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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세대이동통신,미래네트워크분야

6-1 고속 어커스틱 에코 제거 기술
스마트워크연구팀 담당자

김도영

본 기술은 핸즈프리 단말을 이용한 영상통화에서 발생하는 어커스틱 에코를 고속으로 제거함을 특징으로
함. 본 기술은 협대역/광대역/슈퍼와이드밴드 음성에 대한 어커스틱 에코 제거 기능을 제공하며 텔레프레즌

I N N O V A T O R

스와 같은 다자간 고품질 영상통화 장치 및 서비스에 활용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영상통화 시 핸즈프리 단말에서 발생하는 어커스틱 에코를 고속으로 제거하는 기술로써, 다양한 음성통화 서비스
(협대역/광대역/슈퍼와이드 밴드)에 적용 가능함

T E C H N O L O G Y

·어커스틱 에코 제거 소프트웨어 코드 및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구성됨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빠른 동시 통화 감지
·오브젝트(object) 형태로 지원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기술의 상세 사양

·그린 IT 및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텔레프레즌스와
같은 고품질 영상 통화에 대한 사용자 요구가 많아짐

·빠른 수렴 속도 : 500ms 이내에 수렴

·다자간 영상통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커스틱 에코를 고속으로 제
거하는 기술의 필요성 증가됨

·빠른 동시 통화 감지 : 10ms 이내에 감지

·협대역 및 광대역 영상통화 단말의 상용화 이후 시장의 요구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 와이드밴드 어커스틱 에코 제거기술이 필요함
·고품질(HD) 음성 코덱이 상용화됨에 따라 고품질 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에코 제거 기술이 필요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빠른 에코 제거 수렴
·수렴 후 높은 안정성 유지

·정상 상태(steady state): 원음 대비 40dB 이상 에코 감쇠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
 내
  - 대부분 외국 기업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
  - 협대역 음성을 위한 어커스틱 에코 제거 기능 제공
·해
 외
  - 1000ms 이내의 에코제거 수렴속도 제공
  ‥ Miket DSP, Adaptive Digital, Microchip, Gao Research 등
  - 기존의 협대역 코덱과 결합한 형태의 어커스틱 에코제거 장치
  - DSP 또는 전용소자를 이용하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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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Hardware IP Phone 2009 ~ 2013 Forecast, "2009.4)(IDC, "Korea
VoIP Service & Equipment 2009-2013 Forecast and Analysis,”
2010.2)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1000ms 이내의 에코제거 수렴속도 제공
·협대역 음성을 위한 어커스틱 에코 제거 기능

·기존 기술 대비 2배 이상의 수렴속도 제공
·광대역 및 슈퍼와이드밴드 음성을 위한 어커
스틱 에코 제거 기능

기술의 완성도

S M A R T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12월
·기술 개발 진행 정도 : 50 %
■ 기술이전 범위

&

·협대역/광대역/슈퍼와이드 밴드용 어커스틱 에코 제거 장치

[표 1] 세계 시장규모 (2008~2013) (단위: 백만대)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T E C H N O L O G Y

·ITU-T G.167 Acoustic Echo Controllers (1993)
  - 현재는 ITU-T P.340 에 통합됨
·AEC 개발 업체들은 여전히 G.167을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3GPP SA4 SQ (Speech Quality)에서 AEC 관련 표준화 진행 중
■ 보유특허
특허명

출원 국 출원(등록) 출원(등록)
(등록)
번호
년도

출원 중

임베디드 시스템에 탑재된 어커스틱 에코 제
거 장치의 구조 및 방법

한국

20110138155  

2011.
12.20

출원 중

저전력 어커스틱 에코제거 장치의 구조 및
방법

미국

13/216698

2011.
08.24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유무선 통합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단말 및 서비스 시장
·텔레프레즌스 등 영상통화 단말, 장비 및 서비스 시장
·융합(Convergence) 멀티미디어 단말, 인터넷 게임, 대화형 IP-TV(홈
쇼핑 등)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시장
·e-러닝, e-헬스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시장

[표 2] 국내 시장규모 (2008~2013) (단위: 백만원)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I N N O V A T O R

출원/등록
구분

G R E E N

  - 오브젝트(object) 형태로 지원
  ‥ C model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시장진입에 성공한 경우 2013년경 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및 유
무선 IP폰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수입은 연간 $1000만(약 100억원)
규모로 추정
  - 근
 거: 목표 국내시장의 2013년 예상 판매량 2000만대, 국내시장에
서의 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순수익을 평균 $5, 국내시장에서의 제
품 예상점유율을 10%로 추정하여 얻은 예측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시장
  - 융합모바일 단말장치(Converged Mobile Terminal), 탁상형 IP폰 등
·국내시장
  - 모바일 VoIP 단말장치, IP폰 및 VoIP 장비 등
  - 2013년경 국내 1조 6천억원, 세계 3,102억불 규모의 대형시장 형성
예상(출처: IDC,“Worldwide converged mobile device 2009-2014
forecast update,”2010.3)(IDC,“Worldwide IP PBX and Desktop

217

ETRI 기술예고제 책자-6단원.indd 217

2012-08-24 오후 2:49:23

6-2 분산 텔레프레즌스 클라이언트 기술
스마트워크연구팀 담당자

김도영

본 기술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텔레프레즌스 시스템보다 적은 대역폭을 점유하면서실시간 처리 및 고품질의
텔레프레즌스 서비스가 가능한 분산 텔레프레즌스 클라이언트 기술로 HD급 미디어 지원기능(슈퍼와이드
밴드 음성코덱, H.264 영상코덱 실시간처리 기능), 분산 텔레프레즌스 프로토콜 지원 기능, 주화자 자동감

I N N O V A T O R

지 및 전환기능, 광대역기반 어커스틱 에코제거 기능, 웹기반 협업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구성된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현재의 중앙집중형 텔레프레즌스 시스템보다 적은 대역폭을 점유하면서 실시간 처리 및 고품질의 텔레프레즌스
서비스가 가능한 분산 텔레프레즌스 클라이언트 기술로 HD급 미디어 지원기능(슈퍼와이드 밴드 음성 코덱, H.264
영상 코덱 실시간 처리 기능), 분산 텔레프레즌스 프로토콜 지원 기능, 주화자 자동감지 및 전환기능, 광대역 기반
어커스틱 에코제거 기능, 웹기반 협업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구성됨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스마트워크 시장의 빠른 성장과 기업용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텔레프
레즌스 시장의 확대
·기존 중앙집중형 텔레프레즌스 플랫폼의 광대역 네트워크 용량의 문
제점을 극복하고 실감 있는 음성 및 영상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텔레
프레즌스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증대되고 있음
·고가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기업, 재택근무
자 및 스마트워크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통신사업자를 위한 저가의
보급형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산텔레
프레즌스 플랫폼 기술을  통한 새로운 스마트워크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기술의 상세 사양
·HD급 미디어 엔진
  - HD급 미디어 부호/복호화 기능
‥ 슈퍼와이드밴드 (16KHz 음성대역폭) 음성코덱, H.264 영상코덱

(1080p 지원)
‥ 실
 시간 동작을 위한 고압축 미디어 코덱 최적화 기술
  - H
 D급 미디어 실시간 처리 기능
‥ 패킷손실 상황에서 품질유지를 위한 패킷손실 복구 (Packet Loss
Recovery) 기능
‥ 분산 텔레프레즌스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적응형 지터버퍼 제어
기능
  - 주
 화자 감지 기능 : 텔레프레즌스 참여 화자에서 주화자를 감지하여
주화면으로 전송
  - 다
 중채널 어커스틱 에코 제거 기능 : 고품질의 음성전달을 위한
·분
 산형 텔레프레즌스 네트워크 엔진
  - 분
 산형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리를 위한 분산 텔레프레즌스 Transport
처리엔진
·웹
 기반 협업 지원형 유저인터페이스
  - 분
 산형 텔레프레즌스 지원형 유저인터페이스 (영상레이아웃/표준문
서회의/관리도구)
  - 확
 장성 지원 및 다양한 응용개발을 위한 편리한 API 기능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중앙집중형 텔레프레즌스 서비스의 네트워크 용량한계 극복을 위한
분산형 텔레프레즌스 서비스 지원을 위한 클라이언트 기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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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경쟁기술 현황
·국
 내
  - 외산기반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 화상회의 솔루션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앙집중형 방식을 채택
·해
 외
  - Cisco SX20 System : 중앙집중형 Telepresence 전용 단말시스템 제공
  - Polycom HDX4500 :  H.264 High profile 지원 및 LPR (Lost Packet
Recovery) 기술 채택, 중앙집중형 Telepresence 전용 단말시스템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통합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연동 단말장치
·Immersive 멀티미디어 컨퍼런싱 시스템
·e-러닝 서비스 시장
·대화형 IP-TV 및 인터넷게임 관련 단말 및 서비스
■ 개발 기술의 관련 산업분야 파급효과
·고가의 기업위주 텔레프레즌스 서비스를 일반사용자를 위한 저가형
텔레프레즌스 서비스로의 대체 가능한 단말 플랫폼 제공

