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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기업 소개 
“A Better Connected World” 

 



화웨이 연혁 

1987 

1993 

1997 

1999 

2005 

2010 

창립자 런정페이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미화 3천 5백 달러로 중국 경제특구 심천에서 민간 기업 

화웨이 설립 - 당시 화웨이는 홍콩 소재 Hong Nian 기업의 사설 구내 교환기 (PBX) 스위치 
재판매업체로 활동 

C&C08 디지털 스위치 개발, 주로 농촌 지역에 설치  

경영 혁신을 위해 유수의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의 협력 착수 

인도 방갈로에 최초의 R&D 센터 설립 

브리티시 텔레콤 (BT) 및 보다폰 등 세계적인 통신업체가 선정한 우수 공급업체로 부상 

아태 지역을 비롯한 미주지역,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매출이 내수 시장 매출액을 추월  

통신 기업(CT)에서 정보 통신 기업(ICT)으로 발돋움하며 3BG 즉, 캐리어 사업부, 

엔터프라이즈 사업부 및 컨슈머 사업부 설립 



글로벌 ICT 리더 화웨이 

 

 
170+ 개국 

비즈니스 

83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180,000명 
직원 수 

36개 
공동 혁신 센터 

15개 
R&D 센터 및 

36개  

공동 혁신 센터 

80,000명 

 
R&D 종사 직원 

72위 
인터브랜드 

100대 브랜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 솔루션 제공업체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2017년 기준 83위) 

 인터브랜드에서 선정한 ‘100대 글로벌 브랜드’ – 2016년 72위 

 전세계 180,000 여 명 

 80,000 여 명 (전 직원의 약 45%) R&D 종사 

 LinkedIn 이 발표한  ‘2014 가장 선망받는 세계 100대 

기업’ 선정 

화웨이 소개 

 2016년 매출액 미화 751억 달러  

    (약 90조 7천 208억원) 기록, 전년 대비 32% 증가 

 170여 개의 국가 및 지역에 1,500개 이상의 전문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전 세계 인구 1/3이 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ICT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현황 

조직 

사업 영역 

 캐리어 네트워크 사업부:  

- 세계 50대 통신사들로부터 2016년 기준 매출 2,906억 위안 
  (미화 418억 달러) 달성 (전년대비 23.6% 증가) 

 엔터프라이즈 사업부:  

- 세계 500대 기업 중 100여 이상 기업에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2016년 기준 매출 407억 위안 (미화 59억 달러) 달성 (전년대비 47.3% 증가) 

 컨슈머  디바이스 사업부:  

- 브랜드 인지도 81% 달성 

- 2016년 매출 1,789억 위안(미화 259억 달러) 기록 

 

글로벌 ICT 리더 화웨이 



전세계 조직 및 비즈니스 운영 현황 

•17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하며 전세계 인구의 1/3 에게 공급 

•160여 개 국적으로 이루어진 18만 여명의 임직원, 3만 여명의 비 중국계 직원, 71%의 높은 현지화 비율 

R&D 센터 

화웨이 본사 

기술 지원 센터 

회계 공유 서비스 센터 

공급 센터 및 허브 

교육 센터 

솔루션 센터 

Argentina 

Mauritius 

Malaysia 

Romania 

China 

India 

Hungary 

Brazil 

Mexico 

The Netherlands 

UAE 

Germany 
Toronto 

Ottawa 

Silicon Valley 



2012–2016년 사업 성과 

미화 (10억) 

2012 2013 2014 

61.3 

2015 

35.4 
39.3 

46.7 

2016 

연 매출  

75.1 

전년대비  
32% 증가 

세계 시장에서의  균형  있는 인지도와  전략적 
집중으로 모든 사업부의 탁월한 성장 기록 

KPMG로부터 감사 받은 재무 데이터 

•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그룹 
1.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변혁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 
2. 스마트 도시, 에너지, 금융, 운송 및 제조업 등 주요 

업계에서 높은 수익성과 지속적인 성장 
 

•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 
1. 화웨이의 브랜드 영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견인하며 

글로벌 하이엔드 시장에서 주요 성과 달성 
 

• 캐리어 비즈니스 그룹 
1.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에서 견고한 위치 달성  
2. 동영상, 클라우드 및 운영 변화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세움  
3. 업계의 성장과 발전 촉진 
4. 보다 높은 운영 자본 효율성 

 



