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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WC 2022 개요

□ (일시 및 장소) 2.28(월) ~ 3.3(목) 스페인 바르셀로나 Fira Barcelona

□ (전시 및 참관) 180개 국가 1,500개 업체 참가

* 국내 110개(대기업 5개社, 중견·중소 54개社 스타트업 51개社) 기업 참가

II  주요 전시 트렌드 

 □1  기후 변화, 중대 재해, 디지털 격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ESG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 대두

ㅇ 글로벌 모바일 기업을 중심으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달성을

위한 ①친환경 소재, ②재난·사고 예방, ③사회 포용적 기술 소개

① (삼성) ‘갤럭시 22’ 및 ‘갤럭시 북2 프로’에 탑재된 폐어망을 재활용한 친환경

부품 소재 및 관련 재생기술 소개

② (화웨이) 5G·드론으로 실시간 잡초 데이터를 분석해 제초제 사용을 90%까지

줄인 클라우드 기반 농업 솔루션 적용 사례 및, 산재예방을 위해 5G솔루션

기반으로 광산의 흙·광물을 퍼나르는 자동화 시스템 소개

③ (SKT) ‘배리어 프리’, ‘환경·에너지·사회안전망’ 등을 주제로 11개 스타트업과

함께 추진한 ESG 프로젝트 소개

* 청각장애 택시기사-승객간 소통 가능한 차량호출 서비스 ‘고요한M’(코액터스)

* 발달장애 직장인의 출·퇴근을 위한 맞춤형 셔틀 ‘착한 셔틀’(모두의 셔틀, 이유) 등

ㅇ 정책포럼에서는 ①재난·위기 대응, ②지역·소득·성별·교육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 ③탄소중립 등 모바일 기술의 새로운 역할 정

립

① Mobile’s role in humanitarian assistance 세션

 ② Digtial inclusion 세션

 ③ Turning ‘Blah Blah Blah’ into climate action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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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G인프라 개방·가상화 기술 등 B2B 서비스 대두

ㅇ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Open RAN), 가상화 기지국(vRAN), 클라우드

등 ①통신 인프라 개방·가상화 기술과 차세대 스마트공장, 5G 특화망

등 ②5G 융합기술 기반 B2B 서비스 전시

① (SKT)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와 개발한 5G 기반 클라우드 vRAN 성과 소개

① (O-RAN 얼라이언스) 전세계 300개 이상 기업·기관으로 구성된 오픈랜 연합체로,

22개 오픈랜 기술 데모 시연

① (MS) 5G 코어망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클라우드 코어’ 기술 소개

② (에릭슨) 5G·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케이블을 없애고 로봇·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유연한 운영 및 100% 고객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미래 스마트공장의 개념을

제시하고, 항구·공장 등에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5G 특화망 기술 등 소개

② (AWS) 5G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운영지원 시스템(BSS·OSS),

5G 보안서비스, 5G 특화망 등 5G·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소개

< (참고) Open RAN 및 vRAN 개요 >

(Open RAN) 무선신호처리장치(RU)와 분산장치(DU) 간 ‘프런트홀’ 구간을 개방형 인터페
이스(기술규격 통일)로 구축해 제조사가 서로 다른 통신장비를 연동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지국의 HW/SW를 완전히 분리하는 기술

(vRAN) 기지국 무선접속망 장비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SW 형태로 일반 서버에
탑재해 장비호환성을 높이고 기지국 관리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기술

◈ 개방형 5G 네트워크는 통신사가 특정 제조사의 장비에 종속될 필요가
없어, 기술·가격 경쟁력을 확보시 중소 통신 장비사에게도 시장기회로
작용할 전망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①오픈랜·vRAN 등 차세대 통신기술 표준
선점에 주력하고, ②국내 장비사가 국제 표준·규격·성능 관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의 연계협력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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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韓·中간 스마트폰 경쟁 지속 및 휴대성·연결성 강화한 

모바일 기기 라인업으로 자사 모바일 생태계 확장 경쟁

ㅇ (스마트폰) 프리미엄~중저가에 이르는 스마트폰과 함께 충전기술,

이어폰 등 관련 제품이 다수 소개되고 폴더블폰 경쟁 본격화

* (삼성) ‘갤럭시 S22’의 야간 동영상 촬영 기능 ‘나이토그래피(Nightography)’

