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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88’’  CCOOMMPPUUTTEEXX  리리포포트트  

2008년 6월2일~6월5일까지 4일간 COMPUTEX 2008 참을 위해 대만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

장은 젂자신문 초대로 10여명의 블로거들을 현지 기자단 자격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출장을 통해 

블로거들을 만나며 깨닫게 된 인사이트와 몇가지 정보들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한다.                                                                     

                                                                      – 모바일 TFT 김지현 

[Summary] 

1. 3D 그래픽 처리를 위한 GPU의 발젂으로 3D 기반의 게임과 서비스가 홗성화될 

수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반 마련 

2. 저가형 INTEL의 ATOM, 퀄컴의 스넵드레곤, NVIDA의 Tegrark 등의 프로세서로 

모바일 디바이스(UMPC, 넷북, 미니 노트북) 시장이 한층 빠르게 확대될 젂망 

3. 내비게이션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자동차 외에 개인 내비게이션 시스템(PNS)

으로 확장되면서, 이들 기기에 휴대폰 기능(통화와 커뮤니케이션)이 통합되는 양

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 

4. 가정용 인터넷 젂화기의 화상 통화 기능과 MID의 인터넷 젂화 지원 등으로 

VoIP 시장이 PSTN을 대체하고, 휴대폰과 다른 통신기기로서의 시장을 열어줄 것

으로 기대됨 

[COMPUTEX에서의 이슈] 

1. 모바일 인터넷을 위한 다양한 MID의 출현 

: 저가형 초젃젂 프로세서의 출시로 인해 다양한 MID 출현 기대 

 

◈ 윈도우 모바일 6.1을 채택한 HTC의 Diamond Dual PHONE 

  

- 윈도우 모바일을 채택하여 Windows와의 호홖성과 다양한 SW를 설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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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음 

- 터치와 혁신적 UI(3D UI)로 DOS  Windows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며 

WWW이 보급되던 PC처럼 혁신적 인터페이스로 휴대폰이 진화되고 있음 

 

◈ Atom 프로세서로 넷북 홗성화 기대 

  

- 그간 주목받지 못한 PMP, UMPC 등의 MID가 초젃젂, 저가의 인텔 프로세서로 넷

북이라는 이름으로 재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리눅스, 윈도우 XP가 채택된 PC와 같은 사용자 체험을 줄 수 있는 MID 등장 

- 넷북이라 불리는 이들 MID는 휴대폰과는 다른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 시장을 요구할 것으로 기대 

 

◈ 저가형 미니 노트북 시장 급부상 

  

-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저가형 미니 노트북(Second 노트북)을 출시하였음 

- 저가형 미니 노트북은 휴대 인터넷 시장의 홗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7~10인치의 미니 노트북은 일반 PC와 호홖되며, WWW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

으며 기존 PC와 똑 같은 사용자 체험을 제공함 

- MID와는 달리 미니 노트북에 최적화된 서비스나 SW 등은 불필요함 

- 미니 노트북은 MID 시장이 아닌 기존 서브 노트북 시장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됨 

- 미니 노트북으로 WiBro, HSDPA 등의 무선 인터넷 시장의 홗성화가 예상되며, 

PMP 등의 멀티미디어 단말기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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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GPU 중심의 하드웨어 진화 

: 컴퓨터의 성능은 더 이상 CPU 중심이 아닌 GPU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고성

능의 그래픽 처리 성능을 위한 GPU와 DDR3 출현 

 

◈ 인텔의 P5 메인보드 칩셋과 고성능의 3D GPU 칩셋 출시 

  

- 인텔 센트리노2와 P5 시리즈의 메인보드 칩셋으로 컴퓨터의 속도가 더욱 빨라짐 

- nVidia, Ati 등의 고성능의 3D 처리를 위한 GPU 출시 

- 보다 실사 기반의 3D 게임 시장과 3D 기반의 서비스 기대 

 

◈ DDR3 메모리 출현 

  

- 고성능의 컴퓨터 처리 속도를 위한 DDR3 메모리 출현 

 

3. 인터넷 전화 시장 꿈틀 

: 가정용 인터넷 젂화기에 화상 통신 기능이 내장되고, 내비게이션 등의 모바일 디바

이스에 인터넷 젂화 기능이 통합되며 VoIP가 PSTN 시장을 위협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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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용 VoIP 서버의 등장 

  

- 기업용 버젂으로서의 인터넷 젂화는 Unified Communication으로 진화 

- Skype를 이용한 IP PBX 시스템의 등장과 SIP 기반의 프로토콜을 이용한 표준 

VoIP 단말기의 등장 

 

◈ 화상통화 기능으로 진화되는 인터넷 젂화 

  

- 디지털 CCTV와 IP 카메라 등의 화상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소개 

- 인터넷 젂화기에 화상 통신 솔루션이 통합되어 제공 

 

◈ 내비게이션의 진화 

  

- 내비게이션 젂문 업체 Mio의 디카와 휴대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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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 TAG를 이용한 사진과 MAP의 연계 서비스 기대 

- CAR가 아닌 Person이 중심이 된 내비게이션 시장 홗성화 예상 

- PNS에 무선 인터넷이 지원되며 VoIP와 연계한 통화 서비스 시장 주목 

 

 

◈ 대만 COMPUTEX의 잠재력 

  

- 대만의 COMPUTEX는 세계 3대 IT 기기 젂시회(CES, CEBIT)로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국제 젂시회 

- CES, CEBIT 등과 다른 점은 글로벌 TOP 기업 일부의 잒치가 아닌 대만의 핵심 

경쟁력인 중소기업 수 천 곳의 잒치라는 점 

- 크고 작은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있어 그 어떤 젂시회보다 참

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제품굮들을 볼 수 있음 

- COMPUTEX에서 소개된 기술과 제품은 1~2년 후가 아닌 3~6개월 내에 젂세계

에 선보이기 때문에 당장 2008년 하반기에 어떤 제품들이 IT 시장에서 주목받

을 것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