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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가속화
1절 »
미래 IT 메가트렌드, IT융합

1990년대 중반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 본격화되고 초고속통신망이 보급되면서
국내 IT산업은 비약적 성장을 했다.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은 세계 1위, 휴대전화 부문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으로 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IT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세계 IT 시장이 한 자릿수 성장
에 머물면서 IT산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세계 각국은
IT 자체에서 답을 찾기보다 산업 간, 기술 간 융합으로 눈을 돌렸다. 특히 IT 내부의 융
합보다 자동차, 조선, 건설, 의료, 섬유 등 전통산업과 IT의 접목에 더욱 주목했다. 전통
산업과 IT가 융합해 지능형,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
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IT융합시장은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IT와 다른 산업 간의 융합시장은 매년
11.8%씩 성장해 2010년 1조 2,000억 달러에서 2020년 3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이 3~4%임을 고
려할 때 3배나 높은 수준이다. IT융합은 이제 산업 전 분야에 메가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으며, 신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IT융합 추세에 대응해 미래 신시장 창출을 선도하고 우
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2절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IT융합 육성 정책

정부는 IT가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추세에 따라 IT
자체 역량을 고도화하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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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특히 IT융합을 통해 국내 생산이 1조 원

기업과 장비경쟁력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후발 경쟁국과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해

이상인 자동차, 조선, 에너지, 항공, 국방, 로봇 등 10대 전략산업을 창출하기로 하고 국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민관 공동으로 차세대 메모리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가 사회간접자본(SOC)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WiBro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시장 선

2009년 9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

점을 위해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했다.

한 ‘IT KOREA 5대 미래전략’이 그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도 육성 대상으로 삼고, 2013년까지 국내 8개 IT 서비스 및 패키

IT KOREA 5대 미래전략의 핵심내용은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

지 소프트웨어 기업을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육성하고 1,000억 원 이상 매출 기업을 27

록 IT융합, 소프트웨어,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구

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프트웨어 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리

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89.3조원(정부 : 14.1조

더를 양성하고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OS)도 민관 공

원, 민간 : 175.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동개발도 추진됐다.
이처럼 IT 코리아 5대 미래전략은 추진단계에 따라 제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IT KOREA 5대 미래전략
목표

IT융합
전략

목표

조선·에너지 등 10대 전략산업 창출

재성장률이 0.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 산업 융합 IT센터, 3개에서 2012년 10개로 확대

것으로 기대됐다.

- 시스템 반도체 세계 일류 수준 육성
- 의료·국방 등 서비스 분야 IT융합 신산업 창출

전략

목표

이와 함께 2010년에는 범정부차원에서 IT와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의 융합을

-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등 범국가적 지능형 기반시설 구축

촉진해 2015년까지 5대 IT융합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IT융합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IT

국내 8개 기업을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육성

융합 역량 강화, IT융합 부품산업 육성, IT융합시장 창출, IT융합 인프라 조성 등 4대 정

100억 원 매출 기업 27개 육성
- 기업 수요형 인력 공급 지원

소프트웨어(SW)

IT산업의 각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통해 2013년에는 잠

- SW 공학센터 신설,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 추진

책과제를 제시했다. IT융합 확산 전략의 핵심산업은 자동차와 조선, 의료, 기계, 건설, 섬
유, 국방, 에너지, 조명 등 10대 분야로 IT와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바꾸

- SW 분리 발주 의무화, 불법 복제 강력 단속

는 전략이다.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산업기반을 활용해 IT융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급

-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

속히 성장하는 IT융합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3대 주력품목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5대 IT장비산업 국산화, 세계 시장 점유율 배달성
- 구매 연계형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주력IT
전략

- 장비업체 대형화 위한 인수·합병(M&A)활성화
- 특허 컨소시엄 구성
- 공공기관 구매제도 개선, 국산 장비 신뢰성 향상 지원

목표

WiBro(와이브로)·IPTV·3DTV 시장의 조기 활성화
-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추진, 회수·재배치 주파수 재할당

방송통신
전략

- IPTV 유·무선, 종합 정보매체로 육성
- 3DTV 등 차세대 방송기술 개발 표준화로 방송장비 국산화 추진
- 기존 지상파, 신규 종편으로 방송콘텐츠시장 경쟁 촉진

목표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 2012년까지 10배 빠른 양방향 초광대역 구축

인터넷
전략

- 보안장비 설치 및 기업 세제 혜택, 학교 정보보호 교육 확대
- 인터넷 침해 예방·대응 기술 산·학·연 공동 개발

IT융합 상시화를 위한 산업별 IT 융합센터도 201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융합
경쟁력의 원천인 시스템 반도체 개발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메모리,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주력 3대 품목의 완제품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기반인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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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사회

원장

감사

IT융합기술
선도기관

감사실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ETRI
융합기술연구부문

소프트웨어연구부문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1절 »
IT융합 고도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업지원실

IT 융합이 가속화되고 IT 융합시장이 고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ETRI는 융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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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IT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했다.
2009년 1월에는 정부의 차세대 R&D 정책 및 연구비 지원체계의 변화에 따라
연구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핵심요소기술의 지속적인 축적과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
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대형연구과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연구기획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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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까지 하나로 연계되는 R&D 융복합형 조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사업기획-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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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업화에 이르는 R&BD 전주기 관리를 위해 연구전략부문을 신설했다. 사업기획
부터 표준화 활동, 사업화 전략, 중소기업 협력, 기술사업화에 이르는 R&D의 모든 프
인터넷
연구부문

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지원해 경영관리 프로세스를 효율화함으로써 융복합 제체에 맞

콘텐츠
연구본부

창의
연구본부

기술전략
연구본부

는 조직으로 정비한 것이다. 또한 경영기획실, 기술전략본부(사업기획실), 사업화본부
사업지원팀

를 소속부서로 둠으로써 연계업무 간 효율성 확보 및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꾀했

사업지원팀

사업지원팀

사업지원팀

다. 또한 2010년 1월에는 그동안 각 연구부문에서 수행해 온 미래기술 기획 기능을 통
합해 각 연구부문간 융합을 통한 메가 프로젝트 기획에 주력할 수 있도록 창의연구본
부를 신설했다.
이처럼 새롭게 정비된 체제를 중심으로 ETRI는 융합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
다. 조선, 자동차, 섬유, 건설, 의료 등 전통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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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융합연구가 본격화됐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선박, 스마트 자동차, u헬스 등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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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만한 연구성과들을 창출해냈다.

창의경영기획본부

사업화본부

선진경영관리본부

홍보실

ETRI 조직도 (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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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ETRI는 2011년 2월 신아이디어 창출 및 기초원천기술
중장기 연구를 위한 창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

대형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기획 강화

는 창의연구실을 개설했다.

1. 메가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창의연구본부 신설

ETRI는 2010년 1월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 및 경
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원장 직할부서로 ‘창의연구본부’를 신설했다.
창의연구본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한 배경에 TDX, CDMA, DRAM,
WiBro 등 ETRI의 대형 연구성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다시 한 번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을 선도할 대형 연구성과물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 나섰다. 우선 그동안 각 연구부문에서 수행해 온 미래기술 기획 기능을 통합해 창

R&D 사업 주요정책 및
계획 수립/조정

의·융합 메가 프로젝트(Mega Project) 기획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기획과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수행을 분리해 각각 맡은 분야에서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

교육과학기술부

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월드 클래스(World Class) 선행 원천연구 수행, 글로벌 브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를 갖추고 몰입과 소통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구환경을 구축했다.

종합조정 및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기술기획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본부 조직은 융합기술미래기술연구부, SW콘텐츠미래기술연구부, 융합부품소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수립, 기술기획, 선행원천연구,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드 대형 융·복합 과제 발굴, 산·학·연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개방형 연구수행 체계

재미래기술연구부, 방송통신융합미래기술연구부, 인터넷미래기술연구부 5개 연구부로

행정안전부

한국전파진흥원

기초 및 응용
기술자문 협력

사업기획전략위원회

산업체

미래전략위원회

기술개발 협력 및
국제표준화 공조
국외기업
연구기관

관련기술 표준기고
및 국제표준 IPR 확보
국내/국제
표준화 기관

창의연구본부
메가프로젝트 기획 TFT

기술전략
연구본부

Open R&D
센터

창의경영
기획본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의연구본부에서는 2010년도에 각 연구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12개의 메가 프로젝트 후보과제를 발굴했으며 비욘드 스마트TV, 엔지니어링
슈퍼컴퓨터, B4G이동통신, 스마트워크,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기가 코리아(Giga

인터넷
연구부문

융합부품
소재
연구부문

방송통신
융합
연구부문

융합기술
연구부문

소프트웨어
연구부문

콘텐츠
연구본부

Korea) 등 7개의 중점 추진 메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기획된 메가 프로젝트의 수주를
ETRI 과제기획 추진체계

위해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 정보통신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의 5대
유망산업과 연계해 핵심아이템 발굴 및 R&D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추진했다. 그

2. 창의연구 활성화

결과 ETRI는 4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기획 수주할 수 있었다.

ETRI는 2010년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창출하고, 대한민국 최초

2011년도에는 미래 지능형 자동차(Z-Car)를 위한 협력 자율 주행 기술, 똑똑한

노벨상 수상에 도전하기 위한 창의연구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노벨상을 지향하는

미래 해양도시 구축사업 발굴, World i-Car,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SW인텔리전스 플

모험·원천과제를 수행하고 세계적 수준의 창의연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부연구

랫폼, 전자자동차,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이동 무선 Backhaul)의 6개 메가 프로젝트

과제 관리지침을 개정(2010.7.4)했으며 창의연구사업 추진근거 및 절차를 마련해 2010

를 중점 추진했다.

년 7월 14일, 2010년도 창의연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ETRI는 이와 같이 소규모 단일과제 중심의 연구환경에서 대형 융·복합 메가

창의연구사업은 신아이디어 창출 및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연구환

월드 클래스(World Class)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창의연구실’ 사업과 신규 연구영역

경을 구축했으며,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개척 또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실험 연구인 ‘창의연구 SG(Small Group)’ 사

안전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부처 사업의 기획과 전략수립에도 참여함

업으로 나뉘었다.

으로써 R&D 재원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2010년 전 직원 대상 내부 공모를 통해 최초로 선정된 창의연구실 과제는 제
안과제 11개 중에서 전문위원평가와 공개발표평가를 통해 원자수준 물성제어를 통한
신개념 그래핀 소자 연구, 튜너블 테라헤르츠 트랜시버 기술 개발, 금속-절연체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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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현상 규명 및 나노 기초핵심응용기술 개발 등 3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3년간 매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ETRI는 2010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한 ‘2010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표준

년 총 19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창의연구 SG 과제는 6개 제안과제 중에서 창의연구본

화 대상인 대통령 표창(단체상)을 수상했다.

부 내 전문심사를 통해 저복잡도 고효율 영상압축기술 개발과 전기공학 소재를 이용한
홀로그램 표시소자 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 등 2개 과제를 선정했다.
창의연구사업은 연구원 직원들이 다년간 축적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도전적이
고 모험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의 첫 걸음
이었으며, 과제 선정시에도 개방형 동료평가 방식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보다 투명하
고 객관적인 사업 선정절차를 확립했다.
2012년도부터는 내부과제인 창의연구사업을 정부출연금사업으로 전환해 안정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ETRI 스마트 무브 2020 추진전략에 따라 2012년까

의 에디터를 맡아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그린ICT 연구그
룹의 의장과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그룹의 의장에 ETRI 연구원이 각각 임명됐다. 전 세

세계의 지적 활동이나 과학·기술·경제 분야의 상호

지 창의연구실 및 창의연구 SG 과제를 각각 5개씩 추진할 것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창의연구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협력과 발전을 위해 1946년 설립된 국제기구. 주로 각
국의 공업규격을 조정·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
제적 교류를 유도하며, 과학적·지적·경제적 활동 분
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한국은 1963년에 가입했다.

3절 »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
각국의 전기기술 표준에 관한 조정과 통일을 도모할 목
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관. 1906년에 발족했고 각국의
전기기술자 사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 단위,

ETRI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표준화 전문 조직으로서 표준연구센터를 설립
해 미래 선행기술 표준개발과 국제표준화 선도,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기반 표준

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
합의 산하기관이자 국제전기통신 표준화부문기구인 ITU-T Study Group 5(SG5)에
서 ETRI가 ‘ICT 장비, 서비스, 프로젝트 등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게 돼 온실가스 및
환경 영향 평가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ITU-T SG5
는 정보통신 운용 환경과 관련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자원을 절약하
는 이슈를 다루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총괄 그룹으로 ETRI는 ITU-T
SG5 회의에서 전체 22건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 기고 중 총 14건을 제출했다. 또한

국제표준화 공동연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ITU-T SG5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TTA와 함께 우리나라 휴대전화 충전단자 20핀
표준을 ITU 국제표준 초안으로 채택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의에서 ETRI 연구원이 RFID 및 USN 분야 표준화 조정 그룹(JCA-NID) 의장에 선임

2011년에는 ETRI 연구원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내 ‘유기발광 다이오드

됐으며 동시에 Q25/16표준화그룹의 라포쳐(Rapporteur), Q12/11 표준화그룹의 라포

(OLED) 조명 표준화 워킹그룹’의 초대 의장에 선임됐다. ETRI는 2009년 10월 OLED

쳐에 각각 선임됐다. ITU-T SG11 및 SG16은 통신망 프로토콜 및 시험규격 표준화와

조명에 대한 국제표준화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2년간의 노력 끝에 워킹그룹 신설과 의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 표준화를 전담하는 연구반(SG: Study Group)으로 2009년부

장 선임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ETRI 연구원의 의장 선임으로 우리나라는 대표적

터 새로 시작하는 표준화 회기(2009~2012) 동안 RFID 분야 및 USN 분야의 국제표

녹색성장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OLED 조명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준화를 ETRI 연구 인력이 주도하게 된 것이다.

또한 OLED 조명 워킹그룹 의장 수임은 우리나라가 불모지나 다름없던 세계 하이테크

RFID 및 USN 시험규격 표준을 제정하는 Q12/11 표준화그룹과 USN 응용 및

조명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는 Q25/16 표준화그룹은 2008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

그 밖에도 ETRI는 대한건설회관에서 열린 ‘2010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WTSA-08)에서 RFID 및 USN 분야의 국제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및 외국 표준화기관과의 활발한 국제표준화 협력활동을

표준화를 이끌어갈 별도의 전담 그룹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성된 신설 조직이었다.

펼쳐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제표준화 대상인 대통령 표창(단체상)을

이러한 두 신생 표준화그룹의 라포쳐를 ITU-T SG11 및 SG16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상했다. 더불어 유공자 부문에서도 ETRI 연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확보했다는 것은 향후 RFID 및 USN 분야의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구축
했다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었다.
2010년에는 ISO/IEC JTC 1 산하에 표준화 기획 연구를 수행하는 표준화 기획
특별작업반에서 그린 ICT와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분석보고서
<

정한다. 1947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전기부문
회의에 가입했다.

점에서 우리나라가 관련 분야의 표준화 주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의

제정, 정부 정책 지원, 원내 R&D-표준화 연계 협력, 원내·외 실시간 표준정보 제공,

2009년 1월과 2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T SG11 및 SG16 국제회

302

기호 등의 표현방법을 규정하고 전기기기의 규격을 제

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시

또한 3GPP LTE, 초고속 무선전송, 차세대통신망, MPEG 분야 등에서 개발한
69건의 기술들이 각종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ETRI는 2001년부
터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MPEG, DMB, 휴대인터넷 등 주요 핵
심기술 분야에서 모두 251건의 국제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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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
상용화를

위한
노력

1절 »

상용화 현장지원 성과조사 결과
성과 지표

조사 결과

제공된 서비스 만족도(5점 만점)

4.7

제품 완성도 제고(5점 만점)

4.6

제품 개발기간 단축(5점 만점)

4.7

제품 상용화 기여도(5점 만점)

4.7

상용화현장지원 총괄평가

94점

기업당 개발기간 단축

평균 4.8개월

기업당 인력충원 대체

평균 2.3명

기업당 개발비용 절감

평균 1.3억원

기업당 향후 5년 예상매출액

평균 49.9억원

IT기술 상용화를 위한 현장지원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일관된 기술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기술적 문제
ETRI는 2010년부터 정부출연연 최초로 상용화 현장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ETRI
가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 해당 분야의 연구

점, 요청사항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ETRI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ETRI가 개발한 기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였다.

인력을 파견해 이전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화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용화 현장지원제도는 2010년 상반기 동안 기업설문, 내부 의견수렴 등의 과정
을 거쳐 같은 해 8월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2011년에는 전년도 사업시행 성과 분석, 연구
부문별 애로사항 청취, 기업 파견자 설문 및 수혜기업 인터뷰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

2절 »
융합기술 사업화의 전초기지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건립

고 전년도에 비해 한층 더 진보된 상용화 현장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상용화 현장지원제
도의 시행은 이전기술의 완성도 제고, 제품 개발기간 단축, 성공적인 기술상용화 및 매출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는 산업 패러다임이 융합 시대로 진화하면서 IT 기

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ETRI와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반 융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융합기술 사업화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

토대를 마련했다.

이 추진됐다.

상용화 현장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기업에 파견된 ETRI 연

개방형 공통 핵심 생산지원 시설을 구축해 기업들의 융합기술 상용화 시제품 제

구 인력은 총 367명으로 2010년에 66개 기업에 101명이, 2011년에는 112개 기업에 266

작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유망 융합기술 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명이 각각 기업현장에서 상용화 지원활동을 펼쳤다.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대덕특구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1년 상용화 현장지원 수혜기업 1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사업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

로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상용화 현장지원을 통해 제품개발기간을 평균 4.8개

일까지 추진됐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연면적 23,039㎡(약 7,000평) 규모의 시설

월 단축할 수 있었고, 연구인력의 지원으로 평균 2.3명의 인력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었

로 지어졌다.

다. 또한 개발비용 측면에서도 평균 1억 3,000만 원을 절감하고, 향후 5년간 제품 판매를

그동안 정부출연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들은 상용화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계

통해 49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상용화 현장지원 서비스에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는 출연연이 연구개발한

대한 고객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4.7점(100점 환산시 94점)으로 나타나 상용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화 현장지원 제도의 시행에 대해 기업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뿐 아니라 이를 발

있었다.

전시켜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산에 필요한 공통 핵심 장

ETRI는 상용화 현장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개발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품질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을 지원했으며 과거
의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상호 협력하는 ETRI와 기업의 상생협력 마인드

304

<

비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공간이 되기 위해 수요시설 조사 및 공청회에
서 나온 의견을 모아 금형, 사출, SMT 등의 생산시설까지 구축했다.
생산시설이 취약한 벤처기업들은 무형의 기술을 이전받아 구체화된 제품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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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7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일
환으로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가 출범했다.

연구
개발
활동

화 단계까지 발전시키지 못해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의 건립에 따
라 체계적으로 시제품 제작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입주기업에 최저 수준의 시설사용료를 부과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발
기술의 상용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절 »
융합기술 연구의 본격화

2011년에 반도체,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19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입주기업에게
는 저렴한 임대료, 상용시제품 제작을 위한 생산시설과 장비 지원, 성능 시험, 기술지원

1. 유헬스 시대의 도래와 BT융합기술 개발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ETRI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술예고제 정보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서비스에 접목시킴으로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건

제공과 사업화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이 ETRI의 기술을 이전

강을 관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새로운 의료 패러

받게 되면 중소기업 상용화 현장지원과 ETRI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험 및 제작시

다임을 가져온 것이 바로 유헬스케어 기술이다.

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는 대덕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서비스에 접목시킴으로써 병원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건

특구 내의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중심축으로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출

강을 관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새로운 의료 패러

연연 및 대학의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유도해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를 가속화시

다임을 가져온 것이 바로 유헬스케어 기술이다.

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헬스케어 기술이란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반인, 만성질환자, 노
인, 수술 후의 환자 등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편리하게 주기적으로 신체의
정보를 측정하고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해 건강상태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유헬스케어는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만성질
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크게 완화시
켜 주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전문 의료진 부족 현상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유헬스케어 시스템이 대국민 서비스로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
지 다양한 개인 건강 기기를 기반으로 환자의 신체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적
절하게 관리하는 시스템간의 표준화된 통신과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ETRI는 표준을 준용하는 건강 측정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건강을 측정
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헬스케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센서와 유헬스 플랫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ETRI가 개발한 반도체 바이오센서칩은 혈액 몇 방울만
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암을 예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질병인자를 검출하는 단계가 간단해 감지 시간이 짧은데다 한 개의 칩에 여러

306

<

307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혈액 몇 방울만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암을 예진할 수

ETRI는 2009년 혈액뿐만 아니라 소변의 성분을 분석

있는 바이오센서칩

할 수 있는 휴대용 배뇨 분석기를 개발했다.

센서를 집적해 동시에 여러 종류의 질병 인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반도체 양산 공정을

기록을 수집 및 관리하여 다양한 유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용해 저가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칩의 구조를 나노미터 크기로 제

표준 기반 유헬스케어기술은 우리나라가 의료 복지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있어

작해 고감도 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휴대 가능한 질병 감지 센서를 통해 초고속 질

서 필수적인 기술로 기존의 유헬스케어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던 비표준 통신 방법을 표

병 감지 및 고감도 신규 질병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준적인 방법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유헬스케어

바이오칩 제작에 이용한 핵심원천기술은 ‘전기적 질병 인자 감지법’으로 그동안

디바이스 10종류에 해당되는 국제표준 준수 시스템이 개발돼 대구, 광주, 대전지역에서

전기적 감지 기반 바이오센서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 사람 혈액과 같은 고이온 농도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ETRI에서 참여한 1~3채널 심전도 측정(IEEE 11073-

조건에서 질병 인자 감지가 불확실했던 것을 극복했으며 전립선암, 간암, 대장암 등 3

10406 Basic ECG)에 관련된 국제 표준안이 채택돼 2012년 상반기에 출판될 예정이다.

종의 암마커(종양 표식자)를 동시에 1ng/㎖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헬스케어 셋톱박스의 핵심 기술들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국내 다수 유헬스

표준 기반 유헬스케어 플랫폼은 전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가정에서 체중계, 혈

케어 업체에 기술이전돼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당계, 약복용 도우미, 낙상감지폰, 자가 암진단 테스트, 요당, 혈뇨, 요단백 검사기 등의

홈 헬스케어 세계 시장은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ETRI

다양한 표준 건강기기로부터 매일 건강검진을 받아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절감하

는 이 표준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 확보를

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시스템이다. 건강 측정 대

통해 2013년 세계 시장 3%, 2018년 세계 시장 1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자는 국제표준과 호환되는 가정용 개인 건강기기를 사용해 건강을 측정하고 측정된
건강 데이터는 표준에 따라 가정 내의 가정 내 사이버 주치의 기기인 홈 헬스 셋톱박스

세계 최소형 휴대형 배뇨 분석기

로 전송된다. 전송된 값은 건강관리 화면을 통해 자신의 만성질환 관리나 신체 지수 변

2009년에는 혈액뿐만 아니라 소변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배뇨 분석기술도 개

화를 확인할 수 있다. 표준에 따라 전송된 건강 데이터는 임상 의료 표준 포맷으로 변환

발했다. 가정에서 손쉽게 분석해 비뇨기, 내분비계 질환 및 신장질환 등을 판독할 수 있

된 뒤, 유니버설 헬스 매니저로 전송된다. 유니버설 헬스 매니저는 측정된 개인의 건강

는 세계 최소형 배뇨 분석기로 개인의 건강과 질병관리가 가능하다. 담배값 크기의 휴
대형 배뇨 분석기(Personal Uroanalysis Reading Device : UroRead)는 건강지표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소변 속의 세 가지 성분(요단백, 요당, 잠혈)을 신속 정확하
고 편리하게 판독해 질병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으며, 사용자는 1회용 스트립에 소변을
묻혀 스트립을 리더기에 장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해 쉽게 활용할 수

혈압계
바이오패치
매일건강검진

실버케어
자가건강관리

있다. 또한 이 스트립에서 1분 이내에 감지되는 색상 데이터의 변화는 리더기를 통해 반
정량적인 수치로 판독되고, 이 결과를 병원과 같은 의료시스템과 주치의 혹은 가족의

국제표준
ISO/IEEE 11073 PHD

휴대전화에 전송할 수 있다.

낙상감지폰

이 휴대형 배뇨 분석기는 3색 LED와 포토다이오드 센서로 이루어지는 기기의
소형화기술, 광다이오드와 광섬유 도파로를 이용한 스트립상의 다종 검사지 광학적 동

국제표준
HL7 CDA
약복용도우미

가정내
사이버주치의
혈당계

<

시 감지 기술, 자체 내 보정 기능, 시분할 신호 측정, 색좌표계를 도입하는 센서 신호 측
정 및 보정 기술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존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던 배뇨 분석 시

유헬스케어 서비스 개념도

308

건강관리
데이터베이스

스템은 고가이며 부피가 커서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ETR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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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휴대형 배뇨 분석기는 삼색 LED와 광섬유 도파로를 도입해 소형화가 가능해졌

을 적용해 카드 하나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고 통합관제소에서 자전거의 전반적인 운

고, 보정 기능을 탑재해 재현성과 정확성, 신뢰도를 높였다.