체험존을 마련하고, ‘갤럭시 Z 폴드3’, ‘갤럭시 Z 플립3’ 등 폴더블폰 전시

* (화웨이) 위아래로 접는 폴더블폰 ‘P50 포켓’('21.12월 출시) 전시

* (샤오미) 중저가(299~349€)로 프리미엄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Poco X4 Pro

5G’를 출시, 자사 폴더블폰 ‘Mi MIX Fold’('21.3월 출시) 전시

* (OPPO) 플래그십 스마트폰 ‘Find X5’ 출시, 폴더블폰 ‘Find N’('21.12월 출시)

및 롤러블폰 시제품 ‘OPPO X 2021’ 전시, 4,500mAh 배터리를 9분/15분만에

100% 충전하는 240W/150W 충전기술 소개

* (Honor) 플래그십 스마트폰 ‘Magic 4 Pro’ 출시, 폴더블폰 ‘Magic V’ 전시 ('22.1월

출시), 세계 최초의 실시간 체온 측정 무선이어폰 ‘이어버즈3’ 출시

* (Nokia) 5050mAh 대용량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3일 사용 가능한 초저가

(120€) 스마트폰 3종 공개

ㅇ (모바일 생태계) 디지털 수요 증가를 반영해 휴대성·연결성 등 자사

생태계 내 일상 경험을 향상한 제품 출시로 소비자 확보 시도

* (삼성) 자사 제품 간 연결성 및 휴대성·보안·영상통화 경험을 강화
· (갤럭시 북2 프로) 두께 11mm, 무게 870g, 1회 충전으로 21시간 사용 가능

· (프라이빗 쉐어) MS의 기업용 보안 솔루션 규격을 충족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안전

하게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능

· (오토 프레이밍) 넓은 시야각(최대 87°) 보장 및 사용자 움직임에 따라 화면 중심을

맞춰주는 기능

* (화웨이)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출시해 자사 생태계를 확장하고,

제품간 연결성 강조
· (메이트북X 프로) 두께 15.5mm, 무게 1.38kg, 15분 충전으로 3시간 사용 가능하고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노트북

· (메이트북 E) 태블릿 PC, (메이트스테이션X) 일체형 PC, (메이트패드) 전자책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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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G 연결성에 힘입은 통신사의 영역 확장 대두, 메타버스 및 

관련 생태계 신기술 대거 소개

ㅇ (통신사) 5G 연결성을 기반으로 공연·전시·게임·컨텐츠 및 로봇
등으로 서비스 영역 확장 중

* (SKT) 별도 마련된 ‘메타버스존’에서 메타버스 갤러리, 메타버스 K팝 콘서트
등 ‘이프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가능, 4K 카메라 100여 대가
움직임을 캡쳐해 360도 입체 영상으로 인물을 구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혼합현실(MR) 제작소 ‘점프스튜디오’를 전시관에 설치해 관람객이 MR 기반
으로 K팝 스타를 만나는 경험 제공

* (KT)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무인으로 24시간 상시 방역 체계를
지원하는 ‘AI 방역로봇’ 출품, AI를 활용해 K팝 춤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KT 리얼 댄스’ 서비스 소개 등 통신을 넘어 디지털플랫폼기업(디지코)으
로의 비전 제시

* (LG U+) XR콘텐츠 통합 플랫폼 앱 ‘U+DIVE’를 통해 VR·AR 영화, 공연, 웹툰,
게임, 교육 등 3,000여 편의 XR 콘텐츠를 소개, 특히 K-팝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U+아이돌Live’를 적극 홍보

ㅇ (메타버스) 주력 5G 융합 서비스로 대두되고 있으며, 플랫폼·콘텐
츠 뿐 아니라, AI반도체·AR글래스 등 핵심 부품·디바이스 및
NFT 등 관련된 기술혁신이 급격히 진행

* (에릭슨) AR글래스를 활용한 실시간 3D 홀로그램 기반 소통 기술 소개

* (오랑주) 초저지연 5G로 자동차를 원격조종하는 게임 체험 공간 마련

* (메타)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슈퍼 컴퓨터 공개

* (SKT) 자체 개발한 AI반도체 ‘사피온(SAPEON)’ 유럽 시장에 최초 소개

* (퀄컴) 세계 최초로 AI 프로세서를 내장해 최고 10Gb의 다운로드 속도와
30% 향상된 상황 감지 기능을 갖추고 600MHz~41GHz의 모든 글로벌 상용
5G 대역을 지원하는 5G 통신용 모뎀칩 ‘스냅드래곤 X70 모뎀-RF’ 공개