• 캐리어 비즈니스 그룹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영상, 사물인터넷 등의 주요 기회 
활용, 통신 사업자를 위한 운영 혁신으로 매출 증가  

 

•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그룹 
금융, 에너지, 정부기관 및 공공 안전과 같은 주요 수직 산업
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ICT 인프라 제공 

 

•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 
2016년 한 해 동안 1억 3,90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4분
기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10.3%를 기록 
 
애플과 삼성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2016년 4 분기에 사상 
최대 스마트폰 판매량을 달성 

캐리어 BG 

전년대비 24% 

컨슈머 BG 
전년대비 47%  전년대비 44%  

엔터프라이즈 BG 

캐리어 BG 

엔터프라이즈 BG 

컨슈머 BG 

290.6 

40.7 

179.8 

235.1 

27.6 

125.2 

2016 2015 

2016년 사업부별 매출 

8% 

56% 

35% 

24% 

47% 

44% 

전년대비 

단위: (위안) 10억 

2016 2015 

521.6 

395 

매출 

전년대비 그룹 매출 32% 증가, 전 사업부의 빠른 성장 
2015-2016년 사업부(BG)별 사업 성과 



 

지역 

전 지역에서의 꾸준한 성장 

단위: (위안) 10억 

2016 2015 전년대비 

중국 236.5 167.7 41% 

북남미 44 38.9 13% 

EMEA 
(유럽·중동·아프리카) 

156.5 127.7 23% 

아시아 태평양 67.5 49.4 37% 

북남미 

전년대비 13% 

아시아 태평양 

YoY 37% 

2016년 지역별 매출 

전년대비 23% 

중국 

전년대비 41% 
 

30% 

45% 

13% 

8% 

EMEA 
(유럽·중동·아프리카) 



2016년 주요 성과 

 

• 캐 리 어  비 즈 니스 를  위해  보 다폰 , 
텔레포니카, 도이치 텔레콤 및 차이나 
유니콤 등 주요 통신 사업자와 협력하여 
벤치마크 프로젝트 및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ROADS 경험 제공 디지털화 지원 
탁월한 사용자 경험 제공을 위한  

글로벌 노하우 종합 

• 2016 년 라이카와  공동으로  2 세대 
듀얼렌즈 카메라 기술 개발 

• 화웨이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P9 시리즈의 글로벌 판매량 1,000만 
대 돌파 

• 화웨이 Mate9 시리즈 출시 직후 전세계 
소비자들에 큰 인기 

• 40여 개 국가 및 100여 개의 도시에 
화웨이 스마트 도시 솔루션을 성공적으
로 배치 

• 세계 10대 은행 중 6곳을 포함한 300
여 개의 금융기관에 자사 금융 솔루션 
제공 
 

• 자사 고객들에게 200 만개가 넘는 

가상화 머신과 420 개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제공 

• 도이치 텔레콤과  함께 세계 10 대 
과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세계 최대의 
사이언스 클라우드 구축 

• 5G 표준화를 위해 3GPP 파트너들과 
협력해 5G 서비스 상용화 가속화 지원 

• 2016년  9월  아우디 , BMW, 다임러 , 
에릭슨, 인텔, 노키아 및 퀄컴과 함께 
5G기반 자율주행 연합체(5GAA) 공동 
선언 

• 전세계 13개의 OpenLabs 설립해 400여 
개의 파트너와 협업 

• OpenLabs를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산업별 솔루션 개발 

• 2016년 11월 통신사업자, 기술업체 및 
업계 협력업체가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형 성 할  수  있 도록  새로 운  리 서 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X Labs 발표 

기술 및 사업 혁신을 위한 개방형 협력 5G 동맹관계 강화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 구축 



향후 2-30년 내 다가온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  

Cloud Devices Pipe 

연결된 수: 1천억 
클라우드 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비율 85% 

연간 데이터 발생: 

180 ZB 

All things Connected All things Intelligent All things Sensing 

2025년 
추정치 

화웨이: 지능정보사회의 조력자이자 선두주자 



동영상 시대: 낮은 브로드밴드 비용과 네트워크 지연 시간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 

음성 데이터 동영상 VR/홀로그램 Ultra-HD 동영상 

  통신의 진화 

대역폭:  

10–100 bit/s 

대역폭:  

0.5–2 Mbit/s 

대역폭:  

4.98 Mbit/s 

대역폭:  

49.8 Mbit/s 

데이터 볼륨: 

