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XP와MW캐피탈, NFC 시장 활성화위해 협력 

GSMA, NFC 애플리케이션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위해 지원 

2013년 2월 6일 -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NXP 반도체(NASDAQ: NXPI)는 모바일 월드 

캐피탈 바르셀로나 재단(Mobile World Capital Barcelona Foundation)과 힘을 합해 NFC 

서비스를 전세계로 보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이며,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로 10cm내의 거리에서 

단말기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 NFC는 요금 결제, 상점 물품 정보 파악, 

여행 정보 전송, 교통,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NXP과 MW 캐피탈은는 공공 기관, 운송 사업자, 시스템 통합업체, 리더 및 카드 

제조업체, 광고회사, 게임업체 등 에코시스템 업체들의 NFC 기술 활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NFC 기술 공동 발명업체이자 전자정부, 교통, 티켓팅 및 지급결제 시장의 글로벌 리더인 

NXP는 MW 캐피탈 체계 내에서 m지식 센터(m-Knowledge Center)를 출범시킨다.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역량 팀인 m지식 센터는 모바일 혁명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비접촉 및 NFC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첨단 기술 교육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디자인 지원, 프로젝트 관리 및 기술 컨설팅을 제공한다. 

NXP는 GSMA에 의해 설립된 MW 캐피탈과 함께 기업 간의 협력 증진과 새로운 모바일 

기술 인식 제고에 앞장서면서 새로운 비접촉 지급결제 클러스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GSMA의 지원을 토대로 NXP와 MW 캐피탈은 전체 모바일 에코시스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NFC와 관련된 시장 및 애플리케이션의 채택과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m지식 센터는 NFC 에코시스템에 진입하는 

신생업체들에게 정보 창구 역할을 하며, 신속하게 NFC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작하고, NFC 수익 창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GSMA CEO겸 MW 캐피탈 부사장인 존 호프만(John Hoffman)은“우리는 NFC의 힘을 

믿는다. NFC는 모바일 라이프스타일에 보안을 강화하며 편리함을 더해준다. 많은 

GSMA 회원들이 NFC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NXP와의 협력을 통해 NFC 

에코시스템에 진출해서,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새로운 업체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전체 NFC 에코시스템이 NXP의 

컨설팅 서비스는 물론이고 검증된 개발 툴을 이용하게 되면서, 쉽게 NFC 기술을 자사 

솔루션 포트폴리오에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모바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NXP 반도체의 글로벌 영업 및 ID 비즈니스 사업부 수석 부사장인 스티브 오웬(Steve 

Owen)은“우리는 NXP의 깊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지식과 GSMA 회원들의 모바일 사용자 

이해도를 결합하려고 한다. 이는 NFC 시장 진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완벽한 

조합이다. 기기 제조업체들이 수 억 개의 NFC 칩셋을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울트라북, 휴대용 스피커 또는 헤드폰 등을 비롯한 수 백 가지의 NFC 지원 장치에 통합해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이 시대에, GSMA와 NXP가 함께 최종 사용자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편리한 NFC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NFC는 2002년 NXP와 소니가 공동으로 발명한 시장에서 검증된 표준 기술이다. 

NXP는 주요 단말기 제조업체, 모바일 OS 제공업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NFC 개발의 박차를 가하는 등 NFC 에코시스템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NXP는 전세계 ID 시장의 1위 공급업체이며, 비접촉 및 보안 기술의 

리더십을 활용하여 NFC 컨트롤러, 모든 폼 팩터의 SE(secure element: 보안요소), NFC 

태그 및 인프라 리더 IC 등을 포함한 완전한 모바일 거래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NXP의 NFC 기술은 OEM을 통해 약 200 여 가지 모바일 장치에 선정되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바르셀로나, 2월 25일 – 28일) 

관람객들은 편리한 상호작용 및 안전한 거래를 위해 NXP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개발한 신뢰 할 수 있는 NFC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홀 7, 부쓰 7A111). 

NXP NFC 관련 정보 웹사이트 

http://www.nxp.com/techzones/nfc-zone/overview.html?page=


모바일 월드 캐피탈 바르셀로나 웹사이트 

GSMA 웹사이트 및 GSMA의 모바일 월드 라이브 뉴스 포털 

MW캐피탈(MWCapital: Mobile World Capital Barcelona) 관련 정보 

 산업, 에너지, 관광부(Ministry of Industry, Energy and Tourism), 카탈루냐 

지방정부(Generalitat de Catalunya), 바르셀로나 시의회(Barcelona City Council), 

바르셀로나 박람회장(Fira de Barcelona) 및 전세계 800 개 이상의 모바일폰 사업자와 

모바일 에코시스템의 2,000 여 개 이상의 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GSMA가 후원하는 

MW 캐피탈 프로젝트는, 산업 및 비즈니스 발전과 관련된 MW 허브(MWHub)와 

MW 콩그레스(MWCongress), 사람들과 그들의 사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MW 센터(MWCentre)와 MW 페스티벌(MWFestival)의 4가지를 기반으로 한다. 

GSMA 관련 정보 

GSMA는 전세계 이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220 여 개국 이상에 회원을 두고 

있는 GSMA는 거의 800개에 달하는 세계 이동통신사업자와 함께 단말기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회사, 장비 제공업체 및 인터넷 회사는 물론 금융 서비스, 의료보건, 미디어, 

교통 및 수도 전기 가스 등 다양한 산업 조직을 포함한 모바일 에코시스템과 관련된 230 

개 이상의 업체를 결합한다. GSMA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Mobile Asia Expo) 등과 같은 세계적인 행사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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