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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IT
산업

1절 »
차세대 IT산업 핵심 전략 ‘IT839’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국가주력산업으로 부상한 IT산업
은 2003년 말 국민총생산(GDP)의 15.6%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의 29.5%인 576억 달
러를 달성하며 국가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산업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계속
된 내수 둔화와 선진국의 견제, 그리고 중국의 추격 등으로 장기간 경기침체를 벗어나
지 못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IT산업의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소득 2
만 달러 시대를 열어줄 해답으로 ‘IT839 전략’을 제시했다.
2003년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경제
계가 협력해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수립, 시행할 것을 천명했고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ETRI 역시 정보통신부의 신성장동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IT 신성장동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IT 신성장동력 기술기획 TF팀을 본격적으로 가
동했다.
2004년 2월, 정보통신부는 반도체와 CDMA에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
릴 차세대 성장 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IT839 전략을 최종 확
정했다. IT839 전략은 IT산업 가치사슬의 각 단계인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국가발전 전략이었으며 IT839 전략의 최종 목표
는 서비스, 인프라, 신성장동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IT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산업 전체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이었다.
IT839 전략은 2년 후인 2006년 2월 u-IT839 전략으로 다시 수정됐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IT839 전략을 시장 활성화 쪽으로 초점을 맞
췄으며 하드웨어에 비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를 발전시키고 부품·소재 분야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품목을 재조정하는 등 IT839 전략을 보완,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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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 전략(2004년 2월)

u-IT839 전략(2006년 2월)

2004년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해 서비
스-인프라-신성장동력 선순환 구조의 IT839 전략을 수
립했다.

WCDMA

HSDPA / WCDMA

WiBro

WiBro

위성/지상파 DMB

통합

광대역 융합 서비스

지상파 DTV

DMB / DTV 서비스

홈네트워크 서비스

u-Home 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텔레매틱스 / 위치기반 서비스

RFID 활용 서비스

RFID·USN 활용 서비스

인터넷전화(VoIP)

제외

리고 10년 후 미래성장기술 연구를 위한 미래기술연구본부 체제로 재편하고 연구개발
을 책임질 소장과 단장을 원내·외 공모를 통해 선임했다.
이후 연구개발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재정비 작업이 이뤄졌다. 2004년 9월에는

IT 서비스

상용화기술 발굴과 기술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IT기술이전본부를 신설하고 원장 직
BcN

BcN

USN

USN

소 산하 부서였던 임베디드SW기술센터를 직할부서인 임베디드SW연구단으로 승격시

소프트 인프라웨어

켜 IT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파급효과가 큰 임베디드SW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했

IPv6

통합

차세대 이동통신 기기

이동통신 / 텔레매틱스기기

홈 네트워크 기기

광대역 / 홈네트워크기기

디지털 TV·방송기기

디지털 TV·방송기기

차세대 PC

차세대 컴퓨팅 / 주변기기

할부서로 업무혁신실을 신설해 기관 혁신의 상시화를 꾀했다. 10월에는 기반기술연구

다. 2006년 1월에는 IT융합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반기술연구소와 미래기술연
구본부를 통합, IT융합·부품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
로 조직을 운영했다.
2006년 11월 20일 장기 비전 전략에 따른 중점 연구 부문별로 미래기술연구그

IT839 전략

8: 신규 수요창출 효과가 크고, 유무선통신 및 방송융
합에 의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WiBro,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W-CDMA, 지
상파 디지털TV, 인터넷 전화 등 8대 서비스

텔레매틱스 기기

통합

RFID·USN 기기

3: 이를 뒷받침하는 광대역통합망, u-센서 네트워크,
IPv6 등 3대 첨단 인프라
9: 산업경쟁력이 있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차세대 이동통

IT SoC

IT SoC / 융합부품

신, 디지털 TV/방송,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PC, 임

룹을 신설하고 IT839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편, IT 기반
의 미래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융합조직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차세대 IT산업의 핵심 전략인 IT839 전략은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돌
파구를 마련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사회 전
반의 네트워크화, 고도화, 지능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하는 주

베디드SW, 디지털콘텐츠, 텔레매틱스, 지능형 서비스 로

임베디드 SW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 SW솔루션

디지털콘텐츠 / SW솔루션

요 원동력이 됐다.

봇 등 9대 신성장동력

IT융합·부품연구소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IT융합기술연구본부
IT부품・소재연구본부

시스템통합기술연구그룹

IT SoC연구본부

이사회

원장

2절 »
ETRI, ‘IT839’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다

통·방융합부문
홍보실

이동통신연구단

업무혁신실

전파방송연구단

미래기술연구그룹

광대역통합망연구단

ETR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IT839 전략 추진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개

감사

발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차세대 신성장동력 연구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정

감사실

IT기술전략연구단

SW·컴퓨팅부문
디지털홈연구단

IT기술이전본부

디지털콘텐츠연구단

미래기술연구그룹

임베디드SW연구단

비했다. 2004년 1월 1일부로 연구조직을 1연구소, 9연구단, 1연구본부 체제로 전환했

행정본부

다. 원천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기반기술연구소와 9개 연구단(이동통신
연구단, 디지털방송연구단, 광대역통합망연구단, 텔레매틱스연구단, 디지털홈연구단,
디지털콘텐츠연구단, 정보보호연구단, 지능형로봇연구단,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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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서비스부문
지능형로봇연구단

기획본부

텔레매틱스・USN연구단

미래기술연구그룹

정보보호연구단

ETRI 조직도 (20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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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신
르네상스’

ETRI는 ETRI 비전 2020의 달성을 위해 연구조직을 융·복합기술 개발체계로
구축했으며, 부문별로 ‘미래기술연구부’를 운영하는 등 21세기형 정부출연연구기관으
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현을 위한
노력

1절 »

세계 최고 Human Technology 창조

비전

즐겁고, 편리하고, 안전한 인간중심 융합기술

I3
3대 목표

일류화

Technology
Innovation 주도

Technology
Initiative 확보

Technology
Impact 극대화

세계일등기술
연 3건

국제표준특허
연 15건

기술료
예산의 15%

ETRI 비전 2020

21세기 들어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의 고도화와 융합화로 IT기술 자체의 개발보
다는 미래사회의 비전 제시 및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과학기술 창조 쪽에 비중을
두었다. IT기술이 그동안 지식 기반 경제사회에서 주로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면

5대 전략

체계적 기획
System 완성

R&D
R&D
Smart HRD
완성도 제고 Glocalization 추진 System 구축

균형성장형
재원구조 확립

향후 미래사회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대될 것으로
ETRI 비전 2020

전망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선진국들은 미래전략 연구를 활발히 추진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선진일류국가를 실현하고 세계 일류 U-KOREA를 구현하기 위해 IT기
술의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했다.
ETRI는 국가 선도 R&D 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ETRI 비

2절 »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융·복합형 조직체계 구축

전 2020’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2007년 5월 원내 전문가 80여 명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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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전전략위원회를 꾸리고, 같은 해 12월까지 R&D 역량진단을 통한 내·외부의 광

미래산업의 트렌드는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이 창출되고 IT와 BT,

범위한 의견을 모아 아젠다를 정립하는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8년 3월 ETRI 비전

NT 등이 융복합화되는 ‘메가 컨버전스’가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ETRI는 융합 패러다임

2020 및 ETRI 기술비전 2020을 수립했다.

에 맞춰 연구방법론과 연구자원 및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등 ‘컨버전스’ 연구에 중점을 두

ETRI 비전 2020은 ‘세계 최고 Human Technology 리더’를 비전으로 제시하

었다. IT융합기술 선도기관으로서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IT기술의 고도화를 이루고

고 ‘보다 즐겁고, 편리하고, 안전한 인간 중심 IT융합기술 선도기관’을 구현하는 것

융ㆍ복합화를 통한 융합원천기술의 확보로 IT 기반 미래기술을 선점하는 등 ETRI 르네상

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Technology Innovation 주도, Technology Initiative 확보,

스를 연다는 계획이었다.

Technology Impact 극대화란 3대 목표를 세우고 세계일등기술 연 3건, 국제표준특허

이를 위해 ETRI는 2008년 2월, 기존의 1연구소 10연구단 4본부의 조직을 4연구부

연 15건, 예산의 15% 기술료 수입이라는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체계적

문 9본부의 융복합형 체제로 개편했다. 연구 부문의 융합형 연구조직은 방송통신융합연구

인 기획 시스템 완성, R&D 완성도 제고, R&D Glocalization 추진, SMART HRD 시

부문, SW콘텐츠연구부문, 융합기술연구부문,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등 4개의 연구 부문

스템 구축, 균형성장형 재원구조 확립이라는 5대 전략을 통해 원천기술과 융합기술을

으로 구성됐다.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은 산하에 이동통신연구본부와 방통미디어연구본부

개발하고 핵심기술을 축적하며 중점연구영역을 구축해 사업화로 연계하고자 했다.

등을 두고 SW콘텐츠연구부문에는 융합소프트웨어연구본부와 디지털콘텐츠연구본부, 정

기술 비전 2020은 ‘즐거운 Tech, 편리한 Tech, 안전한 Tech’라는 기술 비전을

보보호연구본부, 융합기술연구부문에는 RFID/USN연구본부와 U-로봇연구본부, 융합부

세우고 개인 맞춤형 u-허브, 인간친화형 협업컴퓨팅, 지능형 서비스 로봇기술, 차세대

품·소재연구부문에는 NT융합부품연구부, 신소자/소재연구부, 광/RF소자연구부와 SoC

u-물류/유통, 인텔리전트 재난재해 방지기술 등 모두 12개의 전략 아젠다를 설정, 미래

연구부를 설치했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과 원천핵심기술 발굴 등을 위해 미래기술연구부

국가 수요와 미래 생활 수요를 충족해 선진일류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다.

를 설치하고 R&D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보증연구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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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2004년 기술이전, 기술평가, 중소기업 지원업

이사회

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IT기술이전본부(ITEC)를 신
설했다.

원장

감사

감사실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광통신연구센터

홍보실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SW콘텐츠연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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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기술평가,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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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2004년 10월 연구원의 우수 연구개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산업체에 이

담기구인 ‘IT기술이전본부(IT Transfer & Evaluation Center : ITEC)’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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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C은 기술이전팀과 기술평가팀, 기술진흥팀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상용화 기
술의 발굴에서 기술가치 평가, 기술이전 업무는 물론 중소 벤처기업 지원업무까지 총괄
함으로써 신기술 저변확대를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기술이전 관련
자문을 담당할 기술이전 전문위원을 둬 전문가 풀(pool) 체제를 구축해나갔다.
또한 우수 R&D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상용화하기 위

융합기술연구부문

해 R&D 기획과 수행 단계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과 상용화 관련 정보, 인력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융합기술미래기술연구부

융합부품소재미래기술연구부

등을 제공했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가치를 평가, 인증하고 IT 전문기
관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용서비스를 실시했으며 기술혁

RFID/USN
연구본부

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이전 및 상용화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U-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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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 책임자가 직접 상용화까지 참여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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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ETRI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1,300여 개 기술을 1,800여
개 기업에 이전시켰으며 2,350여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 수입을 올렸다. 특히 2004년까
지는 퀄컴 기술료를 제외하면 기술료 수입이 매우 미미하였으나, 2004년 10월 ITEC이
발족된 이후에는 우수 신기술 이전에 의한 일반 기술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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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뒀다. 2003년 말 기준 66억 원 수준이던 일반 기술료 수입이 2006년에는 퀄컴 기술
료 수입을 넘어섰고 2008년에는 292억 원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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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진
흥
센
터

술료 수입의 증대에는 인체통신 기술, 3G LTE 기술, DMB 기술, WiBro 기술, 디지털
액터 기술,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 실감형 e-러닝 프로토타입 학습시스템 등의
기술이전이 크게 기여했다.
ETRI는 보유 특허 매각이나 라이센싱을 통해 거둬들인 기술료 수입을 재원으로
ETRI 조직도 (2008년 2월)

2004년부터는 퇴직자를 포함해 발명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
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ITEC을 통해 보다 유기적인 IT 신기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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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2007년 6월 11일 ‘CS경영 및 고객헌장

ETRI는 2006년 5월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선포식’을 개최했다.

‘신품질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용화 활동을 전개해 기존의 일상적 기술이전 외에 상용화 추가개발사업을 전개했으며

이는 정부출연연구소를 통틀어 최초로 품질경영을 연구현장 및 경영 부문에 폭

연구소 기업을 통한 연구원의 직접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을 강화해 향후 2015년에는 자

넓게 도입한 사례로 ETRI가 일찍이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체 재원 수입을 전체 재원의 약 30%까지 끌어 올릴 목표로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

로 평가받았다. 또한 2차 인증 갱신은 연구과제 선정에서 상용화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추진했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ETRI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우수성 및 무결성이 다시

이후 2008년 3월에는 연구 내용의 실용화와 기술사업화에도 중점을 둬 기존의

한 번 입증된 것이며, 조직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검증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ITEC을 기술사업화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사업화전략실, 중소기업진흥센터, SoC산

더 나아가 ETRI는 2005년부터 경쟁 우위의 경영품질을 구축하고 초우량 선

업진흥센터를 설치해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을 본격화했으며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진 경영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신품질 경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강화와 더불어 지역 R&D 거점육성사업 등을 펼쳤다.