* (OPPO) 날씨·일정 확인, 번역 등 기능을 내장한 30g 무게의 초경량 AR글
래스 ‘Air Glass’ 전시

* (로키드) 화웨이의 5G 기술을 결합해 광산 등 현장에서 외부와 협업할 수
있는 산업용 증강현실 방폭 헬멧 ‘Rokid X-craft’ 소개

* (소더비) 핀테크와 메타버스를 주제로 기조연설에서 ‘21년 개시한 NFT 경매
사업 및 자사 NFT 플랫폼 ‘소더비 메타버스’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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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MWC(Mobile World Congress〕2022 행사 개요

□ 주제 : “Connectivity Unleashed”

* 모바일 기술이 코로나19를 넘어 미래 산업과 사회 전반에 가져올 변화를 제시

□ MWC 핵심 키워드 변화

MWC 2019 MWC 2021 MWC 2022

Intelligent Connectivity Connected Impact Connectivity Unleashed

․Connectivity
․AI
․Industry 4.0
․Immersive Content
․Disruptive Innovation
․Digital Wellness
․Digital Trust

․Startup Innovation
․AI
․Future Society
․Customer Experience
․Creative Tech
․Connectivity
․Connected Industry

․5G Connect
․Advancing AI
․CloudNet
․IoT
․FinTech
․Tech Horizon

* 코로나 19로 인해 MWC 2020는 취소, MWC 2021은 6월에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 MWC 2022 Highlight

ㅇ (모바일) 삼성, 화웨이 등 주요사는 프리미엄 노트북·스마트폰 등

강화된 소비자 경험을 앞세운 모바일 생태계 확장 시도

< 삼성 ‘갤럭시북2 Pro’ > < 화웨이 ‘메이트북X Pro’ > < OPPO ‘Find X5 Pro’> < Honor ‘Magic 4 Pro’ >

ㅇ (Ministerial Programme) 정부, 기업, 규제기관, 국제기구 등의 고위급

인사들을 별도로 초청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 포럼

* 금년에는 ‘경제 회복’, ‘디지털 포용적 세계’를 키워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

* (국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통신3사와 협력해 기존 LTE 기반

지하철 객차내 WiFi를 28GHz 초고주파 대역 5G로 대체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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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erial Programme의 주요 세션 요약 >

구분 1일차(2.28, 월) 2일차(3.1, 화) 3일차(3.2, 수)

시간 10:00 ~ 11:00 10:00 ~ 11:00 10:00 ~ 11:00

주요
세션명

Digital Inclusion: What will it
take to get everyone
Connected?

State of Industry:
What’s Next for the
Mobile Sector?

When Disaster Strikes:
Mobile’s Role in

Humanitarian Assistance

주요
참여자

이탈리아 기술혁신 및
디지털전환 장관,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 장관,
유엔여성기구 사무부총장,
ITU 통신개발국장 등 7명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
퀄컴 기술 라이센싱·
글로벌협력 담당 사장,
보다폰 대외·기업담당
최고책임자, MS AI·혁신
부문총괄매니저등 7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신디지털기술부 장관,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정무차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대응지원국장

등 6명

내용
・지역·소득·성별·교육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전략

・팬데믹 이후 미래
기회·성장을 위한
모바일 산업의 역할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시간 16:00 ~ 17:15 16:00 ~ 17:15 11:30 ~ 12:45

주요
세션명

Turning ‘Blah Blah Blah’
into Climate Action

Financ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Urban Innovation in
Action

주요
참여자

콜롬비아정보통신기술부장관,
이집트통신정보기술부장관,
오스트리아농업지역관광부장관,
세계은행인프라담당부총재,
COP26 기후행동 챔피언
시스템전환 Co-Lead 등 9명

에콰도르 통신정보사회부
장관, OECD 사무차장,
스마트 아프리카사무총장,
구글 통신·미디어·엔터
산업 솔루션 전무 등 8명

일본 총무성 차관,
바르셀로나 시의회 부시장,
모스크바정부 IT부 부국장,
GSMA 유럽 공공정책
책임자 등 6명

내용
・탄소중립에서의 스마트
커넥티드 기술의 역할
및 실행계획

・미래 네트워크 비용
조달을 위한 우선순위·
책임공유재조정논의

・스마트시티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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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요 기업 전시 개요