본 기술의 우수성

Cisco가 H/W기반의 전용단말을 이용하여 H.264(1080p)
중앙집중형
를 지원하지만 본 기술은 PC기반의 S/W 코덱 및 실시간
텔레프레즌스 단말 기술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 저가 구현
(Cisco SX20 System) 이 가능함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2012년 12월

·국내 전자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세계 13위이며, ’12년 34.6억불로
성장 예측

·기술개발 진행 정도 : 40%
·이전가능 예상 시기 : 2012년 12월

[단위:백만달러]

·텔레프레즌스를 위한 HD급 미디어 엔진 핵심기술 (PC플랫폼)
  - HD급 미디어 부호/복호화 기능
  - HD급 미디어 실시간 처리 기능
  - 주화자 감지 기능 : 텔레프레즌스 참여 화자에서 주화자를 감지하여
주화면으로 전송
  - 다중채널 어커스틱 에코 제거 기능

구 분  

2012

2013

2014

2015

CAGR

Videoconference
시스템/장비

3239.1

3421.5

3514.3

3553.6

5.50%

Videoconference
관련 서비스

1724.6

2010.3

2328.9

2725.3

18.50%

합계

4963.7

5431.8

5843.2

6278.9

10.10%

출처:Gartner, Market Trends : Videoconferencing, Worldwide, 2011]

·국내 스마트워크 산업시장은 2011년 2.9조원, 2014년 4.8조원, 2018
년 9.2조원으로 예상

·협업 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 분산형 텔레프레즌스 지원형 유저인터페이스 (영상레이아웃/표준문
서회의/관리도구)
  - 확장성 지원 및 다양한 응용개발을 위한 편리한 API 기능

   - 연평균 17.7%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단
 말시장은 전체산업의 약 20%
비중
[출처: KT경제연구소(2010)시장예측치,
2015~2020 예측치는 CAGR을 적용,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 자체 추정]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 SG16/Q5에서 텔레프레즌스 표준화 논의
  - 기존 비디오 컨퍼런스시스템의 기능확장을 통한 실감형/실물형 영상
회의 서비스에 초점

4. 기대효과

·IETF RAI (Realtime Application Infrastructure)
  - ITU-T SG16/Q5와 협력하여 텔레프레즌스 프로토콜 논의 진행 중

·분산 텔레프레즌스 기술을 스마트워크 시장에 도입할 경우 2014년까
지 4조 8천억원 규모로 성장을 견인하며 누적 일자리는 38만개가 창
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중소규모 기업의 스마트워크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UCIT (Unified Communications Interoperability Forum)
  -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제공 사업자, 사용자 클라우드간 상호호환성 관
련 ITU-T SG16/Q5와 협력해서 표준화 진행 예정
■ 보유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년도

등록

광대역음성코덱을 이용한 유무선
인터넷전화 단말

한국

20070066783

2007

등록

가변비트율 음성 코덱 제어 방법
및  장치

한국

903113

2009

I N N O V A T O R

·분산형 텔레프레즌스 네트워크 엔진
  - 분산형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리를 위한 분산 텔레프레즌스 Transport
처리엔진

T E C H N O L O G Y

■ 기술이전 범위

G R E E N

■ 기술개발 완료시기

&

·전세계 스마트워크 관련 장비/시스템/서비스 시장은 2016년 약 62억
달러로 예상되며,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연 10%의 성장률로 시장
확대가 전망됨

기술의 완성도

S M A R T

경쟁기술

·스마트워크 서비스 및 단말장치 시장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시장진입에 성공할 경우 2013년경 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워크 단
말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매출은 연간 $3억달러 (국내+국외)
  - 근
 거 : 목표 국내외 시장의 경우, 총 시장규모가 약 40억 달러 규모
이며, 제품의 예상점유율 7%로 산정하여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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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LTE Advanced RF Transceiver 및
PAM(Power Amplifier Module) 기술
이동RF연구팀 담당자

이광천

본 기술은 LTE Advanced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며 CMOS 공정을 이용한 RF Transceiver chip IP 및 Power

I N N O V A T O R

Amplifier Module 설계에 관한 기술임. 저전력, MIMO LTE Advanced 단말 시스템에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스마트폰 등 휴대 단말기기에 적용 가능한 이동통신용 RF Transceiver

T E C H N O L O G Y

·고효율의 ET(Envelope Tracking) 구조 및 PAM 설계 기술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RF Transceiver>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Envelope Tracking PAM>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타 Beyond 4G 이동통신 서비스의 단말기는
기존의 single mode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다중모드를 지원하며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MIMO 및 스마트 안테나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다중경로/다중모드의 융복합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실본 기술은 LTE 및 4세대 LTE-Advanced mode를 지원 가능하고 저가
격의 CMOS 공정 기반으로 2.6GHz 대역 LNA, Mixer, Driver Amp, LPF,
VGA, SPI, PLL 등을 모두 집적한 Transceiver 기술과 고효율 SM (Supply
Modulator) 및 Linear Power Amplifier를 포함한 25dBm 이상 출력의 ET
PA 칩 설계 및 시험 기술임

·LTE-Advanced 단말기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LTEAdvanced 표준을 지원하는 RF Transceiver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3G LTE 기술은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으
며, 더욱더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위하여 표준 및 기술규격을 보완
하고 있으며 선행기술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선 완료
되었거나 표준이나 채택 유력시 되는 표준을 즉각적으로 설계에 반영
하는 병행 개발 방법이 바람직함
·201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LTE 및 LTEAdvanced 관련 단말기, 기지국, 서비스, 핵심 부품 등의 관련 시장에
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에
부합되는 LTE-Advanced 시스템용 RF Transceiver 기술 개발이 필요함

■ 기술의 상세 사양
<Receiver IP 사양>
Items

기존시스템

연구성과

RF carrier

~2.1 GHz

~ 2.7 GHz

Channel BW

~ 20 MHz

~ 80 MHz

Reference sensitivity

-92 dBm

-92 dBm

Rx dynamic range

80 dB

82 dB

Rx gain Max.

< 90

102 dB

Power consumption

16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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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및 특허

<Transmitter IP 사양>
Items

기존시스템

연구성과

RF carrier

~2.1 GHz

~ 2.6 GHz

Channel BW

~ 20 MHz

~ 80 MHz

Output EVM (16QAM)

<4%

<3%

ACLR1

30 dB

35 dB

Carrier leakage power

< -20 dBc

< -30 dBc

Power consumption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3GPP LTE User Equipment (UE) standard
■ 보유 특허

120 mW

<ET PAM 사양>
연구성과

PA/SM technology

CMOS/CMOS

Carrier freq.

2.6 GHz

Pout

25.1 dBm

PAE

20.10%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년도

출원

신호변환장치, 차동 신호변환장치 및 주
파수 변환방법

한국

2010-0115711

2010

출원

4 위상 전압 제어 발진기

한국

2010-0131453

2010

출원

고정 대역폭을 갖는 가변 이득 증폭기

한국

2010-0115713

2010

출원

고주파 수신기

한국

출원

전력 증폭기 및 그 증폭 방법

한국

출원

Variable gain amplifier with fixed
bandwidth

미국

10-20110124217
10-20110121476
13/296626

2011
2011
2011

&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RF Transceiver는 앞 장 참조

·LTE 단말기기용 RF 송수신기

■ ET PAM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LTE 피코/펨토 기지국용 RF 송수신기
(단위: 억원)

Ref [1]

Ref [2]-1

Ref [2]-2

본 연구

Efficiency enhancement  

Polar

Envelope
tracking

Envelope
tracking

Envelope
tracking

CMOS / CMOS

CMOS / CMOS

CMOS/ CMOS

WLAN

WLAN

LTE

PA / SM technology   CMOS / CMOS
WLAN

Carrier frequency  

2.36GHz

2.4GHz

5.2GHz

2.6GHz

Pout

11.74dBm

16.9dBm

16dBm

25.1dBm

PAE

-

22.50%

12.50%

20.10%

·LTE-Advanced 피코/펨토 기지국용 RF 송수신기
·LTE 단말/팸토 기지국용 고효율 증폭기
·LTE-Advanced 단말/팸토 기지국용 고효율 증폭기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표 1] 단말기기용 반도체 시장규모 (2009~2014)

