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글로벌라디오
(DAB/DRM/HDradio/ AM/FM)

상용화 현황

디지털 라디오 시장은 DAB가 1995년 표준화가

완료된 영국에서 1996년부터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생겼으나 적당한 칩이 없어 수신기 시장성장이 미

진하였으나 Frontier Silicon이 DAB전용 칩을 출시

한 2000년부터 Consumer시장이 먼저 상용화가 되

었고 자동차 시장은 전용칩이 없어 TI 또는 ADI의

DSP를 사용하거나 ATMEL사의 비싼 3칩으로

DAB 초기 시장을 형성하였으나 2007년 DAB+로

표준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로운 제품의 수요와 기

회가 생겼다.

한국은 2005년 T-DMB를 상용화하였으므로 자동

차용 DAB시장의 진입은 생각보다 수월하였고 2008년

부터 빠르고 정확한 고객지원으로 한국업체들이 독일

및 일본의 고객을 확보하여 2010년부터 양산을 시작하

여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날로그 라디오(AM/FM) 시장은 NXP사가 DiRaNa

시리즈로 자동차용 Analog라디오(AM/FM) 시장을

장악하였고 2009년부터 1세대 디지털라디오전용

DSP칩인 Cayman[SAF35xx]으로 SW-upgrade 계

획으로 판촉을 시작하여 디지털 라디오(Hdradio/

DAB/DAB+/DRM)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다.

HDradio는 2002년 표준이 완료되었으나 상용

화가 부진하다가 NXP가 1세대 라디오전용 DSP인

Cayman칩을 2009년 상용화하면서 시장이 본격

적으로 형성되었고 좋은 AM/FM칩을 가진 NXP

사가 70%넘는 시장점유율을 장악하면서 자동차용

라디오 시장에서 독주 체제 기반을 만들었다.

NXP의 Cayman칩은 DRM도 SW-grade로 가

능하였으나 DRM30 Engineering Sample만 출시

하고 SDR기술을 적용한 2세대 라디오 전용 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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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n[SAF360x]을 2011년 9월 발표하였는데 한

칩에서 DAB/DRM/HDradio가 모두 지원되고 SW

Option에 따라서 원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

록 한 1세대 SDR 칩이라 할 수 있는데 2013년 1월

CES에 출품하여 절대강자 AM/FM칩인 DiRaNa3

와 Global Radio Platform을 만들어 본격적인 판

촉을 시작하여 2016년 1월 현재 디지털 라디오 시

장의 60%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NXP는 2011년부터 두 칩(DiRaNa3 and Saturn)

으로 Global Radio Platform을 개발하여 시장의

선두 주자로 성장하였으며 DRM시장은 인도를 중

심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을 기대하

였으나 2016년 현재까지 DRM시장은 수신성능을

만족하는 칩의 부재와 송신환경의 불안정으로 상용

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Ⅱ. 글로벌라디오
(DAB/DRM/HDradio/ AM/FM)

시장현황

디지털 라디오(DAB/DRM/HD) 시장과 아날로그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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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FM)를 포함한 글로벌 라디오(AM/FM/DAB/

DRM/HD)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면 자동차 라디

오 시장은 전세계 자동차 시장이 2014년 8천446만

대, 2015년 8천600만대, 2016년 8천850만대로 매

년 성장세에 있으며 디지털 라디오를 채택하는 자

동차의 증가율이 10%에 육박하고 있어 더불어 반도

체의 시장도 전망이 좋다.(출처 :MPMG Research

and Analysis(2013):www.kpmg.com, 한국자동

차산업연구소(2015년 12월 29일):www.kari.

hyundai.com)

디지털 라디오를 채택하는 차량의 수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HDradio는 2016년 천만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유럽의 DAB는 700만대 대한민국의 T-

DMB는 1백20만대로, 예상 총 1천8백만대에 디지

털 라디오가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2021년까지 9%

의 성장률로 3천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글로벌라디오
(DAB/DRM/HDradio/AM/FM)

반도체 시장전망 

디지털 라디오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HDradio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DAB와 인도를 중

심으로 한 DRM이 있는데 한국도 T-DMB를 이용

하여 디지털 오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 T-DMB

Automotive 시장도 전체 시장에 포함 시켰다(출처

: World DAB organization, iBiquity and Customers

Information).

현재 영국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

에 DAB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도 15%을 넘어서

고 있고 미국도 절반이상의 자동차에 HDradio을

채택하고 있다.

디지털 라디오 시장에서 HDradio는 미국을 중심

<그림 3>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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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장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DAB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성장세에 있으며 DRM은 인도에

서 2013년부터 시험방송을 추진하여 2017년 상용

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용 라디오 반도체시장은 2016년 현재

5천8백억 규모에서 년 7%의 디지털 라디오 시장

의 성장으로 2021년부터는 6천7백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라디오 반도체 시장은 현재

의 1천3백억에서 2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자동차용 전체 반도체 시장의 20% 이상

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한다면 1억불 이상의 자동차

용 반도체 공급회사가 국내에서도 생기게 되는 것

이고 꼭 생기길 기대하고 희망한다.

Ⅳ. 차량용 글로벌라디오
(DAB/DRM/ HDradio/AM/FM)

반도체 Value Chain 

차량용 라디오반도체 사업을 2007부터 시작한

<그림 5>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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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네트워크㈜는 사업의 벨류체인을 명확히 이

해하고 최종 고객(OEM:완성차)이 원하는 것을 파

악하여 Tier1(시스템)과 Tier2(모듈)고객한테 제대

로 된 제품(SOC and Solution)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협력 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오늘도 열심

히 개발과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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