□ 국내외 1,500개社가 피라 그란비아(Fira Gran Via)에서 전시 참가
* (개별참가) 삼성전자, LG유플러스, SKT, KT 등, (공동참가) KOTRA, KICTA, 대구TP 등

기업명 주요 전시내용

삼성전자

o 성능이 향상된 ‘갤럭시북2’ 등 스마트폰-웨어러블-노트북에 이르는
삼성모바일 제품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갤럭시 생태계’ 강조
* 일반 소비자 대상 노트북 중 처음으로 MS 기업용 보안 솔루션인
‘시큐어드 코어 PC’ 규격을 충족하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기능 지원

o 폐어망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갤럭시 22’ 등 친환경
제품 소개

< MWC 부스 내 갤럭시 체험 예시 > < 폐어망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갤럭시 22’ >

SKT

o ‘SKT 2.0 시대’의 새비전을 알리고, ‘5G & 비욘드’를 키워드로
메타버스·AI·UAM 등 자사 미래 핵심서비스* 소개
* △글로벌 및 HMD 버전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 △4K
카메라 100여대가 움직임을 캡쳐해 360도 입체영상으로 인물을 구현
하는 볼류메트릭(Volumetric)을 통해 K팝 콘서트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점프스투디오' △국산 AI 반도체 '사피온' △미래 모빌리티 핵심
'UAM' 등 소개

o 5G 무선네트워크 기반의 클라우드 가상화기지국(vRAN) 개발
성과를 소개하고(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와 협력), 11개 혁신 스타
트업과 함께 추진해온 ESG 프로젝트를 별도 전시
* 그 외, 가상 미래세계(메타 플래닛)을 체험할 수 있는 ‘4D 메타
버스’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전시 아이템을 소개하는
‘원격 도슨트’ 운영

< SKT MWC 2022 전시관 조감도 > < SKT 5G 가상화 기지국의 모습 >

< 주요 참여기업 전시내용 > *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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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 전시내용

KT

o ‘디지털혁신의 엔진, 디지코(DIGICO) KT’를 주제로 AI, 로봇, KT그룹&

파트너 3개 존을 운영. 통신을 넘어 AI·디지털 전환, 미디어·콘텐츠,

금융 등의 디지코 기업으로 도약을 선포

* △교통흐름을 분석해 최적의 신호를 도출하는 기술인 ‘트래픽 디지털

트윈’, △모바일 에지 컴퓨팅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하이브리드

5G MEC 플랫폼’, △사용자의 춤을 AI로 비교·분석하는 ‘리얼 댄스’

△ AI 기반무선네트워크운용관리솔루션 ‘닥터와이즈’ △무선통신품질

AI 분석기술 ‘AI NQI’, △ ‘인공지능 방역로봇’ 기술 최초 공개

** KT그룹&파트너존에서는 안드로이드OS 기반 IPTV, OTT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해주는 KT 그룹사 알티미디어의 차세대 사용환경인 ‘A.UX

얼라이브’를 소개

o B2C·B2B·B2G*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업무·서비스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KT 인공지능 컨텍센터(KT AICC)’를 소개하고

‘AI통화비서’ 체험존** 구축

* (B2C) ‘AI통화비서’가 바쁜 소상공인을 대신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고객 문의 전화 응대,

(B2B) 음성지문(성문)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하는 ‘목소리인증’

솔루션, 상담사에게 상담 관련 지식 및 답변을 실시간 추천하는

‘상담 어시스트’ 솔루션,

(B2G)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인는

AI돌봄케어 사례 소개

** 예약·운영시간·주차문의 등에 대응하는 가상 시나리오 간접 경험

< KT MWC 2022 전시관 조감도 > < KT MWC 2022 전시관 로봇존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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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 전시내용

LG U+

o 바이어 전용 회의장 및 XR콘텐츠 등 5G 서비스 시연공간을 운영

하여 빅테크 기업들*과 사업협력 기회 발굴

* 오픈랜(O-RAN) 생태계 조성과 5G 네트워크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

메타버스 등을 논의

* XR콘텐츠 통합 플랫폼 앱 ‘U+DIVE’에서 VR·AR기반 영화·공연·여행·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00여편의 컨텐츠 소개 및 K-팝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U+아이돌Live’ 소개

< 확장현실(XR) 서비스 시연 모습 > < ‘U+DIVE’ >

Huawei

o ‘Lighting Up the Future’를 주제로 뉴노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스마트 ICT 인프라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확장된 자사 모바일 생태계 내 제품간 연결성 강조