영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또한 산업자동화, 환경감시,
스마트 그리드 등 전파환경이 열악한 다양한 산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센서네트워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IT-BT 융합기술을 이용한 ‘u헬스 행복도시 시범서비스’

u헬스 행복도시 시범서비스 사업은 ETRI에서
개발한 IT-BT 융합기술과 지자체에서 제안한

크 무선전송 기술과 도시 단위의 전력 소비량을 전력회사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USN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기술 등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모델을 연계해 서비스를 펼친 뒤, 사용
자 검증을 통해 해당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
는 사업이었다.
70세의 결핵환자는 ‘스마트 약상자’를 통해
결핵약 복용 시간을 실시간으로 연락받고 맞

차세대 RFID/USN 미들웨어 기술

2010년에는 국제 표준 기반의 차세대 RFID 미들웨어인 ‘SSI 플랫폼’과 ‘USN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규칙
적인 약 복용 및 정기적인 기초건강 체크로 결
핵을 치료했고, 만성질환자와 근골격계 질환
자는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에

RFID 응용 서비스

서 칼로리 소모와 보행패턴 등을 분석해 이에 따른 건강 증진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ETRI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광주지역 병원 및 요양원입원환
RFID 응용 인터페이스 (ISO/IEC2, 4791-1,
Web Service)

자, 독거노인,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대상자, 결핵환자 등을 대상으로 센서내장 스마트 신발, 약복용
모니터링 시스템, 3-Lead ECG 시스템, 악골밀도 측정기, 알부민 배뇨 모니터링 시스템, 유니버셜

SSI 플랫폼

PHD 어댑터, 건강관리용 홈 헬스 셋톱박스, 유니버설 헬스 매니저 등 8개 기술의 u헬스 행복도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이는 의료 취약 계층의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

RFID 장치 관리 (ISO/IEC 24791-3,
EPCglobal DCI/RM, IETF CAPWAP)

RFID 데이터 관리 (ISO/IEC 24791-2,
EPCglobal ALE)
RFID 장치 인터페이스 (ISO/IEC 24791-5,
EPCglobal RP/RM/LLRP, TTA SRP)

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발된 상용 가능 서비스 모델을 통해 지역의 의료산업 제조업체의 수요가 창
출되고 고령자,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첨단 IT융합기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차세대 RFID 미들웨어 개념도

2.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RFID/USN 기술 개발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RFID/USN 기술이 점점 확대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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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따라 ETRI는 2008년까지 확보한 핵심원천 및 기반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

SSI(Software System Infrastructure) 플랫폼은 이기종 RFID 리더 장치를 일

용하기 위한 응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다앙한 RFID/USN 응용기술 개발을 통

원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이들로부터 수집한 개별 물품 단위의 사물 정보를 실시간

해 ETRI가 개발한 첨단기술들이 단순히 미래사회를 보여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으로 분석한 후 가공된 정보를 전달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국제 표준화기구 ISO/IEC

실생활에 적용되어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활

JTC1에서 RFID 소프트웨어 표준규격인 ISO/IEC 24791 SSI와 밀접히 연계돼 있으며,

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ETRI는 2007년부터 SSI 기술 표준화를 선도해오고 있다.

글로벌 통합 물류 프로세스를 포함한 물류 정보 관리와 의약품 관리 등에 적

SSI 플랫폼은 글로벌 통합 물류 프로세스와 같이 유통 물류 네트워크의 각 거점

용 가능한 SSI 플랫폼, 대기·수질 환경 모니터링, 제조 현장의 u-Safety, 첨단 스마

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RFID 물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트 빌딩, u-실버케어 서비스 등 다른 기종의 복수 센서 네트워크를 동시에 연결해 IT융

활용할 수 있으며, 분산된 작업 환경이나 위험한 구역에 위치한 다양한 RFID 장비를

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USN 미들웨어를 개발했으며, 선반에 진열된 다량의 물품

원격 제어하고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 기능을 제공한다. ETRI는 2010

을 일괄적으로 인식해 물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유통기한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년부터 SSI 플랫폼 기술을 보급하고 사업화를 추진해 물류 정보 관리, 의약품 관리 등

RFID 스마트선반시스템을 개발했다.

다양한 곳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되었던 실외 환경 사물의 위치추적

USN 미들웨어는 넓은 지역에 배치된 다양한 종류의 센서 네트워크들이 다양한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왔으며, 자전거에 RFID/USN기술

분야에서 지능화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하고 공통 서비스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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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는 기반 소프트웨어다. 특히 IT융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ETRI는 국내 기술로 능동형 RFID 기반 위치추적기술
을 개발했으며, 시스템 비용 절감을 위해 동전크기보다

대기와 수질 환경 모니터링, 제조 현장 u-Safety, 첨단 스마트 빌딩, u-실버케어 서비스

작은 GPS 태그칩과 리더모뎀칩을 개발했다.

등 이기종 복수 센서 네트워크를 동시에 연결해 응용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USN 미들웨어 기술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기반 인프라로서 채택되고 활용
될 수 있게 됐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재고 없이 물품을 신선하게 관리할 수 있는 ‘RFID 스마트선반’

ETRI는 LS산전, 신세계I&C, EMW, 한미IT등과 협력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와인관리, 의류
관리, 신선식품관리, 의약품관리 응용에 활용 가능한 RFID 스마트선반시스템을 개발했다. RFID 스
마트선반 기술은 선반에 진열된 다량의 물품을 일괄적으로 인식해 물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유통기
한 등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유통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다양한 포장재와 형태를 갖고 있는 다수의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근역장·원
역장 혼용 안테나 기술과 RF 스위치 기술, 그리고 RF 스위치를 제어, 관리할 수 있는 RFID 리더 기
술이 융합된 의약품 관리 응용을 위한 RFID 스마트선반시스템을 내놓기도 했다. ETRI가 개발한 의
약품관리 RFID 스마트선반시스템은 수도권 4개 약국에 설치돼 한미약품 본사에서 각 약국의 의약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현재 완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유일한 위성항법시스템
으로, 중궤도를 도는 24개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전송
하는 전파를 GPS 수신기에서 수신해 위치를 결정한
다. 미 국방부에서 개발됐으며 무기 유도, 항법, 측량,
지도 제작, 측지, 시각동기 등의 군용 및 민간용 목적으
로 사용된다.

센서, GPS와 융합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능동형 RFID 기반 위치추적기술은
특정한 지역에서 이동하는 차량이나 물체의 위치정보와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다
양한 산업체 현장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위험지역이나 구제역 발생 방제지
역 등에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독거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해 미아 방지나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품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공용자전거 ‘타슈’ 속에 적용된 무인관리시스템

의약품 유통 실시간 추적 시스템
FFD 의약품 정보 통합관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공용자
전거 ‘타슈’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자

Internet
미들웨어

다양한 다수의
의약품이 임의로
진열/관리

전거에 첨단장치를 부착해 카드 하나로

FFD 인프라 원격관리

Access
Point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고 통합관제소에
Wi-Fi

서 자전거 이용현황 등 전반적인 운영

데이터베이스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신
의약품 태그

전자선반용
리더

선반 내장형
리더 안테나

개념의 자전거 무인대여제도이다.

응용 SW

RF 스위치

RFID 스마트 의약 선반 시스템

호스트 서버

타슈에 적용된 것이 바로 ETRI의 USN

의약품 유통 관리

을 기반으로 한 무인관리시스템이다.
무인관리시스템은 2009년 2월부터 대전시와 ETRI가 5억 원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ETRI는 타슈
무인관리시스템의 구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거치대와 키오스크 간 무선기술(지그비) 통신모듈을
마이팜 약국

현대 약국

성신 약국

코리아 약국

약국 실환경 운영 현황

부착했고 전기나 통신 연결선이 없이도 RFID칩만으로 운용이 가능하게 개발했다. 이와 함께 통합
관제실에서는 대여소 현황과 자전거 상태, 이용 내역과 이용 통계, 자전거 재배치 정보 등을 실시간
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자전거 이동배치 차량과 PDA를 통해 대여소 현황과 이용내역을 감지해 신속

능동형 RFID 기반 위치추적기술

한 자전거 배치와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제표준기술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외 환경 위치추적기술을 개
발했다. 지금까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됐던 실외 환경 사물의 위치추적기술인

고신뢰/시의성 센서네트워크 무선전송기술

능동형 RFID 기반 위치추적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이다.

USN기술은 실내 환경에서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250Kbps 이하의 적은 데

이 기술의 개발로 전송 프레임 구조를 최적화해 600m 이상의 거리까지 인식할

이터 전송 용량과 100m 내외의 짧은 거리를 지원하는 물리계층, PAN(Personal Area

수 있고, 2m 이내의 오차 범위로 정확도를 개선했으며, 태그의 전력 소비를 기존 기술

Network)에서 운영가능하고 작은 메모리에서 동작 가능한 매체접속제어(MAC)기술

의 60% 수준으로 줄이고 센서와 GPS 연동 기능을 지원해 기술의 응용서비스 범위를

과 네트워크기술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확장시켰다. 또한 시스템 비용 절감을 위해 태그칩과 리더모뎀칩을 개발하고, 태그칩은
소비전력을 낮춰 수명을 연장했다.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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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의 IEEE802.15.4-2006 기반의 USN기술은 실내에 주로 응용할 수
있는 단일 무선 채널의 경쟁 기반 MAC기술로 패킷 충돌과 간섭에 의해 신뢰성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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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분할 매체접속기술과 다중 채널 매체

AMI시스템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스마트그리드서비

접속기술이 요구됐다. 또한 멀티홉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임의의 전송 지연 시간과 패킷

스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손실에 따른 센싱 정보의 시의성 확보가 어려워 자원할당기술의 개선이 필요했다.
ETRI가 개발한 초절전·고신뢰·시의성 센서네트워크 무선전송기술은 IEEE

3. 로봇인지시스템기술 개발

802.15.4-2006 및 지그비(ZigBee)의 제한된 응용 요구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유비쿼터스기술이 발전하고 인프라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보다 나은 로봇 서비

USN 응용을 위한 가변 전송(~0.5 Mbps급) 방식과 무선 채널에 대한 강건성을 강화한

스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로봇산업은 아직까지 제조업

MR-MDSSS PHY 기술, 그리고 초절전·고신뢰·시의성 전송 특징을 갖는 DSME MAC

용 로봇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지능형 로봇이 로봇 시장을 주

기술로 구성된다.

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융합 지능형로봇의 사업화와 고기능화

초절전 RFIC는 Low-IF 수신기와 직접-변환 송신기로 구성되며, D-BPSK,

가 요구되고 있다.

O-QPSK, MR-MDSSS 등 3가지 변조방식과 770MHz~960MHz 주파수 대역을 지원

지능형 로봇의 핵심기술인 인지기술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인간과 상

한다. 0.18um CMOS 기술로 구현된 초절전 RFIC는 110 dBm의 수신감도를 제공하

호작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서 로봇은 물론 디지털 홈, 텔레매틱스 등 여러 산업 분야

고, 최대 +10 dBm의 송신전력을 갖는다.

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ETRI가 개발한 초절전·고신뢰·시의성 센서네트워크 무선전송기술은 2011년 11

ETRI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인지 원천기술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

월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를 위한 물리계층 규격인 IEEE802.15.4g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기존의 로봇산업과 전통산업에 IT기술과

‘발전-송전·배전-판매’의 단계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와 IEEE802.15.4e의 표준기술로 채택됐으며, 표준화 활동을 통해 확보된 국제표준 특허

인지기술을 접목시켜 IT 기반의 지능로봇 응용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삶의 질

기술을 활용해 고신뢰·시의성 센서노드 SoC를 조기에 상용화해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

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
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
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현대화된
전력기술과 IT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구현되는 차세
대 전력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
출이 예상되고 있다.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로봇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USN기반 스마트에너지서비스 플랫폼

막대한 자본을 들여 관련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우리나라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선정

USN기반 스마트에너지서비스 플랫폼 기술은 가정이나 빌딩, 학교 등에서 소비

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로봇 콘텐츠 및 로봇 관

자에게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스스로 혹은 자동화된 기기 제

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지만 서로 간의 표준화된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호환

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ETRI

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못해 다시 개발해야 하는 악

가 IBM과 함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이 기술은 AMI(Advanced Metering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Infrastructure) 기술 분야에 관한 것으로 지그비 얼라이언스(ZigBee Alliance)로부터
인증받은 기술을 적용해 장치 간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일반 가정과 빌딩을 포함한

서비스로봇

국방로봇

필드로봇

도시 단위의 전력 소비량을 전력회사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지그비 스마트에너지 프로파일을 준수하는 수용가 단의 전력 소비

로봇개발자

OPRoS Robot Software Platform

량을 검침하는 스마트 미터, 전력을 소비하는 개별 가전제품의 전력 소비량을 검침하는
BLO(Building Outlet)장치, 전등의 전력 소비량을 검침하고 제어하는 BLS(Building
Switch) 장치, 소비된 전력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IHD(In-Home Display)장치,

응용개발자

로봇
테스크
기술

지그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BLO/BLS/IHD와 정보를 교환하는 게이트웨이 및

수집해 처리하는 AMI 집중기, AMI 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서비스개발자

로봇 개발의
비용과 시간 절감

개발환경
기술

OPRoS
표준 규격

로봇간
통신기술

ESP(Energy Service Portal), 개별 장치들이 소비한 전력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스마
트에너지 관리 서버와 수용가 단의 스마트 미터 와 에너지 관리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로봇
컴포넌트
기술

로봇
응용서버
기술

로봇 SW 수출 및
대외 경쟁력 향상

로봇 콘텐츠
업체의 저변 학대

로봇
서비스
서버기술

로봇 SW 신시장
창출

산업구조 개선
(SW 산업 육성)

OPRoS Component Store

USN 기반 스마트에너지서비스 플랫폼과 같은 스마트그리드기술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상호연동성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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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한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Open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단체인 OMG에서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됐다.

Platform for Robotics Services, OPRoS) 기술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로봇시스

향후 10년 이내에 로봇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로봇은 주

템의 알고리즘과 응용 프로그램들을 쉽게 개발하고,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모듈의

로 사람과 생활공간을 공유하게 되므로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방법을 다루는

재사용성을 높이며 서로 원활하게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표준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기술은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되

랫폼을 제공한다.

고 있다.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OPRoS(Open Platform for Robotic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서비스 기반 기술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로봇 서

Services)는 기존 로봇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로봇서비스를 좀 더 쉽고

비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성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규격 및 데이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다시 사용할

터 구조를 표준화한 ‘로봇의 상호작용 서비스 프레임워크(RoIS: Robotic Interaction

수 있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다양한 로봇에 적용할 수 있으며, 통합 개발 환경을 제

Service Framework)’로 일본로봇산업협회(JARA)와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다.

공해 전문가와 일반인이 로봇 컴포넌트와 콘텐츠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시뮬레
이션 기능과 연동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RoIS 표준규격은 로봇 응용서비스 프로그래머가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활
용하는 데 필요한 공통의 인터페이스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기초적인 수준에 있는

OPRoS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로봇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콘텐츠를 좀 더

HRI 기술의 실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로봇서비스 개발자가 국제표준으

손쉽게 개발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태의 구조와 플랫폼을 제공한다.

로 채택된 ETRI의 기술을 따를 경우 인간이 로봇을 조정하고 통제하기가 매우 편해져

OPRoS 규격에 맞게 개발된 로봇 컴포넌트들은 향후 다른 로봇을 개발할 때 다시 사용

로봇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로봇이 원격 리모컨 없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 실시간 처리, QoS(Quality of

도 사용자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요구하는지 몸에 지닌 카메라와 마이크 등의 센서 정

Service), 고장감지와 복구 기능을 제공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서비스 개발에만

보로부터 정확히 인식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표준 프레임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마련해 줄 수 있다.

ETRI가 개발한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주요 기술을 바탕으로 타 산

인간-로봇 상호작용 서비스 기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우리나라

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국내 로봇 업체들에게 로봇 소프트

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인 지능형서비스로봇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

웨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재사용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소프트웨어

기를 마련했다.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개
HRI DEMON

발 비용을 절감해 다양한 로봇을 저가로 구현함으로써 지능형로봇시장 창출에 기여할

Trigger
Motion Detection

VAD

것으로 기대된다.
20002
174cm

20000
167cm

20001
153cm

Detection

인간 로봇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지기술

지능로봇의 핵심기술인 인지기술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인간과 상호

Face Detection

Omega Detection

Full bocty Detection

Sound Localization

작용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로봇은 물론 디지털 홈, 텔레매틱스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커
Recognition

다란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ETRI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인지 원천기술과

윤우한

Tracking:45

핵심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를 산업체에 보급해 제품화함으로써 국내외 지능로봇시장

Face Recognition

Speaker Recognition

Height Recognition

Speech Recognition

Cloer Recognition

Gesture Recognition

Fnce:60
Height:70
Tracking:45
Fnce:60

의 저변을 확장하고 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Height:70

누군가

인지기술 분야에서는 인간로봇 상호작용과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목적으로 시
1m

청각융합(얼굴/화자인식) 사용자 인식, 지능형 휴먼추종, 멀티 모달 제스처 인식, 음원
추적 등과 같은 각종 인식기술, 로봇 응용 핵심 칩 기술 및 SoC(System-on-a-Chip)

2m

3m

4m

Action
5m

6m

7m

8m

9m

Tracking:45
Fnce:60

Human Following

Come to Me

Height:70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서비스 기반 기술 시연

IP 기술, 네트워크 기반 센서 데이터 전송 및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ETRI가 인지기술 기반으로 개발한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서비스 기반 기술이 소프트웨어 객체 지향 기술의 보급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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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
Real Time & Visibility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ePost, PostNet, 우편물류상황관제시스템

물 주소를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읽고, 주소 DB와 연계해

Bar Code, RFID, GIS/GPS, Telematics, Mobile

틀린 글자까지 고쳐주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1/10초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기술이다.
순로구분기에서 동작하는 주소 인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글자

무인우체국, 자동소인기술, 자동구분기, 순로구분기

Automation

를 영상으로 찍고 영상에서 해당 주소의 문자 코드만을 알아내는 단계로 먼저 인식해
발송인

접수 접수국

우편차량

발송
접수국

PDA

교환센터 우편차량

PDA

무인우체국
Mobile Post

우편차량

PDA

도착 우편차량 배달국
접수국

배달

야 할 범위에 있는 모든 글자를 영상에서 뽑아낸 뒤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망역시 연게구 거제 4동 817－10번지 16통 2반 9808~9907 * * * 귀하 611－074’

PDA
PDA

RFID 기술

수취인

SMS

와 같이 주소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대로 문자로 추출한다.

Mobile Post

GPS/GIS

주소 영상

Telematics
우편물류상황모니터링

차량소통현황모니터링

자동소인

주소인식기술

Automatic

1단계

Sorting
Machine

서장구분기

소포구분기

플랫/패킷구분기

우편영상으로부터 문자코드
추출

순로구분기

부산망역시 연게구 거제 4등 817-10번지 16동 2반
9808 ~ 9907 *** 귀하
611-074

우정물류기술 개념도

2단계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추출된
문자코드 검증
우편번호 : 611 - 074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4동 817-10번지 16동 2반

4. IT와 우편기술의 융합

우체국은 소포나 편지를 보내는 사람, 금융이나 보험 업무로 처리하는 사람들로

3단계

문자코드로부터 배달점 코드
획득

항상 북적인다. 아직도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우체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배달점 코드: 123456789

보여준다. 우체국의 주 고객은 대부분 관공서와 기업들로 이동통신사 등의 요금 고지서

배달점 코드

와 통지서들, 보험사와 은행의 각종 안내서들이 연간 48억 통이 넘는다. 또한 온라인 거

한글주소인식시스템 주소인식 과정

래가 활성화되면서 소포 물량이 급격히 증가해 2010년 1억 6천만 통 정도의 소포 물량
이 2020년에는 4억 통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우편

2단계에서는 주소가 기록된 영상에서 주소 문자열을 뽑는다. 즉 ‘611－074 부산

물 중 94% 정도가 발송 다음날이면 수취인에게 도착하는데, 이처럼 빠른 배송을 가능

광역시 연제구 거제 4동 817－10번지 16통 2반’과 같이 가지고 있는 주소 정보와 매칭

하게 하는 것은 배달 과정에 첨단기술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술들 중

해 잘못 인식된 문자를 수정하고, 추출된 문자열 가운데 주소와 관련 있는 문자열만 정

상당 부분이 지난 10여 년간 ETRI가 개발한 결과물들이다.

렬해주는 것이다.

2000년 초부터 IT를 접목하면서 진화된 우편기술은 2006년부터 빛을 발하기 시

마지막인 3단계에서는 주소가 기록된 영상에서 주소지를 알아낸다. 입력받은 영

작했다. 내부 인수인계 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이 5~25% 향상하고, 우편물류 통

상에서 주소 정보를 인식해 주소의 ID를 알 수 있고, 실제 위치 정보나 주소지 정보를 뽑

합정보시스템(PostNet) 및 우정사업본부 ERP시스템 등과 같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아낸다. 이와 같이 순로구분기에 탑재된 한글주소인식시스템은 단순히 주소에 적힌 한

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와 효율이 높아져 우편물 처리 비용의 5~10%가 절감되는 등 IT

글을 읽는 수준을 넘어, 실제 주소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

기술과 우편기술의 융합으로 우편업무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지고 있다.

성이 높은 기술이다. 또한 ETRI는 2008년 기존 번지 주소와 2011년 새로 도입된 도로
명 새주소 인식이 동시에 가능한 한글 주소 인식기술을 개발해 우편 자동화를 더욱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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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로구분기와 문자인식/주소해석기술

당기기도 했다. 한글 주소 인식기술은 영상 분석, 문자 인식, 주소 해석 등의 기술을 활

순로구분기(Carrier Sequence Sorter)는 집배원의 배달 순서를 자동으로 정렬

용해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우편물에 인쇄 및 수기된 한글 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해주는 기계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됐으며, 관련 기술은 수년간에

기술을 말한다. 한글 주소 인식기술 개발로 우편물에 인쇄되거나 손으로 기록된 한글

걸친 대규모 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주소뿐만 아니라 수신 인명 판독 기술 등에서 보다 정밀한 우편 분류가 가능하고 집배

ETRI는 이 자동구분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문자인식과 주소해석 기술을 개발

원이 수작업을 할 때 보다 16배나 더 빨리 분류할 수 있게 됐다. 인쇄된 문자 단위의 인

했다. 집중국의 일반 구분기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편번호만 읽고 도착지별로 구분해주

식률은 약 99%, 수기한 문자의 인식률은 약 82%, 우편물에 기입된 전체 주소에 대해서

면 되지만, 집배국의 순로구분기는 사람과 똑같이 주소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문자인식

는 약 87%의 인식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과 비

및 주소해석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문자인식 및 주소해석기술은 우편

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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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5.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조선을 만드는 IT융합기술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도로명 주소도 척척! 순로구분기에 탑재된 한글주소인식시스템

IT기술이 조선,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접목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집배순로구분기는 우편물에 적힌 우편번호와 받는 사람의

하고 있다. 자동차는 텔레매틱스 등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자동차로 한 단계

주소를 인식해 집배원의 배달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조선 분야도 새로운 IT융합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 주는 장비로 우리나라에 2007년 처음 도입돼 2011년
말 현재 전국에 151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전에는 집배원

ETRI는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나 부품 공급회사들과 협력해 차량 전기전자 제어

이 일일이 배달할 순서대로 수작업으로 분류했지만 순로구분기가 도입된 후 시간당 8,000통의 우

장치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과 안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전기전자 제어장치

편물을 자동 분류하기 때문에 집배원의 업무시간이 1시간 이상 줄고 배달도 빨라졌다. 이 순로구분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인 AUTOSAR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조선소 작업자들이

기에는 바로 ETRI가 개발한 한글주소인식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공동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룹통신시스템과 조선소 주요 물류의 위치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등 IT와 전통산업의 접목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를
집중국 운송용기 관리시스템과 다량 우편물 자동접수시스템

통해 국내의 대표 기간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국제경쟁

전 세계 물류 전문가들은 실시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들

력을 높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IT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을 동원하고 있다. 여기에도 IT융합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이 바코드나 RFID와 같은 인식기술, 그리고 GIS/GPS, 텔레매틱스기술과 같은 위치
추적기술들이다. 이 중에서도 RFID기술은 근거리에서 무선을 이용해 자동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되어왔다. 편지와 소포와 같이 우편물 자

SAN 기반 원격 선박 유지보수기술

SAN(Ship Area Network)
선박 내에 존재하는 수백 종의 선박 기자재를 최적의
유무선 기술을 융합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차세대 부
가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술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 선박 시장을 석권해오던 국내 선박건조산업은 2000년대 중반
부터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

체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편 운반에 필요한 중간 도구들, 즉 운송용기(일명 팰릿), 우

긴 실정이다. 반면 유럽과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조선 기자재 산업, 특히 IT조선 기자재

편 상자, 차량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분야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ETRI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조선

경제적 파급효과나 기술적 난이도,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보면 소포가 기술

기자재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선박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IT융합기술을

적용 대상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기술적 성숙도와 부가적인 인프라가

개발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운송용기가 첫 적용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돼 현재 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된 SAN 기반 원격 선박 유지보수기술은 대양에 운항 중

련 기술이 전국 30개 집중국과 물류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 선박을 육상에서 원격 감시하고, 고장 유무를 판단하며, 소프트웨어적인 고장을 원

ETRI는 또한 다량의 우편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특히 기

격으로 치유하는 기술로서 ETRI는 현대중공업, 울산대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업이나 관공서의 경우 많은 우편물을 한꺼번에 발송하기 때문에 우체국도 이러한 고객

현대중공업은 ETRI에서 개발한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선박 장치를 불과 1년 만에 70

의 변화에 맞추어 다량의 우편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 중에서도 고객들이

여 건 이상의 선박 선적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접수할 때 체감하는 긴 대기시간, 집중국 접수계에서 느끼는 우편 물량 측정의 어려움

과거에는 선박의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장치 제조업자 소속의 유지보수 요원이

등 다량의 우편물 접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선박에 직접 승선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선박에 대한 유지보

것이 다량 우편물 자동접수시스템이다.

수가 진행됐다. 그러나 5대양을 운항 중인 선박들은 항해 영역이 넓기 때문에 유지보수

ETRI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다량으로 접수되는 우편물 각각에 ID를 부여해 접

전문가가 승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헬기를 이용해야 하며, 이동시간이 길어 적지

수 우편물에 대한 요금을 정산해주며, 우편물이 집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접수될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다. 또한 선박에 도착해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우편물의 정보를 집중국의 접수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설계한 웹 기반의 시스템이다.

많아 또 다른 다른 전문가를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고객이 제공하는 용기 단위의 접수 정보를 기반으로, 접수된 우편물들의 처리 현
유지보수 비용 지출의 예

황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ID가 부여된 우편물 정보를 우편물 운
송용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가 직접 파견(AS-WAS)

원격 유지보수(AS-IS)

ETRI는 이외에도 전국 우편 네트워크 분포, 거점 간의 연결, 운송망 계획 등 우

비용

$3600

$290

편물류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기술들을 개발해 우리나라 우편시스템에 적용

시간

2 days

0.5 hour

해왔다. 또한 우리 우편시스템을 역할모델로 삼고 있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

품질

최고 전문가 파견 보장 안됨

항상 최고 전문가가 실시간 감시

리카 지역에 진출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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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조선 산업에 IT기술을 융합한 ‘SAN 기반 원격 선박 유
지보수기술’ 개발로 조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기대

상용 차량 운용회사는 웹 환경에서 메인 서버에 접속해 현재 운행 중인 자사의

되고 있다.