(단위: 백만불)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RF시장 규모

9,210

10,219

11,391

12,223

12,823

13,396

7.00%

출처 : IDC, Worldwide Mobile Phone Semiconductor 2010-2014 Forecast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12월
■ 기술이전 범위
·단말기용 CMOS MIMO Receiver 설계 기술
  - 단말용 Receiver RF Front-end(LNA, Mixer, TIA) 회로도 및 GDS file 등
  - 광대역 Baseband analog IP (LPF, VGA) 회로도 및 GDS file
·단말기용 CMOS Transmitter 설계 기술
  - Transmitter RF Front-end(DA, Up-converter) 회로도 및 GDS file
  - Transmitter Baseband analog(LPF, VGA) 회로도 및 GDS file
·단말기용 CMOS PLL Synthesizer 설계 기술
  - 2.6GHz 대역 Fractional PLL IP 회로도 및 GDS file
·고효율 ET구조 CMOS PAM 설계 기술
  - LTE 지원 고효율 Supply Modulator 회로도 및 GDS file
  - CMOS PA 회로도 및 GDS file

·본 기술 항목은 모바일 단말기 반도체의 범위에 속하는 제품으로서
모바일 반도체의 매출 비율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음

I N N O V A T O R

[1] R. Shrestha et al, ‘A Wideband Supply Modulator for 20MHz RF
Bandwidth Polar PAs in 65nm CMOS’,IEEE JSSC, vol.44, no.4, pp.12721280, Apr. 2009
[2] Paulo Augusto DF et al, ‘Linear CMOS RF Amplifiers for Wireless
Apllications’, Analog Circuits and Signal Processing, pp.50-58, Springer
2010

·LTE-Advanced 단말 RF 송수신기

T E C H N O L O G Y

Items

Application

G R E E N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S M A R T

Items

출원/등록
구분

출처: IDC, Worldwide Mobile
Phone Semiconductor 2009 Vendor
Shares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스 마트폰 등 휴대 단말기기에 적용 가능한 이동통신용 RF
Transceiver 및 고효율의 ET(Envelope Tracking) 구조 전력증폭기 설
계 기술을 통해서 고객은 초기 설계 비용 감소에 따른 투자비용을 줄
일 수 있고, 완성된 칩의 기술적 노하우를 통하여 기술 실패에 기인한
리스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단말기용 RF Transceiver 통합 및 시험 기술
  - Digital interface/calibration 포함한 CMOS Tx/Rx 통합 집적회로 기술
  - LTE 모뎀-RF 연동한 Transceiver 시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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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해상 디지털 VHF 무선통신 기술
초고속모뎀연구팀 담당자

김대호

본 기술은 ITU-R Recommendation M.1842-1 기반의 해상 디지털 VHF 무선통신 해안국 및 선박국 시스템
기술임.

I N N O V A T O R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ITU-R Recommendation M.1842-1 기반의 해상 디지털 VHF 무선통신 해안국 및 선박국 시스템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전 세계 해상통신은 MF/HF/VHF 대역 및 위성을 통한 장거리 통신위
주의 기술을 사용해 왔으며 주로 음성통신에 의존에 왔음

·ITU-R Recommendation M.1842-1 기반의 해상 디지털 VHF 무선통
신 해안국 및 선박국 시스템으로서 국제표준 만족

·1999.2.1. 부터 다양한 통신장비들을 통합한 통신기술을 기초로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Safety System)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해상통신의 근간

·해안국 및 선박국의 가격 경쟁력 및 규격변경에 대비하여 FPGA와
DSP를 이용하여 모뎀 설계 및 구현

·2005년 12월부터 IMO(국제해사기구) 산하 MSC(해사안전위원회)에
서는 "광대역 정보 인프라 및 Inter Modal 통합망을 기반으로 하는 새
로운 전자항법체계" 구축을 위하여 육상의 최신 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해상의 ITS시스템 구축을 위
한 e-Navig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
·ITU-R WP5B에서는 e-Navigation 실현을 위하여 해상 VHF 대역을
활용한  디지털 통신용 권고안 M.1842-1을 제정 후 갱신 중
·WRC-12에서는 해상 디지털 VHF 통신용 주파수를 할당하고
2017.1.1. 부터 적용 예정임
·IALA에서는 2017년 이후 권고안 M.1842-1 기반의 해상 디지털 VHF
시스템 구축 예정

■ 기술의 상세 사양
Type

Annex 1

Annex 3

Annex 4

Bandwidth

25kHz

25kHz x 2 = 50KHz

25kHz x 4 = 100kHz

Modulation

π/4 DQPSK / π/8 D8-PSK

16-QAM

16-QAM

Data rates

28.8 / 43.2 kbps

< 153.6Kbps

< 307.2Kbps

Multiple access1)

CSTDMA

CSTDMA (8 sc/CH)

CSTDMA (8 sc/CH)

Tx Power

< 50W(Coast)/
< 25W(Ship)

< 50W(Coast)/
< 25W(Ship)  

< 50W(Coast)/
< 25W(Ship)  

Coverage

Max 70 NM (120 km)

Max 70 NM (120 km)

Max 70 NM (120 km)

< 5 ppm(Shore)/
<10ppm(Ship)  

< 5 ppm(Shore)/
<10ppm(Ship)  

-106 dBm(Shore)
-103  dBm(Ship)

-103 dBm(Shore)
-98   dBm(Ship)

Tx freq. stability
Rx Sensitivity

< 5 ppm(Shore)/             
<10ppm(Ship)  
10-3 BER@-107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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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어장 정보보고

·해상 통신용 VHF 대역을 사용하여 광대역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무
선전송 시스템의 경쟁기술 및 대체기술은 없음

·어선위치와 이동경로 보고
·해상 전자메일
·원격측정정보

기술의 완성도
·본 과제는 2013년 2월 종료예정이며 사업기간 동안 ITU-R Rec.
M.1842-1 기반의 시험시스템 개발 및 해상 현장시험 완료 예정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선박용 IT 시장 규모는 '18년 약 195억불 전망(연평균 11%대 성
장률)

·ITU-R Rec. M.1842-1 기반 디지털 VHF 시스템용 부동소수점
(Floating Point) 링크레벨 시뮬레이터

·국내 선박용 IT 시장 규모는 '18년 4.8조원 규모 예측

·ITU-R Rec. M.1842-1 기반 디지털 VHF 시스템용 고정소수점 (Fixed
Point) 링크레벨 시뮬레이터

[표 1] 국내외 선박용 IT 시장규모 (2008~2013)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IMO는 2006년 이후 e-Navigation 전략을 수립하여 전세계적으로 호
환 가능한 해상 무선통신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ITU-R의 WP5B 작업반은 해상 VHF 대역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권고
안 M.1842를 제정하고 현재 4가지 무선전송방식을 규정한 상태이며
프로토콜 기술 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
·WRC-12에서는 M.1842를 수용하기 위한 해상 VHF 대역의 광대역
디지털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RR Appendix 18을 개정하였으며 2017
년 1월부터 시행할 것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해상 디지털 VHF 무선전송 해안국 및 선박국 시스템
·해상 VTS(Vessel Traffic System) 시스템의 무선통신 인프라 구축

2010

2011

2012

2013

CAGR
('08~'13)

국내

12

15.1

18.9

23.8

29.2

37.5

25.6

국제

123

130.5

138.5

146.9

155.9

165

6.1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제적으로 e-Navigation 실현을 위하여 ITU-R WP5B 에서는 해상통
신 디지털화를 위하여 권고안 M.1842-1을 제정하고 WRC-12에서
는 M.1842-1을 수용하기 위한 RR Appendix 18을 개정하는등 활발
할 움직임이 있으며 각국에서 규격을 준수하는 시스템 개발 중임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향후 IMO의 e-Navigation 추진전략에 따라 해상 디지털 무선통신 인
프라 구축 시 국내 및 국제 시장 진입 가능
·해상 통신장비의 디지털화에 성공할 경우, 향후 5년 간 국내외 시장
에서 1,24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예상
·디지털 해상 통신장비 시장의 잠재적 규모는 5년 간 국내 918억 원,
국외 9,18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I N N O V A T O R

·IALA의 eNAV 작업반은 해상무선통신 계획을 발표하고 e-Navigation
초기 시스템 구조와 신규기술 규정 및 표준을 검토 중. 특히, 2012년
3월에 새로운 AIS와 ITU-R Rec. M.1842를 이용한 VHF 데이터 통신
개발 계획을 발표함