* 지능형 클라우드-네트워크, 저탄소 광네트워크 솔루션, 풀스택

데이터센터 솔루션 등 친환경·지능형 인프라 기술

* 프리미엄 노트북 ‘메이트북X 프로’, 태블릿 PC ‘메이트북 E’, 폴더플

스마트폰 ‘P50 Pockek’ 등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소개

< ‘메이트북X 프로’ > < ‘P50 Pocker’ >

Xiaomi

o 중저가(299~349€)로 프리미엄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Poco X4

Pro 5G*’ 출시, 자사 폴더블폰 ‘Mi MIX Fold’('21.3월 출시) 전시

* 108MP 메인의 트리플 카메라, 5,000mAh 배터리, 67W 고속충전 등

< ‘Poco X4 Pro 5G’ > < ‘Mi MIX F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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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 전시내용

OPPO

o ‘Shape the Future’를 주제로 ‘브랜드’, ‘플래그십’, ‘스마트폰

기술’, ‘5G’, ‘AR 생태계’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해 전시

* 퀄컴의 최신 AP ‘Snapdragon 8 gen 1’, 5,0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

자체 개발 NPU ‘MariSilicon’, 5,000mAh 배터리 등 탑재한 신규 플래

그십 스마트폰 ‘Find X5 Pro’를 공개하고 폴더블폰 ‘Find N’, 롤러블폰

시제품 ‘OPPO X 2021’, 4,500mAh 배터리를 9분/15분만에 100% 충전하는

240W/150W 초고속 충전기술 소개

< ‘Find X5 Pro’ > < OPPO 240W 충전기술 >

Honor

o ‘The Power of Magic’이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플래그십 스마트폰 ‘Magic 4 Pro’ 및 폴더블폰 ‘Magic V’ 전시

* 퀄컴의 최신 AP ‘Snapdragon 8 gen 1’ 및 4,800mAh 배터리를

15분 내 50% 충전하는 100W 초고속 무선충전 기술 내장

< ‘Magic 4 Pro’ > < ‘Magic V’ >

Ericsson

o IoT 플랫폼 ‘IoT Accelerator’와 추가 공간 없이도 최대 10배 용량

확보 및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신규 5G 제품·솔루션 소개

* 그 외 5G 에너지 효율, IoT,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보안, 양자컴

퓨팅 등 미래 네트워크 관련 다수 세션 진행

< ‘IoT Accelerator 개념도’ > < Ericsson 5G 제품군 >



- 11 -

기업명 주요 전시내용

Amazon

o 전시관 상층에 전용 공간 ‘AWS Village’를 마련해 체험 공간

및 소규모 세션 진행

* 5G 네트워크·클라우드 솔루션·사업/운영지원 시스템 등 서비스

체험 공간, 매시간 진행되는 별도 세션, 파트너사를 위한 별도

쇼케이스 공간, VIP 전용 공간·미팅룸 등으로 구성

< ‘AWS Village’ 행사 공간 > < 쇼케이스 참가 AWS 파트너사 >

Qualcomm
o 모바일 컴퓨팅, XR, 모빌리티 등 주요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차세대 경험을 강화할 신기술 소개

Meta

(舊 Facebook)

o 5G·6G,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무선통신 산업 및 기술 관련

최신 트렌드 발표

* ‘OpenRAN(개방형 무선 접속망 기술)’에 필요한 상호운영성 표준,

5G·6G 도입을 위한 솔루션, 메타버스의 미래상 및 모바일 생태계,

미래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AI·Cloud의 역할 등

Nokia

o 네트워크 성능·효율 향상, 에너지소비 감소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Nokia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솔루션 소개

* ‘No Green without Digital’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결성의

의미와 Nokia의 노력 소개(Pekka Lundmark CEO)

Fujitsu

o 5G 특화망 기반 제조 솔루션 등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첨단 무선네트워크, 광학, SW 기술 소개

* 고효율 무선 증폭 기술, 자동 설비자원 최적화 기술, 개방형 인프라

및 인프라 가상화 기술(Open RAN/가상 RAN), AI·딥러닝·보안 기술

기반 지능형 자동화 기술 등 제시
* 불참 : Sony, A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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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참여기업별 전시관 위치 >