22394.8 Gbit/s 

대역폭:  

5.2 Gbit/s 

데이터 볼륨: 

14.92 Gbit/s 

데이터 볼륨: 

1.49 Gbit/s 

데이터 볼륨: 

1–10 Mbit/s 

데이터 볼륨: 

10–100 bit/s 



더 많은 연결, 브로드밴드 도입 가속화를 통한 업계 혁신 지원 

                   

 

                   

 

                   

 

                   

 

디바이스 생태계 구축 

클라우드-디바이스간의 시너지 및 견고한 생태계로 화웨이의 경쟁력 강화 

운영 전환 보다 많은 
연결 구축 

(동영상) 

규모의 데이터 

파이프 
IT 변환 

통신 사업자의 기본 서비스로써 
영상의 활성화 

초연결, 협대역에서 
광대역으로의 이동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향한 
IT 시스템의 변화 주도 

• 주요 산업의 디지털 변혁 

• 통신 사업자의 인터넷 운영 및 
ROADS 사용자 경험 활성화 

(클라우드) 

(디지털화) (사물인터넷) 



듀얼 드라이버 제품 및 기술 개발: 다중 경로, 다중 레이어 

고객 
제품 및 

기술 개발 

고객 
니즈 

진보된 
기술 

생각 및 아이디어 

         기술 방향  
(다중 경로 연구)  

브레인스토밍 전략 

선임연구원 

기술 외교관 

과학자 

전문가 

엔지니어 

제품 및 솔루션 R&D 

수학, 엔지니어링 기술… 

블루팀 

엘리트팀 

… 

제품 

마케팅 

Idealism Realism 

고객의 의견을 듣는 

5,000여 명의 전문가 

전세계 15개의 리서치 센터 및 36개의 공동 혁신센터 



화웨이 품질 중심 전략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전략적 강점을 약화시키는 저가격, 저비용, 저품질은 철저히 지양 

고객 만족 

입력 산출 

부가가치 활동 

지속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개선 

고
객 

만
족 

관리 책임 

자원 관리 

가치 창출: 
IPD, LTC, ITR 

측정, 분석  
및 개선 

고
객 

요
구 

정보 흐름 

고객 

기술 
서비스 

생산  
및 제공 

제품 
응용 

인바운드 
자료 

연구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 

결과 

프로세스 



글로벌 파트너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연결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방형 협력  

리서치 기관 공급업체 

 해외 공급업체: 79%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위한 12,000여 이상의의 채널 파트너 

 400개 이상의 솔루션 파트너, 2,000개 이상의 서비스 파트너 

 

 해외 금융기관: 87% 
 360여 개 이상의 표준 단체 회원 

300여 개 이상의 주요 포지션 보유 

채널 파트너 표준 기구 금융 

As of Dec 31, 2016 

 

• 화웨이 이노베이션 리서치 프로그램(HIRP) 참가자: 노벨상 수상 2명, 100여 
명 이상의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 및 국제 컴퓨터 학회(ACM) 전문가, 

1,000여 명이 넘는 연구원, 전세계 20개 이상의 국가 및 30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1,200건이 넘는 혁신 연구 리서치 프로젝트를 참여 

 

http://en.wikipedia.org/wiki/File:Atos.svg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R&D에   

지속적인 투자 

전략 방향 
파이프 전략 중점: 

30년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ICT 

인프라 구축 

글로벌 인력의 동기 부여 위한 

가치 중심적 시스템 

1. 고객 중심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이 이들의 가치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 

 

2.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가치 평가와 공유 시스템으로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도록 도모 

  

3. 인내 

인내는 사회, 기술, 고객 및 경쟁자를 비롯해 모든 방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서 화웨이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4. 성찰에 의한 성장 

성찰은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며, 외부의 도전에 대비하고 

내부의 나태함을 방지 

기업 핵심 가치 

지속가능한 성장의 주요 요인 

핵심 가치 



파이프 시스템 및 ICT 인프라 구축에 전념 

•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기 위해 더 

크고 넓으며,  빠른 파이프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화웨이에게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 

• 정보를 전송, 저장 및 분배하는 자사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에  전념하며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보다 파이프 전략에 집중 