2009

T E C H N O L O G Y

·ITU-R Rec. M.1842-1 기반 디지털 VHF 시스템용 해안국 및 선박국
용 무선부 설계 기술

2008

(단위: 억불)

G R E E N

·ITU-R Rec. M.1842-1 기반 디지털 VHF 시스템용 해안국 및 선박국
용 모뎀 및 상위계층 설계 기술

구분

&

■ 기술이전 범위

S M A R T

■ 기술개발 완료시기

·전자지도 갱신

·특히 국외 시장에서 5년 간 1,034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 세계적 관심사인 해상사고예방,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등 안전하
고 깨끗한 바다 실현
·선박 간에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선박주변 해상정보 등을 서로 송
수신할 수 있게 되므로 해상교통 및 수송의 안전, 효율성 증대를 제공

·안전한 SeaNet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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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차세대 기동노드간 적응형 무선메쉬
통신 기술
모바일응용통신연구팀 담당자

임광재

본 기술은 전장 및 이동 상황 변화에 따라 적응형 메쉬망 구성을 구성하고 기동간 지휘/상황 정보의 고속 전달

I N N O V A T O R

및 기지국 기동간 운용 (OTM) 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차세대 기지국 노드간 전술 무선메쉬 통신 기술임. 본
기술은 이동 기지국간 정보 전달의 경로 다변화를 통해 생존성 및 이동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고정 및 이동
기지국간 메쉬망 구성을 통해 무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 백홀 기술로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T E C H N O L O G Y

■ 기술개념
·전장상황 변화에 따른 적응형 메쉬망 구성을 통한 기동간 C4ISR 정보의 고속 전달 및 기지국 기동간(OTM) 운용을 가
능하도록 지원하는 차세대 기지국 노드간 전술 무선메쉬 기술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전장영역 어디에서라도 적응형 망구성을 통해 미래전에서의 정보우
위 달성을 위한 기동간 적응형 메쉬 기술이 요구됨

·고정 환경뿐만 아니라, 이동환경에서도 무선 메쉬망 구성을 통한 고속
데이타 전송이 가능 (OTM 운영능력)

·상용화된 WiFi 기반 메쉬 시스템은 최대 수백 m이내의 고정 노드간
메쉬망 구성을 주 목적으로 하며, 수 km 이상 거리의 이동 노드간 메
쉬망 구성하기에는 부적절함

·GPS를 통한 메쉬망 동기 기능뿐만 아니라, 음영 및 실내 지역, 간섭, 재
밍 등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쉬망 구성이 가능한 분산
망동기 기능 지원

·따라서 전술 환경에 적합한 10 km 이상의 통달거리, OTM (on-themove) 능력, GPS에 의존하지 않는 분산망동기 능력, QoS 보장, 끊김
없는 동적망 구성 능력을 가진 기동간 적응형 메쉬 기술 개발이 요구됨

·10 km 이상의 통달거리, QoS 보장, 끊김없는 동적망 구성 능력 지원과
OFDMA 기반 MIMO 및 빔포밍 능력 지원
■ 기술의 상세 사양

·도심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4G 이동통신 환경에 적합하도록 소형 및
이동 기지국에 무선 데이터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백홀 기술이
요구됨

·이
 동메쉬망 프레임 기술

·선진국을 대상으로 고비용의 유선 이더넷 백홀을 대체할 수 있는 무
선 인프라 제공에 의한 차세대 이동통신 수출 경쟁력 증가

·분
 산 동기 기술

·다
 중 안테나 기술

·링
 크 적응 기술
·분
 산 접속 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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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산 자원 할당 기술

발에 대해 2013년 2월 개발완료를 목표로 수행 중임(TRL 3 ~ 5 단계)
■ 기술이전 범위

·Q
 oS 제어 기술

·핵심기술 관련 특허
  - 분산동기 기술 / 분산접속제어 기술 / 분산자원할당 기술
  - 링크 적응 기술 / QoS 보장 라우팅 기술 / 동적 망구성 기술

S M A R T

·동
 적 망구성 및 라우팅 기술

·이동전술메쉬 규격서
·통합 M&S 시뮬레이터

&

·테스트베드
  - PHY / MAC / RF 구조설계 및 상세설계 문서
  - PHY / MAC 구현 소스 코드
  - 시험절차서 / 시험 결과서

G R E E N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캐나다의 Ultra electronics는 전술이동통신용 AN/GRC-245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최대 34Mbps의 전송률을 지원하지만 메쉬 기능은 지
원하지 않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Harris사 HNRv2시스템)
안테나 기술 ·MIMO : 없음
다중 밴드
지원

분산 메쉬
전송 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다중안테나 기술 (MIMO 4x4 및 확장)
·트래픽 / 제어채널 적응형 빔포밍 기술

·단일대역폭지원: 22MHz  

·다대역폭 지원: 5, 10, 20MHz

·지원 밴드 : C-band
   (4500~4990MHz)

·다중밴드지원: 400MHz 대역, 1 ~ 3 GHz 대역

·OFDM 변복조 기술
  - 최대 전송률: 54Mpbs
·분산 동기 기술 없음 (GPS 기반)
·링크 적응 기술
  - BPSK, QPSK, 16QAM,  
    64QAM with ½ and ¾  
    rate coding

·OFDMA 변복조 기술
  최대 전송률 : 100Mbps (MIMO 4x4) 및 이상
·분산 동기 기술
  Non-GPS/GPS 기반 분산 레인징 기술
·링크 적응 기술
  HARQ/전력제어/적응형 변복조 및 채널코딩
QPSK, 16QAM, 64QAM CTC 31/256 ~ 237/256

·자동망 구성 기술
분산 메쉬망
  - self-healing/
기술
     self-configuration 기술

·802.11s 무선랜 표준 규격은 IP계층에서 메쉬 및 Ad Hoc 기능을 개
발함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국제
출원중

특허명

Distributed synchronization method
for Mesh or Ad-hoc systems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미국
IP20110644
(출원중)

출원
(등록)년도

2011

국제  Frame structure for wireless mesh
출원 완료 networks

미국

13/194236

2011

Method for distributed coordinated
국제
access control for wireless mesh
출원 완료 networks with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

미국

13/326822

2011

미국
IP20110645
(출원중)

2011

국제
출원중

Apparatus and method of
synchronization for multi-node

I N N O V A T O R

·미국의 Harris사는 OFDM방식의 전술이동통신용 백홀 기능을 수행
하는 HNR(Highband  Network Radio)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최대
54Mbps의 전송률 및 메쉬 기능을 지원함

·IEEE802.16 표준에는 고정노드를 대상으로 하는 OFDM기반의 미완
성 메쉬 표준으로 상용 개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2009년에 개정된 IEEE802.16 Rev2에서는 삭제됨

T E C H N O L O G Y

·유럽은 6차 Framework program에서 프랑스의 유레콤 주관으로
CHORIST (Integrating Communications for enhanced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nd citizens safety)에서 MIMO OFDMA기반
OpenAirMesh 플랫폼을 개발함

- 자동망 구성 기술
   self-healing / self-configuration 기술
   분산 프레임 기술
- 멀티홉 라우팅 / QoS 기술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현재 민간업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차세대 기동노드간 적응형 무선
메쉬 통신시스템"의 핵심 기술 및 핵심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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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군수분야)
·TICN체계내 기동노드간 무선메쉬망 구성이 가능토록 하는 WMN
(Wireless Mesh Node) 장비 기술로 사용 가능 (전술정보통신부체계
내 전술이동통신체계 적용)
  - 작전시 기동중에도 노드간 무선 메쉬망 구성을 통한 고속 대용량 전
술 정보의 실시간 교환 가능
  - 전술 환경에 적합한 10 km 이상의 통달거리, OTM 능력, QoS 보장,
끊김 없는 동적망 구성 능력이 가능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민수분야)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4G 이동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에 따른 대용량
무선 백홀의 구성에 적용 가능
·도심 환경의 광을 이용한 백홀의 설치 비용증가에 따라 고가의 광포
설을 대신하는 무선 백홀에 적용 가능
·재난안전(PPDR), 특수임무수행(사회 안전을 위한 Video 감시망 등),
고속의 이동 기지국 등의 무선전송 및 접속기술과 망의 신뢰성과 생
존성을 향상시키는 요소 기술 제공을 통한 사회 공공 안전 및 인프라
구축에 적용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WiFi 메쉬 시스템 시장은 ‘10년 6.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S M A R T