전시관 홀 주요 참가기업

피라

그랑

비아

1
(국내) 대구TP

(국외) 화웨이

CC1

(2층)
(국외) 아마존(Amazon Web Service)

2
(국내) 삼성전자(네트워크, 반도체), LG Uplus

(국외) 구글, 에릭슨, IBM, NEC, Verizon, 후지쯔

3

(국내) 삼성전자, SK텔레콤

(국외) 샤오미, OPPO, 노키아, 보다폰, CISCO, ZTE,

퀄컴, 인텔

4
(국내) KT

(국외) NTT DOCOMO, AT&T

6

(국내) KICTA, SK텔레콤

(스타트업 행사) 4 Years From Now*

* 전세계 벤처·스타트업이 참가하는 MWC의 스타트업 전용행사로

스타트업·투자자·글로벌 기업 등을 연계해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금년에는 전세계 50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할 전망

7
(국내) KOTRA, KICTA, KOCCA

(국외) HTC

* MWC 2022 Floor Plan(2/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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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관(피라 그랑비아) 기업별 부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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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MWC 2022 기조연설 주요 내용

□ 개 요 : 기술과 인간의 독창성을 결합하여 비즈니스를 재창조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메타버스, NFT 등의 기술전망과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의 글로벌 문제 해결방법 논의

□ 세션별 기조연설 주요 내용

순번 일시 주제(키워드) 연설자 주요 내용

1
2.28(월)

9:30

New Tech

Order

(5G

Connectivity)

Mats

Granryd

(GSMA

사무총장)등*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문제

를 해결하고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인공지능, 암호화폐, 메타버스

와 같은 차세대 기술을 논의

* Nick Read (CEO, Vodafone), Jose Maria Alvarez-

Pallete (Chairman&CEO, Telefonica), Allison

Kirkby (President&CEO, Telia Company), Yang Jie

(Chairman, China Mobile), Ruiwen Ke

(Chairman&CEO, China Telecom), LieHong LIU

(Chairman&CEO, China Unicom)

2
2.28(월)

11:45

Value Creation

(5G

Connectivity)

Anne Chow

(AT&T

비즈니스

CEO) 등*

5G로의 도약 및 6G로의 진보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혁신과 지능 네트워크를

통한 가치 창출에 대해 논의

* Andy Penn (CEO, Telstra), Mauricio Ramos

(CEO, Millicom)

3
2.28(월)

17:15

Vision of FC

Barcelona’s

Future

(Tech Horizon)

Joan

Laporta

(FC

Barcelona

회장)

120년 역사를 가진 FC 바르셀로나의

혁신기술 도입을 홈구장 ‘캄 노우’의 개

보수 계획*과 자체 혁신허브 ‘BiHub**’의

사례를 통해 제시

* 지속가능성 향상, 5G·VR 등 첨단기술 도입

** 산·학 공동 기술개발로 산업·사회공헌 지향

4 3.1(화) Delivering a Guo Ping 모바일·디지털 발전에 따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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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일시 주제(키워드) 연설자 주요 내용

9:30
New World

(CloudNet)

(화웨이

순환 의장)

등*

기술과 지능형 네트워크로 경험하는

새로운 혁신 논의

* Shuky Sheffer (President&CEO, Amdocs), Adam

Selipsky (CEO, Amazon Web Services), Cher

Wang (Chairperson, HTC), Prem Akkaraju (CEO,

Weta Digital)

5
3.1(화)

11:45

New Frontier

of Partnerships

(IoT)

Cristiano

Amon

(퀄컴

회장) 등*
모바일·데이터 기반 기술의 산업간 협업

및 적용사례 제시

* Jessica Rosenworcel (Chairwoman, FCC)

6
3.1(화)

17:15

Ambition to

Action

(5G

Connectivity)

Pekka

Lundmark

(노키아

회장) 등*

탄소감축 및 Net Zero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의 필요성 촉구

* Mats Granryd (Director General, GSMA), Paul

Polman(Business Leader, Campaigner &

Co-Author, Net Positive)

7
3.2(수)

9:30

Fintech &

Metaverse

(Tech Horizon)

Jose

Ignacio

Goirigolzarri

(Caixabank

회장) 등*

디지털 예술품, 게임 등 메타버스 시장의

급성장과 NFT 기반의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 논의

* Charles Stewart (CEO, Sotheby's), Jim McKelvey

(Co-Founder&Director, Block(舊 Square), Neeraj

Roy (Founder, Hungama Digit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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