2006년 5월 국내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신품질포럼(NFQ)에서 수여하는 ‘신품질대
상’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4절 »
품질경영의 도입과 고객만족 선도

ETRI는 그 동안 자체 개발한 기술을 업체에 이전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사후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고객만족이란 관점에서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위주로 전면 개편했다. 2007년 6월 ‘CS경영 및 고객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고객
과 시장이 중심이 되는 R&D 경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목표연도인 2010년에는 세계
초일류 IT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인 IT R&D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CS경영 및 고객헌장은 큐 마크(Q-mark)품질 인증, 기술이전 매니저 지정, 온
라인(On-Line)방식의 적시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도입, 원스톱(One-stop) 고객지원
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객만족 경영은 단순한 친절 운동이 아닌 조직의
사활이 걸린 ETRI의 21세기 생존전략이었으며 고객만족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D 품질향상, 핵심역량강화, 고객만족경영제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축과 11개 전략
과제로 구성된 마스터플랜을 추진해 ‘고객과 함께 열어가는 IT Future’라는 CS 비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 결과 2002년 국내 인증(KFQ)의 ‘IT분야 R&D 및 기술이전’ 부문의 품질경
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심사를 통과한 이후 정부출연연구소 최초로 2005년에 1차 갱신
에 이어 2008년 11월 ‘ISO 9001:2000 2차 갱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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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광통신용 변조기 집적 레이저(EML), 광검출기(PD), 가변
분상보상기(TDC) 모듈 등 광통신을 구성하는 소스부와 전
달부, 수광부의 핵심 광부품들

연구
개발
활동

광통신용 핵심 광소자 모듈은 데이터 용량을 4배에서 최대 16배까지 끌어올린 차세대
통신망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광통신용 변조기 집적 레이저(EML), 광검출기(PD),

1절 »

가변분상보상기(TDC) 모듈 등 광통신을 구성하는 소스부와 전달부, 수광부의 핵심 광부

미래 IT산업의 기반 융합부품기술 개발

품들을 개발해 그동안 전량 수입해왔던 40Gbps용 광소자 모듈 등 선진 광소자기술을 확
보했다. 이러한 꿈의 광통신을 향한 ETRI의 광통신 핵심부품 연구개발로 인해 우리나

1. 부품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

라의 통신기술 자립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부품 경쟁력과 함께 시스템 가격 경쟁력을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부품 소재 분야는 2000년대 들어 미래 IT의 씨앗기술이자

갖추는 기반도 마련했다. 더불어 국내 광통신산업 활성화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꾀하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정보화

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 가속화되면서 초고속 광통신 기반의 통신 시스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한 시스템의
MIT 원리를 적용한 임계온도 스위치와 휴대전화 배터리용 소자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광부품 및 소자 개발이 요구됐다.
ETRI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광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광통신 부품 및

모트(Mott) 금속-절연체 전이현상(Metal-Insulator
transition : MIT)

2005년 세계 최초로 MIT 현상을 규명한 이후 다음해인 2006년에는 이 현상을
적용해 고성능 임계온도 스위치와 과열에 의한 휴대전화 배터리 부풀림과 폭발을 방지

소자를 개발해 부품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을 마련하고, MIT 소자를 이용한 임계온도
보통의 금속은 전기를 나르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

스위치와 휴대전화 배터리용 소자를 개발하는 등 부품 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류가 쉽게 통한다. 그러나 전자 간의 반발 에너지가 매
우 커질 경우 금속이 돌이나 고무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가 되는데, 이를 MIT 현상이라고 한다. 이

광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전송기술

MIT를 최초로 예언한 모트 박사의 이름을 따 ‘모트금

국내 광통신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차세대 초고속 정보

MIT 현상 규명이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고온

통신망 구축은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에 ETRI는 10Gbps 광전송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한 데 이어, 2005년 40Gbps 광전송시스템과 10Gbps급 광 송수신 모듈을 개발했다.
40Gbps 광전송시스템 기술은 음성, 데이터, 인터넷 등 다양한 트래픽을 담고 있
는 TDM 및 이더넷 신호를 통합 수용해 40Gbps 신호로 다중화한 다음 광신호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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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연체 전이’라고 부른다.
초전도, 자성체의 거대 자기저항 그리고 고체·액체·
기체에서 일어나는 절연파괴 등 지금까지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 다른 물리현상들에 대해서 해결 실마리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전자기기의 잡음제
거소자, 광소자, 차세대 메모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MIT 현상을 활용해 미래산업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는 소자를 개발했다. 연속적으로 가변하는 MIT 임계온도 센서는 임계온도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
임계온도 스위치는 기존 세라믹 센서보다 소형이면서 신뢰성이 높고, 100배 이상
뛰어난 감도 특성을 갖고 있어 바나듐 옥사이드 재료를 사용하면 68℃ 이하에서 동작하
지만 다른 재료로 만든 MIT 소자의 온도 범위는 영하 193℃에서 영상 150℃까지 확장이
가능해 발효식품 제조회사(40℃)나 포도주 제조(15℃), 난방시스템(20℃), 화재경보기
(55-72℃) 등 임의로 온도측정 및 제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ETRI는 MIT 임계온도 스위치를 응용한 실험에서 휴대폰 이차전지가 온도상

해 멀리 전달하기 위한 핵심요소기술이다. 전송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구 밀도가 높은

승이나 과충전 상태인 4.2V 이상에서 안전한 상태인 3.8V로 순간적으로 방전되는 것

우리나라 정보통신 환경에 적합한 초고속 대용량 전송망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 실험에서는 시중에 사용 중인 핸드폰 전지의 온도를 높인 결

40Gbps급 시분할 광전송기술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된 10Gbps급 광송수신 모

과 166℃에서 42%의 부풀림을 보이고 177℃에서 폭발했으나, MIT 소자는 160℃에서

듈은 CD 2장 분량을 1초에 전송할 수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개발된 모듈의

22%의 부풀림에 그쳤으며 210℃에서도 전지가 폭발하지 않았다. 이것은 임계온도인

경우 2W(와트)로 발열량이 컸으나 ETRI가 개발한 모듈은 1.3W로 저전력 부품과 회로

68℃에서 MIT 소자가 금속체로 순식간에 바뀌면서 급격하게 전하를 방전시킨 결과로

를 사용해 고성능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대폭 낮췄다.

분석됐다. MIT 임계온도 스위치는 휴대용 IT기기의 전지에서 종종 발생하는 부풀림 및

2007년에는 초당 DVD 1장 분량인 40G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초

폭발을 방지하고 전지의 안정화와 안전한 사용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휴대폰 배터

고속광통신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40Gbps 광소자 모듈을 개발했다. 당시 서울에서 대

리에 비해 용량이 커서 임계온도를 넘어 폭발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노트북

전 간의 광통신 기간망 속도는 대략 2.5~10Gbps 정도였는데, ETRI가 개발한 40Gbps

배터리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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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테라전자소자연구팀은 물리학의 오랜 수수께끼

2008년 ETRI는 창문, 쇼윈도, 자동차 유리창 등 주변

로 남아있던 ‘모트(Mott) 금속-절연체 전이(MIT) 현

의 사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

상’에 대한 원리를 이론화하고 실험으로 증명하는 데

비쿼터스 투명 스마트창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성공했다.

물리학의 오랜 수수께끼를 푼 MIT

모두 투명한 산화물 트랜지스터가 사용됐다. 즉, 투명한 전자소자를 기반으로 정보 표
시, 입력, 처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명 스마트창은 언제 어디서나 공간적, 시각

2005년 ETRI는 절연체(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깨고 절연체를 전기가 통하는 금속
체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물질 속 자연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물리학의 오랜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모트(Mott) 금속-절연체 전이(Metal-Insulator Transition : MIT) 현상’에 대한
원리를 이론화하고 실험으로 확인한 것이다.
MIT 현상은 194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영국 캠브리지대학 모트 교수가 ‘금속에서 전도전자들 사
이에 쿨롱(Coulomb) 에너지가 매우 크면 물질의 구조적 변화 없이 갑자기 모트 절연체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모트 MIT 이론을 처음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이론은 반세기 동안 실험으로 증명되
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학문적 논쟁을 거듭하며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미해결 문제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적 제약이 없이 표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가장 적합한 투명 단말기
기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산화물 트랜지스터의 핵심 소재에 대한 원천 특허를 대부분 일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ETRI의 투명 스마트 창 기술은 기존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핵심 원천 신소재 기술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산화물 트랜지스터는 투명 디스플레이 분
야뿐만 아니라 기술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AMOLED, TFT-LCD 등에서 기존의 실리

ETRI는 모트 금속-절연체 전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획기적 이론인 ‘Hole-driven MIT Theory’를 새

콘 계열 박막트랜지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관심

롭게 만들었다. 이 이론의 증명을 위해 금속-절연체 전이형 소자를 제작하고, 전류-전압 특성 측정으로

을 보였다. 또한 ETRI는 투명 스마트 창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금속과 동등한 전기

부터 불연속 점프인 금속-절연체 전이 현상을 관측했다. 또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마이크로 라만
산란실험과 펨토초 펄스를 이용한 코히런트 포논의 관측으로 구조 상전이를 동반하지 않는 금속-절연
체 전이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MIT 현상’을 증명했다. 아울러 MIT 현상이 쿨롱에너지가 크
지 않은 물질로 알려진 화합물 반도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전도 특성을 갖는 투명전극도 개발했다. 투명전극은 희소소재인 인듐을 포함한 투명전
극 소재인 ITO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각광을 받았다.
ETRI의 투명 스마트 창 기술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신성장동력 기술로서 새로

이후 미국, 일본 등 물리학계의 경쟁에서 먼저 결과물을 내기 위해 연구팀은 24시간 장비를 운용하고

운 서비스 발굴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12

밤샘 작업을 계속했으며,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ETRI의 MIT 현상 규명에 대한 이론을 2005년 9월 정

년 본격 상용화될 예정이다.

식 학설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2006년 12월 MIT 메커니즘을 미국물리학회 전문 저널인 피지컬 리뷰
레터(Physical Review Letter)에 발표했다.

ETRI의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 세상

2.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현해 주는 영상표시장치

거실 유리창을 통해 TV를 보고, 식당에서는 탁자 위에 만들어진 투명한 디스플레이창을 통해 메뉴를 고
른다. 투명한 컴퓨터 스크린으로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즐기고 키보드 대신 손을 이용해 TV 채널을
고르고 화면을 조정한다. 그 동안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

로 정보통신시대의 핵심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기술은 핵심 전자 부품의 발전

투명 디스플레이는 평소에는 유리창처럼 투명한 상태로 사용하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디스

과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정의 창문이 TV로 바뀌고,

플레이를 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투명 광고창, 투명 스크

내비게이션이 자동차 앞 유리창에 표시되고, 백화점 쇼윈도를 터치하면 진열된 상품 정
보가 나타나고, 사무실 책상 위에 깔린 유리가 컴퓨터 모니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
로운 개념의 디스플레이 시대가 도래했다.
ETRI는 2008년 이처럼 창문, 쇼윈도, 자동차 유리창 등 주변의 사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투명 스마트창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TFT-LCD와 같은 기존의 평판 디스플레이는 실리콘 기반의 불투명한 트랜지스터가

린 매트, 투명 디지털 테이블 등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가능해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투명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상용화 될 수 있는 분야는 모바일 디바이스, 그 중에서도 모바일폰이
될 것이다. 기존의 디스플레이 위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덧대어 사용할 수 있고, 메인 정보창을 투명 디스
플레이로 만드는 모바일폰이 등장할 수도 있다. 소형 게임기의 경우에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 새
로운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지며, 디자인 면에서도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산업 분야에서 많은 강점을 보였다. 특히 디스플레이의 경우 대기업들
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강점을 활용한다면 투명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
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된 반면, 투명 스마트 창을 구성하는 투명 디스플레이는 스위치 소자와 구동 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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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투명이 가능해 그린홈이나 그린빌딩 등 녹색도시 건설에 매우 적합한 기술로 시장

ETRI는 2001년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해 2005년 종이
처럼 얇고 쉽게 휘어지는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전망은 매우 밝다. 염료감응 태양전지기술은 아직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
한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초기시장으로는 2~3년 이내에 제품 수명 주기가 5년 미만인
휴대단말기 등 소형 전자제품의 보조전원으로 시장진입이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반
투명, 컬러,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특징을 극대화한 전기유리창, 선루프, 차양장치 등
채광과 발전이 가능한 상품으로 진화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수명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
면, 그린홈이나 그린빌딩 등 녹색도시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광발전 태양전지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ETRI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국제특허를 출원하고, 2008년에는 리비아 정부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

와 차세대 태양전지 공동개발에 착수하는 등 세계 진출에 나섰다. 일조량이 풍부한 중

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ETRI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유비쿼터

동의 아랍에미리트 및 리비아와 박막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

스 정보화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플렉시블 태양전지 개발에 나섰다.