• ‘파이프 전략’은 화웨이의 중요 전략 및 핵심 

영역으로 , 지 속적인  성장  및  장기  수익 

달성을 하기 위해 파이프 시스템을 기반으로 

투자 및 개발 진행할 예정 

정보 전달 & 표시 

정보 프로세싱 & 
스토리지 

정보 전송 

컨슈머 BG 

캐리어 BG 

엔터프라이즈 
BG 



정보 저장 및 처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정보 전송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기기 

캐리어 비즈니스: 리더십 유지 

통신 사업자 및 업계 리더의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 

컨슈머 비즈니스: 브랜드 구축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스마트 기기 브랜드 

선두주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지속적인 성장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디지털 변환을 제공하는 주요 

ICT 인프라 공급자 

디지털 
사회 
대규모 
데이터 
트래픽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파이프 전략 주력  



기초 연구 강화 
 과거, 공학의 혁신과 제품 개발에 중점 

 기초 과학 및 공학 기술에 투자 강화 중 

기초 과학 기술 연구 
 하드웨어가 동질화됨에 따라 수학에서 칩셋 및 소프트웨어의 차별점을 도출 

 수학에 지속적인 투자 

 예)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을 채용한 러시아 연구센터 

기초 공학 기술 연구 
 기초 공학 기술(방열, 재료, 전자기 복사 보호 및 고속 상호연결 등)에서의 20년 

이상의 경험 보유 

 예) 무선 공학 기술에 전념하는 스웨덴 연구센터 

 

개방형 혁신 

 전세계 과학자 및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유럽, 미국 및 일본에 연구센터 설립  

 연구 및 혁신을 기반으로 전세계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광범위한 협력 

애플리케이션과 제품 혁신 

기초 기술에서의 혁신 

기초 기술 혁신에 전념 

 



이동통신 업계의 디지털 변혁을 이끌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캐리어 비즈니스  

출처: Dell'Oro, Infonetics, Ovum, HIS, Gartner 

 

 

  

 

… 

캐리어 비즈니스 수익 중 70% 이상이 
세계 50대 이동 통신 사업자로부터 창출  

주요 제품의 시장 점유율 

24% 

RAN 

No.2 

21% 

No.2 

IP라우터 

33% 

No.1 

브로드밴드 
액세스 

22% 

WDM 

No.1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  

• RAN, IP 라우터, WDM, 브로드밴드 엑세스 및 IPTV 

신규 시장에서의 높아지는 인지도와 캐리어 디지털 변혁으로 견인 

• 화웨이 및 오레두(Ooredoo), 2016년 TV 커넥트 어워드에서 최고의 4K TV 서비스/솔루션’ 

으로 수상 

• 퓨전인사이트(FusionInsight), 2016 텔코(Telco) 데이터 분석 서밋에서 ‘최고의 텔코 빅 데이터 

분석 플랫폼’ 수상 

• 화웨이-차이나 텔레콤, 자싱(Jiaxing) 정부 클라우드로 데이터센터 다이나믹스가 선정한 

‘올해의 클라우드 저니(Journey)’ 수상 

• OWS 클라우드 플랫폼, 2016 Informa Managed Services World Congress에서 ‘최고 서비스 

혁신 관리’ 부문 수상 

• OSS, 가트너의 2016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서 챌린저로 등극 



높아지는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81% 

BrandZ 선정 가장 가치 있는 

Top 100 글로벌 브랜드 

49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 

인터브랜드 선정 Top 100 

글로벌 브랜드 

72위 

 

2016 스마트폰 출하량: 1억 3,900만 대, 
전년대비 29% 상승 
 

스마트폰 출하량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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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39 

고객 충성도 및 브랜드 영향력 구축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퓨전스피어 클라우드 OS, 포레스터가 선정한 ‘민간 

클라우드 스위트’의 ‘스트롱 퍼포머(Strong Performer)’ 

로 선정 

 엔터프라이즈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리더 

 오션스토어(OceanStor), 가트너의 2016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서 범용 디스크 어레이의 리더로 등극 

 290개 이상의  LTE 산업 네트워크 구축한 글로벌 리더 

 데이터센터 스위치 성장율 1위, 이더넷스위치 및 

엔터프라이즈 라우터 부문 시장점유율 2위 

 AnyOffice 솔루션, IDC가 선정한 중국 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의 리더로 등극 