&

14.2% 성장하여, ‘17년 16.2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WiBro 메쉬 시스템 시장은‘15년 6.63억달러 규모에서‘21년
에는 11.2억불 규모로 연평균 9.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초기 3년간인 '15 ~'18년간 연평균 7.97억원을 기록
·세계 군용 WiBro 메쉬 시스템의 경우,‘15년 3,310만 달러에서‘21
년 5,59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
<WiBro 메쉬시스템 및 군용 WiBro 메쉬 시스템 시장 추정>		                                                                        (단위 : 억원, 억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15 - '20)

WiBro 시스템

1,900

1,940

2,050

2,160

2,200

2,290

2,370

2,460

2,560

2,650

2,760

2,840

3.70%

WiBro
메쉬 시스템

N/A

N/A

N/A

N/A

N/A

343

404

468

486

504

524

568

8.80%

군용 WiBro 메
쉬 시스템

N/A

N/A

N/A

N/A

N/A

N/A

40

47

49

50

52

57

8.80%

WiBro 시스템

19.6

26.6

33.5

37.9

41.3

44.2

46.8

49.2

51.1

52.7

54.2

55.9

4.00%

WiBro
메쉬 시스템

N/A

N/A

N/A

N/A

N/A

6.63

7.96

9.34

9.71

10

10.3

11.2

9.10%

군용 WiBro 메
쉬 시스템

N/A

N/A

N/A

N/A

N/A

0.331

0.398

0.467

0.486

0.5

0.515

0.559

9.10%

구분

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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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현재 2014년 상용화를 위해 개발 중인 전술정보통신체계 중 WiBro기
술을 적용하여 개발되는 전술이동통신부체계에는 기지국간 메쉬 기능
이 없음

·Columbus Communication사는 Mobile Internet Solution으로 mobile
backhaul 을 위한 fixed-wireless 연결 mesh 기술 제시함

·해외시장에서도 2020년까지 민수는 2.14억 달러, 군용에서는 280만
달러 예상함 (ETRI 기술경제부 분석)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메쉬 / Ad Hoc 기술은 핵심기술 중의 하나이므
로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이동통신 국가 경쟁력 확보
·광대역 무선 백본망으로 활용하여 유선망의 보급이 떨어지는 개도국
에 기술이전 또는 상용화 개발을 통한 제품 수출을 통한 국익 실현
·유선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 무선 인프라로 역할 기대
·소방관제, 소방모니터링, 위험지역 통신망 제공 및 정보 획득, 재난구
조 등의 사회 공공안전 서비스 제공 가능
  - 국내 공공안전관련 시장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하며, WiBro 상용 시스
템과 연계 시장이 형성되면 그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할 수도 있음

T E C H N O L O G Y

·SmartBrigeds사는 다음과 같은 WiFi 망을 이용한 메쉬 플랫폼을
개발함
  - Local 단거리에서의 WiFi 망 무선 연결방식 제공
  - Mesh 연결 구조에 의한 장거리 연결
  - 인도네시아에 29개 Backhaul Link사용 55Km 연장 시범 서비스 실시

·현재 개발중인 TICN체계를 한 단계 진화시켜 외국산 메쉬 장비의 대
체 및 해외로 수출하는 기회 제공

G R E E N

·Simens사는 WiMAX용 Wireless Backhaul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Access Technology 중심의 WiMAX Backhaul 기술 개발
  - 최대 21Mbps, Up to 8 Km range, NLOS지원
  - OFDM 방식, 5.4 & 4.9GHz/10MHz 대역폭 사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미국의 Harris사는 OFDM방식의 전술이동통신용 백홀 기능을 수행하
는 HNR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최대 54Mbps의 전송률 및 메쉬 기능
을 지원함

기술도입효과

S M A R T

·캐나다의 Ultra electronics는 전술이동통신용 AN/GRC-245 장비를 개
발하였으며, 최대 34Mbps의 전송률을 지원하지만 메쉬 기능은 지원
하지 않음

4. 기대효과

I N N O V A T O R

227

ETRI 기술예고제 책자-6단원.indd 227

2012-08-24 오후 2:49:26

6-6 OmniFlow 플로우 프로세서 응용 기술
개방형스위치연구팀 담당자

박영호

본 기술은 IP 패킷을 전달 방식 및 서비스 속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IP 패킷을 다차원 정밀 검사하

I N N O V A T O R

고 마이크로 플로우 기반으로 다계층 처리하는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IP 패킷을 전달 방식 및 서비스 속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IP 패킷을 다차원 정밀 검사하고 마이크로
플로우 기반으로 다계층 처리하는 기술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차세대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가 Cloud Computing Context Aware 등 미래 서비
스를 지원하기 위한 고성능 플랫폼 장비로 진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시스템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병렬 처리 기술 중요성
·반도체 공정 기술 발전으로 집적도가 지수적 증가로 인해 집적도 증가
의 부수적인 효과인 클럭 속도 증가, 소모 전력 감소, pipeline 구조 가능
등의 효과를 얻었으나 한계에 이르러 단일 프로세서로는 더 이상 성능
개선의 한계
■ 플로우 처리 기술 중요성
·플로우 처리 기술은 차세대 방송·통신 장비에 필수적으로 탑재되어 다
양한 네트워크 장비(Gateway, Carrier Ethernet, Router 등)의 기능을 프로
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함

·플로우 기반 패킷 검사 기술
·마이크로 플로우 관리 기술
·통합 트래픽 관리 기술
·다계층(Layer 3-7) 처리 기술
■ 마이크로 플로우 프로세서 구현 기술 개발
·외부 범용 프로세서와 처리 성능 및 계층이 scalable하게 연동되는
20G급 플로우 프로세서
·고성능 멀티 코어(16+4) 다기능 RISC 프로세서 어레이
·Layer 3-4 처리 및 Layer 7 연동 엔진
·IPv4/IPv6/MPLS
·플로우 기반 QoS 및 보안
·표준 시스템 및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OmniFlow 처리의 핵심 및 차별화 기술 개발

·플로우 기술
·패킷 병렬 처리 기술
·다계층 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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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플로우 기술

Connection 기반으로 패킷 플로우를 생성 및 해지하는 플로우
관리

병렬 처리 기술

멀티 코아를 사용하여 동시에 플로우 기반으로 패킷을 처리하
는 병렬 처리 기술
계층 2-7를 연동하여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

·Enterprise network에서의 Network Access Control 장비에 응용되어
플로우 단위의 보안과 QoS 동시 제공

기술의 완성도

20Gbps(Half Duplex)

Flow Processor + Layer 7
Processor(2 chip)

Flow Processor + Traffic
Manager(2 chip)

Layer 2 -7(Full Layer 처리)

Layer 2 - 7(Layer 7 부분 처리)

10Gbps

연동 안됨

용량 ,구성 및
처리 계층

Layer 7
프로세서 연동

OFP는 L2-4 처리, Layer 7
로세서는 L7 처리

Multicore 갯수

40(Header Processor 포함)

40

동시 처리
Flow 수

600만개

100만개

Queue 수(플로
우 대역 제어)

8,192K(Flow 기반 대역 제어)

128K(Hierarchical Flow)

40W

80W

65nm

90nm

·세계 BcN 장비시장은 2015년에는 1,55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ETRI 보고서, 2009.2)
·ONS2012에 발표자료에 의하
면 네트워크 관련 잠재 시장은
2016년 약 5,000조원으로 예상
되며 OpenFlow/SoftwareDefined
Networking 기반 네트워크로점
진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같은 물리적인 조건(용량, 플로우 처리수, 소모전력 등)에서 OmniFlow 프로세서가
QuantumFlow 프로세서 대비 약 4배 이상 성능이 우수함

·국내 BcN 장비생산은 2015년에는 1조 9,712억원 규모로 전망 (ETRI
보고서 2009.2)
·Network Access Controller, Session Boarder Controller등 통신 사업
자의 비즈니스와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차세대 통신장비 시장의 성
장이 예상됨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10월 : OmniFlow 프로세서 탑재 라인카드 개발
·2012년 12월 : OmniFlow 프로세서 및 라인카드 검증
■ 기술이전 범위

I N N O V A T O R

소모전력
Technology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국외 시장 규모 및 전망

T E C H N O L O G Y

40Gbps(Half Duplex, Line) +
40Gbps(Switch Interface)

·Fixed/mobile network에서의 Gateway에 적용되어 서비스, 요금, 대역
관리가 세분화된 무선 백홀 기능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연속성과 다양
성을 제공하는 유무선 통합 게이트웨이에 활용

G R E E N

QuantumFlow 프로세서
(Cisco)

&

OmniFlow 프로세서
(ETRI-Sable)