는 등 국제협력에도 힘써 2015년까지 중동 지역의 태양광 신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

정보통신부의 ‘차세대 PC용 이오닉스 소자 개발’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기초

을 세웠다. 휘는 태양전지기술은 5편의 SCI 논문으로 발표됐으며, 2006년도에 「Solar

연구를 시작해 2005년에는 종이처럼 얇고 쉽게 휘어지는 세계 최고 성능의 차세대 태양

Energy Materials and Solar Cells 90, 574-581(2006)」에 게재된 논문은 2011년 외부

전지를 개발했다. 기존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개발된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주로

연구자들에 의해 SCI 논문에 88회나 인용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휘는 태양

유리나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았으나 ETRI가 개발한 플렉시

전지기술은 우리정도(현 TG에너지), 상보, 일진소재산업 등에 기술이전돼 상용화가 진

블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한쪽 면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다른 면은 플라스틱 소재

행 중이다.

를 사용해 구부릴 수 있으면서도 효율은 월등히 우수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비쿼
터스 환경에서 휴대전화, 웨어러블 PC 등 차세대 PC 산업에 필요한 전원의 자가충전

4.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용이나 옷, 모자, 자동차 유리, 건물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조가 간

시스템반도체(System-on-Chip : SoC)는 컴퓨터의 중앙제어장치와 휴대전화의

편하고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20% 수준의 저가 비용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모뎀 칩 등 시스템제어와 IT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이다. 따라서 첨단산업의

가격이나 생산성 등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로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염료감응 태양전지기술은 염료가 흡착된 나노입자 이산화티탄 전극과 백금 또는

ETRI는 2005년 지상파 DMB 핵심 모듈 통합 시스템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탄소전극, 그리고 두 전극 사이에 산화/환원전해질이 채워진 구조로 구성돼 있다. 이러

2006년에는 나노급 반도체 IP와 초저전력 동영상 디코더 SoC 개발, 2007년 초고속 광

한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염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가능하고, 이산화티탄 박막

신호처리용 모듈과 초저전력 동영상 압축 인코더 개발 등 시스템반도체기술 개발을 통

의 모양과 두께를 조절해 그린홈이나 그린빌등 등 녹색도시 구현에 적합한 심미적 기능

해 국내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의 투명 전기창이 가능해 기존의 태양전지와 차별화된 미래 유망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지구의 에너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청정 신재생에너지들 중에서 태
양은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에너지원으로 염료감응 태양전지기술은 다양한 색상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대비한 지상파 DMB 관련 기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에 성공한 지상파 DMB는 방송국의 증가
로 인한 주파수 자원의 고갈과 아날로그 FM 방송의 혼신, 이동시 음질 저하 문제 등을

염료감응 태양전지 응용Ⅰ : 모바일 전원

Tencs/
Canopies/
Sailboats

Awnings

해결하는 동시에 CD 수준의 고음질 오디오 서비스와 교통, 증권 정보 등 다양한 부가

염료감응 태양전지 응용Ⅱ : 건물 일체형 발전(BIPV)

Displays

차일

Roofing/
Facades
Windows

Street
Lights

블라인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속 이동 중에도 선명한 화질의 동영상 수신이 가능한 차세

Traffic
Sigrals

대 디지털 방송기술로 주목받았다. 지상파 DMB 서비스는 향후 양방향 이동통신과 결

지붕
Wiroloss
Notwork
Sonsors

Clothing

PDAs

창문

Smart
Lighting

Laptops

Digital
Modila
Playors
Hand Bags

Toys

Call
Phones

외벽

합해 방송통신 융합형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비와 단말기,
그리고 핵심 부품의 개발이 요구됐다.
ETRI는 2005년 방송통신 융합형 양방향 지상파 DMB 저전력 SoC 기술을 개발
하고, 지상파 DMB 수신단말용 RF 수신, OFDM 복조, 채널 복호, 오디오 복호,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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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다

회로설계기술이었다. 반도체 IP 개발로 모바일 휴대기기의 부품을 소형화하고 소비전

ETRI는 2007년 Full HD급 동영상 데이터 처리시 기존
MPEG-4 표준에 비해 50% 이상 압축률을 높이고 소

력을 절반 이상으로 대폭 줄였으며 구조 및 회로기술, 신호처리기법 등도 새롭게 구현

비전력을 절감시키는 인코더기술을 개발했다.
(좌)T-DMB Baseband칩, (우)동영상 압축 인코더 시연

했다.
또한 차세대 휴대단말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효율의 재구성형 연산모듈, 디지털
영상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디지털 IP 20여 종, CMOS 신호변환기 외 아날로그 IP
40여 종 등의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반도체 IP는 타 분야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SoC
기술로서 미래 이동통신 단말기의 성능 개선, 다기능화, 소형화 및 저가격화에 획기적
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오 복호, 시스템 복호, 데이터 복호 등 모든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방송통신 융합
형 양방향 지상파 DMB 저전력 SoC 기술은 지상파 DMB 핵심부품의 양산 기술을 확

초고속 광신호처리용 모듈

보하고 기존 방송개념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7년에는 초고속 광신호 처리에 필수적인 신개념 초고주파 반도체 펄스레이

2005년 말에는 지상파 DMB 단말기의 주요 핵심 모듈을 모두 집적한 SoC를 세

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초고주파 반도체 펄스레이저는 광전송시 각종 트래픽에서

계 최초로 개발했다. 개발된 SoC에는 Band-III RF 수신 모듈, OFDM 기반 베이스밴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전송을 가능케 하는 모듈로 광전변환이 없이도 초고속

드 모듈, H.264/BSAC 기반 멀티미디어 모듈 등과 같은 지상파 DMB의 핵심 모듈이

광신호로부터 광클락을 추출할 수 있어 고출력, 저가형, 초소형, 안정성 등 많은 장점을

동일한 실리콘 위에 성공적으로 집적됐으며, 각 모듈 단위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던

가지고 있었으며, 광밀리미터파 응용기술, 유무선 통합네트워크용 RoF광원, 광CDR등

당시 업계에서 소비전력 감소와 가격 인하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광

개발한 SoC는 지상파 DMB 수신 규격을 만족하는 동시에 Eureka-147의
Mode I, II, III, IV를 모두 충족했으며 Baseband 복조 기능에 Hardwired logic 기반

통신의 경우, FTTH 사업 구축에 따른 급격한 트랙픽의 증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완전광 네트워크 구현에 도움이 됐다.

의 MUSICAM 오디오 디코더를 설계함으로써 별도의 임베디드 프로세서 없이 동작이
가능해 저소비전력 및 저가격화가 결정됐다. 또한 당시 존재하는 멀티미디어 코덱 기술

초저전력 동영상 압축 인코더

중에서 가장 높은 압축효율과 품질 성능을 갖는 오디오(BSAC) 및 비디오(H.264) 복

동영상의 해상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하는 인코더 개발이

호 모듈이 집적되는 것은 물론 휴대폰, PMP, PDA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터페이스

중요해짐에 따라 ETRI는 2007년 Full HD급 동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때 기존 MPEG-

를 제공함으로서 기술이전 결과물이 단기간에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했다.

4 표준에 비해 50% 이상의 압축률을 향상하고 소비전력을 절감시키는 저소비전력

지상파 DMB SoC 기술 개발로 고성능, 저비용 핵심부품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
라 지상파 DMB 기술의 대중화에 기여했고, 개발한 SoC 설계 기술은 총 10개의 기업
으로 기술이전이 이뤄졌으며 휴대전화, 전용단말 등의 칩 솔루션으로 상용화됐다.

H.264 인코더기술을 개발했다.
고화질의 Full HD(1920x1080)급 해상도의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하는 인코더
SoC는 ETRI에서 개발한 전용칩으로 설계된 하드웨어 SoC 솔루션을 기반으로, 낮은

ETRI는 압축 영상 디코딩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2006년에는 지상파 DMB,

동작 주파수와 저전력 움직임 추정(ME;Motion Estimation)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

PMP 등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기용으로 기존 대비 40%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초저

으며 메모리 액세스 최소화 등의 기법을 이용한 결과, 기존 제품에 비해 40% 정도의 소

전력 동영상 디코더 SoC를 개발했다. 기존 H.264 디코더와 공정 과정을 달리해 소비

비전력 절감과 함께 풀 HD급 영상을 초당 30프레임으로 실시간 인코딩할 수 있으며 디

전력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킴으로써 휴대형 DMB 단말기 등의 사용 시간을 늘리는 데

지털 카메라, 캠코더, PMP, 디지털 홈 애플리케이션 같은 휴대용 디바이스의 적용에도

크게 기여했고, DVD에 사용되는 720x480 픽셀의 해상도까지 지원해 DMB 제품만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PMP 제품에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우수한 압축 성능과 화질을 제공할 수 있고, 전력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멀티미디어 제품들의 가격경쟁력과 휴대 사용시간 연장 등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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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단말기에 사용되는 나노급 반도체 설계자산

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ETRI는 관련 기술에

2006년에는 각종 휴대 단말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나노급 반도체 설계자산

대한 5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으며, 앞서 개발한 저전력 디코더와 인코더를 통합한 초

(IP) 60여종을 개발했다. 디지털 및 아날로그 IP 기술인 반도체 IP는 각종 휴대 단말

저전력 코덱 및 다양한 영상 포맷을 수용하는 다중 포맷 영상코덱 개발에 나서 통신방

기의 모뎀, 멀티미디어 등 중요 부품 속에 내장돼 SoC를 구성하는 나노소자 기반 핵심

송 융합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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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한 u-코리아의 조기 구현으로 생활 속의 IT화를 앞
당긴 이 연구 성과는 의료, 교통, 환경 등 국가 사회 전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에도 큰 역할을 했다.

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선도

임베디드 SW 개발 솔루션 ‘비주얼 에스토’ 수출

각종 전자제품이나 정보기기 등에 내장돼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임베디드 소프
트웨어는 차세대 첨단 신산업의 핵심으로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아침에 일

ETRI가 개발한 임베디드 SW 개발 솔루션은 (주)코스모에 기술이전되어 ‘비주얼 에스토’란 이름

어나면 개인용 단말기를 통해 오늘의 날씨와 기사, 주요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단말기

으로 상용화됐고 미국의 POS(판매시점관리) 단말 세계 1위 업체인 베리폰(Verifone)사에 2만 달

펜으로 드래깅해 스크랩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단말기를 통해 전송받은 주요 정보들
을 부엌의 셋톱박스 화면으로 재생시켜 보다가 출근 시간에 맞춰 차에 타면 집 안에서

러 규모로 수출되는 성과를 올렸다. ‘비주얼 에스토’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적시에 개발하기 위한 소
스 프로그램의 작성, 목표 시스템의 메모리, CPU, 프로세스 상태를 감시하는 원격 모니터링 기능
등을 제공하는 기술을 담고 있으며,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자가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

보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자동차의 화면과 스피커로 재생되는 일상은 이미 낯선 모습이

는 소프트웨어인 커널 설정에서 응용개발까지 목표 시스템을 적시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아니다. 휴대전화의 위급상황 자동문자알림 서비스와 위치 추적 서비스, 개인 계정으로

주는 토털 패키지 형태의 개발 솔루션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임베디드 SW 개발 전문업체가 적

도착한 메일을 휴대전화나 휴대단말기를 통해 확인하고 답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미
보편화된 상용 서비스가 됐다. ETRI는 임베디드 SW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임베디

어 각종 디지털 가전제품 등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 외국 업체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 왔다. 그러나
ETRI가 개발한 임베디드 SW 개발 솔루션이 처음으로 해외로 수출됨으로써 국내 임베디드 SW 기
술의 세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기본 SW의 구축 및 설치에 1시간밖에 걸

드 운영체제 커널, 임베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SW 개발도구와

리지 않을 정도로 간편하고 성능 대비 가격은 경쟁사인 미국 타임시스 제품의 3분의 1에 불과해 가

브라우저와 멀티미디어 재생기를 포함하는 임베디드 SW 통합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하

정용 로봇, 텔레매틱스 단말, 스마트폰 등 여러 정보가전기기에 사용됐다.

는 등 IT산업의 근간 기술인 임베디드 SW의 활성화를 선도했다.
임베디드 SW 개발방법론 마르미-Ⅳ
임베디드 SW 표준 플랫폼 및 솔루션

ETRI는 2005년 유무선 통신망과 차세대 PC를 기반으로 한 미래 첨단 정보 서
비스 제공에 필요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탑재되어 응용 프로그램이 최적의
성능 및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운영체제 ‘나노 큐플러스’

2006년에는 임베디드시스템 개발방법론인 마르미-Ⅳ를 개발했다. 마르미-Ⅳ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베디드시스템 개발을 위한 체계화된 제품 계열 기반의 개발방법
으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기존 컴포넌트 기반 개발방법론이 단일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마르미-Ⅳ는 여러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각
제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해 체계화시키고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먼

2006년 개발된 나노 큐플러스(NanoQplus) 2.3 버전은 u-시티, u-환경, u-국방, 디지털 홈 등 다
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필수적인 센서노드에 탑재되는 운영체제(OS)로 ETRI는 나노 큐플러스
2.3 버전의 소스 코드를 웹(nano-os.tistory.com)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나노 큐플러스는 지하철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실버타운 내의 노인 위치 인식 시스템, 헬스케어 시
스템 등에 상용화되었으며, 초소형 커널이면서도 운영체제가 가져야 할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어 여
러 대학에서 운영체제 강의 및 실습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ETRI는 국산 운영체제인 나노 큐플러

저 개발해 효과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모델의 제품을 만들 때 매우 유용
하게 쓰였다. ETRI가 개발한 마르미-Ⅳ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에 보급돼 사용됐으며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기술

스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8비트, 16비트, 32비트 프로세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용 센서노드에

2004년부터 2년간 정보통신부 ‘언어정보처리 기술개발’ 사업

나노 큐플러스를 포팅하였다. 나노 큐플러스 소스 코드는 학교, 업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할 경

의 일환으로 개발된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기술은 우리나

우에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이전을 받아야 한다.

