반에해당되는내장용 GPS 솔류션을

개발하여시장대응속도를더욱빠르게했다는평가를받음(2008.04.02)

표 5 CSR의 블루투스 적용 시장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CSR 실적 253 487 704 846 696

휴대폰용 시장 534 945 1,063 1,174 1,136

CSR의 점유율 28.7 24.6 27.8 31.0 26.2

헤드셋용 시장 6 132 275 358 288

CSR의 점유율 0.0 92.4 79.3 82.4 84.4

소비자 가전용 시장 45 49 93 119 89

CSR의 점유율 93.3 85.7 66.7 67.2 74.2

컴퓨터 주변 기기용 시장 45 78 138 113 96

CSR의 점유율 100.0 100.0 83.3 81.4 79.2

자동차용 및 기타  시장 15 18 18 26 25

CSR의 점유율 86.7 72.2 77.8 57.7 52.0
<자료> : iSuppli(2009.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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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블루투스, 적용 시장 확대가 시장 성장 및 회복 관건

－ 현재 블루투스 시장은 휴대폰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발굴은 물론 기존 시장에서의 확대․적용이 추가적으로 필요

※최근어떤회사는냉장고에블루투스를채택하려는움직임있는것으로파악됨

－ 이를 위해서는 블루투스의 장점인 '공존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들의 추가를 

통해 수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 블루투스 IC 생산 업체의 부재로 인하여 국내 

모듈 생산 업체의 시장 교섭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됨

－ 따라서, 국내에서도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 통신칩 개발을 통한 산업 성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초경쟁(Hyper-Competition)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CSR를 통해 배울 필요가 있음

※초경쟁시대는경계파괴, 글로벌화, 상시기술혁신등이이뤄짐에따라도래하였으며,

초경쟁은지속적으로새로운경쟁우위를만들어내는상황을의미

－ 초경쟁시대의 선두 업체들은 제품, 시장 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세계 최초의 

블루오션을 창출해 가며 경쟁자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이 경영 전략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CSR은 블루투스 시장의 선두 업체로서 기술적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원칩화, 저가격화 등을 선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Connectivity Centre', '관련 기술․기능들의 통합', '모듈 업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부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는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중소 IT 부품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
강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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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블루투스 버전별 주요 특성

버전 주요 특성

1.0와 1.0B

ᄋ 문제점이 많아 제품간 상호 호환성을 가지게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 

ᄋ 핸드셰이킹 과정에서 블루투스 하드웨어 장치 주소를 반드시 전송해야 하므로 

프로토콜 수준에서의 익명 표현을 할 수 없었음

ᄋ 이는 블루투스 환경에서 제공되기로 계획된 소비 확대 정책 등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에 큰 결점

1.1

ᄋ 2002년 802.15.1 IEEE 표준으로 승인

ᄋ 비 암호화 채널(non-encrypted channels)을 지원하였고, Signal Strength 

Indicator(RSSI)를 수신 받을 수 있게 되었음

1.2

ᄋ 1.1 버전과 호환성 유지

ᄋ 빠른 접속과 가까운 거리에서의 주파수 간섭 및, 먼 거리에서의 분산스펙트럼

(frequency-hopping spread spectrum)에 대비

ᄋ 실제 전송 속도는 1.1과 같은 721kbit/s

ᄋ 패킷의 오류나 재전송에 따른 음성이나 음원신호의 quality손실을 막는 Extended 

Synchronous Connections (eSCO)를 지원

ᄋ Three-wire UART를 위한 Host Controller Interface (HCI)를 지원

ᄋ 2005년 802.15.1 IEEE 표준으로 승인

2.0

ᄋ 2004년 10월에 표준화가 된 이 버전은 1.1과 호환성 유지

ᄋ 3.0Mbit/s의 Enhanced Data Rate (EDR)를 지원

ᄋ 평균 3배, 최대 10배의 전송속도 향상(실제 전송 속도 2.1Mbit/s)과 Duty 

Cycle감소에 의한 저 전력 소비

ᄋ Multi-link scenarios의 단순화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확대

ᄋ 이론상의 전송 속도는 3.0Mbit/s이고, 실제 data전송 속도는 2.1Mbit/s

2.1

ᄋ Bluetooth SIG에 의해 2007년 8월1일 제정

ᄋ 확장된 inquiry 응답 범위

ᄋ 저 전력 모드일 경우(특히 비대칭 전송(asymmetric data flows)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음

ᄋ 암호를 다시 설정했을 경우, 장치 간에 더욱 강력한 암호화로 최소 23.3시간 

이상의 연결을 유지

ᄋ 보안의 강화와 사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해 블루투스 장치 간의 공유 

기술 향상

ᄋ NFC 라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접속 가능

3.0

ᄋ 2009년 4월 21일에 발표

ᄋ 802.11 PAL(Protocol Adaptation Layer)를 채용해서 기존버전보다 속도를 

최대 24Mbps로 향상

ᄋ 블루투스 기기간에 대용량 그림, 동영상,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음

ᄋ 내장된 전력 기능을 통해 전력 소모를 더욱 크게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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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블루투스 관련 과제 추진 현황

연도별 현황(과제수) 사업명(과제수) 발주기관(과제수) 전문연구기관(과제수) 주관기관(과제수)

2006(44)

2007(43)

2002(26)

2004(22)

2008(22)

산학연공동기술개발(균특)(2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1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8)

산학연공동기술개발(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

한국산업기술평가원(45)

정보통신연구진흥원(26)

한국과학재단(14)

중소기업청(84)

한국산업기술평가원(142)

정보통신연구진흥원(28)

한국과학재단(1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7)

한국학술진흥재단(4)

한국전자통신연구원(7)

부경대학교(6)

한국과학기술원(4)

전남대학교(3)

충주대학교(3)

 주) 자세한 과제 내용 등은 아래 <자료원>을 참조하기 바람

<자료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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