140+  
국가 및 지역의 

 정부와 공공부문 

300+ 

금융서비스 기관 

170+ 
전력 회사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변혁의   

최고 혁신 파트너  

400+ 

선도 인터넷 기업 

220,000+ 

km 고속도로 및 

철도 

600+ 

상위 대학 

출처: Forrester, HIS, IDC 



끊임없는 전략적 투자: 내일의 경쟁력 위한 오늘의 투자 

360여 개 이상의 표준 기구, 업계 동맹 및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회원으로 현재 300개 이상의 주요 직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49,000개 이상의 제안을 전달 

8.6 
11.2 

14.3 
17.7 

23.7 

29.7 
31.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9.6 

40.8 

2014 2015 

76.4 

2016 

단위: (위안) 10억 

지난 10년 간 R&D 총 투자액: 3,100억 위안 이상 
• 전략적 기회를 타깃으로 하며, 비 전략적 지역에 대한 투자 지양 

매년 증가하는 R&D 투자:100~200억 달러 
• R&D 인력: 80,000명 이상 

14.6% 

미래의 지능형 세계를 위한 주요 기술 개발 위해 

기초 연구에 더 많은 투자 
• 헌신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한 기술 혁신 지향 

•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WIPO) 연간 특허 출원 리스트 내 
   2014-2015 2년 연속 1위, 2016년 2위 차지(3,692건) 

• 62,519개의 특허 출원 

2016년 매출의 14.6%를 R&D에 사용: 

•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로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견인 

• 기술 및 업계의 발전으로 선도 



경쟁력 있는 보상 시스템 

 경쟁력 있고 차별 없는 보상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컨설팅회사 고용  
 2015년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미화 14억 달러 이상의 급여 지급  
 
 

독창적인 장기 인센티브 플랜 
 종업원 지주제도(ESOP): 화웨이 종업원 79,563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제도로 2015년 말 기준 

런정페이의 지분 보유율은 약 1.4% 기록.  
 근속 기반 플랜(Time-based Unit Plan, TUP): 다양한 제도 아래 고용된 전세계 중국인 및 비(非) 중국인 

직원들을 위한 장기 인센티브 계획으로 2015년 약 미화 14억 달러의 TUP 비용 지불 
 

 

커리어 개발 경로 
 두 가지의 커리어 개발 방법: 관리 및 기술직, 중간 및 고위 관리직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우수한 현지 

직원들을 독려하고 관리 
 학습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 

 
 

 
 

비 금전적 인센티브: 존경, 신뢰, 기회 제공 및 인정 

전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화웨이의 인센티브 매커니즘 

 

 

 

 



 

 

 

화웨이의 목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연결 및 브로드밴드 통합 

 
접근성: 광범위한 커버리지 제공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와 협력 

 15억 명(전세계 인구수: 75억)에게 통신 서비스 제공 

 3억 개의 가구(전세계 가구수: 9억 3천만)에 브로드밴드 액세스 제공 

경제성: 혁신 기술로 인한 비용 절감 

 유선 브로드밴드(FBB): Mbit/s당 미화 5달러에서 3달러로 절감 

 차세대 네트워크(NGN): 각 회선 당 미화 12달러에서 8달러로 절감 

 태블릿 및 스마트폰: 미화 300달러에서 50달러로 절감 

전세계 정보 격차 해소 지원 



 

‘Seeds For The Future’ 프로그램 

현지의 ICT인재 

발굴 지원 

국가 및 지역 단위로 

디지털 커뮤니티 설립 

효과적인 ICT 지식 

전수  

현지 ICT 연구 센터 및 

LAB 과 협력 

25,000 여명의 ICT 분야 학생들 지원  

280개의 대학 연구 기관들과 협력 

 96 개 국가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진행 

 45개 ICT 교육 센터 설립 

  

  



한국화웨이 



한국 화웨이 개요 

한국 ICT 일원으로 선진 기술 도입과 국내 산업 및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2002년 한국 시장 진출, 2007년 한국 화웨이 법인 설립 

 

한국의 3대 통신사업자 ( KT, LG U+, SKT) 및 다양한 

산업군 고객에게 ICT 장비 및 술루션 제공  

180 여명의 직원 중 75%가 한국 현지 직원 

2014년 엔터프라이즈 및 컨슈머 비즈니스 본격 시작 



한국 화웨이의 비전 

투명성 현지화 

Win-Win 

신뢰 

 다양한 분야의 고객, 벤더 및 연구 

기관들과 협력 관계 구축 

한국 ICT 산업 모두가 발
전하는 Win-Win 

고객 중심의  

혁신에 집중 

한국 실정에 기반한 

현지화  전략 추구  



화웨이 코리아 연혁 (1/2) 