차량 현황, 과속 운전 차량, 운전지수 이상 차량, 공회전 차량, 비정상 동작 차량 등 정
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전송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도 있다.
ETRI의 차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은 물류회사, 우편 및 택배 취급회사 등
에서 자사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유류비 절감,
배출가스 감소 등의 효과를 얻는 데 유용하게 활용됐다.
원격 선박장치 유지보수기술은 육상에서 선박과 선박 장치의 상태를 감시하고, 문제 발
생 시 이를 육상에서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

자동차 전기전자제어장치 SW 솔루션

지보수 요청의 70% 이상은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2010년에는 AUTOSAR(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표준을 기

는 전문가가 100번 정도 승선해서 수리하던 것을 이제는 30번 정도의 승선으로 문제를

반으로 한 국내 최초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장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인 자동

해결할 수 있으며, 정확히 문제의 원인을 알고 승선하기 때문에 중복 지출 또한 피할 수

차 전장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및 개발 도구 ‘오토웍스(AutoWorks)’를 개발했다. 전

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수단

SAN(Ship Area Network)기반 원격 선박 유지보수기술은 선박장치 통합 게이트웨이

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비중이 점차 높아지던 시점이었다.

하드웨어 기술, 선내·외 통신 기술, 원격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웹기반 선

ETRI는 현대자동차, 만도, 대성전기공업, 컨피테크, 굿소프트웨어랩와 공동으

박 유지보수 인터페이스 기술 등 네 가지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SAN 기술

로 AutoWorks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기술은 차량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에 공통적으로

의 핵심인 선내 메시지 시스템이 2011년 4월 29일 (IEC) 해상통신전문위원회 (TC80)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AutoWorks 플랫폼 기술과 AutoWorks 플랫폼을 내

에서 IEC 61162-450 (Light-Weight Ethernet)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되어 조선 IT

장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AutoWorks

기술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개발도구 기술 등 2개 핵심기술로 구성돼 있다.

선박 장치들과 IT 기술이 결합된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술은 시스템 구성, ECU 구성 도구 등을 분리해 제공하는 해외의 타 도구들
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실행환경 자동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스마트선박관리기술

생성 기능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한 것이 장

ETRI가 개발한 스마트선박기술은 선박 내의 모든 기능

점으로 부각됐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은 세계적으

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무선 선

로 국내 자동차 업계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박 통합 네트워크로서 이 기술을 통해 운행 중인 선박

있는 발판이 됐으며, ETRI가 개발한 AutoWorks 기술은 향후 자동차 바디, 섀시, 파워

관리자뿐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관리자도 선박의 엔진,
항해 시스템, 각종 센서, 제어기의 상태를 통합화면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제할 수 있다.

트레인 등 차량 전자제어장치 SW 개발 분야와 철도, 조선, 국방 등 타 임베디드 SW산
업 분야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과 덴마크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AP Moller, 그리스
선사인 CMM과 Atlantics 등에 이 기술이 탑재돼 세계 5대양을 누비고 있다.

멀티홉 방식 차량 간 통신기술

멀티홉 방식 차량 간 통신기술(Vehicle Multi-hop Communication : VMC)은
차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차량 간 실시간 무선통신을 통해 앞 차의 사고 등 돌발 상황을 뒤따라오는 차에 직접

자동차와 IT의 융합기술로는 운전자의 운전 성향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

전달해 연쇄 추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교통 정체 없는 빠른 길 안

간으로 제공하는 차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했다.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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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 고장 원격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텔레매틱스기술이다.

제성, 친환경 운전 지수를 5단계로 분석해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그래프나 경고

ETRI는 2011년 스마트하이웨이시스템의 핵심기술인 멀티홉 방식의 차량 간 통

음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성향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신기술을 개발했다. 지식경제부의 IT융합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따라 4년간 총 136억 원을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연료 소모량을 바탕으로 차량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시

지원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상용 수준의 통신 칩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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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함으로써 차량-IT 융합시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차량-IT 융합산업 활성화에 기

ETRI는 2011 스마트하이웨이시스템의 핵심기술인 멀
티홉 방식의 차량 간 통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 수준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 통신 칩도 개발했다.

6.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하는 그린컴퓨팅기술

우리의 생활문화를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는 그린 컴퓨팅 기술은 전력 소
비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인간 중심의 환경 친화형 저전력 컴퓨팅 기술
을 의미한다. IT 기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그린 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
고 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무선랜, 하이패스 등 현재 차량에서 이용 가능한 무선통신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 컴퓨팅 연구는 스마트 홈플랫폼, 스마트

기술은 모두 도로변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VMC기술은 차량

홈네트워크 기술과 전력 IT, 그리고 에너지기술이 통합되어 그린 홈, 그린 빌딩 등 에너

간 직접 통신이 가능해 통신비용이 저렴하고 응답시간이 100m/s 이내로 짧기 때문에

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량 안전과 첨단 교통시스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ETRI는 SMMD 기반의 감성실감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기술, 홈네트워

VMC기술은 무선랜 방식에 비해 최대 200km/h의 고속 이동 중에도 교신이 가

크미들웨어기술, 그린홈 에너지 관리 플랫폼기술, 건물 에너지 고효율 EMM기술, 그린

능하며 국내 하이패스에 사용하고 있는 DSRC기술에 비해 10배의 전송능력을 가지

융합무선시스템기술, LED 가시광 무선통신, 감성 조명기술 등 그린컴퓨팅 환경 구축

고 있다. 통신 가능한 거리도 1km까지 확장돼 차세대 하이패스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에 필요한 융합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ETRI는 이 기술을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웨이시스템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등 공공 교통시스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사용자는 차량 내 대표적 무선통
신 단말기인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블릿 PC 제조업체와 연계해 해당 제품에 VMC
기술을 탑재할 수 있다.

편리한 삶
도시/생활정보

Smart Grid

기기제어

원격교육

City/u-City

원격검침

ETRI의 VMC기술 개발은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하이웨이시스템과
첨단 교통시스템을 실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교통 정체와 교통사고가

Satellite xDSL
CATV FTTH

단지망/댁내망

안전한 삶

조명기기
헬스케어

획기적으로 줄어 교통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스기기
전력기기

아파트단지(공동주택)
방범/방재/
시큐리티

정보가전기기
원격감시/모니터링

단독주택
PC

방범기기
환기시스템

자동차 IT융합 플랫폼

경제적인 삶
Automation

Care

휴대단말

다양한 차량과 IT 기반의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동일한

Security

에너지관리/절감

그린 서비스
홈게이트웨이
/홈서버
Infortainmerce
오락기기

기능을 차종이나 모델별로 반복적으로 개발해야 했고, 개발된 제품을 시험하는 데도 많
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했다. 또한 협력업체가 아닌 After Market 서비스 제공자나 이

호텔/콘도/타운하우스

탄소절감
Telemetry

전력차단 콘센트

즐거운 삶

Telematics

TelePresence
전력량계

주상복합/오피스텔

VoD서비스

동통신사들은 자동차 내부 정보나 도메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 관련 시장 진입

HEMS
DTV포털

게임/오락

그린 홈

에 어려움이 많았다.
ETRI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

스마트 라이프를 위한 그린컴퓨팅기술

품연구원과 함께 국가 플랫폼 과제로 다양한 차량-IT 관련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공통, 응용

몰입감과 현장감을 높여주는 실감체험 4D시스템기술

SW 컴포넌트 기반 개발 환경과 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차량-IT 융합 플랫폼을 개발해

ETRI는 2011년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비쿼터스 디바이스와 새로운 개념의 실

현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고 무상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IT 융합 플랫폼 기술은 많은 중소업체들이 관련 도메인 지식이 많지 않더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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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디어의 연동을 통해 재현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몰입감과 현장감을
높여주는 미디어서비스시스템인 SMMD 기반 실감체험 4D시스템기술을 개발했다.

라도 차량-IT 융합 서비스나 제품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하며 컴포넌트의 재사

SMMD기반 실감체험 4D시스템을 위해 비디오와 오디오, 텍스트로 구성된 기

용을 통해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

존 미디어에 실감 효과를 표현하는 메타데이터를 삽입하는 신개념의 미디어를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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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멘스, 영국 옥스퍼드 등에서 참여했다. 이 규격은 삼성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는 2011년 실감미디어를 이용해 주변의 유비쿼터
스 홈 디바이스와 4D 의자를 제어해 실감효과를 제공

등 국내 기술진이 약 50%에 달하는 기고서로 완성된 것을 토대로 세계 최초 상용화 실

할 수 있는 실감체험 4D시스템을 개발했다.

시, 가시광 무선통신 신규 시장 발굴 등의 큰 실적을 거두었다.

스마트그리드 기반 에너지 감응형 EMM 플랫폼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
출 규제와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각 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규제와 정책
고 실감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저작도구를 개발했으며, 카메라 주변의 환경

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EIA)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1달러

정보를 획득해 실감효과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실감 획득 Aggregator를 개발했다. 또

GDP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양이 일본의 3.2배에 달하는 등 에너지 효율이 낮은 실정

한 실감미디어를 이용해 주변의 유비쿼터스 홈 디바이스와 4D 의자를 제어해 실감효과

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

를 제공할 수 있는 실감체험 4D시스템을 개발했다.

으로 본격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소비에 대한 효율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 추진하

이 기술은 유비쿼터스 홈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분산된 디바이스가 미디어

고 있다.

와 능동적으로 연동해 사용자에게 실감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향후 미디어, 홈네트

ETRI도 이러한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워크, 디지털디바이스 등의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핵심기술이다. 또한 실감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소 협동사업의 일환으로 제로카본 그린 홈의 에너지 관

표현 효과 정의 메타데이터의 MPEG-V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테마파크나

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4D 극장시스템을 대상으로도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 홈 에너지 관리 플랫폼 기술은 주거 환경에서의 에너지 소비 현황과 신재

ETRI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5년 안에 국제 표준기술을 선점해 국내

생 에너지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환경 정보와 사용자의 생활 패턴 및 소비량 정보 등을

체험관과 4D 영화관 시장의 50%, 세계 테마파크 시장의 1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

분석해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통합 관리, 제어하는 융합 기술로서 기존의 홈네트워크 기

으며, 이 기술은 2011년 6월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 돔 영상체험관, 세종문화회관

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홈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 명량해전 4D 체험관에 적용됐고, 2012년 1월에는 완공된 대구과학관 4D 체험관에
원격 빌딩

적용됐다.

EMM 관제 센터
원격 관리 및 통합 관제를 위한
EMM 서버

LED(Light Emitting Diode)

LED 조명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

적외선 혹은 가시광을 방출하는 반도체로 알려져 있으

LED 조명은 디지털 반도체에 의해 빛을 발하는 것으로써 빠른 속도로 켜짐과 꺼

며, LED 조명은 가시광을 방출하는 LED 광원이 적용
된 조명을 말한다. 특히 LED 조명은 4만 시간 이상의
긴 수명과 우수한 전력 효율 및 디지털 제어가 용이하
다는 LED 광원의 특징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차세대 조명으로서 일상생활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짐을 반복할 수 있다. 이러한 LED 조명의 원리를 이용해 빛이 켜지는 것을 디지털 정보

EMM 원격 관제 서비스 프레임 워크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 그리드 연동 인터페이스
Smart DB 기반 에너지 정보 수집 및 관리

Internet
이기종 BAS.BEMS 통합
제어를 위한 EMM 클라이언트

1로 하고, 빛이 꺼지는 것을 디지털 정보 0으로 해 빛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사람은

EMM 원격 관제 서비스
프레임 워크 기술 (클라이언트)
이종 BAS 간 통합 제어를 위한
BAS통합 미들웨어
멀티프로토클/멀티네트워크 지원
네트워크 어댑터

가시광 빛을 초당 200번 이상 껐다 켰다 반복하면 계속 켜있는 빛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해 조명의 기능과 무선통신의 기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지구 온실 가스를 감축해야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LED(Light Emitting Diode)를 이용한 조명 기구와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자동차,

에너지 절감대책 분석 및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EOM 서버

멀티프로토클/멀티네트워크 인터페이스

HVAC
BAS

전력
BAS

조명
BAS

에너지/
환경센서

데이터 안전성과
신시간성 보장을 위한 ESC 서버

빌딩 에너지 관리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및 에너지 절감요소 도출
운용 데이터 기반 에너지 절감 대책 수립
원격 빌딩 에너지 유지보수 서비스

ESC 보안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표준화
EMM 센터 운용을 위한 보안 정책 관리
EMM 통합 본안 플랫폼

신호등, 광고판, TV, 모니터, 휴대 기기, 특수 조명, 일반 조명 등 일상생활에 급속히 확
산되고 있다. LED 조명기구와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통신 기능을 부가해 LED 광원의

EMM 플랫폼 기술 개념도

고유 목적과 통신 수단으로서의 목적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
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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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소비의 25% 이상

또한 2011년 7월 20일에는 IEEE 802.15.7 국제표준을 개발 완료했다. 국제표준

이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건물에서의 소비 비중이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ETRI를 비롯해 일본 NEC, Casio, 미국 인텔, 독

40% 에 달할 정도로 건물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감과 효율성 증대는 국가적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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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부분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범부처

ETRI는 수십만 개의 행선지명을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 내장형 한국어 대어휘 음성인식기술’을 세

차원에서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고도화기술

계 최초로 개발했다.

개발을 그린 IT 국가 전략(안)에 포함시켜 추진 중이다.
건물 제어 시스템의 관점으로 추진되어 온 종래의 BEMS기술들은 주로 빌딩 설
비 자동 제어 시스템(BAS)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비 운용 기술을 접목하는 제한된
형태로 개발됐다. 따라서 사용자의 건물 이용상황에 대한 정보와 계층적인 에너지 소비
량에 대한 정보 분석이 결여돼있고, 에너지 낭비 요소에 대한 진단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설비 전문가에 의해 건물이 운용 관리되는 현실적 한계로
서 고속 전송이 가능한 MR-OFDM 시스템을 미래 대체기술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인해 에너지 관점에서 절감 효과가 미미했다.
ETRI는 이러한 건물 에너지 관리의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다.

EMM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러 건물을 원격 통합 관제 센터에서 에너지

ETRI는 응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속·저전력 MR-

관리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

FSK와 고속·고신뢰 MR-OFDM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특히 RF 회로와 디

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설비 운전 상태, 내·외부 환경 정

지털 회로를 하나의 칩에 장착하는 집적화 연구를 통해 Small-size, Low-cost, Low-

보 등을 원격에서 수집, 분석하고 건물별 에너지 낭비 요소를 찾아내 최적화된 에너지

power를 충족하는 SUN SoC 칩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SUN 무선전송기

절감 대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술은 여러 건물에 대한 통합 에너지 관리 서비스 시장

술은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되어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홈

을 창출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에너지 관리 사업과 건물 자동 제어 사업의 새로운 사업 영

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절 »

SUN(Smart Utility Network) 무선전송기술

SUN은 스마트그리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 가스와 같은

IT 혁명을 이끄는 소프트웨어기술 개발 강화

각종 유틸리티 사용 정보를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상호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효
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무선통신방식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현재 SUN에

1. 미래 지능형 인터페이스의 핵심 음성언어정보처리기술

서 사용할 무선전송 표준기술은 IEEE 802.15.4g 기술로, ETRI가 제안한 MR-OFDM을

음성언어정보처리기술은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라 지능화, 이동성, 소형화에

비롯해 MR-FSK, MR-OQPSK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틸리티 사업자들은 데이터 전송속도는 낮으나 저전력이 요구되는 응
용서비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MR-FSK SUN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
트그리드가 활성화 되어 정보량이 증가될 경우 열악한 유틸리티 네트워크 통신 환경에

따른 미래 지능형 인터페이스의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지의 세계인 언어 이해, 음성 이해 등 인간의 인지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로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과 업체들도 아직 상용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ETRI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음성언어 분야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결과 최근 특허
문서 한/영 자동번역기술 상용화, 세계 최고 수준의 텔레매틱스용 50만 단어급 내장형 음

Water

Eloc

Gee

성인식기술 개발 등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는 음성인식 핵심기술을 개발해 상용화
하고, 한국어 관련 자동번역 분야에 있어서도 구글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을 개발하는 등 결실을 맺고 있다.

Smart Utility Networrk

한국어 음성인식기술

음성인식기술은 로봇, 디지털홈, 차세대 자동차 등에서 음성을 이용해 기기를 제
어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기술로 ETRI는 2006
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만 개의 행선지명을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 내장형
SUN 개념도 및 SUN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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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어휘 음성인식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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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음성언어 분야 기술 개발에 매진해

ETRI는 2008년부터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

온 ETRI는 한국어 관련 자동번역 분야에서 구글을 뛰

발사업의 일환으로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 개발

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에 착수해 2011년 12월,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어
음성합성

영/한
자동번역

한국어
음성인식

영어
음성인식

한/영
자동번역

영어
음성합성

ETRI가 개발한 음성인식기술은 기존의 음성인식기의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구

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사용 언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실

조의 2단계 탐색구조를 갖는 음성인식 알고리즘으로서 소형 단말기에 탑재해 약 100만

시간 의사소통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한중영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이메일 및 메신

개의 어휘를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 또한 자연스러운 발화를 인식

저 자동번역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국내 자동번역 기술이 주로 일본어와 영어만을 대

할 수 있는 ‘대어휘 연속어 음성인식기술’을 개발해 시끄러운 주변 환경 속에서도 음성

상으로 한 반면, ETRI에서 새롭게 개발한 이메일 및 메신저 자동번역기술에는 중국어

인식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잡음처리기술 등 요소기술도 개발했다.

가 포함되어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많은 국내 다국적 기업들의 요구도 함께 만족시

음성인식기술은 내비게이션과 현대차의 AVN(Audio Video Navigation) 시스

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국어 대화체를 중심으로 한 대화체 자동번역기술 개발은

템 등으로 상용화되기도 했다. 현재 구글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전 세계 15개 국어를 지

경제, 국방, 모바일·통신, 교육, 방송, 게임 등 전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로 사용되고 있

원하는 음성검색서비스로 전 세계 모바일 검색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으며 기업환경과 웹 환경, 모바일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의 토종 기술을 이용해 구글에 대항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시통역이 가능한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
자동번역기술

ETRI는 한국어 관련 자동번역 분야에 있어서도 구글을 뛰어 넘는 세계 최고 수
준의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현재 지식경제부 특허지원센터, 특허청, 특허정보원 등에서

에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었다.
ETRI는 2008년부터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휴대형

한 과학기술논문 자동번역을 웹 서비스(http://www.notii.co.kr)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영 자동통역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11년 12월, 개발에 성공했다. 휴대형 한·영 자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동번역기술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통역 기술은 여행 상황에서 통역률이 8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의 기술로, 사용자가

한중/중한 대화체 및 문서 자동번역기술을 개발했으며, 이중 모바일용 중한 대화체 자

음성인식 오류를 수정할 경우 90% 이상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특히 여행 상황에

동번역기술을 누리안 전자사전(X50, X16)에 탑재해 상용화했다.

서의 대화체 한국어 음성인식률과 한·영 자동번역율이 구글과 비교했을 때 각각 15%,

를 실시하고 있지만, 어순이 다른 한국어/영어, 한국어/중국어의 경우 그 번역 성능이

<

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가 함께 실시한 한·영 통역 서비스 시범사업 덕분

특허 자동번역 상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공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영/영

구글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50여 개 국어를 대상으로 무료로 웹 자동번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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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5일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ETRI

13% 이상 높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구글의 한·영 자동통역 기술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ETRI는 번역 성능의 향상을 위해 구

또한 이 기술은 서버형과 단말탑재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동통역 기술로

글의 통계 기반의 단순 지식 학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어 분석 기반의 단계적 패

는 세계 최초이며, 스마트폰으로 서버에 원격 접속해 통역이 이루어지는 ‘서버형 방식’

턴 적용 방식을 새롭게 개발했다. 그 결과 한/중/영 자동번역 기술의 경우, 구글의 자동

은 15만 단어급 이상 인식이 가능하고, 여행관광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통역

번역 성능에 비해 10~20% 이상 번역 성능 우위를 보였다.

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내장돼 네트워크 연결 없이 자동통역이 되는 ‘단말

스마트폰을 비롯한 개인용 정보단말기에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검색이

탑재형 방식’은 한국어 13만 단어급, 영어 5만 5천 단어급 표현력으로 현재 세계 최고인

활성화됨에 따라 현재의 불편한 입력 방식을 음성인식으로 대체하려는 요구가 증대되

CMU의 Jibbigo(한국어 3만 단어, 영어 4만 단어 표현력 수준)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

고 있으며 글로벌화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로컬라이

다. 독창적인 음성언어 이해기술로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제이션, 번역 메모리 구축, 전문 통번역, 사내·정부 번역 등을 위한 자동번역서비스 시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은 곧바로 국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자동번역 및 음성인식 시장 규모는 약 500

기술적 완성도와 상용 수준이 높으며, 앞으로 상용화될 경우 언어 소통의 불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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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관광을 꺼려왔던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관광객의 국내 관광 수요가 확

IPTV 시장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인터넷 TV로의 진화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대되어 쇼핑, 외식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와

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TRI는 이 기술을 국내 산업체와 협력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안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맛집 질의응답 서비스’

게임(한국어·중국어·영어·일본어 4개 국어 자동통역),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한
국어·중국어·영어·일본어·불어·스페인어·독일어 7개 국어 자동통역)에도 적용할

ETRI는 2009년 국내 최초로 웹 질의응답기술을 개발해 파란 포털을 통해 ‘맛집 질의응답 서비스’

계획이다.

를 시작했고, 이어서 2010년 3월 파란 포털에서 국내 최초 오픈 웹 질의응답 시범서비스를 실시해
현재 파란닷컴(http://www.paran.com)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오픈 웹 질의응답은 뉴스, 블로그,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모바일 음성검색 ‘구석구석 전국 전화’

위키피디아, 웹 등 4개 장르에서 맛집, 여행, 지역분야 등에 대해 질문과 응답이 가능하며 웹 뿐 아니
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모바일 웹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다.

ETRI는 스마트폰 등에서 음성을 이용해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음성검색기술을 개발

질의응답기술은 차세대 검색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스마트폰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최근 모바일 검

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모바일 포털 서비스, KTH의 ‘보이스114’에 적용했다.

색 분야 선점을 위해 구글, 애플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

최근 구석구석 전국 전화로 명칭이 바뀐 보이스114는 ETRI의 지능형 검색기술을 도입해 말로 쉽고

대되며 향후 지능형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 TV 등에서 진정한 지능화를 가능하게 핵심기술로 평가

간단하게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들은 아이콘 형식의 바로 가기 검색, 지역 및

되고 있다.

시즌별 테마 검색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업체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어 텍스트 문맥 맞춤광고 추천 기술

웹 포털을 비롯한 뉴스나 블로그 등 콘텐츠 제공 사이트에서 가장 큰 수익모델
은 온라인 광고다. ETRI는 고차원 언어분석을 통해 콘텐츠의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해 광고 핵심어를 추출한 후 콘텐츠의 문맥에 가장 적합한 광고를 추천하고, 새로
운 광고 캠페인이 수주되어 광고 DB가 갱신된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함으로써 해
당 광고 노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한국어 텍스트 문맥 맞춤광고 추천 기술’을 개
발했다.
이 기술은 텍스트의 의미에 기반한 세계 최고 수준의 맞춤광고 추천기술로, 콘
텐츠에 가장 적합한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광고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콘텐
츠 제공업체의 수익 향상에 도움을 줬다. 또한 콘텐츠의 의미분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콘텐츠에 나타난 감성과 의도를 분석하는 기술까지 확장 개발해, 기존의 문맥 광고 기
술이 부정적인 의도의 콘텐츠에도 내용과 관련된 광고를 송출하는 단점을 보완했다. 즉
음성인식 IPTV시스템

감성에 따라 광고를 필터링하고 의도에 적합한 대체 광고를 선별적으로 추천하거나 특

2009년에는 말 한마디로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음성인식 IPTV시스템을

정 광고주에 대한 콘텐츠 여론 추이를 파악해 제공했다. 이를 통해 광고 노출 효과를 극

개발해 기존 IPTV에서 리모컨 키패드로 문자를 입력해 검색하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대화하고 광고 집행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광고

ETRI가 KT 중앙연구소, 가온미디어와 함께 개발한 음성인식 IPTV시스템은 국

주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이 기술은 2008년도부터 인터넷 미디어 광고대행사에

내 최초로 사용자가 원하는 영화, 드라마 제목, 출연자 이름, 장르 등을 말하면 해당 콘

성공적으로 기술이전돼, 인터넷 중앙일보(http://www.joins.com) 외 17개 온라인 언

텐츠를 검색해 주는 매우 편리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음성인

론사에서 실시간 서비스되고 있다.

식 SW’가 IPTV와 연결된 셋톱박스에 내장되어 있어 리모콘에 탑재된 마이크를 통해
손쉽게 음성을 입력할 수 있으며 기존 리모컨 키패드 기능과 연동되기 때문에 2가지 기

2. 변화하는 IT 환경과 정보보안기술 개발

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ETRI가 개발한 음성인식 SW는

사이버 공격에 의한 금융기관의 전산장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대형 보안사

IPTV 셋톱박스 하드웨어에 탑재되어 약 50만개의 어휘를 고속으로 음성 인식할 수 있

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보보안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이며 약 92%의 정확도를 구현했다.