구분

·A ggregation Switch/Router에 활용되어 Policy를 확인하고
Scheduling, Blocking, Redirecting 등을 실시간으로 실행하는
Network resource awareness를 제공하고, 패킷의 application을 관찰
하여 QoS에 따라 패킷을 grouping 하는 Service Awareness에 활용

S M A R T

다계층 처리 기술

·Core/Edge Router에 적용되어 트래픽의 QoS를 보장하고 최적의 경
로로 패킷을 전달하며 Circuit-like IP 서비스에 활용

4. 기대효과

·OmniFlow 프로세서 응용 환경
·OmniFlow 프로세서 응용 기술(OmniFlow 프로세서 사용 라인카드)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마이크로 플로우 처리 기술은 유무선 통합 및 방송·통신 융합 네트
워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공평성, 품질보장, 보안, 보호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함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사항 없음

·최적 응용 프로세서 개발 및 제공으로 마이크로 플로우 프로세서를
활용한 국내 장비 산업의 활성화 및 세계 시장의 기술 주도권 확보

■ 보유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
년도

등록

Multi-layer parallel processing
method

미국

US
2009-0106599

2009

등록

Method of multi-layer processing
for data flow

미국

US
2009-0081947

2009

출원

Multi-layer Parallel Processing
Method

미국

2009-0106599  

2009

출원

Method of Multi-layer Packet
Inspection

미국

2009-0128184

2009

·다양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보안, 콘텐츠 보호 등) 분야는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요구되어 고용 창출 효과가 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는 보안, 맞춤형 서비스, 트래픽(peer-to-peer,
웹기반 비디오 등) 관리, 계층(tiered) 서비스 등에 대한 기존 문제점
해결 및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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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MPLS-TP IETF/ITU-T Linear
Protection Dual Core 기술
광네트워크제어연구팀 담당자

김대업

본 기술은 MPLS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메트로 , 무선 백홀 네트워크, 패킷 전달망 등에서 보호절체 능력을 회

I N N O V A T O R

선 기반 전달망 수준으로 개선하여 고신뢰성, 고가용성의 패킷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기술로 ITU-T에서 논의
되는 선형 보호절체 기술 뿐만 아니라 IETF에서 주장하는 선형 보호절체 기술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ITU-T/
IETF 두 개의 선형 보호절체 기능 운용 및 관리 기능를 제공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MPLS-TP 네트워크에서 운영경로와 보호경로를 설정하여 경로의 장애 인지 및 상태 관리를 통하여 운영 경로 및
노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 보호절체를 통하여 보호경로로 경로를 복구하며 수동 절체 기능도 제공
·현재 대립 및 공존하는 두 개의 표준(ITU-T G.8131, IETF RFC 6378) 선형보호절체 기능 제공

G R E E N

■ 기술구성도

■ 기술개념
·MPLS-TP 네트워크에서 운영경로와 보호경로를 설정하여 경로의 장애 인지 및 상태 관리를 통하여 운영 경로 및
노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 보호절체를 통하여 보호경로로 경로 복구 및 수동 절체 기능 제공

S M A R T

&

·현재 대립 및 공존하는 두 개의 표준(ITU-T G.8131, IETF RFC 6378) 선형보호절체 엔진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선형 보호절체 기술은 고신뢰성, 고가용성을 요구하는 패킷 전달망
기술의 주요 핵심 기술로 해당 장비에는 꼭 실현되어야 하는 기본
기능임
·전 세계적으로 망 사업자들이 신뢰성을 중시하는 전달망 및 무선
백홀 망을 회선 기반 네트워크에서 패킷 기반 네트워크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요한 시기임

·국내 3개 사업자들도 보호절체가 적용된 패킷전달망 장비를 망에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을 결정한 단계임
·패킷 전달 기술은 Alcatel-Lucent, Ciena, Huawei 등에서 개발 진
행 중에 있으며, Ciena는 OTN 스위칭 기능, 통합제어/관리 평면 기
능 등을 추가 및 보완 중임
·시스코, 주니퍼 등의 전통적인 패킷 선두 업체들은 IP/MPLS/WDM
(IP over DWDM) 기반의 통합 전달망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
으며, 그 이외의 중소 업체들은 MPLS-TP기반의 통합 전달망을 목
표로 개발을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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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메트로 및 가입자 영역의 네트워크 스위치

·현재 MPLS 네트워크에 적용 가능한 실시간 보호절체 기술은 ITU-T
G.8131, IETF RFC 6378 두 개의 표준이 존재

·무선 백홀 영역의 네트워크 스위치

·대부분의 글로벌 업체도 현재 개발 진행중이며, ITU-T 기술을 통해
Huawei, ZTE등이 중국내 망에 적용 중이며 Cisco등은 IETF 기술을
통해서 장비 개발을 진행중임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킷 네트워크에서 고가용성, 고신뢰성
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형 보호절체 기술은 필수 핵심 기술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ETRI Enhanced ITU-T G.8131)
·NIA 시험망에 적용하여 운용 중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Worldwide Carrier Ethernet 2010-2014 Forecast and Analysis, IDC,
2010.07
·근거) 2016년 광전송장비 시장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
세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2015년, 2016년 캐리어 이더넷 장비
시장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정
(단위: $M, %)

·2012년 하반기 망 사업자의 BMT에 참여예정
■ 기술개발 완료시기(IETF RFC 6378)
·2012년 하반기 상용시제품 수준
·2013년 ¼분기 ETRI Enhanced ITU-T G.8131와 동일 수준의 기능시험
완료
■ 기술이전 범위
·ETRI Enhanced ITU-T G.8131 SW 설계서
·ETRI Enhanced ITU-T G.8131 SW 기능 시험절차서
·ETRI Enhanced ITU-T G.8131 SW 기능 시험결과서
·IETF RFC 6378 SW 소스코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983

7,727

8,407

9,111

10,054

11,098

CAGR
9.54

Routing

4,339

4,860

5,346

5,881

6,571

7,341

10.93

Switching

2,644

2,867

3,061

3,230

3,483

3,756

7.13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내외 망사업자 관련 기술을 탑재한 장비의 도입 결정 및 검토 중
·Alcatel-Lucent , Ciena, Huawei, Cisco, Juniper등이 패킷 전송 스위
치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계속 개발중임
·국내 전달망 업체에서 ETRI의 본 기술 일부를 실장한 장비를 출시
예정임

·IETF RFC 6378 SW 설계서
·IETF RFC 6378 SW 기능 시험절차서
·IETF RFC 6378 시험결과서
·ETRI Enhanced ITU-T G.8131, IETF RFC 6378 기능 관련 참고문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ETF/ITU-T에서는 기존 MPLS 기술에 보호 절체 기술을 보완하여 연
결지향형 패킷 전달 기술로 사용하기 위한 MPLS-TP 기술을 표준화
하고 있다. 본래 MPLS-TP의  보호 절체 기술에 대한 단일 표준안 개
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업체간 이해 차이로 인해 ITU-T 방식과 IETF
방식의 별도 추진하고 있음
■ 보유 특허
·공개 가능한 특허 없음

I N N O V A T O R

·ETRI Enhanced ITU-T G.8131 SW 소스코드

구분
CERS

T E C H N O L O G Y

·ITU-T G.8131 Enhanced기술은 2012년 6월 현재 상용 시제품 단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G R E E N

·본
 기술은 두 개의 기술을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음

&

·현
 재도 시장 선점을 위한 IETF 및 ITU-T 기술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음

·MPLS 패킷 전달이 가능한 대부분의 에지(Edge), 코어(Core) 라우터
에 탑재가 가능한 기술

S M A R T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백본 네트워크 장비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현존하는 두 개의 MPLS-TP 선형 보호절체 기술
·2007년 승인된 ITU-T 국제표준 G.8131이후 향상된 보호절체 관리
기능 바로 적용가능
·이전업체의 장비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진 국내외 망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음
·표준 개발과 병행하여 개발된 기술로 경쟁업체보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MPLS-TP 선형 보호절체 기술에 있어 Huawei, ZTE, Cisco등의 개발
장비와 대등한 시점에 장비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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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0Gbps PCoP 기반 광 트랜시버 기술
광가입자연구팀 담당자

이정찬

본 기술은 10Gbps 급 병렬 광 신호 송신 및 수신 기능의 148pin MSA 국제 표준 규격의 전기 신호 인터페이

I N N O V A T O R

스 호환이 가능한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10Gbps 급 병렬 광 신호 송신 및 수신 기능

