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개요

아이디어가 있는 곳에
퀄컴(Qualcomm) 이 있습니다.
퀄컴의 무선 통신 기술이 있어 전세계 어디에서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퀄컴은 세계 각국에
무선 칩셋을 공급하고 기술을 라이센스하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퀄컴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시장과 기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십시오.
선도적인 무선통신 기술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퀄컴은 이동성을 지원합니다.
지난 25년간 퀄컴의 아이디어와 혁신은 무선 통신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통신을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퀄컴의 기술은 이동 통신과 소비자 가전 제품의 통합을
지원하여 무선 장치와 서비스를 더욱 사용자 친화적이고, 경제적이며,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퀄컴의 혁신
가전 제품, 컴퓨터 및 이동 통신 단말기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
는 지금, 퀄컴은 일상생활에서 무선 단말기와 서비스를 사용
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연구개발에 대한 퀄컴의 신념에서 시작되
며, 혁신을 위한 완벽한 기술 로드맵을 구축하는 토대가 됩니
다. 퀄컴의 오픈 라이센싱 전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무선 통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
공합니다.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퀄컴의 라이센싱 프로그램은 산업 전체가 진보하는 동력이 되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퀄컴은 파트너사들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통해 퀄컴은 차세대 모바일 기술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퀄컴 임직원들이야말로 다른 기업과 퀄컴을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혁신은 단순히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바로 퀄컴이라는 기업,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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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상용서비스
통신사업자
전 세계가 퀄컴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무선 통신
제품을 제조하는
전세계 190개
이상의 기업에
라이센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1985년 이래 161억

달러* 이상을 R&D에 투자해왔습니다.
1995년 홍콩 허치슨 텔레콤
(Hutchison Telecom)이 cdmaOne
네트워크를 구현했을 당시, 퀄컴은
세계 최초로 CDMA wireless airlink
CDMA2000/EV-DO를 상용화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3G CDMA
가입자 수는 11억 5천만 명
이상입니다.

전 세계 139개 지사

퀄컴의 파트너사

퀄컴의 미래

개방된 모바일 환경에서 퀄컴은 파트너들과 함께 사용자 개개
인에 고유한 맞춤형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통신 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기업, 전자 소매 기업 및 모바
일 컨텐츠 제공업체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모든 이해관계
자들의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머지않아 무선 통신을 통해 세상이 온전하게 연결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는 전화나 컴퓨터뿐만 아
니라 자동차, 비디오카메라를 비롯해 가정의 모든 제품을 연
결할 것입니다. 기기 간 통신은 더욱 스마트한 세상을 구현할
것입니다.

동급 최강의 퀄컴 칩셋은 핸드폰, 스마트북, e-북 등을 지원하
며, 퀄컴의 엔지니어링 지원 서비스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퀄컴은 보다 빠른 단말기, 보다 풍부한 컨텐츠와 보다
긴밀한 고객 관계를 통해 무선 통신 산업 가치 사슬 전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혁신은 파트너십의 원동력입니다. 여러 통신 사업자들에게
혁신이란 2G 고객을 현재의 3G로, 향후에는 4G로 원활하게
전환하면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퀄컴은 진보적인 사고를 하고, 훨씬 더 멀리 내다봅니다.

2011년 1월 기준
* 1985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지출, 2011년 1월 기준

퀄컴은 이러한 미래를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으로
바라봅니다. 모바일 단말기는 오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감각 기관
으로서, 개인적인 성향과 스케쥴, 현재 위치에 따라 다양한 활동
과 컨텐츠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개개인에 따라 각
기 다른 무선 경험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선 통신으로 연결된 세상
은 에너지 절약이나 수자원의 현명한 활용, 효율적인 의료 서
비스 제공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울 것입니
다. 퀄컴의 혁신적인 기술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 구현될 것입
니다.

“퀄컴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류합니다.”
폴 E. 제이콥스 박사
퀄컴 CEO

주요 수상 경력:
FORTUNE: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기업(World’s Most Admired Companies)-2002년 이후
Financial Times: 가장 가치 있는 글로벌 500대 기업(Most Valuable Global 500 Companies)-2000년 이후
Forbes: Global 2000-2003년 이후
Institutional Investor: 주주들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기업(Most Shareholder Friendly Companies)-2004년 이후
FORTUNE: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1999년 이후(2011년 33위 선정)

www.qualcomm.com

Qualcomm Incorporated는 CDMA를 비롯한 기타 첨단 기술에 기반한 혁신적인 디지털 무선 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Qualcomm은 전세계 무선 업계에 이동 통신과 가전 제품의 통합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무선 장치와
서비스를 더욱 사용자 친화적이고 경제적이며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Qualcomm은 S&P 100 지수,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9 FORTUNE 500® 기업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