 

한국시장 진출 

2003 2002 2008 

• 2008년도부터 SKT와 
기능 지향적 WCDMA 

솔루션으로 전략적 제휴  

• KTF의 WCDMA 펨토셀 
기술 검증 시험에 참여 

2009 

SKT에 2G/3G 백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사 이더넷 솔루션 
제공 

• KT 광네트워크에 
백본장비 

(다중서비스지원플랫폼(M
SPP) & 2.5G/10G) 공급 

• 한화그룹, 삼성그룹, 
롯데그룹 네트워크 구축 

2004 2007 

• 화웨이 테크놀로지 
한국법인 설립 

• 한국전력공사와 차세대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 
지원(OXC, WDM & 

MSPP) 

2005 

• 코스콤, 대신증권, 키움증권, 
한국외환은행, 

국군기무사령부 네트워크 
구축 

2006 

•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아시아나, 동탄신도시 
최초 네트워크 전송망 

구축 

KT에 10G급 광통신 
장비 공급 



화웨이 코리아 연혁 (2/2) 

• LGU+와 협업하여 LTE 모바일 
백홀 구축 

• LGU+와 Metro ROADM과 백본 
ROADM 네트워크 확장사업 

•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전용 회선 
네트워크 구축 

• LGU+와 협업하여 IPTV 백홀 구축 
• 유무선통합서비스(FMC)를 위한 LGU+
의 유선 네트워크 발전 협력 

• 한국 무선 시장 최초 진입: LGU+의 
LTE PICO 기지국 도입 

2012 2014 2013 

• KT 100Gbps ROADM 기기 진입 
• 지능형 영상 감시 솔루션 위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의 협약 체결  

• SKT 마이크로웨이브 시장 진입 
• MSO CJ 헬로비전 Metro ROADM 
시장 진입 

• CPRI 백홀 구축 위한 E-대역 
마이크로웨이브 시현 

2011 

• LGU+ LTE IP RAN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 

• 메트로 ROADM 및 백본 ROADM 
PO 확장 

• 엔터프라이즈 및 컨슈머 BG 출범 

• LGU+에 Metro ROADM과 
백본 ROADM 제공 

• KT와 디지털 포토 
프레임(DPF) 생산 합작 

2010 2015 

• KT 제주 해저 전송용 네트워크 구축 
• SK텔레콤 및 SK 브로드밴드용 

POTN 및 IP 라우터 구축 
• LGU+에 100Gbps ROADM 장비 제

공 
•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상용화 

선도를 위해 LGU+ NB-IoT 포럼 참
가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네트워크 
장비부문 공식 공급 업체로 선정 

•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P9’ 한
국 모바일 시장 최초 출시 

• LGU+와 NB-IoT OpenLab 설립 

2016 



성공적인 글로벌 사례와  신속한 피드백,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통신사 & IT 혁신 

울트라 모바일 

브로드밴드 

• 무선 네트워크 혁신 

• 스몰셀 비즈니스  

• 기가 시대를 여는 4.5G 

• 차세대 비즈니스 경쟁력 FMC2.0  

• 데이터센터 탈바꿈 

• CEM & 고품질 브랜드 MBB  

• ICT 서비스 변화 통합 및 관리  

• 디지털 통신사로의 변화 실현 

• IoT 발전 흐름에 맞춰 업계 표준 

준수 및 발전에 기여, 적극적인 

IoT 아키텍처 개발  

 

•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4G 및 4K 동영상 확산 가속 

• MBB 수익화를 위한 Open ROADS   

• 통신의 다변화  

• 스마트 시티 구현 

 

“제품”  +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전략 

풍부한 경험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200건  
이상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운영 사례 

본사 및 해외 기반 지원 

전세계  R&D센터의  
고객과 혁신 공유 

*SoftCOM: NFV, SDN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한 ICT 융합으로 통신 산업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화웨이의 전략 

 5G, SoftCOM, IoT 등 기술 혁신 통해 통신 업계 선도 



 

 

 

“집중∙ 통합 ∙ 혁신” 전략 기반의 개방적 협력 및 오픈소스 발전에 기여   

다양한 업계 파트너들과 공동 혁신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제품 및 솔루션 제공  

 

Distributor (총판) 
 

Reseller 

 

VAP(Value Added Partner) 