라 특허청에 한국어로 출원·등록된 특허정보를 영어로 자동
번역해 제공하는 기술로, 2005년 9월 기업에 기술이전해 상

임베디드 SW 표준 플랫폼 기술 개발로 정보가전, 휴대형 단말 등 우리나라가

용화됐으며 같은 해 12월부터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특허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HW 제조업과 임베디드 SW 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일반인 대상의 한영 특허 번역 웹사이트 XPAT

얻을 수 있었고, 임베디드 SW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소프트웨어 자립 기반을 확립했으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 개발로 특허청 특허정보 서비스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우리나라 특

며, 임베디드 SW 운영체제 및 라이브러리와 통합 개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와

허권의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각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상호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개발자의 로열티 부담을 덜고, 수출에서 선진국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도록 고기능, 저

문서 자동번역서비스(www.xpat.or.kr)를 실시했다. ETRI의

제공했다. 또한 2006년엔 영·한 특허문서 자동번역기술도 개발해 산업자원부 특허지원센터와 특허
청에 설치됐으며 국내의 특허 관련 종사자 및 특허 출원인들을 대상으로 활용됐다.

가격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242

<

243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

04.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다

등의 단말기 제어, 단말기에 저장된 주소로 전화걸기 등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상

2007년 ETRI가 개발한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소프트웨
어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임베디드 소프트웨

용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음성인식 SW의 개발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

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게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내비게이션 작동이 어
려웠던 사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어 복지정보통신 분야에도 크게 기여했다.

2. 인간중심의 차세대 컴퓨터기술 개발

기존의 컴퓨터가 성능과 속도 등 기계 중심이었다면, 차세대 컴퓨터는 기능과 사
용의 편리성이 강조된 인간 중심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다국어 언어·음성 지식 DB 국내 배포

착용 가능한 형태의 입는 컴퓨터를 통해 네트워크에 쉽게 접속하고 업무 수행을 단순

언어·음성처리 기술은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응용 분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게 해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높여주는 차세대 컴퓨터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를 위한 공통핵심기술로서 부각되어 왔으며, 언어·음성처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관
련 언어·음성 데이터베이스(DB)가 필수적인 요소였다.
ETRI는 2006년부터 2년여에 걸쳐 다국어 언어·음성 지식 데이터베이스(DB)

높아지고 있다.
ETRI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시대를 대비해 웨어러블 컴퓨터기술과 차세대 모바
일 기기의 핵심 UI 기술인 햅틱 기술 등 차세대 컴퓨터기술을 개발했다.

를 구축해 이것을 국내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그동안 국내 언
어·음성처리 기술 개발은 음성·언어 자원 DB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돼왔

웨어러블 컴퓨터기술

고, 특히 국내 업체 간 중복 구축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와 다국어 음성·언어

입는 컴퓨터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시계, 옷, 신발 등에 프로세서, 무선

DB의 부재로 외국 경쟁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했다.

통신,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돼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사람의 해석이나 간섭 없이 처리하

ETRI에서 구축한 다국어 언어·음성 지식 데이터베이스는 음성·언어기술 이

고 제공함으로써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인간본성과 어울려 상호 작용하며,

용 상황에 따른 발음 패턴, 어휘, 문장 구조 등의 변화와 주변 환경 및 관련 기기의 다양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수

한 특성을 고려해 총 40여 종을 외국 현지에서 수집해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러

있다. 또한 컴퓨터와 패션, 의류산업 등과의 접목은 입는 컴퓨터와 같은 신개념의 차세

한 다국어 언어·음성 DB 구축 결과는 지능형 로봇, 차세대PC, 텔레매틱스, 디지털홈,

대PC 출현을 앞당겼으며 기술의 융합화, 서비스의 광역화, 정보기기의 소형·경량화를

디지털콘텐츠, 이동통신 등 IT839 신성장동력산업용 차세대 음성 인터페이스의 핵심요

가져와 인간 중심의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소기술 개발에 활용됐다. 특히 ETRI는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에 이 DB를 활

ETRI는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PC 연구 분야의 선도 기반 기술 개발

용했으며, 특허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특허문서 자동번역 서비스에도 적용해 연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3월부터 웨어러블 컴퓨터 관련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간 70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05년 개인정보관리, MP3, 동영상 재생, 디지털카메라, 영상통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복합기능을 제공하는 손목시계형 PC 시제품을 선보였다.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SW

2007년 ETRI가 개발한 세계 최초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는 일상생활
을 편리하게 해주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PDA 또는 내비게이션 단말기 등 CPU와 메모리의 제약이 있는 단말기 형태의
하드웨어에 탑재해 사람의 음성인식 과정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해 약 45만 개의 어휘를

ETRI가 개발한 입는 컴퓨터에 탑재된 초소형(25KB), 초절전(25% 절전) 시스
템 SW 및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관련 규격 7건은 국내 단체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으
며, 사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추진한 특허맵 분석과 선행특허권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손목 착용형 사용자 입력장치에 관한 기술 특허는 입는 컴퓨터 구현을 위
한 핵심기술로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고속으로 음성인식 할 수 있어 일일이 키패드를 눌러 사용하던 기존 내비게이션의 불편
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내비게이션 단말기, 휴대폰, 지상파 DMB, WiBro 등 차

촉각감응 전자펜 기반의 Tactile GUI 기술

량 내 정보단말기기 사용이 잦은 현실 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행선지를 입력할 수 있을

2000년대 중반 이후 소형화된 모바일 장치에서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뿐 아니라 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차량 내 단말기에 음성인터페이

고해상도 스크린은 장치를 좀 더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으로 교체되는

스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추세였다.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는 터치스크린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07년

음성인식시스템은 내비게이션 작동은 물론, DMB 프로그램의 조회, 채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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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향상에 따라 2012년까지 세계 휴대전화의 40% 가량이 터치

다. 이 계획은 가입자당 2~20Mbps 초고속 통신망 환경에서 최대 1만 명에게 HDTV급

스크린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터치스크린은 입력 인터페이스의 복잡성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성능 인터넷 서버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을 감소시킨 반면에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

주관 연구기관인 ETRI와 총 20여 개 기관 및 기업들이 공동연구로 진행된 이 사

거나 메뉴를 선택하고 윈도 창을 늘이거나 줄일 때 조작이 제대로 됐는지 확실하게 알

업은 1단계로 2004년까지 한 대당 1,000명(동시 접속자 200명)에게 HDTV급 동영상 스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서버(SMART) 개발을 추진했으며, 2006년까지 2단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ETRI는 사용자에게 햅틱 펜을 통해 촉각 피드
백을 제공하는 ‘촉각감응 전자펜 기반의 Tactile GUI 기술’을 개발했다. 사용자들은 촉

로 지역 서버의 상용화 모델을 개선하면서 데이터센터의 대용량의 콘텐츠 저장관리를
위한 광역 서버 개발을 목표로 했다.

각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인터페이스 객체가 선택되었는지 보다 직관적으로 판

ETRI는 1차년도인 2002년, 시스템 구조 분석 및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시스템

단할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의 정교한 조작을 도와 터치스크린의 사용성을 증대시켰다.

구조와 내부 블록을 설계하는 등 차세대 인터넷 서버 설계를 완료했다. 2차년도인 2003

촉각감응 전자펜 기반의 Tactile GUI 기술은 MS 윈도우 시스템에 촉감 감응

년에는 SMART 서버를 구현했으며 3차년도에는 통합 시험을 통해 만든 시제품을 기술

GUI 인터페이스를 최초로 제공했으며, PDA, 스마트폰, UMPC, 테블릿 PC 등 터치스

이전했다. 그 결과 상용 시제품이 BcN 시범사업과 광주광역시 FTTH 시범 사업에 채택

크린 휴대단말기와 전자칠판 등 교육용, 장애인용 기기에 폭넓게 적용됐다.

됐으며, 4차년도에는 케이블 TV 방송용 미디어 서버로 개량해 2006년 강남 케이블 방송
국 등에 상용제품을 공급했다.

메뉴선택

버튼클릭

창크기 늘리기/줄이기

2004년에는 정부가 IT839 정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의 통합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광대역 통합망(BcN) 기술 개발 사업과 함께 USN 사업과 연계
된 서버기술 개발이 추진됐다. 그 결과 RFID나 센서망이 보급됐고 대량의 이벤트를 실
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로 목표를 수정해 U-City를 구
현하고자 했다. ETRI가 개발한 대용량 센서 데이터 스트림 처리 미들웨어(UbiCore)
는 7개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고, 객체기반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햅틱 스타일리스

(OASIS)은 국제적인 공개 SW로 발전했다.
2006년에는 가입자당 2~20Mbps 초고속 통신망 환경에서, 최대 1만 명에게
스크롤

창/아이콘 이동

최대화/최소화

HDTV급 고품질 프로그램의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 서버와 사용자 환경에 따
라 다양한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플랫폼을

촉각감응 전자펜 기반의 Tactile GUI 기술 사용방법

개발했다. 유비쿼터스 서비스 플랫폼은 밀집 주거 환경 사이버 아파트, 초고속 인터넷

3. 인터넷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 컴퓨팅기술 개발

1,000만 가입자 확산, 초고속 인터넷 망 고도화, 디지털 홈 1,000만 가구 구축, CATV망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반

1,300만 가구 구축 등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환경에서 디지털 홈이 구축된 밀집 주거 환

으로 하는 서비스가 생활화됐다. 또한 인터넷기술의 발전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질적

경에서 고품질 동영상 스트리밍 기능에 특화된 계층형 서비스 구조를 갖는 한국형 인터

향상과 함께 정보의 대용량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 등 멀티미디

넷 서버이다.

어 서비스와 영상 애니메이션과 같은 신산업 서비스가 차세대 인터넷의 주요 서비스로

ETRI는 차세대 인터넷서버기술을 국내 산업체에 전수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

부상함에 따라 다양한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킹

넷 서버 시스템 기반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미래 인터넷서버기술 개발 선도 및 차세

기능과 확장성이 강화된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 서버가 필요하게 됐다.

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고성능 정보 인프라를 제공해 고품질의 인터넷서비스기술 실

ETRI는 이러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화를 가능하게 했다.

미래 인터넷과 차세대 통신망을 이끌 서버기술, 한국형 공개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
등을 개발했다.

인터넷서버기술

2001년 정부는 대형 국책과제로 ‘차세대 인터넷 서버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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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가 개발한 공개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 | ‘부요(Booyo)’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은 IPv4나 IPv6망 또는 이들 혼합망 환경에서
네트워크의 인입점에 위치해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트래픽의 감지를 통해 이상 징후를

2004년 정보통신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
라 ETRI는 소프트웨어 주권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한국형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킹 침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구조를 가졌다.

공개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인 부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
동안 소수 기업에 종속돼 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문제점

공격 트래픽 / 탐지

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개 소프트웨어가 부

침입 경보 보고 / 분석

보안관리

Attacker

정책 하달 / 대응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솔루션과 구축 사례의 부족, 기술지원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부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부요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국산 리눅스 OS 배포판 사용을 확대하는

보안노드

한편, 국산 공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판도 변화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ftware)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수정하거나 재배포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이용, 복제, 배포가 자유로우나 무료와 혼동할 수 있어
‘free’ 대신에 ‘open’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를 가졌다. 부요는 다른 외국산 리눅스 OS 제품과 비교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좋게

보안노드

나타나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부요의 해외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ETRI는 핵
심기술과 솔루션 보급을 비롯해 한ㆍ중ㆍ일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포럼에 참여하고, 개발도상국 보

탐지

Victim

분석

대응

급을 추진하는 등 부요의 해외 확산을 위해 힘썼다.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NGSS) 개념도

4.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위한 정보보안 핵심기술 개발
1.25 인터넷 대란
2003년 1월 25일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국가 기간망
이 완전히 마비되어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SQL
웜’이라는 200자 원고지 한 장 정도의 데이터도 되지 않
을 만큼 작은 웜에 의해서 인터넷이 순식간에 마비되고
말았다.