T E C H N O L O G Y

·148pin MSA 국제 표준 규격의 전기 신호 인터페이스 호환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10Gbps급 고속 광신호의 중, 장거리 WDM-PON 응용 필요
·10Gbps급 OLT (Optical Line Terminal) OTRx (Optical transceiver,
광트랜시버)에서 다중 파장의 병렬 광신호 구성이 요구됨
·10Gbps급 OLT 광트랜시버의 고속 병열 광신호의 저가 구성 필요
·10Gbps급 OLT 광트랜시버의 고속 병열 광신호의 양산성 고려된
구현 단순 공정 필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VCSEL PCoP (Photonics Chips on PCB) 기반 10Gbps 병열 구조 광
신호 송신 기술로 구현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 대체 기술 없음
·해외 OEM License 형태로 제공되는 솔루션은 고가이며 본 기술과 비
교하여 기술적으로 열세
·저가의 단말에 포팅되어 서비스 되어 상용 수준의 안정성 제공함
·저가형 단말에 탑재되어 성능 면에서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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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WDM-PON 응용 분야의 전송 거리와 요구 성능 대비하
여 광신호의 변조 방법으로 본 기술에서는 별도의 외부
10Gbps급 외부 변조
변조 소자 사용 방법이 아닌 VCSEL 광원의 직접 변조
(External Modulation) 기술
(Direct Modulation) 방식 사용으로 구현 가격 효율성을
지님  
10Gbps급 병열 광원을 직접 광트랜시버의 PCB에 구
현(Photonics Chips on PCB: PCoP) 기술을 통해서 단
10Gbps급 단일 채널(single
일 채널 광원의 병열 구조 보다 상면적 1/2 로의 축소
Channel) 광원의 병열
(348 -> 174 cm3), 패키지 비용 1/3로의 절감 ($350(Array) 패키지 구조 기술
>$100), 구현 비용 1/10로의 절감 ($1000->100)으로
효과적임  

PON, 10G PON global market - 2013년 약 27M ports가 요구될 예정

S M A R T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2012월 12월
·10Gbps PCoP 기반 광트랜시버 설계도
·10Gbps PCoP 기반 광트랜시버 IPR
·10Gbps PCoP 기반 광트랜시버 제어 S/W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Ref.: Andrea Afkhani, ALU, Broadband Properties Summit 2011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본 기술은 2009년 제정된 CFP 광트랜시버(40Gb/s and 100Gb/s
form factor pluggable optical transceiver) 국제 표준 규격에 제정된
148pin MSA 인터페이스를 준용함
■ 보유 특허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Ref.: Sanjay, ALU, CeBit global conference 2011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10Gbps급 고속 광신호의 중, 장거리 WDM-PON 응용분야 필요
·10Gbps급 OLT (Optical Line Terminal) OTRx (Optical transceiver, 광
트랜시버)

I N N O V A T O R

·출원예정

T E C H N O L O G Y

·10Gbps PCoP 기반 광트랜시버 특성 시험 기술 지원

Challenges for Mobile Front-haul and backhaul
- 2015년 약 25Gb/s, 2020년 약 45Gb/s까지도 Radio site를 통해서 시도될 예정

G R E E N

■ 기술이전 범위

·PON 이용 다양한 고객 교감 서비스 지원, 이를 위한 표준 단체의
활동과 여러 회사(나라)들의 기술들 경쟁으로 발전될 예정
Ref.: S. Pachnicle, et al. ADVA, Prospects of WDM-PON for Mobile Backhauling
Applications, OFC2012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Ref.: Andrea Afkhani, ALU, Broadband Properties Summit 2011

·광트랜시버에서 10Gbps급 병열 광원 집적 PCB 구현(Photonics
Chips on PCB: PCoP) 기술을 통해서 단일 채널 광원의 병열 구조 보
다 상면적 1/2 로의 축소 (348 -> 174 cm3), 패키지 비용 1/3로의 절
감 ($350->$100), 구현 비용 1/10로의 절감 ($1000->100)으로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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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0G 파장가변 광 트랜시버
넷컴퓨팅융합연구팀 담당자

박종대

본 기술은 각 가입자마다 10G 대역폭을 보장하고, 장착될 채널에 해당하는 파장을 자동적으로 할당하여 초기

I N N O V A T O R

화 링크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각 가입자마다 10G 대역폭을 보장하며, 자동으로 초기화 링크 설정이 가능한 기능을 포함하는 소형화 광 트랜시버 기술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0G 광 트랜시버>

1. 기술 개요

■ 광 트랜시버의 상세 사양

기술개발의 필요성
PARAMETER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데이터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각 가입자당 필요한 대역폭
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 가입자망에서는 수십 Gb/s 신호
를 장거리 전송 및 송수신 할 수 있는 파장가변 광 트랜시버 기술에
대한 요구가 있음
·또한, 파장 가변 광원을 이용한 광 트랜시버의 경우, 초기 링크 설정
이 가능하도록 장착될 채널에 해당하는 파장을 자동적으로 설정해 주
는 plug & play function 기능이 필요함

MIN

Data rate
Optical output Power
Transmitter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MAX

UNIT

10.3

11.096

Gb/s

0

Operating Wavelength

1530

Extinction Ratio

6

Optical Rise/fall time1)

Receiver

Side Mode Suppression
Ratio

30

Receiver Sensitivity

-27

dBm
1545

nm

120

ps

35

dB

Receiver Overload
Operating Wavelength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TYP.

1100

-3

dBm

1600

nm

1) Unfiltered, 20%~80% values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저가화 및 소형화된 광 트랜시버  
·댁내에 놓이는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수신되는 하향 채널 파장을 정확
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되는 상향 채널 신호를 결정, 안정화시킨 후에
국사로 전송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고속 광 트랜시버 기술

폴리머 격자형 외부공진기 기반 및 XMD TOSA형태의
소형화 기술

파장 초기화 관련 기술

고가의 광 파장 계측 장비 없이, 물리계층에서 직접 하
향 신호의 파장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 구조가 단순
하고, 적용되는 시스템 채널 수에 상관없이 1초 이내에
초기화를 실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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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완성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 시장규모

·파장인식 기술 적용한 10G 파장가변 광 트랜시버 : 2012년 12월

·국내 WDM-PON 시장은 2010년 약 100만 달러 시장 수준에서 2016
년까지 연평균 약 87%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약 4.6백만 달러 시
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기술이전 범위
·H/W: 파장인식 기술 적용한 10G 파장가변 광 트랜시버 설계 회로
및 평가 보드

[표] 국내 WDM-PON 및 하이브리드 PON 장비 시장 전망               (단위: 억원)

S M A R T

·S/W: 파장인식 기술 적용한 10G 파장가변 광 트랜시버 평가 보드의
제어 프로그램, GUI
·IPR: 폴리머 격자형 외부공진기 기반 파장가변 TOSA 구조 파장인식
기술에 관한 구조 및 장치

&

표준화 및 특허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파장 인식을 이용한 파장가변 광원의 파장 초기
화 방법 및 이에 관한 구조 및 장치

한국

10-20110064258

2011

출원 중

Wavelength initialization method and apparatus of
wavelength recognition in tunable optical source

미국

출원 중

출원 중

폴리머 격자형 외부공진기 기반 파장가변 TOSA
구조  

한국

출원 중

출원 중

폴리머 격자형 외부공진기 기반 파장가변 TOSA
구조  

미국

출원 중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폴리머 격자형 외부공진기 기반 파장가변 TOSA 를 10G 파장가변 광
트랜시버를 적용하여 한 가입자당 10G의 대역폭을 저가에 보장함
·광트랜시버 공간 30% 절감
■ 폴파장인식 기술을 적용한 파장가변광원 기반 ONT/ONU 활용을     
통하여
·파장 인식 장치와 필터값 측정부를 단일 소자로 모듈화 및 집적화
가능
·파장가변광원의 소자 기술 및 구동 방법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
·시스템 채널 수에 상관없이 1초 이내에 초기화 실현

I N N O V A T O R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T E C H N O L O G Y

출원/등록
구분

G R E E N

[표] 국내 WDM-PON 및 하이브리드 PON 장비 시장 전망               (단위: 억원)

■ 보유 특허

< ONT/ONU - 파장인식 기술을 적용한
      10G 파장가변 광 트랜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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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2.5G급 파장 고정형 TOSA
(2.5Gb/s 변조가 가능한 DWDM Transmitter
Optical Sub-Assembly 기술)
광가입자연구팀 담당자

명승일

본 기술은 FTTH 등 유선 가입자망 또는 CPRI/OBSAI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모바일 프론트홀 등에서 사용할 수