컴퓨팅과 스마트기기의 확산,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활성화 등 IT 환경이

ETRI의 음성인식 IPTV시스템의 개발은 IPTV의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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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보보안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TRI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IT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 핵심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디도스 방어 시스템의 경우, 디도스 위협의 핵심에는 좀비 PC의 확산이 자리 잡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 공격 전·공격 간·공격 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서버 디도스 방어용, 네트워크 디도스 방어용, 통합 디도스 방어용 시스템들을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디도스)

사이버 공격 감시 및 추적 기술과 디도스 통합대응시스템

개발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디도스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격에도 최후의

안전한 u-Society 실현을 위한 지식 정보화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다수의 네트

순간까지 중요 서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 환경과 이동성 및 은닉성을 극대화한 All-IP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

국내외적으로 내부정보 유출방지에 대한 활발한 관심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 공격 가운데 특히 경제적,

이와 관련된 감시 및 추적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선점 및 수입대체 등의 효과가 클 것

정치적, 군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DDoS(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

으로 기대되며 디도스방어시스템은 침해 사고 건당 500억~1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의 통합 대응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손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침입 차단 및 방지 시스템 영역에서 관

ETRI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한 지능형 사이버공격 감시 및 추적 시스

련 장비의 수출이 예상되며 외국산 디도스 방어 장비의 40%~60%를 대체할 수 있어

‘분산 서비스 거부’ 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도 한다. 해킹 방식의 하나로서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
산 배치해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DoS)’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템은 공격 특징인자 자동 추출 기술을 활용해 제로데이(Zero-day) 공격과 유해 트래픽

약 6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탐지 시그니처 자동 생성 분야와 사이버 보안 위배 사고 이후 법률적 증거 자료를 강화
하고 책임 소재 규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포렌식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로 활
용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형 자동 추적 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시스템 분야, 웹, 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디도스(DDoS) 공격을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통합 대응 시스템

메일, 인터넷뱅킹, 인터넷 광고 등의 부정행위 추적 및 실시간 정보유출 현황 감시 도구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많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

분야의 핵심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킹, 악성 바이러스 유포, 주요정보 유출 등의 사회문제도 점점 늘어나는 추
세다. 그 중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일명 디도스(DDoS)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이다. 디도스 공격은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만 대의 PC를 원격 조종해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 접속

·DDoS 공격 종합 분석 기술
·DDoS 공조 대응 정책 구조 체계
·DDoS 공격 적응력 서비스 연속성 제공
·DDoS 공격 대응 표준화

시킴으로써 단시간 내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디도스 공격에는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PC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많은 PC를 공격자가 일일이

DDoS 통합대응시스템
·40G DDoS 공격 대응 시스템
·네트워크/TCP/HTTP DDoS 대응기술
·학습형 행위기반 DDoS 대응기술
·악성 코드 탐지 및 관리 기술
·감염 시스템 관리 기술

조종하는 것은 아니다. 공격자들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에 여러 PC에 명령을 내릴 수 있

탐지 대응정보

탐지 대응정보

다. 이를 위해 공격자들은 사전에 몰래 다른 사람들의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원격에서 제어가 가
DDoS 대응시스템

DDoS 대응시스템

따라 좀비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좀비 PC’라고 불리기도 한다.

Sever Farm

Seure NIC

Zomble

· 서버/호스트 DDoS 공격방어용
2G Security offload Engine 기술
· 악성 코드 탐지 기술

능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격자들의 명령에

Attacker
Attacker
Attacker Attacker

Zomble

Zomble
Zomble

Zomble

디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9년 7월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부기관과 포털사이트, 은행사이트
등에 가해진 공격을 들 수 있다. 7월 4일 미국 사이트를 대상으로 1차 공격이 수행됐고, 한국에서는

Attacker

7월 7일부터 3차례 공격이 있었다. 공격 대상에는 미국의 백악관과 한국의 청와대를 비롯해 한국
주요 언론사와 주요 정당, 주요 포털사이트가 포함됐는데, C&C 서버로부터 공격 명령을 하달 받는

사이버 공격 감시 및 추적 기술/DDoS 통합 대응시스템 개념도

감염된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좀비 PC로 활동하면서 국내 주요 기관과 포털 사이트에 장애를 일으

trace

TEEP

TS

Trace Request

켰다.

TS
TR

TEEP

Rasponsa

ARS

Host
Host

trace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악성코드가 윈도 서비스 형태로 등록되어 컴퓨터 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실

TR

Trace Request

TRS

것이 아니라 감염 시 생성되는 공격 목표 설정파일을 기반으로 자동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행이 된다. 또한 방화벽 설정이 활성화되지 않으며 다수의 특정 도메인을 대상으로 HTTP, UDP,

Trace Request

ICMP Ping 패킷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이 밖에도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가
trace
Rasponsa

ARS

TS
TRS

ETRI가 개발한 고성능 디도스(DDoS) 대응 시스템은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

TR

Rasponsa

운데 일부에서 감염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피해 사례도 나타난다.

Trace Request

는 디도스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디도스 공격 종합 대

ARS

응 체계 개발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 이 기술은 10G급 대용량 트래픽이 유통되는 백본망에서 디도
TRS
Host
TS : Traceback System
TR : Traceback Repository
TRS : Traceback Request System
ARS : Attack Response System
TEEP : Traceback Event Exchange Protocol

스 공격 트래픽을 정상 트래픽과 명확히 구분해 차단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도스 공격에 발
빠르게 대응해 기관의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기술적, 산업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이버 공격 감시 및 추적 기술 개념도

334

<

335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용 SoC

ETRI는 중요 정보 유출, 해킹 침해 등의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모바일 단말용 침해방지기술을 개

2009년에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사용자 인증, 플랫폼 인증, 기기 인증, 데이터의

발했다.

보호 및 무결성 보장 등의 일을 한꺼번에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컴퓨팅의 정보보
안 핵심 요소 기술인 ‘mTPM칩’을 개발, 단말에 장착해 세계 최초로 신뢰 단말 플랫폼
을 개발했다. 하드웨어 기반의 신뢰 컴퓨팅 환경 기술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운영체제
와 프로세서에 독립적이며 기존 플랫폼의 수정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저렴한 초소형 칩
을 통해 다양한 복합 단말과 기지국 등에도 보안 모듈로 고정 장착할 수 있어 신뢰성과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에 TPM을 장착
모바일 단말용 침해방지기술 개발

해 전자상거래 시 돈이 오고 가거나 ID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전성과 신뢰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단말의 중요정보가 사용자의 부주의

성이 강화되고 해커들의 침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나 프로그램의 버그, 시스템 취약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
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2009년 ETRI에 의해 개발됐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안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었다.
신뢰 단말 플랫폼의 핵심 기술은 mTPM SoC 칩, mTPM 디바이스 드라이버,

ETRI가 개발한 모바일 단말용 침해방지기술은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신뢰 보안 미들웨어, 시큐어 & 트러티드 부터, mTPM 어드민 툴 등이며, ETRI는 이

것을 방지하는 민감 정보 유출방지기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비정상정인 행위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3년에 걸쳐 코위버, 프롬투정보통신 2개 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

운영체제 수준에서 제어하는 도메인 기반의 접근제어기술, 그리고 보안 컨텍스트 기반

해 mTPM을 장착한 차세대 단말 3종까지 개발을 완료했다.

의 보안서비스 재구성기술로 구성됐다. 특히 민감정보 유출방지 기술은 전자사전이나
동영상 같은 유료 컨텐츠와 공인인증서 등 단말 내 중요 정보가 USB 인터페이스를 통
해 외부로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로 개인의 중요 정보를 안
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다.
이 기술은 SW와 HW 기반 유출 방지 기술로 나누어 개발됐으며, SW 기반 민감
정보 유출방지기술은 HW 변경이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HW 기반 민
감정보 유출방지기술은 탐지로 인한 시스템의 성능 및 데이터 전송속도를 저해하지 않
고 USB2.0의 전송속도(480Mbps)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스마트 서명 기술’

2000년도에 공인인증서 기술을 개발해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발전에 기여했
던 ETRI는 10년 후인 2010년, 종류를 불문한 모든 스마트폰에서 웹브라우
저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 및 쇼핑 등의 전자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서명 기술
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스마트 서명(Smart Sign)기술은 스마트폰의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
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브라우저별 플러그인 대
신 공통의 스마트서명 애플리케이션(SmartSign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이

도메인 기반 접근제어기술은 모바일 단말의 정보 자원, 즉 파일, 프로세스, 통신

용이 가능하다. 웹브라우저에서 웹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해 전자서명 기능

인터페이스(WiFi, USB, CDMA, Bluetooth 등)에 접근하는 프로세스 행위를 모니터

을 호출하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등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방식

해 종래의 정적 규칙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지정한 정보 영역을 보호하고 정보의 이동
을 관찰하여 보안에 위협이 되는 비정상적인 접근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이다.

으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뱅킹 앱
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SmartSign앱’의 전자서명 기능을 호출해 사용이 가능하다. 공인인증
서 비밀키를 각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한 후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공인인증서 공통 앱 방식과는 달리,

이 기술은 모바일 단말에서 사용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경량화됐으며 특히 보호 파일

‘SmartSign앱’은 직접 전자서명을 제공하므로 비밀키 유출 위험이 없고, 각 애플리케이션이 중복해

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 단말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도 중요 데이터가 유

전자서명 기능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

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보안서비스재구성기술은 모바일 단말이 위치하는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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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태, 접속하는 네트워크의 보안상태, 그리고 현재의 배터리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3. 인간친화형 차세대 컴퓨팅기술 개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안서비스를 모바일 단말에 자동으로 제공하는 보안 관리기술이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컴퓨팅기술은 보다 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친

다. 이 기술은 현재의 보안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해 모바일 단말의

화형 컴퓨팅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화하고 있으며, 성능, 경계, 형태 등의 제약을 극복해

보안을 강화시키고, 보안 관리 자동화를 제공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며, 배터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 컴퓨팅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소모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TRI가 개발한 모바일 단말용 침해방지기술은 중요

ETRI는 퍼스널 컴퓨팅, 소셜 컴퓨팅, 웨어러블 컴퓨팅기술 등 휴대성과 착용성

정보 유출, 해킹 침해 등의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용 모

이 향상되고, 지능과 실감 인터랙션 기능이 추가된 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인

바일 단말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간 친화형 컴퓨팅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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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IT융합기술로 옷과 신발, 모자 등에 적용할 수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ETRI가 개발한 사용자 맞춤형 인스턴트 컴퓨팅 기

있는 웨어러블 컴퓨팅기술을 개발했다.

술.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2011 상해아시아전자전
(AEES 2011)’에 출품했다.

웨어러블 컴퓨팅기술

는 네트워크 기반 자원 연결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사용자 주변의 사용 가능한 다양한 하

말 그대로 입는 컴퓨터를 뜻하는 웨어러블 컴퓨터는 차세대 PC산업을 포함해

드웨어 장치들을 조합해 사용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가상 컴퓨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여러 산업 분야의 융합을 주도하는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

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업무 출장 중인 사용자가 이동 중에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의 발달로 가까운 미래에 옷과 신발, 모자 등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입고, 휴대하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호텔 등의 숙소에 도착해서는 보다 큰 화면의 대형 TV를 작업 모니터

접하는 모든 사물들이 스마트해지는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 손쉽게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ETRI는 섬유와 IT기술을 융합한 웨어러블 컴퓨팅기술 개발로 이러한 세상을 앞

두 번째 기술적 장점은 이동 중인 사용자에게 단말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동

당기고 있다. 2010년에는 직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층 회로 보드 및 층간 상호 연결 기

일한 사용자 컴퓨팅 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술은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

술을 개발해 전도성 잉크를 이용한 0.5mm 피치의 미세 회로 패턴을 직물 위에 형성하

는 ‘주문형 시스템 서비스 공간(SoD Zone)’을 구분하고, 개인의 컴퓨팅 환경에 대한 정보

고, 기존 전자 소자를 쉽게 접합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해 직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

를 PIMS(Personaliz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erver)를 통해 SoD Zone 간에 상

며 입력과 통신 기능을 직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개발됐다.

호 연동시킴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로 동일한 작업을 연속

사용자의 손가락 터치 제스처를 인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탑재한 IllumiTouch와 POF(Plastic Optical Fiber)를 일반 섬유사와 직조하는 형태로 광 확산판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스마트워크 구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연속성의 확보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다.

집광판을 제조해 직물 간의 통신이나 직물과 전자기기 간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

이 밖에도 별도의 하드웨어 확장 없이 가상의 사용자 컴퓨팅 환경에서도 고성

는 인터페이스기술을 구현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입을 수 있는 의복형

능 멀티미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향상된 기능을 제공했으며,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MP3 자켓을 제작해 섬유와 IT기술의 융합 시제품을 선보였다. 2011년 5월에는 기존

MBF(Multimedia Bridging Framework) 기술은 서버에서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된 상

PCB 제조 시 이용되는 동박을 직물 위에 전사함으로써 전도도, 내구성, 작업성, 양산

태로 따로 보내고 기존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동영상의 전송 및 재생속도를

성을 모두 갖추고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직물 회로보드 제작 기술로 업그레이드했다.

현저히 개선시켰다.

회로보드 제작 기술은 기술이전되어 직물 형태의 방향표시나 경찰, 청소미화원
등이 입는 야간 안전 의복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추후 헬스케어 분야에도 활용이 기대

퍼스널 라이프로그 및 지식 다이제스트 기술

된다.

퍼스널 라이프로그는 디지털 장치를 활용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식습관, 수면
습관, 활동 및 운동습관 등을 편리하게 기록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용자 맞춤형 인스턴트 컴퓨팅기술

ETRI는 인스턴트(instant) 커피와 같이 언제 어디서든 단말의 종류에 상관없이

통해 개인화된 진단처방서비스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서울대 의대, KAIST, 그리고 아

즉석에서 원하는 컴퓨팅 환경을 구성하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컴퓨팅기술

주대 의대는 개인의 의료 정보와 유전자 정보를 다루고, ETRI는 개인의 일상생활 정보

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 중의 하나인 가상 데스크톱의 기술을 기반으

를 다룬다. 이를 위해 ETRI는 퍼스널 라이프로그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일상생활 정보

로 하면서 기존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시스템 구성

를 정형화된 형태로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문진표의 정

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형 컴퓨팅 시스템(System on Demand)’으로도 불리며, 기존

형화된 형식을 구성했다. 사용자는 디지털 문진표를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정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솔루션과 비교해 세 가지 기술적 차별성을 가진다.

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첫째, ETRI가 개발한 사용자 맞춤형 컴퓨팅기술은 ‘소프트버스(Softbus)’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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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2010년부터 서울대 의대, KAIST, 그리고 아주대 의대 등과 공동연구를

ETRI는 이러한 차세대 컴퓨팅 연구를 통해 휴먼 컴퓨팅의 한 분야로서 개인의

339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일상생활 영역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지식화하고 분석,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장

모바일 프로젝터를 이용해 책이나 벽, 테이블 등 주변

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용자 인터페이스기술

사물에 출력된 영상과 맨손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모션-촉각 융합 입출력 장치기술

모션-촉각 융합 입출력 장치는 허공에서 손을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손목을 회전할 때 손의 움직
임에 만지는 느낌을 부여해 디스플레이를 직접 터치하지 않더라도 직접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실감 입출력 기술이다.
ETRI가 개발한 핸드헬드 형태의 모션-촉각 융합 입출력 장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직접 만지지 않
고도 사용자의 자연스런 손동작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동작 입력에 따라 사용자에게 진동 등의 촉각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각종 IT기기들을 직접 만지는 것처럼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동작인식기술은 각종 가전, 컴퓨터 기기의 원격 제어, 기능성 게임 인터페

지금까지 모션 기반의 공간 입력 기술은 입력을 위해 손을 사용하다 보면 접촉점이 손에 가려져 정

이스, UCC, VoD 동영상의 대용량 콘텐츠 탐색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입력 인터페

교한 조작이 어려웠고, 물리적인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아 시각이나 청각적인 피드백에 의존하는 등

이스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15년 6.25억 달

사용자의 주의력이 크게 요구됐다. 그러나 모션-촉각 융합 입출력 장치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러, 연평균 성장률은 2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움직임 기반의 IO 장치에 촉각으로 입력 조작의 실재감과 정확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시청각 기
반 GUI나 응용 콘텐츠를 조작할 때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 기술은 2011년 9월 국내의 중소기업에 기술이전돼 ‘지모션 ZM-220’(공간인식 3D 햅틱 프리젠

2011년 5월에는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이 터치 디스플레이가 되는 효과를 제공
하기 위해 모바일 프로젝터를 이용해 책, 벽, 테이블 등 주변 사물에 출력된 영상과 맨

터)이라는 이름으로 상용모델이 출시됐으며, www.laserpointer.co.kr, www.zmotion.co.kr 등에

손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현실 속에서

서 만나볼 수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인쇄된 그림의 아날로그
콘텐츠에 디지털콘텐츠로 확장해 표현하고 이를 손가락으로 직접 터치할 수 있도록 해
직관적이고 쉽게 주변 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TRI는 이 기술을 이용해 종이책 위에 디지털 영상을 출력하고 사용자가 직
접 터치해 책 위의 디지털 정보와 인터랙션할 수 있는 ‘라이브 북’ 서비스를 개발해
World IT Show에 전시했다. 향후 증강현실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게임, 디지털 영상,
e-Learning, 온라인 출판,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분야에서 큰 성장률이 예상되며, 2013
년 이들 분야의 총 시장규모가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TRI는 이 기술을
적용한 ‘라이브 북(Live Book)’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스마트폰을 손으로 터치할 때 GUI 조작, 게임, 그래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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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

음향 효과 등과 연계돼 촉각 피드백을 전달하는 스마트폰용 햅틱 범퍼케이스를 개발했

ETRI는 사람과 사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다. 스마트폰용 햅틱 범퍼케이스는 스마트폰과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하며 필름형 액추

있다. 2010년 11월에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 사용자의 양 손 동작의 3차원 깊이

에이터를 내장해 다양한 촉각적 느낌을 재현할 수 있도록 했고, 스마트폰의 보조배터리

를 센싱하고, 움직임을 추적, 동작을 인식하는 3차원 동작인식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형도 가능하게 개발된 최초의 발명품이었다. 스마트폰용 햅틱 범

술은 카메라를 통해 신체의 얼굴, 손, 발과의 위치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퍼케이스는 촉각적 느낌을 실시간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촉각연

사용자의 자연스런 몸동작으로 각종 기기 제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와 실시간으

동 펌웨어를 내장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응용 프로그램과 촉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

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또한 기존 영상처리기술의 문제점인 카메라 캘리브

도록 하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했다. 이 기술은 범퍼케이스 형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자

레이션 과정을 필요없게 함으로써 SW 알고리즘만으로 사용자의 실시간 3D 동작인식

체에 내장시킬 수 있어서, 기존의 단순한 진동 모터를 이용한 단조로운 촉각 느낌이 아

이 가능하며, 고도의 노이즈 제거 기술을 개발해 주변 배경에 강인한 신체 움직임을 추

닌 다양하고 사실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태블릿 단말로 적용을 확장하는 것도 가

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카메라뿐만 아니라 저가의 일반 웹캠을 이용해도 사용자의

능했다. 이 기술은 국내 중소기업인 (주)마이크로텍시스템과 함께 2011년 10월 홍콩전

3D 동작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자전시회에 출품해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스마트폰 액세서리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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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내 사용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잠재적 공동체를 발견해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스마트폰을 손으로 터치할 때 촉각 피드백을 전달하는
스마트폰용 햅틱 범퍼케이스

잠재적 공동체 발견 및 즉시적 실행환경 제공기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One-Service Cross-Domain 지원을 위한 통합형 u-서비스 프레임워크

2011년 2월에는 사용자가 시간, 장소, 서비스가 실행되는 단말 환경과 ISP 및
통신 사업자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자원들을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
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멀티도메인 지원 유비쿼터스 컴퓨팅서비스 프레
임워크기술을 개발했다.
적 반응을 얻었으며, 시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기술은 2011년 10월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 부문) 제13스터디그룹
(SG13) 회의에서 ‘프로파일 기반 서비스 연속성(profile-based application adaptation
service) 기술’로 국제표준에 승인됐다.

촉각 상호작용 프레임워크의 ISO/TC159 국제표준 채택

ETRI에서 개발한 OSCD 지원 u-서비스 프레임워크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채택

ETRI 주도하에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의 인간공학 전문가와 함께 완성

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TV와 스마트워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

한 ‘촉각 상호작용 프레임워크(ISO 9241-910:Framework for tactile and haptic

스 연속성 모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이정표로서 의미가 크며, 표준 채택에 이

interaction) 표준규격’이 2011년 6월 인간공학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표준단체인

어 선도적인 기술 개발로 N-스크린 시장의 선점이 기대되고 있다.

ISO/TC159 로부터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사람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촉각을 사용해 실감을 전달할 수 있는

4. 인터넷 강국의 명성을 잇는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개발

촉각 상호작용 프레임워크 표준은 촉각 상호작용 시스템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 자원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 또한 촉각 상호작용의 주요 용어, 구조, 모델

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

등을 정의해 향후 개발되는 표준에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든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각종 정보통신기기로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용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모바일 장치, 터치스크린의 IT기기에 촉각 피드백을 전달
하는 촉각 상호작용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으며, 햅틱 Knob, 햅틱
마우스, 햅틱 조이스틱, 햅틱 Steering Wheel, 햅틱 펜, 햅틱 조끼 등 다양한 형태의 햅
틱 장치들이 개발돼 시장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을 말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 꼭 필요한 기술로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TRI는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
을 촉진시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개 소프트웨어
를 기반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장소·사회적 관계 인지형 소셜미디어기술 개발

장소·사회적 관계 인지형 소셜미디어서비스기술은 기존 SNS가 제공하는 사회
적 관계 기반의 정보 공유 개념을 넘어 사용자가 니즈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장소·사회

기능과 성능이 좋고 시장의 검증까지 마친 신뢰성 있는 스토리지 SW는 이미 많

적 관계를 즉시적으로 형성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SNS 서비스이다.

이 나와있다. 국내 스토리지 시장에서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를 판매하는 해외 스토

즉 장소·사회적 관계성을 통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쉽게 공유함으로 사용자가 필요

리지 업체 솔루션이 즐비하며, 중소 규모의 SMB 시장의 토종 스토리지 업체의 솔루션

로 하는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업형 소셜미디어서비스기술이다.

까지 감안하면 스토리지 솔루션 도입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ETRI는 저비

ETRI는 2011년 11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개인 간의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
로 분류, 저장하고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사회적 관계 기반 소
셜미디어서비스기술을 개발했다.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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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SW 기술

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SW(GLORY-FS)라는 새로운 스토리지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했다.
ETRI가 개발한 GLORY-FS 클라우드 스토리지기술은 스토리지의 성능과 신뢰

이 기술은 사용자 니즈기반 동적 디지털 공동체 검색 및 정보공유 기술, 이종

성을 유지한 채 PB 규모의 스토리지 구축비용을 대폭 절감시켜줄 수 있는 대규모 스토

SNS의 지식을 결합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로스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술, 모

리지기술이다.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가 SAN, FC, HBA 등 고가의 스토리지 HW

바일 환경에서 분산 콘텐츠 실시간 공유를 위한 분산 경험 정보 동기화기술, 동일한 장

에 기반을 두어 구축비용이 높은 것에 비해 GLORY-FS는 여러 대의 범용적인 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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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문적인 스토리지 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50% 이상 스토리지 구축비용을 절

30% 정도 줄여 구축 및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가상화 기술, 저장 공간을 30% 정도 절

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하는 중복제거 기술은 자체 핵심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IT 관련 제반 사업이 동반 성

GLORY-FS 클라우드 스토리지 SW는 SKT, LG U+, KTH, GS네오텍, 텔코

장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국내 IT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할 수

웨어, 유투앤, 매크로임팩트, 피스페이스, 글루시스, 솔트룩스 등 국내 10개 업체들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기술이전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을 통한 제품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국내

전체적인 그린 클라우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떨

주요 통신사(KT, SKT, LG U+)와 삼성전자(삼성SDS 공동) 등의 글로벌 클라우드 스

어지지만 그린 클라우드에서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전력절감 플랫폼, 가상 머신 관

토리지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리 SW,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SW 기술은 동일하거나 앞서 있어 국가적인 클라우

ETRI는 ‘GLOY-FS’ 기술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에서 2012년까

드 플랫폼 확산을 통해 소프트웨어 서비스 세계 시장에서 선두 진입의 기반을 마련할

지 약 1,0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뒀으며, ETRI의 기술 확보 성과가 없었더라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산 솔루션에 치러야 할 값비싼 SW 라이센스 비용을 절약하고 나아가 클라우드 시장
전력절감
플랫폼 기술

경쟁에서 국산 SW의 글로벌 경쟁을 가능케 하는 자립 기반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율
고효

전력전달
냉방

클라우드 그린화 기술

클라우드 그린화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그린 IT기술을 적용해 클라우드 그
린화를 이루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ETRI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에너지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버(41%) 및 전력전달 부문(37%)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

저
비용

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ATX 규격에 맞는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전달 효율 향상 기술, 가상머

서버 고활용

신 전주기/전력/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가상머신 관리 기술, 사용자가 요구한 가상머신

클라우드 스토리지
SW 기술

의 부하 예측을 기반으로 가상머신 배치 기술, 그리고 RAID6 방식의 데이터 이중화를
위한 스토리지 절감 기술을 개발했다.

서버

가상머신 관리
SW 기술

클라우드 그린화 기술 개념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소비 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전력절감
SaaS 플랫폼

플랫폼, 가상 머신 관리 SW, 클라우드 스토리지 SW로 구성된다.
전력절감 플랫폼으로는 저전력, 고효율 전원장치를 개발하고, Rack 단위 전원
공급장치 원격 제어 솔루션을 통한 기존 대비 10~15% 전력 사용 효율을 가져오는 고
효율 전력 공급 시스템과 Rack 소비 전력, 서버 당 소비 전력, CPU/HDD/Memory 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예: Sales-force.com)

유 호스팅 환경에서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서비스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델
을 말한다. 사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정액 또

용률을 모니터링하고, CPU Clock rate 조정, 서버 Sleep mode로 조정하는 제어 기능

는 사용한 서비스 사용량만큼 지불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운

으로 기존 대비 5~10% 전력 절감하는 노드 전력 관리자를 개발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

용 서버를 운영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초기 투자비용으로부터 자유롭고 관리 비용을 낮

통합 관리 SW, 가상 머신을 배치하기 전에 사용자가 가상 머신의 최대 성능을 예측할

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개별 애플리케이
션, 그룹 또는 고객 간에 컴퓨팅,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춰 경제적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 플랫폼의 핵심기술은 멀티테

수 있는 가상머신 성능 프로파일러, 그리고 프로파일러에 의한 노드별로 성능을 평가하

넌시를 지원해 테넌트별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 SaaS 플랫폼은 테넌트

고 가상 머신을 최적 배치해 시스템 활용률을 향상해 30%의 서버 수 절감 효과를 가져

들에게 테넌트별로 구성 변경된 서로 다른 독립된 서비스 개발 환경을 제공하며, 테넌

올 수 있는 기술이다.