지금까지의 정보보호기술은 사이버 위협의 대응 범위가 지엽적이어서 광역적인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일이 대부분 온라

해킹·바이러스 침해사고 대응에 있어서는 외국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다. 그러나

인상에서 이뤄지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

ETRI가 개발한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은 전체 보안 관리 도메인에서 종합적

게 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삶의 질도 높아졌다. 반면 개인이나 조직의 중요한 정

으로 보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세대 보안 플랫폼 및 관련 핵심기술을 제공했으며, 네

보가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유출되는 등 치명적인 정보화의 역기능도 발생하게 되었

트워크 보안 분야의 선도적 기술인 이상 트래픽 제어 기술 및 다중 도메인 보안 관리 기

다. ‘1.25 인터넷 대란’으로 불리는 2003년의 대규모 인터넷 침해 사고, 2004년의 국가

술을 개발해 효율적으로 침해사고에 대응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해커를 망으로부터

주요기관 전산망 침투 해킹 사고 등 정보화 역기능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고립화시키는 등의 강력한 보안 정책으로 침해사고에 대한 원천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으며 해킹에 사용되는 기술도 점점 발달하고 있어 정보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6대 표준 보안 기능

심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3대 보안 서비스 메커니즘

바이오정보 인식 및 위변조 방지기술 개발, 네트워크 침입방지 핵심기술 세계 최초 개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ETRI는 IPv4/IPv6 혼합망에서 적용 가능한 실시간 보안 노드 기술 및 보안관
리 기술 개발을 목표로 2006년 12월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을 완료했
다. 이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보안 시스템 간의 상호 연동을 통해 첨단 해킹이나 공격을

·성인 인증 서비스 메커니즘
·프라이버시 보호 서비스 메커니즘
·위치추적 보안 서비스 메커니즘

1대
서비
스
3대
메커
니즘
6대
기능

표
준
화

발, 익명인증기술 개발, 네트워크상 신·변종 악성코드 탐지기술 개발 등 정보보안 핵

·모바일 RFID 데이터 보안 API 기능
·모바일 RFID 보안 통신 API 기능
·모바일 RFID 패스워드 관리 API 기능
·EPC C1G2 보안 명령 API 기능
·성인 인증 API 기능
·프라이버시 보호 API 기능

ETR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응
서 용
비
스

대두됐다.

1대 보안 응용서비스
·안전한 모바일 RFID 보안 응용 포탈 서비스
(SMAP: Secure Mobile RFID Application Portal)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핵심 요소

분석해 자동으로 차단시켜 주고, 실시간 보안통제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네
트워크 단말 간의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했다.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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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RFID/USN을 위한 정보보호기술

ETRI는 능동형 보안 핵심기술의 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개발 초기부터 공동

RFID/USN 분야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핵심기술 분야로

업체를 참여시켜 연구개발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외와의 기술 격차가 심해 국내

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현을 위한 기반 기술이자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

자체 개발이 어려운 핵심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방 분야, 공공 센서 네트워크 분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249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ETRI 35년 >

04.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다

분야에서, RFID/USN 보안기술이 중요한 핵심기술로 대두됐다.

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 분야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요구 및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

ETRI는 2006년부터 안전한 모바일 RFID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RFID 단

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바이오인식기술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되

말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6가지의 표준 보안 기능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3가

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위주의 기술에서 나아가 바이오인식 단말기나 모바일

지의 보안 서비스 메커니즘을 적용해 안전한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

바이오인식 리더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임베디드바이오인식시스템기술, 바이오인식칩

바일 RFID 통합 보안 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바일 RFID 통합 보안 플랫폼은 모바일 RFID 환경에서 개인 프로파일 기반의
정보보호 서비스 및 통합 보안 서비스 프레임워크로서 암호라이브러리, 보안 미들웨어,
응용 서비스 게이트웨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모바일 RFID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얼굴과 홍채로 확인하는 개인 정보

ETRI가 개발한 정보보호형 바이오인식시스템 및 고성능 얼굴·홍채 인식 임베디드시스템은 얼굴을

보안 기술은 USN 분야에 접목돼 신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이용한 출입 통제장치, ATM 장치, 공문서 발급장치 등에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얼굴 영상의 진위 여

데 일조했다.

부를 검출해 사진과 같은 정지영상을 이용한 위변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다. 특히 3차원의
얼굴 영상이나 눈동자, 행동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판별해 개인의 바이오 정보를 위변조하는 시도를

바이오인식기술

인터넷을 이용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정보를 편리하게 수집하고 가
공할 수 있게 됐으나 이로 인해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거나 파괴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부각됐다. 또한 기존의 바이오인식 제품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이 기술은 휴대폰,
PDA, PMP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 기반 시스템을 활용, 출입국관리시스템과 공문서 발급장
치 등 기존 PC 기반 제품에도 안정적으로 활용됐다.

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다. 또한 국가의 중요 정보와 전자상거래 등의 경제 활동에 필요
한 정보마저도 손실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용자 패스워드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만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으로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중
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고유한 바
이오 정보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바이오인식기술(Biometrics)이 대두됐다.
ETRI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7년 얼굴, 지문 등 개인의 바이오 정보에 대한 프
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인식기술을 개발했다. ETRI가 개발한 정
전자여권 바이오인식 키오스크

얼굴-지문인식 로비폰

얼굴인식 모바일 디바이스

보보호형 바이오인식시스템 및 고성능 얼굴·홍채 인식 임베디드시스템은 얼굴을 이용
한 출입 통제장치, ATM 장치, 공문서 발급장치 등에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얼굴 영상의
진위 여부를 검출해 사진과 같은 정지영상을 이용한 위변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

네트워크 침입방지 핵심기술 세계 최초 개발

술이었다.

통신이나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도

그러나 바이오인식기술은 사용하는 바이오 정보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환경에 따라 특정 신체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

<

발하면서 1.25 사이버 대란과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길 수 있으므로 불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나의 바이오 정보를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ETRI는 2007년 계속적으로 출현하는 웜 바이러스 악성 변종에 신속하게 대응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응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

하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 생성, 차단해 원천적으로 네

의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다중 바이오인증기술 개발이 필요했다.

트워크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공격식별패턴(Signature) 실시간자동생성시스템을 세

따라서 ETRI는 2008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고인식의 개인 인증이 가능한 국

250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2007년 ETRI가 네트워크 침입방지 핵심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

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기술이 개발되기 전의 기존 침입 탐지 및 차단시스템(IPS/IDS)

제표준 기반의 실시간 다중 생체인식 칩셋 및 응용 기술을 개발했다.

기술은 비정상 트래픽 탐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공격 패킷이 가지는 고유 패턴을 이용하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에 바이오인식기술을 도입하

여 탐지하는 방법이 사용됐는데, 비정상 트래픽 탐지는 공격에 사용되는 특성에 관계없

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미 주요 국제공항에 자

이 공격을 유발하는 트래픽의 특성을 분석해 탐지하는 방식으로 정확도가 떨어졌다. 또

동출입국심사 라인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8년도 외교통상부에서 전자여권을 도입

한 IDS나 IPS등의 보안제품에서 사용됐던 공격 패킷이 가지는 고유 패턴을 이용하는

하여 활용되고 있다. 바이오인식기술은 바이오 여권이나 비자, 주민증과 같은 바이오

방법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네트워크 공격이 발생되면 보안 전문가들이 공격당한 시

카드 응용 분야 외에도 도어락, 로비폰 등 액세스 콘트롤 분야로도 활용 범위가 성장하

스템에서 공격에 대한 자료를 수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대응 시스템에 적용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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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에서 수일까지 소요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다.

실명을 추적하고 불법 사용자의 실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프라이버시

그러나 ETRI가 개발한 신종 공격 차단용 공격식별패턴 실시간자동생성시스템

강화형 익명인증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조건부 실명 추적이 가능한 익명인증기술을 활

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네트워크 공격 패턴 및 반복되는 변종 악성코드 정보를 분석

용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

해 10여 분 내에 공격의 고유 패턴을 생성하고, 이 생성된 패턴 정보를 기존의 침입 탐

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의 부담을 덜면

지 및 차단시스템에 즉시 분배해 그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서 사용자의 이용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용자의 무분별

기존에 보안전문가들이 수작업으로 공격 패턴을 생성하던 단점을 극복하면서 저비용

한 인터넷 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로 사용자의 실명 정보를 추적할 수

으로 공격 패턴을 생성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침입 방지 분야에 큰 지평을 연 것으로 평

있는 기능을 제공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라는 법적, 제도적 강제성 없이 사이버 간의

가 받았다.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이버 공격 시각화 기술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추적을 위한 시각화 시스템은 공격 특징인자 자동 추출 기
술을 활용해 제로데이 공격 및 유해트래픽 탐지 시그니처 자동 생성 분야와 사이버 보안
위배 사고의 법률적 증거 자료 강화 및 책임소재 규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포
렌식 분야의 핵심원천기술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형 자동 추적 기술을 활용해 통
합관리시스템 분야, 웹, 이메일, 인터넷 뱅킹, 인터넷 광고 등의 부정행위 추적 및 실시

네트워크상 신·변종 악성코드 탐지기술
트로이목마(Trojan horse)
자료삭제, 정보탈취 등의 사이버테러에 주로 사용되는
악성 프로그램. 해킹이 가능해 인터넷을 통해 감염된
컴퓨터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
나 바이러스처럼 다른 파일을 전염시키지 않으므로 해
당 파일만 삭제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웜(Worm)

간 정보유출 현황 감시 도구 분야의 핵심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2007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 세계 20여 개 국 대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의 ITU-T SG17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네트워크 보안 정책

2008년에는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등의 악성 변종코드를 실시간으로 탐지, 분석하고 관리해 원천적으로 네트워크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의 신·변종 악성코드 탐지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네트워크 상에 송수신되는 패킷에 포함된 실행 파일을 재조합해 세분
화된 악성코드인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공격의 정형화된 탐지 규칙 및 트래픽의 이상
상황 여부에 구애 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전파되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

컴퓨터 바이러스와 자주 혼동되지만 다른 파일에 기생
해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와는 달리 스스로 복제된 파일
을 생성하고 확산시켜 시스템을 감염시키거나, 작업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의 생성, 저장, 분배 및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됐다.

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공격을 탐지하는 프로세스에는 다수의 패킷에 분산
전달되는 실행코드에 대한 탐지 알고리즘과 다형변형(Polymorphic) 공격 기법의 탐지
알고리즘 등 고난이도의 탐지분석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어서 기존의 보안장비가 발

이 기술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네트

견하지 못하는 신·변종 공격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 했다.

워크 보안 정책을 구축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의 조건과 네트워크 장비에 적용할 수

개발 당시 시험 운용 결과, ETRI는 평균 600~800Mbps에서 운용되는 망에서

있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의 생성, 저장, 분배 및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

네트워크로 입력되거나 인터넷 망으로 출력되는 모든 패킷을 손실 없이 감시해 알려진

기술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들을

악성코드 및 알려지지 않은 상당수의 악성코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확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일괄적인 정책 생성과 실행이 가능해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관리

인했으며 보다 완성도 높은 보안체계 구축에 일조했다.

를 할 수 있다.

3절 »

세계 최초 익명 인증 기술

모바일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나 고의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 프라이버
시가 침해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비방, 허위정보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이 발생함에 따
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다.
2008년 ETRI는 사용자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익명인증기술’과 불법적인 서비스 이용자의 조건부 실명 추적이 동시에 가
능한 ‘프라이버시 강화형 익명인증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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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Bro 기술 개발과 세계 최초 상용화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와이브로)
휴대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
는 서비스로서 단말기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
는 무선휴대인터넷

WiBro는 유선 초고속인터넷 및 무선랜의 이동성을 보완해 도심에서 1Mbps 이상
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전화처럼 기지국 간에 이동 중에도 끊김없는 초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시작됐다. 특히 국가 정책적 측면에

실명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익명인증기관으로부터 자신을 증명할 조건부 익명

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IT 분야를 발전시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했기

키나 인증서를 발급 받아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증을 받아서 현재와 같은 동일

때문에 WiBro는 ‘IT 839 전략’의 핵심 과제로도 선정됐다. 기술 개발을 주도해 국제표준

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반대로 사용자가 욕설이나 비방 글 게시 등의 불

화를 추진하고 우리 기술로 핵심 칩을 개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WiBro야

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가 조건부 실명 추적을 통해 사용자의

말로 기술종속에서 탈피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판단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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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03년부터 차세대 휴대인터넷 서비스인 HPi(High

04.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다

3G Evolution 시스템은 3.9세대 기술인 3GPP LTE

speed Portable internet)프로젝트를 시작한 ETRI

규격 기반의 셀룰러 기술로, HSDPA 대비 7배의 성능

는 2004년 WiBro 시제품을 개발하고 2006년 세계

이 향상됐다.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다.
2. 2
 005년 3월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ETRI
를 방문해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한 WiBro 시스템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ETRI는 2003년 1월부터 WiBro 규격과 시제품을 개발하는 차세대 휴대인터넷

게 됨으로써 WiBro 장비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았다.

서비스인 HPi(High speed Portable internet)프로젝트를 시작해 2004년 시제품을 개

WiBro 규격에 기반한 30Mbps급 실용모델 개발 성공에 이어, 2005년에는 기지

발하고, 2006년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다.

국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설치하여 단말기에 보다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

WiBro의 첫 등장은 2003년 ETRI 자체 규격에 의한 OFDMA(Orthogonal

트안테나(Smart Antenna) 기술 개발을 통해 전송 속도를 향상시킨 50Mbps급 WiBro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 방식을 사용한

시제품을 개발했다. ETRI의 기술 개발 성과는 삼성전자로 기술이전돼 상용화 장비 개

2.3GHz에서의 첫 무선인터넷 접속 성공으로 시작됐다.

발로 이어졌으며 KT는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범망 구축 작업을 병행했다.

HPi 프로젝트는 ETRI를 중심으로 제조업체로는 삼성전자, 통신사업자로는 KT

2006년 3월부터 KT는 서울 일부지역과 지하철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서

와 하나로 텔레콤, SK텔레콤, KTF 등의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연구개발이 추진됐다.