I N N O V A T O R

있는 DWDM 광송신기(TOSA: transmitter optical sub assembly)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FTTH 등 유선 가입자망 또는 CPRI/OBSAI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모바일 프론트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DWDM 광송신기(TOSA: transmitter optical sub assembly)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광송신기(TOSA)를 외부 공진기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TOSA의 출력 파장이 Filter에 의해 결정됨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FTTH 등 유선 가입자망 또는 CPRI/OBSAI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모바
일 프론트홀 등 광섬유를 이용하는 광 가입자망 확대
·광섬유의 용량 확대를 위해 파장 분할 다중화 (WDM) 기술 사용 보편
화 및 파장 채널 간격 조밀화 요구 증대

Target value
Bit Rate

2.5 Gbps

Opt. Output power

0 dBm

SMSR

~ 45 dB

Center wavelength

ITU-T channel (DWDM)

Wavelength stability

< +/- 10 GHz

·DWDM 송신기 필요성 급증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외부 공진기 형태로 구성된 광송신기(TOSA)
  - SMSR 등 광 출력의 Spectral 특성이 우수함
·광송신기(TOSA)의 출력 파장이 다층 박막 필터(Thin Film Filter)에 의
하여 결정됨
  - 다층 박막 필터는 기술 성숙도가 뛰어나고, 양산성이 우수한 제품임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무선 프론트홀 또는 유선 가입자 망에서 사용될 수 있는 DWDM
TOSA 후보 기술
  - DWDM DFB-LD
  - Tunable LD
  - RSOA, FP-LD와 같은 외부 주입광 방식의 T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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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무선 프론트홀 또는 유선 가입자 망에서 사용될 수 있는 DWDM
     TOSA 후보 기술
  - DWDM DFB-LD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PON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25 %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13년까지 PON 시장 규모는 41.5 억불로 성장 예측
[표 1] 국내외 선박용 IT 시장규모 (2008~2013)

(단위: 억불)

  - Tunable LD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DWDM DFB-LD
Tunable LD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시장규모

16.13

18.58

25.03

29.17

35.87

41.46

0.25

Source: Infonetics Research 2009

본 기술의 우수성
·외부 공진기 형태로 인하여 온도 안정성이 우수함
·제작에 사용된 필터로 출력 파장이 결정됨
·제작에 사용된 필터로 출력 파장이 결정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광대역융합망(UBcN) 구축 계획 발표(2009.1)
·2013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기가 인터넷 액세스 시스템
으로 광대역 서비스 제공 예정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2월: 가능성 확인 완료

기술도입효과

■ 기술이전 범위

■ 국내 WDM-PON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1,650 억원

·DWDM TOSA 기술

■ 대용량 트래픽(예: UHD 3D 방송) 전송용 2.5 Gbps 대역폭 제공 가능

·분리형 기지국용 광 트랜시버 기술

■ 액세스망 OLT용 광모듈 핵심기술로 활용 가능
■ ONT는 Residential/Home Gateway의 기반기술로 활용 가능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보유 특허
·출원 및 등록 진행 중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에너지 저감 기술인 PON 기술의 사용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가능

I N N O V A T O R

·IEC TC86 (Technical Committee 86)의 SC86C (Sub committees
86B)에서 Fiber optic active components and devices 관련 표준화를
하고 있음
  - 해당 기술을 IEC TC86-SC86C에서 표준화 작업을 하고자 함

■ 액세스 망의 DWDM화를 통하여 광섬유의 대역폭 효율적 활용 가능

T E C H N O L O G Y

·2012년 12월: 신뢰성 확보 및 성능 개선 주력

4. 기대효과

G R E E N

기술의 완성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가격 경쟁력 우수

S M A R T

  - RSOA, FP-LD와 같은 외부 주입광 방식의 TOSA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유선 액세스 망
·FTTH 등 가입자 망에 사용 가능
·DWDM TOSA 사용으로 조밀한 DWDM 채널 구성 가능
·DWDM DFB-LD의 대체 광원으로 자리 매김
·제안된 기술을 이용하여 TOSA array 등을 제작하여 OLT 제작 가능
·제안된 기술을 이용한 ONT 제작 가능
■ 유선 액세스 망
·4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분리형 기지국용 광 트랜시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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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Wi-Fi Direct 기반 스마트 로컬 푸쉬
광고 기술
모바일서비스플랫폼연구팀 담당자

이재호

본 기술은 모바일 사용자 또는 소규모 상인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통신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

I N N O V A T O R

서도 주변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로 광고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모바일 사용자 또는 소규모 상인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통신 인프라 없이도 주변 기기로 광고 가능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AP를 활용하여 주변 100m 반경 내의 스마트폰으로 광고 정보 전송
가능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동 중 광고 가능 (디지털 광고지 기능)
·수신 단말의 개수 제한 없음 (브로드 캐스팅 메시지)
·소규모 상공업자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전송내용을 계속 변경 가능
·별도의 네트워크 설정 없이 광고 수신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연구 배경

필요성

·디바이스 밀집도가 높고 잦은 이동환경
에서 직관적으로 주변장치와 연결하는
·근접기반 모바일 서비스 요구 증가
기술 필요
·인프라 망의 용량 부족
·D2D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모바일 서
·개인 정보 보호 및 로컬 동기화 요구 증가
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로컬 푸쉬 광고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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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퀄컴의 P2P 미들웨어: AllJoyN
  - 디바이스 종류 및 무선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P2P 통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 멀티 플레이어 게임, 그룹웨어, 멀티미디어 공유, 근접 기반 서비스
응용 분야에 적용 예정
·인터렉티브 마케팅 솔루션: BT-Pusher, iSign
  - 블루투스 기반 근접 광고 솔루션: BT-Pusher

대형 마트의 전단지 광고

대중 교통을 이용한 광고

유통 시장의 POI 광고

백화점, 쇼핑몰에서의 판매 정보 광고

  - Wi-Fi 기반 근접 광고 솔루션: iSign

S M A R T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AllJoyN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기술의 완성도
·2013년 1월  필드테스트 및 문제점 보완

·(국외) 근접 마케팅 솔루션: iSign, BT-Pusher
  - 블
 루투스와 Wi-Fi를 이용하여 쿠폰 정보 전송 (캐나다:1400spot, 미
국: 시험 중)
  - 미
 국 Placecast 사의 ShopAlerts 서비스는 사전 등록한 업체의 서비
스 제공 지역에 접근하면 모바일 할인쿠폰과 세일 정보를 제공

·2013년 2월 기술개발 완료
·2013년 3월 기술이전 시작
■ 기술이전 범위
·Wi-Fi Direct 기반 스마트 커넥션 로컬 푸쉬 기술
·인스턴트 커넥션 프레임워크: AP/스마트폰 용
·로컬 푸쉬 메시지 수신 클라이언트 기술

표준화 및 특허

http://www.dingdongshop.co.kr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EEE 802.11 SG ISD(Infra Structure Discovery)
  - AP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를 진
행중임
·IEEE 802.15 WG PAC(Peer Aware Communications)
  - 근접 거리에 위치한 디바이스 및 서비스의 효율적인 발견을 위한 표
준화를 진행중임
·IETF ALTO(Application-Layer Traffic Optimization) WG
  - 단말간의 최단 전송 경로를 찾아내는 토폴로지 정보를 P2P 서비스
플랫폼에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진행 중임
·ITU-T SG13 Q.22
  - 사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무선망 트래픽과
종류를 고려하여 데이터 오프로딩을 제공할 수 있는 P2P 커넥션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중임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중

네트워크 연결 없는 데이터 전송

미국/
한국

-

-

출원 중

지향성 통신을 이용한 통신 대상 선택 및 이를 이
용한 무선통신 방법

미국/
한국

-

-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I N N O V A T O R

·로컬 푸쉬 메시지 서버 및 컨텐츠 생성 도구 기술

T E C H N O L O G Y

·(국내) 근접 모바일 서비스
  - L GU+ 의 딩동 서비스: 1Km 반경 내의 상점 정보 제공

■ 기술개발 완료시기

G R E E N

- 서비스 이용을 위해 특정 사업자 서버의 가입과 로그인 과정 필
요
- 광고를 수신 받기 위해 사용자의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함

&

BT-Pusher,
iSign

본 기술의 우수성
- Alljoyn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미들웨어를 사용함
- Wi-Fi Direct 표준규격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 가능함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대형 마트 전단지 대체 효과
  - 대
 형 마트의 광고지 발행비용 절감: 30억/년 예상
·백화점 등 점포 밀집 지역에서도 AP를 활용한 로컬 광고
  - 모
 든 점포에 AP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
  - 실
 시간 상품 정보 수신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광고 지원
·스마트폰을 사용한 개인 광고
·버스, 택시 사업자를 통한 이동식 광고
  - 소
 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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