트 요구사항들은 SaaS 플랫폼에서 메타데이터로 관리되고 테넌트별 서비스가 메타데

클라우드 스토리지 SW는 스토리지의 성능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PB 규모
의 스토리지 구축비용을 대폭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대규모 스토리지기술이다.
특히 에너지 소비량을 20% 가량 절감하는 플랫폼 전력절감 기술, 서버 수를
<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새로운 소프트웨어 유통모델로 등장한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원격 공

멀티테넌시(multi-tenancy)

가상 머신 관리 SW는 가상 머신의 전주기, 전력,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가상머신

344

SaaS(Software as a Service)

이터 기반 아키텍처(metadata-driven architecture)를 근간으로 동적으로 서비스를
생성해 테넌트에게 제공된다. 이때 SaaS 플랫폼은 하나의 인스턴스를 통해 테넌트들에
게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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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테넌시의 장점은 멀티테넌트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기능 외에 서버

플리케이션용 CPU를 하나의 CPU로 통합할 수 있어 단말기 제작비용을 현격히 절감

자원의 공유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SaaS에서와 같이 공유

시킬 수 있으며, 독립된 복수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용 단말

호스팅 환경에서 리소스를 공유하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통해 멀티테넌트

기와 업무용 단말기를 하나로 통합해 사용자 편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말기 구입에 따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테넌트의 수가 증가할수록 유지보수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

른 사회적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 절감 및 PC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그린 PC 기술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언제 어디서나 웹 기반 작업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유프리’

그린 PC는 전세계 13억대가 넘는 PC의 전력 절감 및 PC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저전력 소비, 저소음 설계,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한 PC로 전산실습실, 도

ETRI는 2009년 6월, 언제 어디서나 웹 기반의 개인 작업 환경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유프리센터
(www.youfree.or.kr)’를 오픈했다.
USB 저장장치에 다운로드받아 설치만하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웹 환경과 동일한 작업 환경을 집

서관, 인터넷 카페, PC방 등 동시에 많은 PC를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 시설의 전력 절감,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DC 전력 공급형 랙형 PC를 말한다.

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의 복잡한 웹 서버 구축 작업을 간편화했다. 웹 2.0 시대에 애플

그린 PC는 데스크톱 내부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 메모리, HDD, 그래픽카드, 입

의 앱스토어처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기발하고 독창적인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개발하

출력장치, PSU HW들을 저전력 소비형으로 사용하고 자율적으로 전력을 절감하는 SW

고 손쉽게 배포, 유통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를 포함해 시스템 레벨에서 전력 절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그린 PC 시스템은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PC를 사용하는 경우에 PC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PC 전력 소비량을 줄
이기 위해 중앙집중형 DC 전력 공급장치, 본체와 모니터 분리 장치, 랙형 PC, 자율전력
관리자로 구성돼 있다. PC와 모니터는 ICT 제품에서 약 40%에 달하는 에너지를 소비하
고 있다. 즉 전 세계 에너지의 1%를 PC가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1%의 에너지 소비 중
70%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로 컴퓨터 전력이 낭비되고 있다. 전력관리 미적용,
비효율적인 전원공급기(Power Supply Unit : PSU) 사용 및 대기전원 등으로 인한 전력
낭비가 PC 전력 낭비의 주원인이다. 또한 공용 PC 컴퓨터 시설은 미세먼지, 소음, 협소
한 공간 등 사용자 환경이 열악하며 전력 소비량도 높아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ETRI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그린 PC 시스템으로 국내 PC산업을 친환경 IT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 그린 IT 강국으로 진입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
린 PC 시스템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 제품으로 활용하여 PC 뿐 아니라 국내 IT 유

모바일 단말 가상화 기술

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1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클라우드

본격적인 모바일 컴퓨팅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함께

컴퓨팅 시장에 그린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시장의 수출입 효과가 기대된다.

단말기 가격을 낮추면서 통신사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가상화 기술은 물리적인 컴퓨터 리소스를 추상화해 만들어진 다중 논

5.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기술 개발

리 리소스를 여러 사용자 각각에게 단일 물리 리소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기술로 주로

모바일 단말, 정보가전, 홈서버 등 휴대기기와 백색가전에 주로 활용되었던 임베

서버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모바일 단말의 컴퓨팅 리소스 성능이 급격

디드 소프트웨어가 최근에는 자동차, 조선, 지능형 로봇 등의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

히 향상되고 본격적인 모바일컴퓨팅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바일 단말의 역할이 개인용에

게 사용되고 있다.

서 업무 영역으로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두 영역을 하나의 단말에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이 중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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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국내 주력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리눅스 기반의
임베디드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

ViMo(Virtualization for Mobile)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사이에 위치하는 모바

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통 플랫폼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센서 노드용

일 하이퍼바이저로서 안드로이드, 윈도즈, 리눅스 등의 범용 운영체제와 uC/OS-II 등

초소형 운영체제(NanoQplus), 자동차 센서 노드용 고신뢰성 운영체제(ROSEK) 기술

의 실시간 운영체제 등 다양한 운영체제의 동시 실행을 지원하면서 운영체제의 실시간

과 장애물 환경을 고려한 센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RealSSim), 고신뢰성이 보장되는

성, 실행환경 독립성을 보장했다. ViMo를 활용하면 기존 단말기의 통신용 CPU와 애

자율 제어 SW를 위한 CPS(Cyber Physical Systems)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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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ROSEK 버전 2.0을 개발해 국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의

ETRI는 2011년 기존 부팅 기술 대비 약 3배 빠른 임베
디드 리눅스 탑재 플랫폼 기반의 빠른 부팅 기술을 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켰다.

발했다.

ROSEK OS는 자동차 실시간 운영체제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응용 프로그
램이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각 기계장치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다. ROSEK(Reliable OSEK) OS는 자동차에서 요구되는 실시간 제어
기능 뿐 아니라 멀티 태스크 관리, 자원 관리, 이벤트 관리, 알람 관리, 에러 추적 및 디
버깅 등 일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자사의 엔진 ECU에서 사용되고 있는 독일산 RTOS와 성
임베디드 운영체제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빠른 부팅 기술 개발

능을 비교하는 실험 과정을 거쳐 독일산 RTOS와 대응한 수준인지를 검증한 후 엔진

PDA,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셋톱박스 등의 정보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부팅 시간은 제품의 가치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

ECU 국산화 사업에 ROSEK OS를 사용하고 있으며 엔진 ECU 국산화 사업을 마치고

전기기들을 비롯한 로봇, 텔레매틱스, 공장자동화, 군
사기기와 센서노드에 이르는 디지털 기기들에 컴퓨터
가 내장되어 들어가 있는 것을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해서는 기존의 데스
크톱 및 엔터프라이즈 서버급 컴퓨터와는 다른 자원적
제한에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운영체제가 필요한
데 이러한 것을 임베디드 운영체제라 한다.

팅 시간은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대기 시간으로 부팅 시간이 길면

ROSEK OS를 2013년 현대 엑센트 신차에 양산 적용하기로 했다.

사용자 만족도가 떨어지고 제품 작동 오류 시 오류를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동차에서 가장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엔진 ECU에 ROSEK OS가 상용화되기

이에 따라 임베디드 시스템과 관련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는 앞 다투어 부팅 성

로 결정됨에 따라 고지능화되고 플랫폼화되고 있는 자동차의 모든 부분에 ROSEK OS

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어느 기업에서 빠른 부팅 기술을 개발했

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 로열티 절감은 물론이고 추후 차량 원격 진단, 도난

다 하더라도 기술 비공개 및 높은 로열티 정책으로 타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에

차량 위치 추적과 같은 미래 자동차-IT 응용서비스 개발의 기반으로 활용되어 국내 자

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동차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TRI는 2010년 기존 부팅 기술 대비 약 3배 빠른 임베디드 리눅스 탑재 플랫폼
기반 빠른 부팅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2008년도 개발 착수 시점부터 SW 소스 공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자 API

개와 저렴한 비용의 기술 지원을 목표로 했으며, 국내 산업체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는 두

술로 기존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플랫폼의 부팅 체제를 유지하면서 스크립트 대체기술과
파일 시스템 최적화 과정을 통해 부팅 성능을 기존 기술 대비 약 3배 가량 개선했다.
빠른 부팅 기술은 20여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이전했고 일부 기업의 경우 상
용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만큼 완성도를 높였다. 대표적으로는 지피에이치의 ‘CAANOO

테스크관리
(스케줄러)

인터럽트 처리

알람 관리

이벤트 제어

메모리관리

자원관리

에러 처리
추적
디버깅

ROSEK OS

가지 방식의 부팅 기술을 동시에 개발했다. 첫 번째 방식은 스크립트 기반 빠른 부팅 기

커널 운영체제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HAL, Hardware Abaeraction Layer)

ECU

ECU

하드웨어

ECU
HCS12X

소형 모바일 게임기’, 머큐리움의 ‘휴대용 결재 단말’, 인포이큐의 ‘방송 솔루션 단말’ 등

ARM9

자동차용 실시간 표준운영체제 개념도

에 ETRI의 기술이 적용돼 시장에 납품됐다.
또다른 방식은 스냅샷(Snapshot) 기반 빠른 부팅 기술로 플랫폼의 종료 바로 전
상태를 사진을 찍듯이 스냅샷의 형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전원을 켤 때 기존의 부팅 체제
대신 저장된 스냅샷을 이용하여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방식이다. 2009년도부터 개발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휴대형 게임기 ‘GP2X’에 적용된 ETRI의
리눅스 기반 게임 SW 플랫폼

시작한 스냅샷 기반 기술은 적용 과정에서 하드웨어 의존도가 높아 스크립트 기반 기술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주)게임파크홀딩스의 휴대형 게

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았다. 하지만 기존 대비 약 3배 향상된 부팅 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임기 GP2X에 ETRI의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고성능, 고기능의 플랫폼에 적용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업체인 에프에

ETRI는 게임 제작 툴(SDK) 등 ‘닌텐도’를 능가하는 리눅스 기
반의 게임 응용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GP2X에 적

이리눅스는 ETRI와의 추가 공동개발을 통해 1초 이내의 획기적 부팅 성능을 지닌 상용

용했다. 이 기술은 리눅스 기반의 오픈 소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

제품인 ‘제로부트’를 개발했다.

어 게임 개발 지식을 갖고 있는 초급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개발
휴대형 게임기 GP2X

자동차용 실시간 표준 운영체제(ROSEK) 국제인증 획득

2009년에는 자동차-IT 융합 서비스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용 운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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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ETRI가 가지고 있는 무선인터넷 기반의 기술력과 휴대형 게임기가 결합한다면 ‘닌텐도’에 필
적하는 휴대형 게임기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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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광원(Flat Panel Lamp)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OLED 조명은 LED 조명과 더불어 차세대 반도체 조명으로

2. E
 TRI는 2009년 4월, 투명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면자체가 발광하는 무공해 램프로서 가정이나 사무실,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OLED 광원은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투명하거나 구부림이

AMOLED(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세계 최초

주택, 의료 분야 등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진

1. E
 TRI는 2006년부터 TFT와 OLED 기술을 바탕으
로 조명 디스플레이 복합창 개발을 시작했다.

균일도 90% 이상의 이상적인 친환경 조명 시스템을

로 개발했다.

말한다. 5만 시간 이상의 장수명으로 대면적 조사(照
射)가 가능하고, 조명용뿐만 아니라 BLU 등 여러 형태
의 광원 제작이 용이해 다양한 형상 구현으로 다용도가
가능하다.

가능한 면광원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고 가격이 저렴해 응
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약 5년 이상 뒤떨어져 있
는 백색 OLED 광원 분야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OLED 디스플
레이 생산 1위인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을 적극 활용할 경우 세계 차세대 조명시장의 조기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3절 »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IT융합부품 연구개발

투과도 가변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

AMOLED와 같은 발광형 투명 디스플레이의 경우 실제 응용에 있어 가장 문제
가 되는 부분은 밝은 배경에서 투명디스플레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1. IT융합 핵심 부품 개발과 원천기술 창출

현상은 투명 디스플레이를 특히 야외에서 밝은 낮에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투

IT 부품소재는 IT융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

명 AMOLED의 경우 일반 AMOLED에서 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투명으로 표현되기

는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IT융합이 더욱 가속화
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IT 부품 및 신소자소재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ETRI는 2011년 11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밝은 배경을 차단할 수 있는

ETRI는 IT융합의 핵심 부품 개발과 원천기술 창출을 목표로 투명 디스플레이,

광셔터 기술을 투명 디스플레이와 융합하는 방법을 개발해 투명도가 높은 AMOLED

OLED 조명, 산화물전자소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소자소재기술

를 플렉서블 LCD와 결합한 시제품 형태로 발표했다. 이 기술이 적용된 투과도 가변 투

을 개발하고 있다.

명 AMOLED 패널의 경우 50cd/m2(밝은 실내에 해당)의 외광이 있을 경우에 패널의

유기물 박막에 양극과 음극을 통해 주입된 전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밝기 차이가 2:1인 것을 340:1까지 170배 정도 증가시키는

(Electron)와 정공(Hole)이 재결합해 여기자(Exciton)
를 형성하고, 형성된 여기자로부터의 에너지에 의해 특
정한 파장의 빛이 발생하는 형상을 이용한 자체 발광형
디스플레이 소자이다.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
이로 각광을 받고 있다.

조명 디스플레이 복합창

성능의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었다. 광셔터로 사용된 플렉서블 LCD는 평상시에는 광투

IT기술의 발달로 IT기기나 단말들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주변의 사물

과가 이루어지지만, 전기 신호가 가해지면 배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들과 일체화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디스플레이 기능뿐만 아니라 신개념의 조
명 기능과 터치 기능이 부착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ETRI는 그동안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얻어진 TFT와 OLED 기
술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조명 디스플레이 복합창 개발을 시작했다.

투과도 가변 투명 디스플레이의 시연은 투명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디스플레이나
윈도우형 디스플레이등 밝은 배경에서 주로 활용되는 경우에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대조
비의 저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상업화될
대부분의 투명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투과도 가변 기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전자소자를 이용한 스마트창, 환경/감성형 OLED 면조명 기술, 모바일 플렉
시블 입출력 플랫폼, 고품위플라스틱 AMOLED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먼저 2009년 4월 투명하면서도 빛에 안정된 산화물 트랜지스터를 개발, 이를 구동소자로

투과도가변패널On (Black)

투과도가변패널Off (Transparent)

이용해 개구율이 대폭 개선된 AMOLED(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세계 최초로 개
발했다.
기존의 AMOLED는 실리콘 기반의 불투명한 트랜지스터가 사용됨으로써 면적을
늘리고 개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LCD 이후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알
려진 AMOLED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해 미국, 일
본 등과의 차세대 디스플레이기술 경쟁에서도 한 발 앞서게 됐다.
2009년 5월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고효율 조명용 백색 OLED를 개발했다. 기존
형광등과 백열등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조명기술 중의 하나인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조명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조명의 50%가 넘는 백열등을 대체할 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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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도 가변 투명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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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을 이용한 비휘발성 메모리소자기술

ETRI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적외선 영상 카
메라용 핵심 칩을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에는 플래시
메모리라는 비휘발성 메모리칩이 들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플래시 메모리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고체 소자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선 값비싼 공정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10-4

AI (TE)

-6

Current (A)

10

Graphene oxide

10-8

전하 방전, 비접촉 적외선 감지센서뿐만 아니라 큰 시장으로 예상되는 1와트 이상의 전력
10

10

AI (BE)

1012

-4

-3

-2

-1

0

1

2

3

트랜지스터의 발열 제어용 히트싱크 등에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4

Voltage (V)

비휘발성 메모리소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적외선 영상 카메라용 핵심 칩 국산화 성공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적외선 영상 카메라용 핵심 칩이 ETRI에 의해 국

ETRI는 2010년 6월 KAIST, 한양대, Texas at Austin 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내 최초로 개발됐다. 적외선 영상전문업체인 아이쓰리시스템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흑연으로부터 분리된 그래핀 산화물 박막을 이용, 값싸고 유연하면서도 대면적으로 제

칩은 야간이나 암실에서도 1km까지 선명한 영상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냉각형

작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기술을 개발했다.

QVGA급 적외선 영상 카메라용 핵심 칩으로 상온에서 쉽게 작동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그래핀 산화물 박막 저항 메모리는 흔히 연필심 등에 사용하는 흑연을 화학적으

수 있으며, 소형화할 수 있어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로 처리해 단층 또는 수층의 그래핀 산화물을 얻어내고, 스핀코팅을 통해 대면적으로

순수 국내 기술로 야간에도 선명한 영상 구현이 가능한 QVGA급 어레이 비냉각

박막을 증착했기 때문에 저가격으로 제작 가능하고 플라스틱 기판 등에 제작해 쉽게 구

형 적외선 카메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군사용

부릴 수 있다. 실제로 실험 결과 1,000번 이상 구부린 후에도 메모리 특성이 그대로 유

기술로 보안성 때문에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기술을 민간용으로 국산화했다는 점

지돼 기계적 내구성을 입증했다.

에 큰 의의가 있다.

MIT소자를 활용한 트랜지스터

2. 정보화 사회의 핵심 광무선융합부품 개발

ETRI MIT연구팀은 MIT 현상을 적용해 휴대폰이나 노트북, LED 전구 등의 전

현대사회가 정보지향적으로 발전되면서 이동통신, 위성통신, 광통신 기반의 유

지과열에 따른 폭발이나 부풀림을 막을 수 있는 소자를 상용화한 이래 꾸준히 시장과

무선통합통신시스템의 수요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초고속 광대역 유무선 정보통신망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

2005년 ‘모트(Mott) 금속-절연체 전이(MIT) 현상’을 세계 최초로 실험으로 규

품인 초고주파 및 광소자들을 응용한 집적회로와 광소자 부품이 국가적 차원의 중점

명한 데 이어, 2009년에는 MIT 소자를 활용한 ‘고효율 저발열 소형의 30W급 전력 트

핵심 개발 대상 기술이 되었다. ETRI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InP, GaAs, SiGe, GaN

랜지스터(MIT 트랜지스터)를 개발해 동원시스템즈(주)에 착수기본료 20억 원에 러닝

재료를 이용한 HBT 및 HEMT기반의 밀리미터파 대역 초고주파 집적회로(MMIC)와

로얄티를 부과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MMIC를 응용한 소형, 경량, 저전력 송수신기 모듈, 광집적회로, 고속광자기술을 기반

MIT 트랜지스터는 일반 전력용 트랜지스터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고발열과
큰 알루미늄 방열판의 부피, 방열판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팬과 휴즈 단락 시스템

으로 한 수십 테라비트 이상의 초고속 시스템용 광부품 기술 및 밀리미터파 광무선 통
합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등 부품 10여 개를 하나의 칩으로 제조한 고신뢰성을 갖는 MIT소자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원가, 공정비용, 공정시간, 전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열이 나다

LED 오디오 무선통신기술

가 특정 온도가 되면 스위치가 동작되어 트랜지스터를 제어하고 부족한 전류를 보상하

사람의 눈은 빛이 초당 약 100번 이상 깜박이면 깜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저발열이 가능하고 소형으로 제작도 가능했다.
따라서 노트북용 폭발방지소자, 화재감지 및 과열방지용 스위치, 콘덴서의 급격한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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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켜져 있는 조명으로만 인식한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고속의 깜박임(On-Off
Switching)이 있는 LED 빛을 오디오로 전송하면 사람은 고속의 깜박임을 빛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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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스가 가속화 되고 있다. 방송, 통신 등 IT 분야에서 시작된 모바일 컨버전스가 전통산업과

1. LED 조명의 빛을 이용해 통신하는 무선통신기술
2. 대용량 지능형 광스위치 기술은 CD 300장 분량의

초당 100번 이상 깜빡이면, 눈으로 인식하지 못함

공공부문에도 적용돼 헬스, 보안, 치안, 방재, 의료 분야에 모바일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방대한 정보를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다.

SoC(System on Chip)

이처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및 시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선 통신
LED 조명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CPU, 메모리, 인터페이스, 디
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처리 등 모든 기능블록들을 하나

오디오

10 nm

의 반도체칩에 집적하는 기술

시스템온칩(SoC)기술이다. ETRI는 다양한 업종과 서비스 간의 융합으로 인한 변화에 대비
해 새로운 IT 융합 e-헬스 기술의 원천기술 확보, 인체통신 기술, SoC 설계 플랫폼 기술, 임
베디드 프로세서 기술, 차세대 멀티미디어 SoC 기술, 디지털 RF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오디오

멀티미디어 정보처리를 위한 임베디드 DSP

하지만 수신 단말은 이러한 깜박임을 무선통신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LED 오디
오 무선통신기술의 원리다.
ETRI는 2009년 LED를 이용해 조명뿐 아니라 오디오 무선통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LED 오디오 무선통신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LED 조명 광원과 무선통신 광

국내 멀티미디어 시스템반도체산업은 DMB, HDTV, 모바일폰, 스마트단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반도체에 내장되어 사용되
는 핵심 프로세서인 임베디드 DSP의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
내에서 사용되는 임베디드 DSP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을 하나로 융합함으로써 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LED 조명과 통신을 각

따라서 ETRI는 2006년부터 국내 시스템반도체 개발업체들에게 직관적인 인터

각 제작할 때보다 제조 원가가 적게 들고 직진성이 강한 빛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 오디

페이스와 사용하기 편리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

오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TRI는 이 기술의 개발로 LED 조명이 무선통신도

는 임베디드 DSP를 개발을 시작했다. ETRI가 개발한 임베디드 DSP 코어는 고속의 확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각종 LED 응용 분야에 통신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서

장기능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성능 확장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응용프로그

비스를 개척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

램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공했다.
임베디드 DSP 코어는 멀티미디어 코덱, 통신용 ASIC, 마이크로 콘트롤러 등

대용량 지능형 광스위치

디지털 신호처리를 위한 시스템반도체의 핵심 IP로서 2013년 세계 임베디드 프로세서

전 세계적으로 IPTV, 주문형비디오(VoD)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수요가 급격히

시장은 213억 달러, 국내 시장은 248억 원 규모의 시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의 수

증가해 광 장비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CD 300장 분량의 방대한 정보를 1초

입에만 의존하던 임베디드 DSP 수요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를 비롯해 국내 임베디드

만에 전송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대용량 지능형 광스위치를 2009년 ETRI가 개발했다.

DSP 산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IT산업 전반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ROADM용 대용량 지능형 광스위치 기술은 기존 광섬유의 활용도를 획기적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 높일 수 있는 광(光) 전달망 지능화 시스템 구축의 핵심 부품으로 차세대 광전송 기
술이다. 이 광스위치는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서로 다른 파장을 이용한 수십 개의 데이
터 채널을 전송하는 광전송시스템으로, 전화국 또는 집중국이 필요로 하는 파장의 신호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모바일 가라오케에 활용된 임베디드 DSP 기술

ETRI가 개발한 임베디드 DSP 및 통합 개발환경은 6개 업체에 기술이전돼 모바일 가라오케 시스템,

들을 전 채널 영역에서 자유롭게 추출 또는 삽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광신호의

휴대단말 및 기타용 사운드 이펙터, 터치센서 엔진 등의 상용화 제품들로 개발됐다. 이밖에도 ETRI

경로 변경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파장의 광 신호 간 신호 세기를 조정하고 이상 채널의

임베디드 DSP를 탑재한 스마트폰용 가상 키보드 제품이 상용화됐으며, 고품질 VoIP SoC, 근거리

제어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등의 지능적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무선 모뎀 SoC, 음성 인식/합성, 지문/생체 인식 관련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의 스위치처럼 수작업에 의해 선로 변경 작업을 하지 않고 원격지 관제센터
에서 컴퓨터 제어만으로 선로 변경이 가능해 원격지에서 자유롭게 네트워크 구성이 가
능한 장점이 있으며, 기존 선진국의 광 스위치 대비 30% 정도 전력소모를 감소할 수 있
어 광 전달망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광부품의 국산화가 가능해졌다.

3. 새로운 융합시장의 출현과 시스템반도체기술 개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 단말기에 카메라, 3D 게임, DMB 방송 등 멀티미디어

모바일 가라오케

TC20D PMP용 터치센서

기타 앰프

기능이 부가되고, 휴대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의 모바일 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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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통신 컨트롤러 SoC

정보통신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PDA, 휴대전화, MP3P, 입는 컴퓨터 등 각종 개
인 정보기기를 신체에 소지·착용하고 다니면서 기기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쉽게 교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ETRI는 미래 정보통신 원천기술 및 파급효과가 큰 나노기술 기반의
IT융합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환할 수 있는 저전력, 초소형 BAN(Body Area Network)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ETRI는 2009년 인체를 통신 매질로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촉에 의

유비쿼터스 단말용 부품/모듈 기술

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BAN 통신 방식으로 인체통신 컨트롤러 SoC를 개발

미래 정보통신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휴대단말의

했다. 인체 통신 SoC는 10Mbps의 전송 속도와 23mW의 소모 전력을 가지는 세계 최

출현과 함께 실시간 대화형 멀티미디어 통신 및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유비쿼터

고 수준의 인체 통신 SoC기술이며, 실제로 인체를 통해 10Mbps 동영상 전송 시연과

스 센서 네트워크(USN) 구축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환경구축은 통신·방송

미디어 광고 서비스 시스템을 시연했다.

의 융합과 더불어 입체 멀티미디어 기술, 나노기반의 오감 및 환경인식 기술, 자가판단 기

인체 통신용 컨트롤러 SoC는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등과 같은 휴대기기

술 등 IT시스템 기술의 향상과 차세대 유비쿼터스 단말기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린터, 텔레비전 등과 같은 고정 기기에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제

소형화, 고성능화, 다기능화, 인간친화형을 지향하는 차세대 유비쿼터스 단말은

공하는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단순한 접촉만으로 네트워크상의 기기

기존의 휴대전화에 나노기술이 융합되어 성능이 향상되고 실감 전달이 가능한 휴대단말

들 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구성해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통신 방식과는 차

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따라 ETRI

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증, 전자상거래, 텔레메틱스, 차세대 PC, 홈네트워

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교감통신이 가능한 동반자 개념의 유비

크, u-헬스케어 등 IT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 메모리

쿼터스 단말용 부품/모듈 기술을 개발했다.

반도체에 치우친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인체 통신용 컨트롤러 SoC는 비메모리 분야의

유비쿼터스 단말용 부품/모듈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오감정보를 인지, 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표준을 선도함으로서 SoC 분야의 우수성을 확

리 및 표현할 수 있는 실감통신 U-단말(Ubiquitous Terminal Companion : UTC) 플랫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폼 핵심 부품/모듈 기술로서 ETRI는 세계 최초 및 최고 성능의 재구성형 프로세서 기반
의 200GOPS U-Chip, 고감도 저전력 나노센서 모듈, 고성능센서 인터페이스칩, 변환효

디지털 RF기술

율 10% 자가충전 전원장치 부품 및 모듈을 개발했다.