비스를 개시했고 5월에는 SKT가 서울 대학가를 대상으로 시험서비스를 실시했다. 시

개발 초기에는 삼성전자의 30여 명의 연구 인력이 ETRI에 합류해 기술규격, 작성, 시

험서비스는 유무선연동형 게임과 주문형 비디오(VOD), 메신저 채팅, 개인 방송 등 멀

스템 설계 등을 함께 추진했다.

티미디어 콘텐츠 중심으로 제공됐다. 그리고 2006년 6월, KT와 SKT 등 통신사업자를

2004년 11월 27일, ETRI 이동통신연구단 실험실에서 시제품으로 개발한

통해 WiBro 상용서비스가 시작됨으로써 본격적인 WiBro 시대가 열렸다. 세계 최초

WiBro 기지국과 단말기를 이용해 상·하향 인터넷 접속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고, 같

CDMA 상용화 이후 10년 만에 또다시 세계 최초 WiBro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은 해 12월 23일, ‘WiBro 시제품 개발 시연회’에서 국내 및 국제 규격을 적용한 시제품
을 처음 선보였으며, 시속 20km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1Mbps 속도의 인터넷 접속 및

2. 3G Evolution 이동통신시스템 ‘LTE기술’ 개발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9세대 이동통신기술로 평가받는 ETRI의

3G Evolution 시스템기술은 3.9세대 기술인 3GPP LTE 규격 기반의 셀룰러 기

WiBro 시스템은 휴대인터넷 관련 세계 최초의 성과로 그 의미가 무척 컸다.
무선광대역통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는 IEEE에서 진행해왔다. 1999년 7
월 IEEE 802.16 워킹그룹을 신설해 무선 MAN(Metropolitan Area Network) 관련

3GPP 진영에서 추진하는 3G 이동통신 방식인

기술이다.

WCDMA의 진화 기술로 유력한 4G 이동통신기술 후
보로 평가 받고 있다. LTE는 패킷 데이터 전송에 기

표준제정을 추진한 IEEE는 2005년 12월 우리나라 WiBro 기술인 모바일 와이맥스
(802.16e)를 세계 표준으로 최종 승인했다.

100Mbps, 상향링크 50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한

격 개발과 시스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최대 20MHz 대역폭 기준 하향링크 최대 전송 속도
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효율 향상, 효율적인 주파수 자
원 이용, 이동성, 낮은 latency, 패킷 데이터 전송에 최
적화된 기술과 서비스 품질 보장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이다.

2007년 12월 ETRI는 세계 최초로 LTE시스템기술 개발 결과를 실내 고정 환경
및 실외 이동환경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 LTE는 WCDMA/HSPA(현재 우리나라의 3G이동통신)에서 진화한 3.9세대
이동통신기술로서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3GPP)에서는 2008년에 표준규
격 작성을 완료했다. ETRI에서의 LTE 시제품 시스템 개발은 2005년부터 LTE 표준화

위해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수행했다. 그리고 IEEE 이동통신 분야 표준화 회의를 주도

작업과 병행해 진행됐다. 3GPP에서 LTE 표준규격이 완료되기 전인 2007년 말에 시스템

해나가면서 우리나라 기술이 하나씩 세계 표준규격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개발이 완료됐으며, 3GPP 최종 LTE/SAE 표준규격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과정을 거쳐 WiBro는 1년 만에 세계 표준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

술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기술인 HSDPA 대비 7배의 성능이 향상된

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술로서

ETRI는 기존에 개발해 왔던 통신시스템과는 다르게 WiBro 개발을 진행하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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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Long Term Evolution)

LTE기술은 정지 및 이동 환경에서 수십 Mbps급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3세대 이후 이동통신 기술 주도권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

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기술로서 3세대 기술인 HSDPA 대비 7배 이상 빠른 전송 속도

는 상황에서 ETRI에서 기술개발을 주도한 WiBro가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

를 제공한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급성장에 의한 무

라 우리나라는 IT 분야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또한 WiBro

선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기존의 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이 성능 상의 한계를 맞고

관련 장비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인증을 국내에서 바로 받을 수 있

있는 상황에서 LTE는 기존 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을 대체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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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럽과 미국, 일본은 1Gbps 정도의 시스템이 개발된 상태였으며 국제전기

2007년 ETRI는 3.6Gbps 전송 속도를 구현하는 저속
이동용 무선전송시스템(NoLA)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통신연합(ITU)의 차세대 무선 전송 핵심기술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실시

시연했다.

간 구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산재돼 있어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따라서 이후
4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초고속 대용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무선 IPTV 시장, 홈네
트워킹 시장 등에서 수조원의 시장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WiBro Evolution 시스템 개발

2008년에는 세계 최초로 WiBro Evolution 시스템과 단말기 간의 20Mbps 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TE기술 개발은 국내 업체들에 의한 LTE시스템의 조기

의 HDTV급 무선 인터넷 접속을 성공적으로 시연하고 4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이 적

상용화를 가능하게 해 LTE 장비의 국제 경쟁력 및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가능하게 할 뿐

용된 WiBro Evolution 시스템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만 아니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적 표준화 주도를 통하여 4세대 이동통신기술 개
발의 기술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WiBro Evolution 시스템은 광대역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직교 주파수 분할 변
조 기술(OFDMA)을 바탕으로 멀티유저고속데이터전송기술(MIMO), 여러 개의 채널
대역을 할당하는 다중대역무선전송기술(Frequency Overlay), 고속 이동 환경에서의

3. 4세대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무선전송기술, 기존 단말과 무선접속호환기술 등을 포함한다.

1980년대 초 1세대인 아날로그 통신으로부터 출발한 이동통신 분야는 10여 년
WiBro, 무선랜, 이동전화 서비스 비교

만에 2세대 IS-95를 거쳐 3세대인 IMT-2000으로 급격히 발전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CDMA 기술을 1996년에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후 이동통신 단말기 보
급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다.

구분

WiBro Evolution

기존 WiBro

무선랜

이동전화

응용 서비스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음성 및
무선인터넷

가입자당
전송속도

약 20Mbps

약 5Mbps

10Mbps

약 100Kbps

이동성

350km/h

120km/h 이상

보행

250km/h 이상

단말기

노트북, PDA,
휴대폰

노트북, PDA,
휴대폰

데스크탑,
노트북, PDA

휴대폰, 일부PDA

셀반경

1km~3km

약 1km

약 100m

1km~3km

요금제

종량제+정액제

종량제+정액제

정액제

종량제

이동통신 사용자들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유선 광대역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빠
른 속도로 다양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며 이러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제기구와 선진 국가들은 4세대 이동통신 개발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관련 표준화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통신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4세대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저속이동용 무선전송시스템 ‘NoLA’ 세계 최초 개발

ETRI는 WiBro, 지상파 DMB 서비스와 함께 정보통신부가 추진한 IT839 전략

WiBro Evolution 시스템은 시속 350km로 달리는 차량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06년부터 저속이동시스템용 3Gbps급 무선 전송 규격과 시

가능하고 최고 전송률은 다운로드 149Mbps, 업로드 43Mbps 속도를 구현했기 때문에

험 시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1년 6개월 만에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수도권에서 이미 상용화된 WiBro 서비스보다 4배 이상 빨랐다. 또한 3세대 이동통신

3.6Gbps 무선전송 모뎀을 실시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2007년 4세대 이동통신(IMT-

기술(HSDPA)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배 정도 빨라지면서 고속 이동 중 데이터

Advanced)의 정지 및 저속(3km/h) 이동시 최소 요구 규격인 1Gbps보다 3배 이상 빠

전송 기술에 혁신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른 3.6Gbps 전송 속도를 구현하는 저속이동용무선전송시스템(NoLA)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CDMA, WiBro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 최초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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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Evolution 기술 개발의 성공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4세대 이동통신 핵심 무
선 기술 개발로서 그 의미가 컸다. WiBro Evolution 시스템 기술은 WiBro 핵심 기반기술

NoLA는 영화 한 편을 단 수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5Gb급 백과사전과

확보와 표준화를 통한 기술 선점의 측면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며, WiBro Evolution

HD급 동영상은 10초 이내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기술로서 HD급 동영상과 고화질 콘

기술을 바탕으로 IMT-advanced WiBro 기술을 적용한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가 상용화

텐츠를 가정이나 사무실, 대학 강의실 등에서 실시간 무선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

될 경우 유선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 인터넷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돼 앞선 기술력을 바탕

비쿼터스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으로 해외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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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광케이블을 집 안까지 연결해 VDSL보다 20

ETRI는 2008년 차세대 무선통신 분야의 새로운 주파

배나 빠른 통신을 제공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인

수 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60GHz 대역에서 데이터를

EPON(Ethernet PON, 수동형 이더넷 광가입자망) 시

기가급으로 무선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스템의 핵심 단말칩을 개발했다.

4. 차세대 컴퓨팅 시대의 인터넷 핵심기술 개발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 보급의 활성화로 통신망이 광대역화 되고 케이블TV, 위성방

FTTH 사업에서 PON의 이더넷 스위치와 홈 네트워크의 랜 스위치에도 적용이

송 등 방송망이 디지털화되면서 통방융합시대에 필요한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이 요구되

가능하며, 기존 이더넷 스위치의 고질적인 인터넷 폭주 문제도 해결돼 이더넷을 이용하

고 기존의 보고 듣기만 하던 시대에서 만지고 느끼는 차세대 컴퓨팅 시대로 진입했다.

는 기업망, 사업자 망, 홈 네트워크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ETRI는 EPON 가입자 접속제어칩 개발, 휴대전화로 이동

또한 LAN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칩은 그동안 외국산 칩에 전량 의존해

중에도 통신망끼리 서비스를 자동 연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 가

왔으나, ETRI의 멀티서비스스위치칩 개발로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해 기가비트 이더넷

정에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IPTV 서비스를 동시에 고품질로 제공받을 수 있는 멀티

기술은 물론 융복합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스위치칩 개발, 6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인 품질 보장 액세스라우터기술 개발,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3Gbps

이동 중에도 통신망끼리 서비스 연동하는 SW 플랫폼

급 Full HD A/V를 무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통합융합용 개방형서비스 플랫

2006년에는 와이브로 및 CDMA, 무선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이동 중

폼 기술 개발, 터치스크린용 촉각펜 개발 등 인터넷 핵심기술들을 개발했다.

에도 통신망끼리 서비스를 자동 연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그동안 새로운 모바일 브로드밴드 통신기술들은 상호 연동성이 없이 독립적으

통방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칩

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 간의 연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ETRI가 개

광케이블을 집 안까지 연결해 VDSL보다 20배나 빠른 통신을 제공하는 통신방송

발한 SW 플랫폼은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으로 하부 네트워크와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융합서비스인 EPON(Ethernet PON, 수동형 이더넷 광가입자망) 시스템의 핵심 단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CDMA와 와이브로 뿐만 아니라 무선랜과 와이브로를 지원하는

칩이 2004년 ETRI에 의해 개발됐다.

단말에서도 쉽게 동작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졌다.

이 칩은 ETRI가 2003년 자체 개발해 FTTH(Fiber To The Home, 댁내광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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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 시범서비스에 사용했던 가입자 접속제어 실험용 칩을 저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3기가급 무선전송시스템

주문형 반도체로 발전시킨 상용 EPON 단말칩으로 FTTH 시스템의 원가절감, 소형화

ETRI는 2008년 차세대 무선통신 분야의 새로운 주파수 대역으로 각광받고 있

는 물론 국제표준화와 보안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또 송

는 60GHz 대역에서 데이터를 기가급으로 무선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기존

수신 방향으로 동시에 1Gbps의 속도를 제공하고 가입자 단말 성능을 자동으로 인식

무선전송 기술인 블루투스나 광랜, UWB 기술과 비교했을 때 전송 속도나 범용성에 있

해 1,000Mbps, 100Mbps 등으로 자동 선택 접속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

어 월등히 앞서는 기술로 평가받았으며 미개척 비허가 주파수인 60GHz 대역을 활용할

고 성능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5년 2월에는 EPON망 제어칩을 개발해 칩 기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술의 상용화를 함께 추진했다. 또한 HDTV급 고화질 인터넷 TV(IPTV)를 초고속 광인

이 기술은 파장이 짧아 각종 소자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고

터넷과 하나로 통합시킨 인밴드(in-band) 방식 통신방송 융합을 위해 2Gbps급 EPON

속 무선LAN을 위한 최적의 주파수 대역으로 최근 홈 네트워크 및 실내 무선LAN의 고

MAC칩 등 후속 기술을 계속 개발해나갔다.

화질 멀티미디어 전송과 응용 서비스 지원에 최적이었으며, 60GHz대 밀리미터 주파

2007년에는 멀티서비스스위치칩을 개발했다. 멀티서비스스위치칩 기술을 이용

수 대역에서 기존 기술에 비해 최소 6배가 넘는 3Gbps의 전송 속도를 달성해 Full HD

하면 이더넷 스위치의 각 포트에 연결된 단말 또는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대역을 할당해

급 고화질 화면 전송 시 어떠한 압축 기술의 도움 없이도 고화질 고선명의 화면 전송이

줘 가정에서 인터넷, VoIP(인터넷 전화) 및 IPTV 서비스를 동시에 고품질로 제공받을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Full HD급 고화질 전송기술을 휴대용 멀티미디어 장치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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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에 적용할 경우 ETRI의 기술로는 650MB 용량의 CD 1장을 1~2초 만에,

ETRI는 2008년 하나의 단말기로 소프트웨어

DVD는 12~15초 만에 받을 수 있어 순간전송시대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SDR(Software Defined Radio)기술을 개발했다.