파트너 
IP IT 

MSP 

 라우터, 스위치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VDI 

 데이터센터 솔루션 

 클라우드 
 전송장비 

다양한  업계의 기업 고객 



뛰어난 기술력 갖춘 컨슈머 디바이스와 프리미엄 서비스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 및 기술력 기반으로 국내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 제공 

스마트폰, 투-인-원 PC, 태블릿 및 악세사리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편의점 
배송서비스 

 퀵서비스 
 대여폰 서비스 
 방문 서비스 
 카카오 서비스 

• 2014년 9월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X3 출시 
• 2015년 12월 넥서스 6P 출시 
• 2015년 12월 실속형 스마트폰 Y6 출시 
•  2016년 8월 10일 투-인-원 PC 메이트북, 태블릿 미디어패드 M2 8.0 
및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을 포함한 악세사리 출시 

•  2016년 12월 플래그십 스마트폰 P9 최초 출시  

X3 

Y6 
Nexus 6P 

메이트북 

미디어패드 M2 8.0 

악세사리 
P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nkqiR0L_JAhXCkZQKHTAgBW4QjRwIBw&url=http://www.vopmart.com/pa1013048.html&bvm=bv.108538919,d.dGo&psig=AFQjCNFZP9dexCjdp-Cvuz7TrNM2Lx2Zeg&ust=14492298744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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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기업들과의 상생 추구  1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뢰구축과 현지화 노력 

3 한국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한국 화웨이의 사회공헌 비전 

미래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시 

 벤처기업 생태계 지원   

 ICT 인재를 위한 장학금 수여 

 미래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시 



현지기업들과의 상생 추구   

한국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물량 증가표 

• 한국 업체로부터의 구매량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지기업들과의 상생 추구   

• 세계 최초로 한국 ICT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삼지전자와  에어텍시스템에 
CPRI(공공 무선 인터페이스,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표준 공개 

• 2014년 10월, 성공적인 중계기 구축 완료 및 

납품 진행 

 

 

현지 파트너사와의 Win-Win 파트너십 ‘상생·협력을 위한 2015 코퍼레이션 데이’ (2015년 10월)  

• 국내 기업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제 1회 코퍼레이션 데이 개회 

• 기존 우수 공급업체 시상 및 신규 중소기업 대상 화웨이 글로벌 
구매 프로세스 및 다양한 신규 무선 비지니기 기회 공유  

• 더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 창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뢰구축과 현지화 노력 

2018평창동계올림픽 네트워크 공급 다양한 산업 협회 가입 
  

• 풍부한 대규모 스포츠 경기의 네트워크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네트워크 장비 공급 업체
에 선정 

•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최첨단 네트워크 
구축 및 평창조직위(POCOG)에 전폭 지원 

• 한국 ICT 일원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5G 포럼, 
한국 IoT 협회, 정보보안 관련 협회 등 회원으로 활동 

• 글로벌 ICT 리더로서 화웨이 경영 노하우 및 다양한 선진 
기술에 대한 의견 및 견해 공유 

• 국내 ICT 업계의 공동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국내 기술 및 건강한 생태계 발전에 기여 



 

한국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1) 
 -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현지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2014.10) 
 

• 국내 스타트업 및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   

• 시장 생존을 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대상의 “Geeks from Gangnam” 프로그램 후원 

 

한국화웨이 – D.CAMP MOU 체결식 ‘Geeks from Gangnam” 프로그램 



 

한국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2) 
 - 한국 ICT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 

한국 정부 산하의 한국장학재단(KOSAF)에 장학금 기탁 
 

• 2014년 12월과 2015년 11월, 2년 연속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공학계열 우수 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각각 1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 

• 현재 20명의 소외계층학생들에 장학금 지원 혜택 제공 

 

한국화웨이 – KOSAF 장학금 기탁식 (2014, 2015)  2014년 한국장학재단(KOSAF) 연간보고서  

장학생 인터뷰 



 

한국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3) 
 - 미래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시 

교육부와 협력 현지 ICT 인재를 양성하는 ‘Seeds for the Future’ 프로그램 운영 
 

• 전자 및 통신을 전공하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ICT 인재 양성 및 국내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Seeds for the Future’ 프로그램 개최 

• 2015년 2월, 15개 대학에서 온 16명의 학생에게 중국 북경 및 심천에서 약 2주 간 언어, 중국 문화 체험, ICT 전문 
교육 및 실습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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