디지털 RF기술은 무선/이동통신 송수신단의 복잡한 아날로그 신호처리 과정의
대부분을 디지털 회로로 실현함으로써 칩의 크기와 소비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
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해 다중밴드/다중모드 신호처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선도 기술이다.
디지털 RF기술의 구조는 ETRI가 개발한 독자적인 구조로서 수십 년 동안 RF
학계에서 이론적으로만 정립되어 있던 디지털 RF 솔루션을 현실화했다는 데 큰 의미
가 있다. 이 기술의 장점은 RF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해 소프트웨어로 자유롭게
환경모니터링용 블루투스 헤드셋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양이 바뀔 때마다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 및 설
계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90nm CMOS 공정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디지털 RF SoC기
술은 기존 아날로그형 칩과 비교할 때 전력소모 및 면적에서 약 1/4 수준으로 개선됐으

초소형 저전력 환경센서
고감도 나노소재

환경모니터링용 PDA폰
센서 감지/처리부

블루투스 모듈

저전력 마이크로히터

며, 디지털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미세구조로 갈수록 이러한 핵심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어서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U

MCU

Sensor I/O

I/O

RAM
RAM

I/O

ETRI 환경센서

Sensor I/O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각적으로 진행되며 산업경

DSP

24 GHz radio

DSP

4. 나노기술 기반의 IT융합 원천기술 개발

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IT-NT 융합기술은 기존의 IT기술이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IT 소재와 부품,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천 기술

356

<

환경정보 감지 및 전송 모듈과 PDA폰

357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미래 컴퓨터, 차세대 네트워크 및 데이터 광통신을 가

3D 핵심 영상기술은 사람의 눈과 같은 양안 입체 카메

능케 하는 고성능 100% 게르마늄-온-실리콘 광수신

라로부터 받아들인 영상을 자연스럽게 처리해 3D 디스

신소자를 개발했다.

플레이로 실감나게 보여주는 기술이다.

게르마늄-온-실리콘 광수신 신소자 개발

확보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나노기술 기반 IT

2010년에는 미래 컴퓨터, 차세대 네트워크 및 데이터 광통신을 가능케 하는 고

융합 원천기술로서 차세대 휴대단말 상용화 제품 개발을 통해 미래 IT산업의 국가 경

성능 100% 게르마늄-온-실리콘 광수신 신소자를 세계 최고 성능으로 개발해 세계 최

쟁력을 제고하고 실감 휴대단말기 부품과 모듈 중심으로 2013년 600억 달러 규모에서

초로 실용화시켜 광-실리콘 통신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2017년 8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파급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실리콘 포토닉스(silicon photonics, 광-실리콘) 기술은 전자와 광을 융합하는
차세대 반도체 선도 기술로서 미래형 컴퓨터와 미래 광통신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전
4절 »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다.

차세대 방송통신융합기술 개발

ETRI가 세계 최초로 실용화에 성공한 고성능 게르마늄 광수신 소자는 ETRI 실
리콘 팹에서 전 제작 공정이 수행 가능하고 실리콘 IC와의 단일집적화가 가능해 미래

1. 디지털 TV 시대를 준비하는 차세대 DTV 핵심기술

컴퓨터 산업, 통신 부품산업, 센서, 자동차, 휴대기기, 디스플레이 등에 광범위하게 적
용될 기반기술이다.
ETRI는 국내기업인 (주)인지컨트롤스와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기반의 게르마
늄 광수신 신소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인지컨트롤스는 ETRI 실리콘 팹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ETRI에게 착수기본료 10억 원과 러닝로열티를 지불했다.

디지털방송 전환
우리나라는 2008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
월 31일 이후 기존 아날로그 TV로는 더 이상 지상파
방송 수신이 불가능해지며, 디지털방송은 기존 아날로
그방송의 5~6배에 이르는 고화질(HD) 영상 시청을
제공하게 된다.

TV는 발명 이후 현재까지 두 번의 큰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었는데, 그 첫 번째
가 흑백 TV로부터 컬러 TV로의 전환이라면 두 번째는 아날로그 TV로부터 디지털 TV
로의 전환이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디지털 방송 기술은 방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디지털 신호처리와 반도체, 전송기술 등의 발달에

ETRI의 실리콘 포토닉스 파운더리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실용화로서 앞으로 급

의해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고품질의 다채널 방송을

속도로 성장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를 향후 차세대 성장 사업으로 육성하는 발판을

가능하게 하고, 단순히 오디오와 비디오 콘텐츠만을 보여주던 방송이 데이터 콘텐츠 등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형태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디지털 TV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모든 디지털 방송매체들이 상호 연

차세대 단말용 3D 입체영상 핵심원천기술

동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사람의 눈과 같은 양안 입체 카메라로부터 받아들인 영상을 자연스럽게 처리해

산업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관 산업 분야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

3D 디스플레이로 실감나게 보여주는 3D 핵심 영상기술은 영상처리 분야의 핵심기술이

고 있어 세계 각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디지털방송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멀티미디

다. 또한 실감, 지향성 음향, 환경, 건강 등과 함께 실감 생활정보의 실시간 통신 서비스

어 상용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를 구현하는 유비쿼터스 단말(UTC)의 대표적인 핵심기술이기도 하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 시대를 개막한다. 디

ETRI는 2010년 생체 모방형 자동 초점·자동 주시각 기능 입체 카메라, 자유로
운 영상신호 가공(처리, 압축, 복원) 가능 Universal-칩, 자가충전·급속충전 가능 고
효율 전원장치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된 3D 입체 영상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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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방송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데이터 방송, 대화형 방송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대두될 것이다.
ETRI는 디지털 방송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지상파 고품질의 영상, 음성 및 데이

3D 핵심 영상기술은 IT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확보된 차세대 단말 부품의 원천기

터 서비스를 위해 핵심기술인 AV 신호처리, 송수신, 전송 기술과 이의 적용을 위한 디

술로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실감 3D 방송과 원격교육, 전자상거래와 원격의료 등 서

지털케이블방송, 디지털 TV 방송, 디지털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의 서비스와 네트워크

비스에 활용되는 실감 단말, 지능형 보안 시스템, 휴대용 입체 카메라의 기술 경쟁력을

그리고 송수신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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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지상파 DTV 분산중계기 개발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차 입체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실감 미디어로 변화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디지털 TV와 아날로그 TV를 동시 방송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ETRI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AV 신호처리,

ETRI는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상파 DTV 분

양방향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 방송콘텐츠 보호관리 기술 및 차세대 실감방송 서비스

산중계기를 개발했다.

제공을 위한 3D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해왔다.

기존의 DTV 중계기는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야 했
다. 하지만 ETRI가 개발한 분산중계기는 같은 주송신기 신호를 중계하는 모든 중계기

3D DMB 방송 핵심기술

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DTV 방송 표준인 ATSC방식에서 한정

3D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 각국에

된 주파수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는 분산중계기 개발은 ETRI가 세계 최초였다.

서 21세기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DMB 기술을 개

이 기술은 2009년 ETRI와 휴텍21, 답스 등이 공동개발했으며 전남 여수, 순천

발하고 상용화해 국제적인 기술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ETRI는 이러한 국내외적 환

지역의 서로 인접한 위치에 있는 5개 DTV 중계소에서 한 개의 채널만을 사용해 동시에

경을 바탕으로 3D산업과 DMB산업을 접목한 3D DMB 방송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주

송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분산중계망을 테스트한 결과 97%의 수신 성공률을 보였다.

력했다.

이로 인해 여수 반도 전체를 방송구역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주파수 부족으로 발

2008년부터 지상파 DMB 시스템과 연동해 안경 없이 편안하게 입체 영상과 음

생하는 난시청 문제도 개선했다. 지상파 DTV 분산중계기는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위

향을 즐길 수 있는 3D DMB 방송기술 개발을 추진해 2011년 2월 모바일 단말에서 3D

해 2009년, 2010년 시범서비스 사업으로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됐고, 정부의 디지털 전

영상 서비스, 5.1채널 서라운드 서비스, 대화형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환 관련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기술을 개발했다. 3D DMB 단말의 경우 시야각이 좁은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의 문제
를 해결해 기존 시야각보다 2배 이상의 시야각을 제공하는 기술을 확보했으며, 3D 영

케이블 방송용 다운로드형 제한수신시스템 개발

상 서비스와 함께 DMB 방송 환경에서 5.1채널 서라운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제한수신시스템(CAS)이란 방송사업자 또는 콘텐츠 제공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있는 위성 DMB 멀티채널 오디오 방송 시스템을 개발했다. 위성 DMB 멀티채널 오디

방송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셋톱박스에서 이를 복호화해 시청하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

오 방송 시스템은 기존의 스테레오 오디오 기반의 단말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역호환

하는 것으로, 기존의 CAS 솔루션에서는 셋톱박스에 내장되는 보안칩 또는 외장형 케

성을 고려했으며, 상용 서비스를 위한 국내표준화와 방송 시스템을 개발과 방송 실험을

이블 카드를 이용해 콘텐츠 복호화를 담당하는 CA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저장했다.

통한 송수신 정합 실험도 수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셋톱박스 또는 케이블 카드가 한 번 배포되면 변경 또는 업그레

모바일 단말 환경에서 더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이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케이블 사업자들이 하나의 CAS 솔루션을

위해 대화형 오디오 기술도 개발했는데, ETRI는 대화형 오디오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선정한 후 방송서비스를 시작하면 중간에 이를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가 매우 힘

를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상용 서비스를 위한 다객체 오디오 저작 도구 및 단말 기술도

들었다. 또한 가입자의 경우도 다른 CAS 솔루션을 사용하는 서비스 권역으로 이사할

개발했다.

경우에는 기존의 셋톱박스를 계속 사용할 수 없어 기존의 셋톱박스 또는 케이블 카드를
교체해야만 서비스 수신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9년 ETRI가 케이블 방송용 다운로드형 제한수신시스템을 개발하면
서 셋톱박스 교체나 케이블 카드 없이도 새로운 CAS 솔루션을 이용한 제한수신서비스

또한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기구인 MPEG에서 3D DMB 관련 표준화를 추진해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AF 포맷(모바일 환경에서의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콘텐츠
저장 및 재생을 위한 파일 포맷)’ 표준에 3D DMB 관련 기술이 국제표준에 채택되는
성과를 올렸다.

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케이블 사업자들이 기존에는 한 번 설치하면 변경이 어려

3D 방송기기 산업은 2020년까지 생산유발 26조 4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6조 8

웠던 CAS 솔루션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 및 다양

천억 원, 고용 15만 7천명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3DTV 방송 분야는

한 방송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졌다.

TV 등 디스플레이, 멀티채널 음향 재생장비, 방송장비, 전송망 등의 전방 산업 시장은
물론, 카메라, 마이크, 콘텐츠 기록/재생장치 등 후방 산업까지 포함해 관련 장비 시장

2. 실감미디어 핵심기술 개발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TV의 진화는 콘텐츠의 진화와 맞물려 성장해왔다. 초기에 자막 형식의 단순한
메시지가 화면에 나오던 형태에서 정지영상이 편집된 형태로, 그리고 간단한 화음 정도
의 오디오가 삽입된 영상을 거쳐 지금의 화려한 복합 미디어 콘텐츠로 진화했으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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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대화형 오디오 기술

ETRI는 실감 재현 시스템(SMMD) 기술을 기반으로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미디
어 서비스 기술을 개발했다.

ETRI는 모바일 단말 환경에서 더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대화형 오디오
기술을 개발했다. 대화형 오디오 기술은 수동적으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사용자가 음악 콘텐츠를 보
컬, 드럼, 기타소리 등을 원하는 형태로 혼합하거나 변형해 들을 수 있는 객체 기반 오디오 기술로서
음악 CD, 아이폰 앱 등의 형태로 상용화돼 제품으로 출시됐다.
대화형 오디오 서비스 기술에 포함된 다수의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고, 앞으로 실감음향 기
술과 더불어 차세대 오디오 서비스 기술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5.1 채널 서라운드
오디오 서비스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3차원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기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실감미디어
가상의 환경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실
재감과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
미디어 정보들의 통합된 표현. 실감미디어 서비스는 시
각, 청각, 촉감을 포함하는 다차원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전송, 재현 등에 의해 구현된다.

수 있는 오케스트라 미디어 서비스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기술은 여러 개의 트랙을 가진 미디어 파일을 TV, PC, UMPC 등 복수의 영
상 디바이스에서 재생하면서, 오디오, 진동의자, 에어컨, 발향기, 조명장치 등의 실감
재현 디바이스를 미디어의 내용에 맞도록 동시에 재현하는 기술이다.
ETRI는 미디어의 재현 효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정보, 제어정보, 동기정보를 포
함하는 메타데이타 포맷 및 저작툴 개발에 성공했으며 오케스트라 미디어 플레이어 간

대화형 음악 CD

아이폰 용 앱

10ms 이내의 동기를 맞추기 위한 세션 관리 및 스트리밍, 세션 클라이언트, 미디어 렌
더링 기능을 개발했다. 미디어와 디바이스를 연동하는 시스템은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

고화질 3DTV 실험방송 개시

오, 테마파크, 체험전시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멀티트랙을 활용한 미디어 재현과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3DTV 방식은 프레임 호환 방식으로 기존 디지

효과정보, 제어정보, 동기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생성, 동기 재현용 통신 프로토콜을 이

털 TV로 시청할 경우 분할된 좌우 영상이 한 화면에 동시에 디스플레이되어 정상적인

용한 동기 처리, 속성DB를 활용한 효과정보 생성, 상황인식을 통한 제어 디바이스 매

시청이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핑 기술 등은 그동안 개발된 사례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존

서로 다른 트랙의 미디어를 분리된 복수의 디바이스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시

디지털 TV 방송과의 역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듀얼 스트림 방식의 고화질 3DTV 실

간 동기가 가장 중요하며 이 기술에서는 복수의 디바이스들이 근접해 플레이된다는 특

험방송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디지털 TV 대역폭에 좌·우 영상을 각각 인코딩하고 이

징을 이용해 MDTP(Master Device Time Protocol)를 적용, 10ms 이내의 오차 범위

두 스트림을 다중화해 전송함으로써 디지털 TV 시청자는 좌영상의 정보를 이용해 고

한계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질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고, 3DTV 시청자는 좌·우 영상 정보를 이용해 3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10월부터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3개의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

이 기술이 상용화 되면 실감형 서비스, 체험형 서비스, 복합 디바이스 연동형 사
이버 교육, 의료·헬스 케어, 게임 및 홈엔터테인먼트 등 미디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은 역방향 호환성 보장 및 고화질의 입체감 제공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고화질 3DTV 인코더, 수신기 등이 사용

3. 방통융합을 주도하는 위성방송통신기술 개발

되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고화질 3DTV 방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위성방송이 탄생하고, 이후 위성 기반의 디지털 방송 및

송기술을 시연했으며, 2011년 8월에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주요 경기를 실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수신하고 통신을 할 수

간으로 실험 중계해 우리나라의 3DTV 방송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현재 이 기술은

있는 방통 융합 서비스 개념이 등장하면서 위성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됐다. 세계 각국

북미방송기술표준화기구인 ATSC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은 위성을 활용한 방송통신융합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ETRI를 중심으
로 위성을 이용한 방송통신융합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케스트라 미디어 기술

2007년 12월에 개발한 실감 재현 시스템(SMMD) 기술을 기반으로 2009년에는
멀티 트랙을 이용해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제어해 실감 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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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IMT-2000시스템의 기초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IMT-Advanced
위성접속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광대역 위성방송통신 기술을 확보하는 등 방통
융합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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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통신시스템 국산화

원(대전)에 설치하고, 부관제시스템은 국가기상위성센터(진천)에 구축했다.

2010년 6월 27일, 우리나라 최초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이 성공적으로 발사됐

ETRI는 천리안위성 발사 이후 관제시스템의 무결점 운용을 통해 통신, 해양관

다. 천리안이 목표 정지궤도인 동경 128.2도에 안착해 정상 작동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측, 기상관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국산기술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세계 최초로 통신, 해양관측, 기상관측의 3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위성을 통해 제공받는

입증했다. ETRI는 2010년 9월부터 천리안위성을 통해 고화질 3DTV 위성방송 및 강우

복합정지궤도위성을 보유하게 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다. 특히 천리안위성 내에는

적응형 고화질 위성방송 전송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천리안 위성을 KBS, 기상청, 소

위성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통신 탑재체와 위성관제시스템이

방방재청, KT, 넷커스터마이즈 등에 개방해 위성 전송 실험 및 위성 서비스 기술 검증

적용돼 그 의미가 컸다.

을 통한 위성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ETRI 주관으로 추진된 천리안위성 통신시스템 개발사업은 Ka대역 통신탑재체,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비상재난통신망에 활용되는 ETRI의 통신위성기술

위성관제시스템, 시험지구국으로 구성됐다.
통신탑재체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며 위성 수요 전망이 매우 큰

ETRI는 2011년 12월부터 소방방재청과 협력해 국

Ka 대역 탑재체의 국산화 개발과 우주인증이 목표였다. ETRI는 위성 스위칭 중계기

내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통신위성 시험시

술과 다중빔 안테나 설계제작 및 시험기술 등 신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국산화율

스템을 중앙 119구조단에 설치하고 시험 운영을 실
시하고 있다.

80%를 달성했고, 천리안위성 발사 성공 이후 실시된 통신탑재체의 궤도 내 시험 결과

ETRI 통신위성센터와 중앙 119구조단 고정국 간

가 지상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국산 개발 통신탑재체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에 천리안위성을 이용해 주기적인 시험통신으로 영

Ka 대역 탑재체 기술은 현재 상용화돼 있는 C, Ku 대역에 비해 더욱 빠른 데이터 전송

상 및 음성통화에 대한 품질을 조사하고, 시험대역인

이 가능한 광대역으로 최근 우주선진국들이 상용화 연구 중인 신기술 분야이다.

Ka 대역의 강우에 대한 수신감도를 측정해 앞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해 유·무선망이 두절됐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상재난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통신탑재체는 우주 전파실험, 국내 개발 차세대 방송통신기술 검증, 재난
재해 방송 등 공공선도 시범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TV 난시청 해소, 재난예방복구
등 공공재난 방송통신망 등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다른 순수 국산 기술인 위성관제시스템도 우수한 기능과 성능을 입증했다. 위

IMT-Advanced

IMT-Advanced 위성접속 핵심기술

3세대 이후의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으로 저속에서는

ETRI가 2008년 개발한 IMT-Advanced 위성접속 핵심기술은 지역 간 정보화

1Gbps, 고속에서는 100Mbps의 데이터율을 제공해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심리스(seamless) 서비스를 지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긴급재난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관제시스템은 위성의 감시·조정·통제를 담당하는 위성의 두뇌 기능을 수행하는 핵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로서 도서벽지 및 산간지역에 IMT서비스를 지상시스템으로 보완해 저비용으로 통

심기술로 위성개발 선진국에서도 기술이전을 꺼리는 대표적 분야다. 관제시스템은 단

유럽 전기통신 표준(ETSI Standard)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한 번의 오류 작동도 용납하지 않는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분야로 이를 위해 시스템 이

유럽공동체(EC)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

중화와 Site 이중화로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관제시스템은 한국항공우주연구

국의 공식 표준화 기관. ETSI에서 제정한 정보통신
기술 분야 표준과 유럽 전기통신 표준은 임의 표준
(voluntary standard)으로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ETSI에서 표준이 제정되면 모든 회원은 그 표준과 다

통신탑재체시스템

른 국가 표준의 제정을 정지해야 하는 의무(standstill
obligation)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인 유럽의 국
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ETRI는 지상 IMT-Advanced 표준인 LTE-Advanced와 호환성을 가지는 LTE
기반 위성접속 기술인 SAT-OFDM 규격을 개발해 TTA 국내표준 및 ITU-R 위성
IMT-Advanced 후보 규격으로 제출했으며, 2010년 유럽 ETSI와의 WCDMA 기반 위
성접속규격 단일화를 완료해 위성 IMT-2000 표준의 de-facto 표준화를 달성했다.
향후 SAT-OFDM 규격이 ITU-R 국제표준으로 승인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
제표준화를 선도할 예정이며, 유럽 ETSI와의 IMT-Advanced 위성접속 규격 단일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성원격측정

위성항법 신호감시국용 수신기기술 개발 및 탐색구조 단말기 상용화성공

위성명령

지상망

단말국

2011년 ETRI가 다원화 항법신호 환경에 필수적인 위치기반서비스 인프라 핵심

차량탑재형
원격명령/측정
송수신기

중심지구국

사용되고 있는 GPS 항법신호와 민간용 갈릴레오(유럽 독자항법시스템) 위성의 항법신

고정형

시험지구국시스템

위성관제시스템

천리안위성 통신시스템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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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위성항법 신호감시국용 GPS/갈릴레오 복합수신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위성운용센터

호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어, 정밀도 및 신뢰도가 향상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활용
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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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치기반 솔루션 제공업체를 중심으로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관련 기술의
이전을 요청하는 등 갈릴레오 위성이 정상 운용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4.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파기술 개발

수년 전까지 전파는 방송, 이동통신, 위성 등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며 기술이 발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선전송 기술의 다양화와 여러 수

전망된다.
GPS/갈릴레오 복합수신기 분야는 국외에서도 기술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
인 핵심기술로 향후 다원화 항법신호 환경 하에서 안정적이고 향상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항법 지상 인프라 핵심기술을 국산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 큰 의미
가 있다. 이 기술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온 고정밀 위성항법 수신기에도 응용할 수 있

요층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발생으로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국방 등
일상생활의 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했다.
ETRI는 이러한 전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킨
전파기술 개발을 통해 융합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으며, 국가 위성항법시스템의 구축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황금주파수 재활용을 위한 인지무선기술
GPS Satellites

GALILEO Satellites

인지무선기술은 무선통신시스템에 스펙트럼 이용 현황 등의 주변 환경을 인식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특정 용도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을 기존 서비스에 나쁜 영향을

GPS Signals(L1,L2C,L3)

GALILEO Signals(E1,E5a)

주지 않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선통신시스템기술이다.
기상측정장비

현재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는 방송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위성통신 서비스
및 비면허대역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서비스 등이 있는데, 이들 서비스는

GPS/갈릴레오 복합수신기

각각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은 유휴 대역으로 남아있다. 따라
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인지무선 기
술과 같은 주파수 공유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TV
전환이 2012년 말로 예정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지무선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므로
기준클럭장치

원천기술을 포함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하게 필요했다.

광대역
안테나
RE/IF 변환보드

신호처리 보드

Cognitive
Radion

GPS/갈릴레오 복합수신기 구성

또한 해상 조난시 인명구조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인 선박용 탐색구조 단
말기 소형화/저전력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했다. 이 단말기는 오발신을

인지무선기술 개념도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투명창 내에서 단말기 오동작여부를 알 수 있게 했고, 오동작시
경고음이 발신하도록 했으며 이를 IMO COMSAR 및 COSPAS-SARSAT에 기고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상용화 개발된 단말기는 해경의 협조로 부산 앞바다의 해

‘황금주파수 재활용을 위한 인지무선기술’은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해 측위된 조난위치정보를 정지궤도 및 저궤도 위성을 통해 송신하기 때문에 저궤도 위

상황을 인지해 최적의 주파수로 네트워크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적 부담

성만을 사용해 도플러 효과로 위치를 추정하는 기존의 탐색구조단말기에서 나타나는

없이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얻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간 정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

로 2009년에 황금주파수 재활용을 위한 근거리인지무선통신시스템을 개발했다.

상시연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했다. 시연 결과, 개발된 탐색구조단말기는 GPS를 이용

2km 이상의 위치 오차를 100m 이내로 줄이고, 구조 시간도 적게는 30분, 많게는 1시

366

ETRI는 이를 위해 2007년 개발을 완료한 원거리 인지무선 통신기술의 후속으

디지털 TV 전환 이후 유휴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정보기기들과 홈 네트워
킹 제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

2010년에 국제 및 국내 인증을 거쳐 중국,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해 연간

지 총 6,072억 원에 이르는 인지무선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약 100만 불의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게 됐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육상용 및 군용 탐

아니라 휴대전화 및 각 지자체의 관련 장비 설치 등 5,345억 원 규모의 신규 장비 시장

색구조 분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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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ETRI는 저이용주파수 대역인 밀리미터파 대역의 이용 활성화 가능성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ETRI는 2011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파를 측정할 수
있는 소형·경량·소출력의 휴대용 전파측정시스템을

을 제고해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국내 밀리미터파 대역의 산업 활성화

개발했다.

에 기여하고자 밀리미터파 대역에 적합한 광대역 안테나, RF, 고속의 디지털 변복조
기술 및 고정 점대점 통신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10년에는 71~76/81~86GHz대
10GHz 대역폭을 이용한 10Gbps급 무선전송기술을 개발했고, 2011년부터 90GHz 대
역의 3GHz 대역을 이용한 6Gbps급 전송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자파 기반 진단시스템

휴대용 전파측정시스템

일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많은 전자파는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유

2011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파를 측정할 수 있는 소형·경량·소출력의

익한 기능을 발굴할 수도 있다. 특히 국민 복지 건강에 파급효과가 큰 의료분야에서 새

휴대용 전파측정시스템을 개발했다. 휴대용 전파측정시스템은 20㎒~6㎓ 대역의 전파

로운 융합 신기술인 전자파를 이용한 영상 복원 이미징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를 대상으로 스펙트럼 고속 측정, 불법전파 탐사, 신호 특성 파라미터 추출 및 방향 탐

ETRI는 2009년 유방암 진단에서 종양과 정상 조직 간의 물질 특성차를 검출해

지 등이 가능해 국내 공공전파 질서유지에 용이할 것으로 평가됐다.

영상화하는 기술과 기술 검증을 위한 극초단파 대역의 전자파 기반 진단시스템을 개발

특히 외국산 시스템과 달리 안테나 손잡이에 보조 모니터를 추가해 운용자가 측

했다. 유방은 정상세포와 종양 사이의 물질 특성차가 분명하고 다른 신체 부위와 비교

정과 동시에 측정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GPS와 전자컴파스, 전자

하여 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파를 이용한 이미징 기술의 적용이 매우 적합

지도를 내장해 일체형 방향 탐지 기능과 시스템 간 상호연계를 통한 위치탐지 기능을

하며, 전파를 이용한 진단시스템은 기존의 방사선이나 강자계를 이용한 진단방법보다

추가로 구현했다. 또한 와이파이와 와이브로(WiBro) 등의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를 연

안전하면서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계해 전파원의 위치탐지가 가능한 장점도 확보했다.