를 재구성해 다양한 무선규격과 접속이 가능한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인터넷 교통 혼잡을 해결해주는 ‘품질 보장 액세스라우터’

라우터(Router)는 랜(LAN, 근거리통신망)을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송신정보 패킷에 담긴 수신
처의 주소를 읽고 가장 적절한 통신 통로를 이용해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서로 다
른 프로토콜로 운영하는 통신망에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경로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통신 장비로 인
터넷 접속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넷을 도로에 비유하면, 기존의 라우터는 할당할 수 있는 전용차로의 수가 아주 적어 여러 종류의
차량이 한 차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차로에 차량이 몰릴 경우 혼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플

SDR 단말용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로우 기반의 라우터는 전용차로를 필요한 수만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급차, 승용차, 화물차, 자전

무선통신 기술은 사용자들의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거 등 속도와 용도에 맞게 전용차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연결 수락 기능으로 도로의 용량을 감안

진화해 왔다. 그러나 이동 무선 인프라 구조는 세계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는 많은 표준

해 진입을 통제함으로써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통신 환

ETRI는 2008년 최초로 600만 플로우 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품질 보장 액세스라우
터’를 개발했다. 600만 명이 동시 접속해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인
품질 보장 엑세스라우터는 2006년과 2007년 ETRI가 상용화한 백본라우터와 메트로라우터의 품질
보장 기술을 포함, 가입자에 대한 접속인증 기술과 유해 트래픽 자동차단기술 등을 적용해 차세대 네
트워크 전달 장비의 라인업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라우터

경의 진화와 사용자 요구에 따라 ETRI는 2008년 하나의 단말기로 소프트웨어를 재구성
해 다양한 무선규격과 접속이 가능한 SDR(Software Defined Radio)기술을 개발했다.
SDR기술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다중 서비스, 다중 표준, 다중 대역 형태를 바
꿀 수 있는 재구성이 가능한 라디오 시스템으로서 이동단말에서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

플로우라우터

● 제한적인 Class of Service

● 5-tuple 기반의 flow별 Quality of Service

● Best Effort

● 1.5M per Sec. 신규 Flows 생성

● Non-Guaranteed

● Concurrent 6M Flows per 10Gbps
● Intelligent Policing, Shaping

프트웨어만으로 다양한 이동통신 규격을 수용하는 차세대단말기술의 확보와 함께 새
로운 형태의 융합형 SDR단말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SDR 단말용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은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한 요소기술
의 수입대체 효과와 국제 시장에서 시장점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 Packet 순서 및 Delay / Jitter 보장

Micro
- flow

COS

600만 개

품질 보장 플로우라우터는 용량과 네트워크 포지션에 따라서 S20, S80, S240의 3종의 상용 라우터
시스템이 개발됐으며, 중국 등의 해외 사업자망과 국방망, 전자정부망 등 국가 공공망에 설치돼 운용
되고 있다.

4절 »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방송통신기술 개발

1. 세계 최초 지상파 DMB 상용화

디지털 기술은 고화질 방송을 통해 혁신적인 화질을 제공함으로써 방송 서비스
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방송 서비스에 이동성을 제공해 방송의 혁명을 가져왔
다.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화면이 흔들림으로 인해 이동 중 TV시청이 어려웠으나 디지

통방융합용 개방형서비스 플랫폼 기술

털 방송 기술에 기반해 새롭게 출현한 DMB 방송은 이동 중 TV 시청은 물론 라디오와

2008년에는 가정에서 IPTV(인터넷 TV)를 시청하면서 친구들과 음성 채팅이나

문자 방송 수신도 가능하게 했다.

메시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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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ETRI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지상파 DMB기술은 이후 상용화를

전화, 메시지 같은 통신 기능과 IPTV 등 방송 기능을 결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

위한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 2004년 8월 지상파 DMB 송신 시스템 및 수신 단말기 개

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은 개인사업자도 아이디어만 있으

발이 완료됐다. 9월에는 삼성전자에서 PDA 타입의 지상파 DMB 수신기를, 11월에는

면 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유무선 통합 서비스는 물론 통신과 방송 영역을 넘나드는

LG전자에서 지상파 DMB폰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2005년 3월에는 KBS, MBC,

새로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통신과 인터넷의 결

SBS 등 기존 지상파 3개사와 YTN DMB, 한국 DMB, KMMB 등 3개 신규사가 사업

합으로 새로운 부가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자로 선정됨에 따라 DMB 상용화를 위한 콘텐츠 구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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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지상파 DMB 상호 운용성 시험을 거쳐,

1. ETRI 기술로 탄생한 지상파 DMB는 2005년 12월 세계

2005년 12월 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송을 개시하며 세계 최초로 지상파 DMB 상용

2. 지상파 DMB 단말기는 2006년 4월 기준, 50만 6,000

최초로 상용 서비스가 개시됐다.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상파 DMB는 지상파 TV 프로그램이라는 콘텐츠와 무료라는 강

대가 판매되며 위성 DMB와 차별화에 성공했다.

점을 내세워 위성 DMB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지상파 DMB는 기술 개발 초기부터 해외 확산을 염두에 두고 유럽의 DAB 표
준인 Eureka-147에 기반을 두고 개발됐다. 지상파 DMB기술 표준규격은 2004년 8
월 TTA에서 국내표준으로 제정된 이후 해외에서도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2004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지상파 DMB기술이 월드 DAB포럼 기술위원회에서 표준
으로 채택됐다. 또한 유엔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2004년 11월 지상파

데이터 서비스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DMB의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

DMB 규격을 ITU-R(ITU-Radio communication,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

지면서 시청자들은 TV를 보면서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연예인에 대한 상세 정보나

보고서로 승인했고, 2007년 국제표준 권고안으로 최종 채택됐다. 이는 ETRI 기술의 세

극중 배경,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서 즉시 볼 수 있게 됐다. 9월에는 독일 베를

계적 우수성을 입증한 것으로서 지상파 DMB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린에서 개최된 전자 디지털 제품 및 방송 미디어 관련 유럽 최고의 박람회인 IFA 2005
에서 이 기술을 시연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차세대 DMB 서비스 관련 교두보를 확보

2005년 7월에는 우리나라 지상파 DMB기술이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ETSI)의 이동방송 공식 표
준으로 채택됐다. ETSI는 유럽지역 전기통신 분야의 단일 표준 제정을 촉진하기 위한

이어 2006년 2월에는 지상파 DMB의 양방향 데이터방송용 단말기 개발에 성공

기구로 ETSI 표준은 55개 참여 회원국의 국내표준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다. 지상파

했으며, 같은 해에 지상파 DMB 멀티채널 오디오 기술과 지상파 DMB 미들웨어를 개

DMB의 유럽표준 채택은 우리나라 방송기술 최초로 국제표준화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

발하고, 지능형 통합정보방송 SmarTV도 개발을 완료했다. 2007년에는 지상파 DMB

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상파 DMB에 대한 유럽국가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유럽 이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상파 DMB용 중계기 개발에도 성공했다.
ETRI는 차세대 지상파 DMB기술 개발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해

동방송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됐다.

T-DMB와 역호완성을 유지하면서 전송 용량을 T-DMB 대비 최대 2배까지 증대시킨

그러나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한 지상파 DMB는 광고가 유일한 수익원이라는

AT-DMB(Advanced T-DMB)기술을 개발했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광고 수익만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2011년 지상파 DMB는 수도권의 경우 TV 13개, 라디오 7개의 서비스가 실시되

서 지상파 DMB 사업자들은 유료 서비스 개발로 눈을 돌려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자 했

고 있으며 실제 시청자 수는 3,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다. 특히 기술적 특성을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부각됨에 따라
ETRI는 지상파 DMB 관련 기술에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갔다.
또한 2004년부터 YTN, (주)시터스 등과 공동으로 교통 및 여행 정보(Traffic
and Travel Information : TTI) 서비스를 DMB 방송망으로 제공하는 지상파 DMB
기반 TTI 서비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그리고 TTI 서비스의 기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국제표준 프로토콜(TPEG) 기반의 응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DMB기술을 보다 진화
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이 기술은 새로운 서비스나 수신 단말을 개발
할 때 실제 운용 환경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디지털 지도와
연계된 가상 내비게이션으로 실제 주행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이었다. ETRI는
이 기술을 이용해 차세대 디지털방송표준 포럼 산하 DMB 분과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내 지상파 DMB 교통 및 여행자 정보서비스 표준(안)을 제정하기 위한 서비스 규격
검증 작업도 수행했다.
2005년 8월에는 공동연구기관인 (주)넷앤티비와 (주)픽스트리 및 협력관계에
있는 LG전자(주)와 함께 지상파 DMB를 통해 양방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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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TH(Fiber To The Home : 광가입자망)

2. 방송통신 복합 서비스망 ‘FTTH’

전화국에서 가정까지 광선로를 통해 전기적 신호 대신

유비쿼터스시대의 핵심은 유무선 통신방송 융합이며 통신, 방송, 유선, 무선 사

광신호가 직접 전달되는 전송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광대역(고속/대용량), 양방향,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해
영상을 주로 하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가 통합될 수 있
는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한다. 기존의 가입자망은 전화
선을 중심으로 하는 xDSL(ADSL/VDSL) 기술에 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 광통신 기술을 바탕
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면서 1990년대 후반에 대
도시와 시내 기간망은 광통신으로 발전되었으나 가입
자망은 전화선 대체 비용을 수반하는 막대한 투자(국내
의 경우 67조원 추정) 때문에 통신망 사업자를 중심으
로 ISDN alc xDSL기술이 적용돼왔다.

업자들은 기존의 개별 시장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시장을 놓고 상호 경쟁을 펼쳐나가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서비스의 복합, 다양화, 고
품질, 고속화 추세로 인해 xDSL 등 기존 기술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가입자망(FTTH) 기술이 요구됐다.
ETRI는 광가입자망(FTTH) 선점이 통신방송 융합 초기 시장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04년 광주광역시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10월 KT, 하나로텔레콤 등과 광가입자망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 2월 FTTH 첫 가입자 개통을 시작으로 6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1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FTTH 시설용량 6,220 회선 구축 및 실가입자 1,759세대 개통
을 완료, 1차년도 FTTH 인프라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FTTH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국내 핵심기술이 적용된 E-PON(Eth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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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a 대역 위성 기반의 광대역위성이동통신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

ETRI의 FTTH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국내 핵심기술이 적용
된 (좌)E-PON(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과

을 통해 광대역 방송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선박, 항공기, 고속철 등에서도 초고속인터

(우)WDM-PON 장비가 사용됐다.

넷이나 고화질 TV 시청이 가능해 지게 되는 등 유비쿼터스 방송통신 서비스망 구현에
기여했다.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아리랑위성2호 위성관제시스템

위성관제시스템은 우주공간에 있는 위성을 지상에서 통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위성의 각종 상태를 감시, 조정
하고 위성이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Passive Optical Network)과 WDM-PON 장비가 사용됐으며, ETRI에서 실시한 벤

명령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ETRI가 2004년 아리랑

치마킹 테스트를 통과한 장비들로 구축됐다. 특히 2003년 ETRI에서 개발한 1Gbps

위성2호 위성관제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항

E-PON시스템을 적용해 최대 20km 거리 내에서 DVD 동영상 영화 1편을 5.6초에 다

공우주관제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설계, 구현, 시험, 운용에

운로드 받거나, MP3 음악파일을 1초에 333곡 가량 전달할 수 있어서 디지털 TV, 고품

걸친 능력과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질 영상, 고속 인터넷, 음성을 통합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VDSL보다 한 단계 높

1999년에 개발한 아리랑위성1호 관제시스템이 최초로 국

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07년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FTTH 시설용량

산화된 실용 위성관제시스템으로 제작됐다면, 아리랑위성
2호 관제시스템은 100% 국내 기술을 활용해 상용화를 위한 제품으로 개발됐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상품 가치 향상은 물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력했고, 적은 인원으로 운용

4,448 회선 구축 및 실가입자 1,516세대 개통을 완료함으로써 2차년도 FTTH 인프라

이 가능하도록 자동화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2008년에는 3차 사업까지 마무리돼 총 37개 아파트단지, 1

아리랑위성2호 관제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앞선 IT기술을 바탕으로 위성과의 통신을 위해 국제적으로

만6,000여 회선, 6,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실가입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FTTH 서비
스 및 장비 테스트베드가 활용에 들어갔다.
ETRI는 FTTH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율 제고를 통해 네트워크 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보유해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통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인 CCSDS(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를 따르고
있으며, 시스템 자동화, GPS를 이용한 궤도결정의 정밀도 등에 있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술 선진국들이 우주시대를 대비한 위성관제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개발하고, 다른 나라
에 기술이전을 꺼렸던 당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순수 국내기술로 고정밀 위성관제시스템을 개발해
기술자립을 이룬 것은 우주시대를 대비한 초석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마련하는 한편,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기존 통신망을 고성능초고속광가입자망으로 고
도화해 망 투자비용과 운용비용을 대폭 축소시켰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FTTH 통신 장

Ka대역 위성중계기

비와 광 부품 및 선로 시장의 활성화로 침체된 통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통신

ETRI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복합위성인 천리안 위성에 탑재된 통신중계

방송 융합, 디지털 정보 가전 및 HDTV 단말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정보통신부의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3.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위성방송통신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ETRI는 통신위성이 우주 공간의 정지궤도를 돌면서 초고속 위성 인

미래의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은 높은 전송률과 서비스 융합을 목표로 3세대 서

터넷, 위성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분인 탑재체 내에 들어가는

비스를 확장한 형태가 될 것이며 융합 기술에 따른 고품질, 멀티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

중계기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다. 중계기는 위성을 발사할 때의 충격은 물론 우주의 혹

측됐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제공되고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현재

독한 환경 조건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매우 정밀해야 한다는 점에서 IT기술의 집약체

의 상황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 중심축

라고 할 수 있다. ETRI는 위성 발사 시 발생되는 진동과 극심한 열진공 상태의 우주환

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따라서 그동안 지상 시스템을 통해 주로 제공돼오던 이

경 및 전자기파 간섭에 대비한 철저한 검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Ka 위성

동통신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시스템의 용량이 제한적

중계기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했다.