지능형 안테나 시스템

5. IPTV 핵심기술 확보

우리는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DMB, 내비게이션 등 언제 어디서나

우리나라 IPTV 서비스는 2007년 12월 IPTV 법이 제정되고 2008년 11월 IPTV

전파로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처럼 시간, 장소를 초월한 통신방송시대의 필수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 단시간에 실시간 서비스

요소 중 하나가 전파를 송수신하는 매체인 안테나이다. 많은 통신방송서비스의 출현으

가입자 수가 2010년 약 19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조기에 안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제

로 무선통신 중 품질을 좌우하는 안테나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어디에서나 어떤 단말을 이용하든지 항상 최적의 품질을 제공하는 n-스크린 서비스 등

안테나기술은 통신방송서비스와 시스템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SDR 및 MMIO 등의 시스템기술을 지원하는 재구성 가능한

차세대 방통융합 서비스의 제공 기술이 필요하며 누구나 고품질의 개인 IP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웹기반 개방형 IPTV 핵심기술의 확보가 시급했다.

(Reconfigurable) 지능형 안테나 기술과 멀티 안테나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여기서 재

이에 따라 ETRI는 2008년부터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인 IPTV를 현재

구성 가능한 지능형 안테나의 의미는 RF front-end 단의 안테나가 서비스와 시스템

유선망 환경에서 유무선 통합 환경으로 확장해 4A(Anywhere, Any-device, Anytime,

의 필요에 따라 다른 요소들의 특성들은 유지한 채 중심주파수나 방사패턴 및 편파 등

Any-content) 서비스를 제공하며, 음성으로 수많은 채널정보와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의 안테나 특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reconfigurable 안테

검색해 시청할 수 있는 차세대 IPTV 기술을 개발했다.

나, 패턴 reconfigurable 안테나, 편파 reconfigurable 안테나 등으로 구분된다. 편파
reconfigurable 안테나의 경우는 MIMO시스템의 멀티 안테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ETRI는 신기술로서 하나의 안테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고 전체 시스템

스마트폰 등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고성능 휴대형 통신기기의 보급이 활

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지능형 안테나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다. 새로운 안테나 기술은

성화되면서, 기존에 TV, PC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IPTV와 다양한 인터넷 멀티미디

이동통신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을 이용해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있다. 특히 기지국의 공용 안테나 분야에서 열악한 기지국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나를 따라다니는 IPTV’는 가정, 사무실, 지하철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

수 있을 것이다.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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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따라다니는 IPTV

로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검색해 고품질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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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IP망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IPTV2.0 기술은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차세대 IPTV 서비스 플랫

초기 단순한 IP망을 이용하는 기초적인 IPTV 개념에서 벗어나 QoS(Quality of Service)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념을 도입해 IP망에서도 멈춤 현상이나 끊김 없는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

(좌)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기술, (우)웹TV 지원 기술

폼 기술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양방향 참여형 서비스,
기술이다.

이 기술은 무선랜, WiBro, 이동통신 등 다양한 무선망을 이용해 사용자의 끊김
없는 이동성을 지원하면서, IPTV 등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신 환경과 단말기
특성에 따라 최적으로 제공하는 원 소스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 : OSMU)
기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방형 IPTV 플랫폼은 채널 방송, VoD등의 방송서비스와 통신, 웹 서비스를 융
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청하던 채널이나 VoD를 친구에게 선물하는

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차세대 IPTV 인프라 및 플랫폼을 토대로 SNS 기반의 그룹이나

서비스, 퀴즈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방송 서비스, 전화

개인 방송, 게임, 광고, 교육, 쇼핑,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고 프로슈머 개념의

가 걸려오면 화면이 자동으로 정지되었다가 전화를 끊으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개념의 소셜 기반 TV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비스, 아이의 시청 시간을 장르별 시청 시간, 총 시청 시간 등으로 제한하고 원격으로 추

또한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셋톱장치의 핵심부품인 멀티미디어

가 시청을 허락할 수 있는 서비스, 실시간 원격 교육 서비스, 원격지에서 진료가 가능한

SoC는 대부분 외국 제품이 사용됨에 따라 국내 셋톱장치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낙

원격 의료 서비스 등이 개방형 IPTV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는 융합서비스다.

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009년부터 정부 정책과제로 (주)텔레칩스와 공동으로 멀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차세대 IPTV 서비스 플랫폼 기술은 IPTV에 유무

티미디어 SoC(65nm, 45nm)를 개발했다. 멀티미디어 SoC를 활용해 독립적인 휴대형

선 통합망의 인프라를 이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양방향 참여형 서비스, 다양한 형태

미디어 기기 및 IPTV 셋톱박스로 겸용이 가능한 와이파이 기반의 패드형 차세대 IPTV

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기존 IPTV 서비스가 실시간 방송

셋톱장치를 개발해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해졌다.

과 VoD 서비스 중심의 단방향 방송서비스, 제한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개
인의 선호와 그동안의 시청 이력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TV

모바일 IPTV 핵심기술

상에서 영상전화, 영상회의, 메시징 등의 통신 서비스는 물론 방송, 통신 및 웹이 결합

ETRI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WiBro로부터 진화된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된 융합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 실시간 양방향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IMT-Advanced WiBro(IEEE 802.16m) 기술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속의 이동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해졌다.

환경 하에서도 고품질의 영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IPTV 핵심기술을 개발

IPTV 환경에서 다양한 융복합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는 Open IPTV 플랫폼

해 이동 환경에서의 스마트 스크린 융합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핵심요소기술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참여화, 관계화, 개인화 특성을 가진 기존의 웹 기반

또한 LTE-Advanced 차세대 이동통신망 사용자들에게 모바일 IPTV 서비스를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IPTV 서비스의 장점을 결합한 개방형 Social TV 서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멀티캐스트, 고속 멀티캐스트 이동성 지원, 셀룰러 모바일 IPTV 이
동 단말 플랫폼 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해 향후 LTE-Advanced 이동통신망 기반의
모바일 IPTV 서비스 제공시 핵심요소기술로 활용할 예정이다.

IPTV헤드엔드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융합 Enabler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네트워크(NGN), IPTV 분야의 ITU-T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ETRI의 사용자 컨텍스트

서비스
프로파일

서비스 버스

SVC 미디어
서버

기본 Enabler (방송, 영상전화, 데이터서비스…)

IP이동성
지원 시스템

환경 적응형
미디어 서비스

U-BcN
WiBro
IEEE802.16m

201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 세계 22개국 대표 164명이 참석해 개최된 차세대

프로파일 및 인증 기술 부문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됐으며,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개
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광고 이용 가
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ETRI는 향후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양방향 IPTV 같은 이
동성과 결합된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CDMA

FTTH
WLAN
MBS Server

SD급

QoE/Qos
관리

HD급

끊김없는
이동성 지원

CIF급

개방형 IPTV 플랫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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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음성으로 IPTV 콘텐츠를 검색하는 ‘올레tv 가이드’

1. E
 TRI가 개발한 LTE-Advanced는 2011년 1월 실
내외 시연회를 통해 우수성을 대외에 입증했다.
2. 2
 011년 2월 8일, LTE-Advanced 기술 개발 주역

KT가 스마트폰에서 제공하고

들은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아 4세대 이동통신 시스

있는 ‘올레tv 가이드’ 애플리케

템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치하 받았다.

이션은 글자를 입력해 콘텐츠를
검색하는 대신에 음성 입력을 통
해 IPTV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고 TV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ETRI
가 개발한 음성인식 기술로 탄생

음성 검색 UI 예시

했다.

넷서비스, Full-HD/UHD급 동영상 및 방송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등의 패

ETRI가 개발한 ‘음성인식 기반

킷 서비스, 3D 입체영상서비스, 고품질의 IP 기반 영상 전화 서비스, 모바일 방송 서비

IPTV 콘텐츠 검색/추천 서비스

스, 개인방송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은 음성으로 IPTV 콘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IPTV 콘텐

또한 기존 2G나 3G와도 연동이 가능해 활용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2세대 셀룰

츠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TV 리모컨을 음성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음성 기반 리
모컨 제어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

러 망과의 연동은 물론,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를 이루고 있는 GSM이나 WCDMA,
HSDPA 망과의 연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로밍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LTE-Advanced기술의 개발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단

5절 »
4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과 인터넷 연구 활성화

말 분야에서 346조 원, 기지국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16.7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핵심 원천 IPR 확보 및 표준화 주도
를 통하여 세계 4세대 이동통신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세계 최초 4세대 이동통신 LTE-Advanced기술 개발

세대별 이동통신 특징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2005년 세계 최초 휴대인터넷 WiBro시스템
개발, 2007년 LTE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이어 ETRI가 다시 한 번 다시 세계 이동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표준기술

아날로그 통신

GSM, CDMA

WCDMA,
WiBro, cdma2000

LTE-Advanced
WiBro-Advanced

전송속도

10kbps

~64kbps

~14.4Mbps

600Mbps 이상

CD 1장
영화 다운로드

불가능

24시간

6분 30초

9.3초

주요서비스

음성

음성, 문자

음성, 문자,
고속인터넷

음성, 문자,
초고속인터넷,
대용량멀티미디어

상용화시기

1978년

1992년

2000년

2014년 이후

통신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LTE-Advanced 시스템의 원천기술
을 확보한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동통신 선진국들이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을 위해 경
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ETRI의 LTE-Advanced 통합 시스템 개발은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강국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ETRI는 2011년 1월 25일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의 국제표준
규격을 만족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 시제품 개
발을 완료하고 시범서비스 시연에 성공했다. LTE-Advanced는 3세대 이동통신 방식인
WCDMA가 진화된 기술로서 3.9세대 이동통신이라 불리는 LTE에서 데이터 전송률,
다중안테나 기술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기술이다.
실내외에서 개최한 시연회를 통해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에 입증한 LTEAdvanced는 시제품을 통해 내려 받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600Mbps(서비스
유효속도 440Mbps)@40MHz를 나타냈다. 700MB 용량의 CD 1장의 데이터를 내려받

2. 유무선 통합기술 개발

는 데 HSDPA가 약 6분 30초가 소요된다면, LTE-Advanced는 단 9.3초 만에 가능함을

유선과 무선은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유선 분야

의미한다.
이 기술 개발로 이통통신서비스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초고속인터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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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선 분야를 통합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찾아내고자
하는 유무선 통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차세대 유무선 통합망은 단순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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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무선을 통합하는 의미를 넘어 접속 방법에 제약을 받지 않지 않으며, 유무선의 구

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070 인터넷전화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별 없이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망

동시에 국내외 인터넷전화 시장에 급속한 보급이 예상된다.

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기종 유/무선망 간 이동성 지원(xGMIP) 시스템

Bandwidth(Hz)

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ETRI는 유무선 통합 분야를 주도할 차세대 기
과제 영역

EVS

Full-band
(20~20,000)

G.NGN
B
.SW B
9.1
72 .SW
G. 711.1
.
G

Super-wideband
(50~14,000)

유·무선망이 IP 네트워크로 진화함에 따라서 IP 네트워크 계층 기반의 이기종
FMC(Fixed Mobile Convergence,
유무선 통합)

무선망 간 이동성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됐다. ETRI는 2010년 유무선 통합(FMC)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기종망 간 이동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클라이언

단말기 하나로 실외에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실내에서는 유선전화망이나 IP 네트워크를 통해 통화
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서비스

wideband
(50~7,000)

-협대역, 광대역
-음성/영상 통화

9.1
72
G. 711.1
G.

IP망

Narrowband
(300~3,400)

트/서버 기반의 이동성 지원(xGMIP : Any Generation Mobile IP) 시스템을 개발했

-협대역, 광대역/SWB
-고품질 음성/영상 통화

R
AM RC
EV

PSTN
-협대역, 음성통화

1970

1980

워크 장비의 교체 및 기능 업그레이드 없이 기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끊김없고

EVS : Enhanced Voice Service
NGN : Next Generation NetWork

9
72
G.

ITU-T G.711, G.726

다. 단말-대-단말간 암호화 채널을 제공해 무선망에서도 가입자 간 안전한 데이터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서 네트

WB B
R· W
AM RC·
V
E

이동망

-과제 영역/SWB/오디오
-실감형 음성/영상 통화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서비스

1990

SWB : Super Wideband
AMR : Adaptive Multi Rate
EvRC : Enhanced Variable Rate Code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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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Year

음성 코덱의 개발 동향

신뢰성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동성·보안성 기능을 기업에 적용해 기존 원격 근무뿐만이 아니라 모바

국제표준 채택된 국산 무선기술

일 단말을 이용한 원격 근무(Mobile VPN)를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가

‘60GHz 대역 초고속 무선전송기술 ISO/IEC 13156규격’이 2009년 12월 IT 분

연결된 단말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으로 기업 업무의 효

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표준단체인 ISO/IEC로부터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

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TRI 개발 연구원들에게 시범적용해 가정에서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초고속 무선전송서비스 관련 기술을

라 국내외 출장 시에도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초고화질(Full HD) 영상을 모바일 기기 간에 초고속으로 무선통신하는 이 기술

슈퍼와이드밴드 융합코덱 핵심원천기술

은 2008년 12월 ‘ECMA-387 유럽표준’에 이어 2009년 9월에는 ‘IEEE 802.15.3C 북미

ETRI는 2008년 유무선 통합(FMC)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터넷 전화(VoIP), 스

표준’, 그리고 2009년 12월 ‘ISO/IEC 13156 규격’에 잇따라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마트폰 등에서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우수한 품질의 음성 및 오디오 서비스를 제

특히 이 기술은 전 세계 밀리미터파 대역 중 국제적으로 사용 허가가 필요 없는

공할 수 있는 융합코덱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외국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핵심원

주파수 대역인 57~66GHz의 초고화질 영상인 Gbps급으로 무선전송을 가능케 하는 근

천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권리를 확보했다.

거리 무선통신의 핵심기술이다. 또한 기존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인 WLAN이나 UWB

기존에 VoIP 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협대역 코덱인 ITU-T G.711과
G.729.1 등을 기반으로 한 슈퍼와이드밴드 코덱 개발로 한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해 가

에 비해 10배 이상의 데이터 전송능력을 갖고 있어 수 기가급의 초고화질 무압축 영상
의 순간 전송이 가능하다.

정이나 야외,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보다 우수한 품질의 전화, 음악, e-러닝 등의 이동 멀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650MB 용량의 영화를 10m 이

티미디어 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등에 따로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전송 지연이나 화질 저하 없이 단 1초 만

지불해야 하는 통신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에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을 스마트폰과 무선 USB, 넷북 등의 모

또한 NGN/BcN의 구축과 통신망의 진화에 따라 FMC 음성 및 음악 기반의 멀

바일기기에 적용하게 되면 기기 간 콘텐츠 및 파일의 초고속, 저전력 전송이 가능하다.

티미디어 융합기술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에 따른 국내의 기술가치 브랜

ETRI의 국산 무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새로운 초고속 무선

드 향상 및 관련 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게 됐으며 국내 관련 산업체들의 세계 시

전송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등 IT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장 진입장벽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2010년에는 ‘ITU-T G.711.1 광대역 코덱’ 기술을 적용한 유무선 HD-VoIP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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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헤르츠 기반 분광·이미징시스템 및 무선통신시스템

말기 개발에 성공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G.711 코덱을 사용하는 모든 단말

테라헤르츠파(THz)는 인류에게 남겨진 최후의 전파자원이자 가장 광대한 주파

및 시스템과의 호환도 가능하며, 유선과 무선 인터넷에서 원음 수준의 전화통화 서비

수 대역으로 전통적인 빛과 마이크로파 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테라헤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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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이후 점차 인터넷의 보급과 광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광대역 서비스 보급은

ETRI는 2011년 테라헤르츠(THz)파를 이용해 다양한
물질들의 성질 규명과 영상 획득이 가능한 테라헤르츠

더욱 활성화됐으며, 개인 가입자와 주택 내에 있는 광대역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

분광·이미징시스템을 개발했다.

게 됐다. 또한 대역폭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제 광대역 시대를 넘어 초 광
대역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20배 빠른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광가입자망(FTTH)기술

“광주시 북구 낙천대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씨는 주문형 비디오로 최근 출시된 영화를 HDTV를 통해

파 대역은 빛의 직진성과 전파의 물질투과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 무해한 친환

고화질의 실감나는 영상을 즐기며, TV를 통해 유치원에 접속해 딸 지희가 율동 수업에 잘 참여하고

경적 전파자원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활용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짓고 있다. 중학생 지현이는 매일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이버강의를

을 벌이고 있다.

수강하며,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는 지성이는 세계 각국의 최신 유행 패션 관련 인터넷방송을 이용해

ETRI는 2011년 3월 꿈의 주파수 대역이라 일컫는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해 다양
한 물질들의 성질 규명 및 영상 획득이 가능한 테라헤르츠 분광·이미징시스템과 대용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얻고 있다. 주부 김씨는 직접 만든 퀼트 바구니를 3D 이미지 콘텐츠로 제작
한 후 미니 홈쇼핑 방송국에서 직접 판매해 여행 경비를 벌 계획으로 꿈에 부풀어 있다.”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광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실현

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압축과정 없이 무선 전송할 수 있는 테라헤르츠 무선통신시스템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 바로 ETRI가 개발한 광가입자망(FTTH; Fiber To The Home) 기술이다.

을 개발했다.

FTTH 기술은 광선로를 각 가정까지 포설함으로써 VDSL 기술이나 광랜 기술에 비해 10~20배 이상

‘테라헤르츠 분광·이미징시스템’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의 성질
을 규명하기 위한 분광분석 기술과 이러한 물질들의 구조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이미징

빠른 속도로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품질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다. ETRI는 2005년부터 2009년까
지 광주광역시와 함께 ‘FTTH 서비스개발 실험사업‘을 추진했으며,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광가입자망 장비인 10기가급 기가비트 수동형 광네트워크(10G GPON) 핵심기술’과 ‘수동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확보를 위해 실험실용 초고속 펨토초레이저 기반의

형광네트워크(PON)기반 무선메쉬네트워크(WMN) 융합네트워크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을 선보였

중형규모 분광·이미징시스템과 광섬유 펨토초레이저 기반의 소형규모 분광·이미징

다. FTTH 시장은 2012년도에 세계 5조 원, 국내 400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

시스템을 동시에 구현했으며, 특히 소형급의 경우 이동성이 보장되어 분광이나 이미징

되고 있다.

처리가 요구되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테라헤르츠파 대역을 사용해 무선 통신할 경우, 통신을 위한 충분한
출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출력을 확보하더라도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었지만, ETRI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한 고출력, 고안정, 광대역이 가능한 테라헤르츠 무
선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실용화를 앞당겼다.
분광·이미징시스템의 활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폭발물, 독극물, 마약, 무기
류 등 인간에 유해한 물질을 실시간으로 검색 가능하며 식품의 신선도, 생체물질 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반도체칩 등 구조가 복잡한 물체의 결함 확인, 신물질
의 개발 등에도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테라헤르츠
대역을 통해서도 Full HD급 비디오 신호를 압축 과정 없이 그리고 끊김없이 무선으로
송·수신이 가능하여 무선전송통신기술역사에 또다른 업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10기가급 광네트워크 유닛

10기가급 수동형 광네트워크시스템

3. 초광대역 시대를 위한 광통신 기술 혁신

1960년대에 발명된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기술은 1980년대 이후 빠르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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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WDM-PON 개발

됐다. 특히 인터넷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에 파장 분할

ETRI는 2009년 2.5Gx32파장, 40km 전송 가능한 2,048 가입자 수용 규모의

다중화(WDM)기술이 상용화됐으며 이 기술은 불과 수년 사이에 하나의 물리적인 광섬

WDM/TDMA 하이브리드 PO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초

유 한 가닥을 통해 독립적인 수백 채널의 선로를 전송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단계 사업화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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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해 2011년 6월 서울과 대전의 KOREN망에 설치해 기능과 성능을 시험 중이며, 다양한

ETRI는 차세대 광전송 기술인 ‘100Gbps급 이더넷 및 광
전송기술’ 개발로 초고속 광전송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미래 인터넷 서비스와의 연동 및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 중이다.
지식경제부의 ‘패킷-광 통합 스위치기술 개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POINTS시스템기술 개발은 이더넷 링 보호 복구 등 차세대 전달망 국제표준을 선도했
고, 코위버 등 국내 전달망 장비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2020년까지 연 13% 정도 성장하
는 패킷-광 통합 전달망 장비 시장에 국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WDM-PON(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Passive Optical Network)

이 기술은 ETRI 고유 기술인 RSOA 기반 파장 비의존성 광원이 적용된 광 트랜

다계층 광네트워크 제어 플랫폼 기술(MONCP)

시버가 OLT 및 ONT에 사용됐으며, WDM-PON과 TDM-PON(EPON, GPON)을 통

다계층 광네트워크 제어 플랫폼 기술은 광전송과 패킷전송을 통합한 패킷-광 통

합해 많은 가입자를 광섬유 한 가닥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당 가격, 유

합 전송망에서 네트워크 자원, 구성, 토폴로지 정보를 관리하고, 계층별 또는 다계층 통

지보수비용, 그리고 에너지 소모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차세대 가입자망기술이다.

합 경로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패킷전달계층의 경로별 트래픽/전송품질 모니터링 및

한 가닥의 광케이블에 여러 파장을 다중화하여 통신하
는 광가입자망 기술.

E-PON(Ethernet - Passive Optical Network)

이 기술은 2009년 3월 광주 KT 하남국사 관내 수완지구에서의 시범사업을 거쳐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또한 액세스-매트로-코어 네트워크 전체를 제어하고

이더넷 방식의 통신 프레임을 적용하는 광가입자망 기
술로 상하향 최대 1Gbps 대역폭 제공.

상용서비스 중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도 전망된다.

관리할 수 있는 토털 망 관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망 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
해 운용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

G-PON(Gigabit - Passive Optical Network)

초광대역 시대를 여는 광전송기술 개발

ETRI는 2011년 차세대 전달망 장비인 POINTS시스템으로 구성된 패킷-광 통

이더넷 방식과 ATM 방식의 통신 프레임을 모두 수
용하는 광가입자망기술로 상향은 1.25Gbps, 하향
2.5Gbps 대역폭 제공.

2011년에는 네트워크 대용량화와 초고속 정보 전달을 위한 차세대 광전송 기술
인 ‘100Gbps급 이더넷 및 광전송기술’ 개발을 완료해 초고속 광전송 핵심 기술을 확보
했으며 주요 시제품으로 40G/100G 이더넷 광트랜시버와 100G OTN 광트랜시버를 선
보였다.
ETRI는 이 기술의 개발을 통해 IDC 내에서 또는 IDC 간에 초고속 이더넷 표

합 전송망 자원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다계층 광네트워크 제어 플랫폼인 ‘MONCP시스
템’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범 서비스 시연에 성공했다.
MONCP의 다계층 통합 가상 네트워크 토폴로지 관리(VNTM) 및 경로 제어 기
술은 현재의 전송망에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 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 자원 가
상화 기술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로서 가치가 크다.

준인 40G/100G 이더넷 트래픽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단거리(~40km) 및 장거리
(~1,000km)로 전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트래픽 전달망 인프라의 핵심기술로서 대

플로우라우터기술의 고도화와 산업화

용량 트래픽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TRI는 2008년도까지 개발한 플로우 기반 서비스 품질보장 라우터기술을 바탕

ETRI는 또한 2011년에 전송망과 패킷망 장비를 하나로 통합해 전용 회선급 수

으로 기능과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가입자 정보와 연계해 관리 대상

준의 실시간 실감형 패킷 서비스를 전달하는 차세대 전달망 장비 ‘POINTS시스템’ 시

단위별로 실시간 통계 정보 수집, 상태 변화 모니터링, 정책 기반 트래픽 제어 등을 할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서비스 시연에 성공했다.

수 있는 고도화된 플로우라우터기술을 개발했다.

패킷-광 통합 전달망(POINTS)시스템은 연 40% 정도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은 이동 환경에서 스마트 단말을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동영

IP·멀티미디어 트래픽 수요를 해결하고 저비용·저지연·고품질·대용량 트랙픽 전달

상 콘텐츠 위주의 인터넷 이용 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로 시스코 위주의 전달망 장비를 국내 고유

새로운 네트워크로 진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요소들이다.

기술로 대체해 국내 네트워크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POINTS시스템은 패킷망과 광전송망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트래픽 전달 비

대역 통합망 구축을 위한 240Gbps급 에지라우터를 상용화해 2011년 3월 전국에 42대

용을 2/3이상 절감하는 획기적인 장비이며 회선급 패킷전달 국제표준인 MPLS-TP 및

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논리적 분리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하

PBB-TE 모두를 수용해 액세스·메트로·코어 어떤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는 우정사업 기반망의 고도화를 위해 2011년 9월 전국 대표 총괄국 70개소에 20Gbps

세계 최초로 GMPLS 신호를 광전송 경로와 패킷경로 모두에 적용함으로써 패킷-광 통

급 에지라우터 148대가 도입되는 등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합 경로 설정 및 제어가 자동으로 가능하게 됐다.
POINTS시스템의 시제품은 차세대 전달망 장비로서의 기능과 성능 검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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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점 영상을 이용한 리얼 3D 복원기술은 실제 사람

실사영상

과 동일한 외형과 움직임을 가지는 3D 리얼 아바타를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3D Object

만들어 생생한 3D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술이다.

3D 콘텐츠
Motion

ETRI는 2009년 어류·파충류·포유류·조류 등 CG
를 통해 그려낸 생명체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
록 하는 디지털크리처 기술을 개발했다.
(좌)미국 스튜디오가 제작한 영화 속 ‘괴물’, (우) ETRI

Shape

가 개발한 기술로 만든 ‘괴물’의 모습

공격에 대한 대응은 노드 장비(라우터)와는 별개의 보안 전용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나

다시점 영상을 이용한 리얼 3D 복원기술 개발

고가의 전용장비는 성능과 용량의 한계로 대규모 공격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어

방통융합망(IPTV), 3DTV, 대규모 가상공간 등 3D 인프라의 확대와 영화 ‘아바

렵다. 그러나 ETRI가 개발한 기술은 인터넷 망을 구성하는 기본 장비인 라우터에서

타’로 촉발된 3D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3D 콘텐츠 관련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

DDoS 공격 탐지 및 대응을 1차적으로 함으로써, 공격대상 사이트뿐만 아니라 공격 트

에 따라 현실에 있는 개체를 3D 디지털로 복원하는 리얼 3D 기술이 고품질 영상 제작

래픽이 유입되는 인터넷 접속지점과 백본에서도 전역적으로 공격트래픽을 차단한다.

과정에서 각광받게 됐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ETRI는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콘텐츠

이 기술은 지역적 방어를 위한 전용장비 위주의 방어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

제작이 가능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한 리얼 3D 복원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실제

운 방어체계의 핵심원천기술이며, 특정 프로토콜이나 공격 패턴에 무관하게 인터넷 트

사람과 동일한 외형(Shape)과 움직임(Motion)을 가지는 3D 리얼 아바타(real avatar)

래픽 전수 검사와 행동양식(behavior)을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해 1분 이내로 대

를 만들어 생생한 3D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차세대 원천기술이다.

응이 가능하다. 개발된 DDoS 탐지 및 대응 기술이 탑재된 80Gbps급 플로우라우터

이 기술은 다시점 영상을 획득해 실물과 동일한 외형과 모션을 동시에 Full 3D

는 서울 시청 DDoS 선제 대응 라우터로 2대(2011년 7월), 정부 통합 전산센터 시군구

로 복원하는 리얼 3D 복원기술과 3D 콘텐츠의 전송 디코딩 시간을 0에 가깝게 복원하

DDoS 대응 시스템 구축용 대피소 우회 라우터로 4대(2011년 11월)가 도입되는 등 사

는 압축 기술을 활용한 3D 콘텐츠 전송 표준화, 3D 콘텐츠 제작/인식, 상호작용의 종

업화에도 성공했다.

합 솔루션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기술로 구성된다.
ETRI는 2008년 과제 시작부터 MPEG 표준화에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에 주
력한 결과 2010년 10월 제 94차 광저우 MPEG회의에서 S3DMC in 3DGCM(3D

6절 »
디지털시대의 꽃, 콘텐츠기술 개발

Graphics Compression Model)기술을 포함한 MPEG-4 25 2nd Edition이 최종 표준
결과문서(FDIS)로 승인돼, 2011년 국제표준으로 공인됐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특허인
‘Method and apparatus for low complexity 3D mesh compression’을 달성했고, 이

1. 고품질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CG기술

외에도 국제특허 45건을 출원했다. 또한 2009년부터 리얼 3D 기반 기술 중 멀티카메라

디지털로 전환된 영상과 방송에서 제작되는 콘텐츠에는 CG기술이 전방위로 사

기반 인체 3D 형상 복원기술, 원근 왜곡 보정을 통한 영상 대조 기술, 가상 카메라 기반

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영상이나 방송과 같은 매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의 프리비즈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 제작 도구, 항공 및 지상 영상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것이 아니라 제작 방식 자체의 변화를 뜻하며, 이 과정에서 영상콘텐츠들이 디지털영상

광대역 3차원 복원 기술이 기술이전돼 해당 기업에서 사업화를 준비 중이다.

콘텐츠기술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콘텐츠기술은 전통적인 극장이나

다시점 영상을 이용한 Full 3D 복원 기술은 동적개체의 Full 3D 외형 및 모션

IPTV로 대변되는 방통융합망에서 고품질 영상콘텐츠 제작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 복원이 가능해 IPTV, 3DTV 등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매체에 적합한 킬

이렇게 제작된 영상콘텐츠를 통해 방송, 영화 등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러 콘텐츠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러한 실사기반 Full 3D 복원

이처럼 디지털콘텐츠기술은 영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원천기
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나날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ETRI는

기술은 현실 세계의 극 사실적 디지털 보존, 현장감 전달 및 재사용 관점에서 3D 방송,
3D 가상공간, 영화 등의 다양한 영상콘텐츠기술 분야에 활용될 것이다.

다시점 영상을 이용한 리얼 3D 복원기술, 디지털크리쳐기술, 사용자 동작 기반 UX기
술, 디지털시네마 컬러일치기술 등 주목받는 기술들을 연이어 개발하며 관련 분야를 주
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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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미국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ETRI의 털 렌더링 기술

디지털크리처기술 개발

2009년에는 기존의 디지털액터 기술을 확장해 가상의 동·식물을 만들어내는
디지털크리처(Creature)기술을 개발했다. 디지털크리처 기술은 어류·파충류·포유
류·조류 등을 단순히 CG를 이용해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CG를 통해 그려낸 생명체들
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크리처는 생물이나 동물을

ETRI 렌더링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가 2009년

렌더링(Rendering)

미국 안방극장에서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갱신

평면적으로 보이는 물체에 그림자나 농도의 변화 등을

해 화제를 모았다. 196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

주어 입체감이 들게 함으로써 사실감을 추가하는 컴퓨
터그래픽상의 과정.

히 사랑받고 있는 미국 애니메이션 시리즈 ‘스
쿠비 두3’가 실사 영화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총칭하는 의미이지만 게임이나 컴퓨터그래픽 분야에서는 사람 이외의 모든 생명체 또

ETRI는 (주)디지아트프로덕션, (주)원더월드

는 몬스터 등의 괴물까지 지칭한다.
이전에는 어류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제작하려면 감독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

영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에 적용되는 영상제작기법 중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에 바탕을 두
고 있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기법을 일컫는다. 영화 <
킹콩 King Kong>(2005)의 킹콩이나 <괴물>(2006)의
괴수처럼 완전히 CG로만 만들어진 가상의 디지털 배

기술을 활용해 주인공인 ‘스쿠비 두(Scooby Doo)’를 컴퓨터 그래픽(CG) 영상으로 제작하는 과정

록 어류를 훈련시키거나, 애니메이션처럼 모든 동작을 CG로 그려내야만 가능했다. 하

에 참여했다. 이 영화에 적용된 렌더링 기술은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수천만 개 이상의 털을 한

지만 디지털크리처기술을 이용하면 어류의 모습을 CG로 그린 뒤, 여기에 동작을 위한

번에 빠르게 그려낼 수 있으며, 기존 상용 렌더링보다 평균 2배 빠른 계산속도 때문에 빠른 제작이

데이터값만 입력하면 원하는 동작이나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VFX(Visual Effects)

스튜디오와 공동연구를 통해 털(Fur) 렌더링

2010년 SIGGRAPH ASIA 컴퓨터애니메이션페스티벌 VFX 부문에서 ETRI의

가능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TRI의 털 렌더링 기술은 국내 3D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 및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는 ETRI와 국내업체

디지털크리처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60마일의 사나이’가 선정되어 상영됐고, 영화 ‘핸

CG기술의 우수성을 미국 안방극장에서 입증 받은 결과로 앞으로 국내 CG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드폰’, 드라마 ‘자명고’ 제작에도 적용됐다. 또한 한국영화 ‘괴물2’는 순수 국내 디지털

콘텐츠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크리처기술을 통해 제작될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로부터, 실사 주인공의 액션 연기를 대신하는 디지털

디지털시네마 컬러일치 기술

스턴트맨, 영화 <매트릭스 Matrix>(1999)의 가상공간
등이 모두 영화 속 VFX 기술에 해당한다.

사용자 동작 기반 UX기술

2010년부터는 기존의 마우스와 키보드 위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벗어나 손

2009년도에는 디지털시네마의 촬영단계에서 최종 상영단계까지의 일관된 컬러
를 보장하기 위한 영상 컬러일치 기술을 개발했다.

동작과 전신 움직임을 통해 체감형 콘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했

디지털시네마의 촬영 단계에서 컬러 기준판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클래퍼보드

다. 이 기술은 크게 사용자의 3차원적인 움직임을 센싱하는 뎁스센싱기술, 이 센서를

를 개발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의 MOU를 통해 상업용 영화에 시범적용했으며, 컬러기

구동해 나온 뎁스맵(depth map) 데이터를 취득해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3차원 스켈

준판 영상을 이용한 영상 컬러변환 소프트웨어시스템(ECCS)을 개발해 ‘2010 디지털

레톤의 조인트 위치 및 방향을 추출하고 제스처 인식을 하는 미들웨어기술(SDK), 입체

3D 시네마 기술 컨퍼런스’에서 선을 보였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가시화하고 쉽게 저작할 수 있는 에디터기술로 나뉘어져 있다.

과거 필름영화 시대에서 오늘날의 디지털시네마 시대로 옮겨오는 동안 국내의

뎁스센서기술은 IR 패턴광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영화 관련 기술 개발은 전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기술로서, 개발한 센서를 통해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용자의 제스처 인식에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시네마 컬러일치기술을 통해 이제 국내에

필요한 뎁스맵 정보를 제공한다. 미들웨어기술은 뎁스센서로부터 받은 뎁스정보를 활

서도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용해 사용자의 3차원 포즈를 실시간으로 예측하여 전달함으로서 콘텐츠가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콘텐츠에 따라 필요한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2. 온라인 게임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를 제공한다. 입체 인터랙티브 콘텐츠 에디터는 유니티 3D 게임엔진을 기반으로 한 통

최근 국내에서 만들어진 온라인게임은 전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의 30%를 차지할

합형 에디터로서, 각종 입체 카메라 및 뎁스센서를 연동할 수 있으며 입체 렌더링 및 제

정도로 급성장했으며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이는 국내 게임 개발사들의

스처 인식기를 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조인트를 추적하거나 인식해 필요한 애니메이

새로운 게임 콘텐츠 개발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션을 플레이할 수 있다. 따라서 뎁스센서, 동작인식 미들웨어, 저작툴을 이용해 인터랙

시장에서 성공하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게임의 기획, 최신

티브 입체 체감형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서비스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인터랙티브

의 게임 엔진을 활용해 우수한 게임 화면을 만들어 내는 게임 SW 구현 과정, 대규모의 사

게임, 교육, 국방, 의료,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용자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 서버 구현과 테스트 과정이 필수적
이다. 국내 게임 개발사의 경우 게임 기획과 게임 SW 및 서버 구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으로도 우수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게임 서버 테스팅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앞서
고 있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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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ETRI는 게임 서버 테스팅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게임 서버를 쉽게 테

가상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용접 교육과 훈련을 함으
로써 현장에서의 위험요인을 방지하고 비용절감에도

스팅하고 게임 개발사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임서버테스트기술을 개발했다.

도움이 됐다.

쉽고 편리한 게임품질검증 도구 개발

온라인게임을 상용화할 때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QA(품질검증) 테스트 과정은
전체 게임 개발 공정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게임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
다. 지금까지는 실제 사람이 수백에서 수천 명씩 투입돼 테스트를 진행해왔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QA관리자에 의한 제어가 잘 되지 않아 동일 상황의 재현과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온라인게임 품질 검증 기술의 사업화 | 연구소기업 ‘(주)쏘그웨어’ 창업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ETRI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반영해 실제
온라인게임 품질 검증 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ETRI

사용자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가상 유저를 생성하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제어해 실제

에서 연구를 주도했던 개발자가 2010년 12월에 연구소기업

서비스 환경과 유사하게 재현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의 오류를 검사하고 서버의 부하를

(주)쏘그웨어를 설립했다.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 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온라인 게임 서버 부하테스트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관련 분
야의 국내 시장을 넓힌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 모델

기존에 개발했던 비너스 블루 서버 부하테스트 도구의 경우 클라이언트 소스 코

은 단기 집중 테스트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게임 개발사를

드에 비너스 블루 API를 탑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로 인해 게임 개발사뿐만 아

대상으로 매월 테스트 결과를 리포팅해주는 게임 단위 서비

니라 실제 서버 테스트를 수행하는 QA 조직에서도 비너스 블루의 도입이 어려웠다. 따

스 모델과 게임 퍼블리셔 대상으로 테스팅 툴 교육 서비스를

라서 소스코드의 수정 없이 서버 테스트가 가능한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었다.

제공하는 QA용역 서비스가 있다.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쉽고 편리한 게임품질검증 도구는 캡처된 게임 패킷
을 필터링 및 조합해 패턴 분석하는 대규모 패킷 캡처 및 분석 기술, 가상유저 인공지능
제어 기술과 이동시 장애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길 찾기 기술, 가상맵 탐색 기술, 네트워
크 에뮬레이션 기술로 구성된다.

3. 제조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상현실기술

가상현실기술은 1956년 Morton Heilig에 의해 ‘센서라마(Sensorama)’라는 기
초적인 가상현실시스템이 소개된 이래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제조, 국방,
의료, 건축, 관광, 멀티미디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적용 분야를 확
장했다.
특히 제조산업 분야에서 가상현실기술은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지 않고 제품생
산 공정 전 분야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제품 출시기간을 단축하고 이에 수반하는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작업 환경이 위험하거나 기술교육
여건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 못지않은 실감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위험,
실시간 패킷 캡쳐 및 분석 기술 실행화면

저비용, 고효율의 산업 생산 인력 훈련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ETRI는 2010년 컴퓨터에 의해 가상으로 구현된 시뮬레이션 환경 하에서 제조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기술의 완성도 및 실효성이 입증된 이러한 기술들은 게임 서
버뿐만 아니라 웹 서버, 홈 서버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 서버에 대한 부하 테스트 및 범용
적인 네트워크 테스트 분야, 대규모 서버군을 관리/모니터링하는 분야, 온라인 교육 및
주문형 방송과 같은 콘텐츠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공정에 필요한 용접 교육과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 용접 훈련 시뮬레이션기술을
개발했다.
실제 용접 훈련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서 훈련자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장시간 교육이 힘들 뿐 아니라 소모성 재료의 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았다. 그러
나 ETRI가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3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실제 용접과 유사한 가
상의 실습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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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3차원 가상공간 체험을 활용한 가상체험학습서비스와

감성 기반 음악 내비게이션 기술은 사람의 감정별로 음

체험형 동화구연서비스를 개발해 2010년부터 대전 지역 14개

악을 분류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감정에 따라 음악을

초등학교에 시범서비스하고 있다.

검색, 추천할 수 있는 기술이다.

가상 용접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용접 작업의 고품질 3D 가시화, 실시간 가상 금

5.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기술과 디지털시네마 기술 개발

속 용융 및 변형 시뮬레이션, 실감 사용자 인터랙션, 시뮬레이션 콘텐츠 평가 및 최적

디지털 정보는 무한대의 복사에도 원본과 동일한 품질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

화, 시뮬레이션 콘텐츠 저작 및 구축, 용접 훈련 지원 가시화 플랫폼 기술 등 실제 용접

라 초고속망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배포가 가능하며, 정보의 변경이 용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어 훈련자가 실제와 유사한 실습

하다는 특성 때문에 불법복제 및 위·변조 등과 같은 각종 보안 위협에 쉽게 노출돼 있

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다. 이러한 위협은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상거래 유통질서의 파괴로 이어져

ETRI가 개발한 가상 용접 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은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결국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에서 훈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린 IT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조선소 등

ETRI는 건전한 콘텐츠 생태환경 조성을 목표로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저작권

의 산업 분야 종사자 훈련부터 용접의 기초 훈련 과정이 필요한 금속 조형물 관련 예술

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디지털시네마 기술과 산업의 해외 종속성을 탈피하

분야 및 인력 양성 기관 등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나아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디지털시네마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시장을 선도해 나
가기 위해 디지털시네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4. e-Learning 콘텐츠의 고품질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술, 네트워크 인프

감성 기반의 음악 내비게이션 기술

라, 3D 기술, 가상현실기술 등 미래 콘텐츠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디지털 사용자 환경

ETRI는 2011년 사람이 느끼고 반응하는 감정별로 음악을 분류해 사용자가 원

이 구축되고 있다. 교육과 지식 분야에서도 동영상이나 플래시 기반의 일방형의 교육

하는 감정에 따라 음악을 검색 및 추천할 수 있는 감성 기반 음악 내비게이션 기술을 개

콘텐츠를 벗어난 새로운 고품질의 이러닝 콘텐츠가 요구됨에 따라 ETRI는 2009년 3차

발했다. 감성 기반 음악 내비게이션 기술은 사용자가 곡명과 가수명을 모르더라도 본인

원 가상공간 체험을 통해 교육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 가상체험학습서비스

이 처한 감정 상태와 선호하는 취향에 적합한 다양한 음악을 검색하고 추천받을 수 있

와 체험형 동화구연서비스를 개발했다.

다. 특정 음악을 들으면서 그와 유사한 선율의 음악을 검색하거나 하이라이트 구간만을

체험형 동화구연서비스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동화 속 배경에

미리 들을 수 있는 편의 기능도 제공한다.

아이들을 실사 인물로 등장시켜 실제같은 배경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특히 이 기술은 음악콘텐츠산업의 세 주체인 사용자, 권리자, 서비스 사업자 간

3차원 가상체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행동에 관한 인터페이스기술과 함께 손

이해 상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았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보다 똑

과 발을 이용한 가상공간의 대상물 선택, 제스처 인식 등 상호 인터랙션 기반의 가상체

똑한 음악 검색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음악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청취할 수 있게 됐으

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아기돼지 삼형제’, ‘혹부리영감’ 등의 콘텐츠가 도서관에

며, 권리자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음악 콘텐츠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정당한 저작권 수입

서 서비스되고 있다.

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기존 음악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

체험형 학습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의 실제 모습이 3차원 가
상공간에 등장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가상 체험을 통해 영어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역시 손과 발을 이용해 가상공간의 대상물을 선택하거나 여
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2010년부터 대전 지역 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서비스 되고 있는 ETRI의 다양

확보와 모바일 단말, 자동차, 가전, 스마트 TV 등과 결합한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발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음악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감성 기반 음악 내비게이션 기술은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을 잠재적 선호 사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저작권 음악 콘
텐츠의 합법적인 소비 유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가상환경 콘텐츠 제작은 국내 이러닝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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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네마 마스터링 및 상영 기술

디지털시네마 기술은 영화의 제작에서 상영까지의 전 단계를 디지털화하는데 필
요한 요소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의 경우 관련 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지 않

기술 개발 연표 (2009~2011)

아 Quvis, Doremi, GDC, Christie, Barco 등 고가의 해외 장비를 도입해 사용했다.
ETRI는 디지털시네마 기술과 산업의 해외 종속을 탈피하기 위해 디지털시네마
표준인 DCI(Digital Cinema Initiative)를 기반으로 2K(2048x1080) 24fps(frame per

2009

- 차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국내 최초 센서 인터페이스 내장형 센서 태그 및 칩 개발

sec), 48fps급 디지털시네마기술을 개발하고, 4K 디지털시네마기술의 개발을 위해 박

- 세계 최소형 배뇨 분석기 개발

차를 가하고 있다.

- UWB SoC 응용 모듈 개발

개발된 디지털시네마기술은 서버급 PC에서 소트프웨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가의 장치구성으로도 현재 보급되고 있는 고가의 장비를 대신할 수 있으며 업
그레이드나 오류가 있는 모듈에 대해 즉각적인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

- 실내 위치 찾기 서비스 기술 개발
- 어린이 성장 예측 개발
- LED 오디오 무선통신기술 개발
- 우편물 자동 구분기 통합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 협업 물류망 관리(LCM)시스템 개발

반이라 할지라도 외국산에 비해 오히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수많은 상용테스

- USN기반 공용자전거 무인관리시스템 개발

트를 통해 상업 영화인 ‘의뢰인’에 마스터링 기술을 적용했고, 앞으로 보다 많은 영화에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 개발사업-응용개발 완료

적용할 예정이다.
ETRI의 디지털시네마기술 개발로 인해 고가의 외국산 장비를 대체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 해외 기술 수출도 기대되고 있으며, 개발된 핵심 기술은 의료영상, 방송,
디지털사이니지, 전시공연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근거리 인지무선시스템 개발
- W3C 웹 기반 비디오 관련 표준 초안 공개
-차
 세대 모바일 단말기의 보안 및 신뢰 서비스를 위한 공통 보안 핵심 모듈
(세계 최초 mTPM 칩(보안 기능 제공 모바일용 SoC)) 개발
- 리눅스 기반 게임 SW 플랫폼 개발
-S
 W 유통 플랫폼 서비스 유프리(youfree) 개발자용 작업환경 개발
- 음성 인식 IPTV 시스템 개발
- 국내 최초 음성 모바일 지능형 검색 기술 개발
- 실감 재현 시스템(SMMD) 기반 오케스트라 미디어 기술 개발
- 적외선 영상 카메라용 핵심 칩 국산화 성공
- 대용량 지능형 광스위치 개발
- 투명 트랜지스터 이용한 AMOLED 세계 최초 개발
- 고효율 조명용 백색 OLED 개발
- MIT소자 활용 트랜지스터 세계 최초 개발
- 세계 최초 지상파 DTV 분산중계기 개발
- 맞춤시청형 DMB 개발
- 고속 이동체용 위성무선접속시스템(XpeedSat) 개발
- 케이블 방송용 다운로드형 제한수신시스템(DCAS) 개발
- 스펙트럼 사용효율 개선을 위한 Cognitive radio 개발
- 2세대 탐색구조 단말기 상용화 성공
- 위성항법 신호감시국용 GPS/Galileo 복합수신기 개발
- 소프트웨어 기반 위성항법 시뮬레이션 툴 개발
- 10Gbps급 80km SFP+ 광트랜시버 개발
- 차세대 RFID 플랫폼(SSI) 개발
- 체험형 동화구연 서비스 개발
- 그린 PC 기술 개발
- 제로카본 그린 홈전력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 개발
- 스마트그리드/스마트플레이스 UMCI 기술 개발
- 안전한 RFID/USN을 위한 정보보호기술 개발
- 나노 입자를 이용한 고성능 바이오 센서 시스템 개발
- Network 위협의 Zerp-Day Attack 대응을 위한 실시간 공격 Signature 생성 및 관리 기술 개발

388

<

389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

05. 융합시대를 선도하다

- 감성 기반 뮤직 내비게이션 기술 개발

2010

- 국내 최초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장치 SW 솔루션 AUTOWORKS 개발

- 그래핀 기반 플라즈몬 광도파 소자 개발

- 암진단을 위한 반도체 바이오센서 칩/리더기 개발

- 종이 대체할 스마트영수증기술 개발

- USN 기반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공동개발 (ETRI-한전KDN, IBM)

- 하이브리드 구리 페이스트HCP 개발

- 인터넷 뱅킹/쇼핑을 위한 스마트서명(Smart Sign) 기술 개발

-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기술 개발

- 세계 최고 성능의 광수신 신소자 개발

- 채널 적응형 스케일러블(Scalable) 위성방송서비스기술 개발(ETRI-KT스카이라이프)

- 차세대 단말용 3D 입체 영상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사용자 맞춤형 인스턴트 컴퓨팅 기술 개발

- 2세대 해상용 탐색구조 단말기(EPIRB) 국제인증 취득 및 부산 시연/성능 입증

- HD방송용 UCI 워터마킹시스템 개발

- UCI 기반 방송콘텐츠 단말플랫폼 기술 개발

- 차세대 RFID 미들웨어 SSI 플랫폼 개발

- Downloadable 제한수신시스템 개발

- 신뢰성/시의성 센서네트워크 무선전송기술 개발

- 21GHz 대역 강우적응형 위성방송 송신 및 수신기 개발

- 40G 이더넷 광트랜시버 묘듈 개발

- 천리안위성 Ka 대역 위성 통신탑재체 순수 국산 개발

- 최초 이동 기지국 간 무선메쉬망 형성을 위한 이동전술메쉬 규격 개발

- 천리안위성 관제시스템 개발

- WiBro-Advanced 시스템 기술 개발

- 실시간 원격 양방향 건강 관리 및 교육 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IPTV 플랫폼 기술 개발

- 게임용 회전체 비행 물리 엔진 개발

- 천리안위성 국산 통신탑재체 발사

- 저비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SW 기술 개발

- 위성항법지상국시스템 및 탐색구조단말기 개발

- SaaS 플랫폼 개발

- 전자파 기반 진단 시스템 개발

- 모바일 단말 가상화 기술 개발

- 지능형안테나시스템 개발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어댑터/엔진 기술 개발

- 전자파 기반 진단 및 방호 기술

- 고효율 건물 에너지 감응형 EMM 플랫폼 기술 개발

- 유무선 환경의 개방형 IPTV(IPTV 2.0) 기술 개발

-실
 감 체험형 4D SMMD 시스템 개발

- HFC 망에서의 IP 기반 초고속 멀티미디어 전송기술 개발

-빌
 딩 에너지 통합관리 EMM 플랫폼 개발

- 차세대DTV 핵심기술 개발-무안경개인형 3D 방송기술 개발

- SUN용 FSK/OFDM 송수신기 개발

- 가상현실 체험형 동화구연 및 학습서비스 콘텐츠 개발

- LED 조명 동영상 전송 서비스 개발

- 고효율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 서버기술 개발

- 투과도 가변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

- 자기통제 강화형 전자 ID지갑 시스템 개발

- 안전도메인용 보안엔진 구현 기술 개발

- 복합 단말용 침해방지 기술(모바일 단말용 침해방지기술) 개발

- 아이폰 상의 다차원 코드 적응형 경량 그룹서명 기술 개발

- 정보 투명성 보장형 디지털 포렌직 시스템 개발

- CCTV 환경에서의 비제약적 얼굴 인식 및 검색 기술 개발

- All-IP 환경의 지능형 사이버 공격 감시 및 추적 시스템 개발

- 미디어 확장성을 지원하는 IPTV 영상보호기술 개발

- 개인정보 DB를 위한 통합형 보안기술 개발

- 영상보안시스템용 표준 인터페이스(K-프로토콜)기술 개발

- 3D 시각화 기반 통반보안제어기술 개발

- 시각적 특징 기반 유해 동영상 분석기술 개발

- SW 콘텐츠 보호용 화이트박스 암호 라이브러리 및 키 관리기술 개발

- DDoS 공격 탐지 및 대응 Flow 라우터기술 개발

- 실공간 기반 와이파이 망의 보안상황인지기술 개발
- SCARF 부채널 안전설 검증 시스템 개발
- 차세대 시큐리티기술 개발
- WiBro 네트워크 신뢰성 확보 및 위치인기기술 개발
- 이기종 유/무선망간 이동성 지원(xGMIP) 시스템 개발
- 국방 광대역 통합망 구축 에지 라우터로 ETRI 개발 240Gbps급 Flow 라우터 도입

2011

- 위성항법 신호감시국용 GPS/갈릴레오 복합수신기기술 개발
- 능동형 RFID 기반 위치추적기술 개발
-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 개발
- 자기공명형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기술 개발
- 테라헤르츠 기반 분광·이미징시스템 및 무선통신시스템 개발
- SAN기반 원격 선박장치 유지보수기술 개발(ETRI-현대중공업)
- 질화갈륨 기반 고출력 증폭기 MMIC칩 개발
- 스마트 하이웨이 실현 위한 차량 간 통신기술 개발
- 소형·경량·소출력의 휴대용 전파측정시스템 개발
-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빠른 부팅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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