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위성을 이용한 광대역 이동형방송통신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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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계부터 제작, 조립 및 시험까지 전 과정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이 시
스템은 새로운 위성주파수 대역인 Ka 주파수(20~30GHz)를 사용해 향후 차세대 위성

ETRI는 항공기, 선박, 고속열차와 같은 고속이동체 등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이나

통신서비스 발굴에 크게 기여했으며, 위성통신중계기 개발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전

고화질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Broadband On the Move’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계에서 7번째로 Ka 위성중계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어 기술 선도 그룹에 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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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가 개발한 선박용 탐색구조단말기는 휴대가 용이
하고 소모 전력이 적어, 개인휴대용 탐색구조단말기로
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산화 탑재체 부품

한 환경에서 광대역 위성멀티미디어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Low Noise
AmpHier
Channel AmpHier

Downconverler + LO

Output Muliplexer

Feed Assembly

Reflector Antenna

DVB-S2/DVB-RCS+M 표준을 고속 이동 환경에 적용해 중심국 및 이동형 단말을 개
발했으며, 특히 광대역 양방향 갭필러와 위성 무선 연동장치 개발을 통해 터널이나 역

통신탑재체 조립시험 및 국산화 부품

위성방송통신 전송시스템

사에서 위성 신호의 끊김 현상을 제거했다.
개인휴대위성통신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ETRI 주관으로 위성

위성방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환경에 가장 효율적인 고화질, 다채널

IMT-2000+ 기술이 개발됐다. 글로벌 IMT-2000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상 IMT-

디지털 위성방송에 가장 적합한 방송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위성방송의 고화질·고음질

2000 표준인 WCDMA와 호환성을 가지는 위성무선인터페이스기술인 SAT-CDMA 규

및 다채널화를 위한 방안이 수립됐다.

격을 개발해 위성 IMT-2000 ITU-R 국제표준으로 승인됐다. 또한 OFDM 기반의 차

이를 위해 ETRI는 다채널, 고화질화에 필요한 Ka 광대역 위성방송에 적합한 방

세대 개인휴대위성전송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상 IMT-2000 표준으로 새롭게 추가

송 방식을 연구하고, 강우감쇠 등 채널 상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송기술과 고속화 기

된 IEEE 802.16e 표준과 호환성을 가지는 위성무선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했고 이는

술을 연구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출연사업으로 광대역 적응형 위성방송통

TTA 국내표준으로 승인됐다.

신 융합기술 개발 및 21GHz대역 위성방송 전송기술 개발을 통해 H.264/DVB-S2 기
반 광대역 위성방송(HDTV)용 송수신 정합표준 및 국가 기술 기준을 제시했고, 기존

소형·저전력 선박용 탐색구조단말기

위성방송과 호환성을 제공하는 계층적 변조 송신기와 수신기를 개발해 호환성 시험을

ETRI는 2008년 소형·저전력 선박용 탐색구조단말기를 개발하고, 비영리 및 세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제시된 국가 기술 기준에 의해 국내 위성방송사업자

계 인명 구조 기구인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에 국제표준을 기고함으로

(Skylife)가 80여 개 채널의 HDTV 위성방송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21GHz대역

써 국제 사회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를 이뤘다. 저전력화 및 소형화된 선박용 탐색구조

위성방송 주파수 및 위성궤도자원 확보를 위해 ITU-R에 3개의 위성방송망(BSS)의 국

단말기(EPIRB)는 탐색구조단말기의 핵심 모듈을 하이브리드 IC화하여 소모 전력을

제 등록을 신청해 국가 간 조정 중에 있으며 Ka대역 위성방송의 가용도를 향상시키기

약 50% 이상 줄여 기존의 배터리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서도 48시간 이상 동작이 가능

위한 전송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채널상태에 적응적으로 동작하도록 SVC/VCM 위성

하도록 했다.

전송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일본의 Ka대역 WINDS 위성을 통해 강우내감형 위
성방송기술을 검증했다.
위성통신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ETRI 주관으로 이동형 광대역 위성전
송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했으며, Ku/Ka 대역의 이동환경에서 광대역 위성 멀티미디어

주로 깊은 산악지역 등에서 조난 시 사용하는 개인 휴대용 탐색구조단말기는 휴
대가 용이하면서도 24시간 이상 동작해야 하므로 크기가 작아야 하고, 최소의 배터리로
동작할 수 있도록 소모 전력도 적어야 하기 때문에 ETRI가 개발한 선박용 탐색구조단
말기는 개인휴대용 탐색구조단말기로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와 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DVB-S/DVB-RCS 표준을 적용해 중
심국 및 이동형 단말, 저고도 이동형 안테나를 개발했다. 무궁화3호의 Ka중계기를 이

4. 전파자원의 중요성 증대와 전파기술 개발

용해 일본 대마도 근해의 한바다호 선박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화상전화, 위성방송

전파자원의 중요성은 관련 시장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

등의 서비스도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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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iBro, DMB 등의 새로운 무선 통신, 방송 기술들이 국내에서 개발 및 도입됐으며

또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ETRI 주관으로 고속 이동체 위성무선 연동 기

근거리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WLAN, RFID/USN, 블루투스(Bluetooth), 지

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터널과 역사, 파워아치 등 위성 신호의 음영이 존재하는 열악

그비(Zigbee) 및 UWB 기술 등의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전파 수요를 발생시켰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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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파 이용에 대한 수요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

시스템이 실용화되려면 시스템의 소형화, 저가격화 및 저전력화 기술이 필수적이었다.

며, 주파수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ETRI는 이를 위해 2007년 CMOS 나노(90nm)기술을 60GHz 대역에 적용한 능동 구

ETRI는 이에 따라 미래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전파기술로서 새로

성 부품을 개발했다. 그리고 60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LTCC(저온 소성 세라믹)를 이

운 서비스를 위한 전파자원이용기술, 원거리 무선인지기술, 안전한 전자파환경기술, 및

용한 수동 소자를 개발했고, 송신과 수신 안테나가 직접적으로 보여야 하는 가시경로를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기술 개발 등을 추진했다.

확보하지 못하면 신호의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스위칭 빔 형
성 배열 안테나를 개발했다.

전파자원 이용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발전하고 있는 안테나기술은 유비쿼터스사회로 갈수록

무선 트래픽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파자원은 한정돼 있었기 때

이동성이 강조됐다. 위성통신 분야의 안테나기술에 있어 기존의 고전적인 파라볼라

문에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주파수를 적재적

안테나들은 평판배열 안테나로 발전했고, 보다 복잡한 이동형 안테나기술로 발전하

소에 분배하는 일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겨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필수불가

기 위해서는 능동 위상배열 안테나기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능동 위상배열 안테나

결한 요소였기 때문에 전파자원 분배 및 공유 기반 분석 기술, 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기

기술이나 파라볼라 안테나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형 안테나는 자동차·선박·기

술, 밀리미터 부품 기술,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원거리 무선인지 기술 등의 개발이 필

차 등 이동 중에 위성을 이용한 방송수신 또는 양방향 위성 멀티미디어 통신을 가능

요했다. 특히 새로운 무선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분배

하게 했다.

가 요구됐으며, 분배 예정인 주파수 대역과 동일대역 및 인접대역에 대해 전파 간섭분
석을 통해 간섭 여부를 미리 파악해야 했다.

위상배열기술을 이용하는 이동 탑재형 전자식 안테나는 이동체가 상하 좌우의
빠른 운동을 가지는 조건에서도 고속의 적응 추적 성능을 제공해 목표 위성을 안정적으

ETRI는 이를 위해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로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 ETRI는 위성 수신 능동 안테나와 MMIC 위상변위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적 방식의 몬테카를로(Monte Carlo)

기 및 선박·차량용 다중 위성 이동수신 안테나를 개발했고, 이어 Ku/Ka 복합대역에서

기법을 적용한 간섭분석 도구를 개발했고, CDMA를 비롯해 OFDMA 등의 새로운 무

의 RF 일체형 송수신용 능동 안테나도 개발했다. 이로 인해 국내 위성통신기술 수준은

선통신 방식들에 대해서도 간섭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우리나라 지

선진국 대비 약간의 격차가 있었으나 위성통신 능동 안테나시스템기술은 세계 선두권

형 환경을 고려한 전파 간섭분석에 사용될 전파모델을 개발해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

에 진입하게 됐다.

일 수 있도록 했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사용 대역 중 유휴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울러 무선통신망 간 동일 주파수를 간섭 없이 공유하기 위한 분석기술은 유비

인지무선(CR)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인지무선기술은 2차 사용자로서 인지무선기기가

쿼터스정보화사회의 중요 통신망인 위성망과 지상망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주변국

1차 사용자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1차 서비스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유할 수

과의 통신망 조정에서 우리의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유해야 할 핵

있는 기술로, 복잡해져 가는 전파 이용 환경에서 주파수 공유를 통해 가용 주파수를 추

심기술이었다. ETRI는 위성자원 관리 및 지상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위성망 조정 분

가로 확보하고 스펙트럼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파자원 이용 기술이었다.

석 도구 및 지상망 간섭분석 도구를 개발했고, 세계전파통신회의 의제별 대응 방안 연

ETRI는 인지무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관리, 센싱 등 공통기술과 TV 유휴대역

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파수 자원 확보 및 보호에 기여했다.

에서의 인지무선 관련 표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IEEE 802.22 WRAN(Wireless

또한 디지털 무전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하면서 주파수 채널 대역폭을 적게
점유하는 초협대역화기술이 필요했으나 초협대역화를 하면 무전기 사용자 간의 간섭이
증가해 초협대역화하면서 동시에 간섭을 줄이는 기술이 필요했다. ETRI는 이와 같이 채

Regional Area Network) 표준에 2010년 최종 반영해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총 5건의 핵심특허를 표준에 기본기술로 반영했다.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

널 대역폭을 초협대역화하면서 신호를 왜곡 없이 송수신하고 인접 채널과의 간섭을 줄일
수 있는 RF회로선형화칩을 개발해 디지털 초협대역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국가 통합 지휘 무선통신망의 표준이 TDMA(시간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인
TETRA로 결정됨에 따라, 25KHz의 대역폭을 점유해 4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디
지털 무전기 시제품을 개발했다.
최대 3Gbps급의 초고화질 영상을 10m 내외의 거리에서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
는 60GHz 대역의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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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전자파 인체 유해성이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급속하게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과 전자파 인
체영향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0년부터 전자파 인체영향 기본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한 기준 및 강제규제 등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에는 ‘전자파 장해 및 예방대책’을 수립해 전자파 인체영향 뿐만 아니라 기기로부터
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파 장해방지 토털 솔루션을 마련하고자 했다.
우선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위해 ETRI를 중심으로 학계, 의과대학 공동으로 생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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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전신 및 머리 부분에 노출시켜 종양발생, 스트레스 반응분석 등을 수행해 전
자파 유해성을 조사하고, 역학연구를 통해 휴대폰 사용시 전자파 노출량과 뇌종양의 연관성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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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가전연동
실감재현시스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사전 예방적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전자파 사용기기
들이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표준 측정방법을 마련하고 EMC 규제 제도 정비, 전자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추진했다.
특히 ETRI는 이 과제의 일환으로 안전한 전파 이용을 위해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체 영향을 평가하고
전파의 간섭을 억제하기 위한 전자파 차폐 기술을 개발했다.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 그
룹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개정을 하기 위한 전자파 노
출량 평가 기술 및 기준을 연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가 높은 보급률을 보이면서 어린이 휴대전화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
으며 WHO의 연구 의제에서도 어린이의 노출량 평가 및 관련 역학연구를 권고하고 있었다. 이에 따

즈(RoSE)’라고 명명된 이 시스템은 이전까지의 3D 입체영상이나 특수 음향효과와는 다른

라 ETRI는 어린이의 휴대전화 노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노출 적합성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 인체 모

방식으로 안방이나 거실에서 가전기기 등을 활용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형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현재의 전자기장 인체보호기준이 어린이에게는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분석했다. ETRI는 우리나라 7세 어린이 지원자의 MRI 영상을 근거로한 voxel 모델을 기반으로 1, 3,
5, 20세 가상 모델을 개발하고 인체보호기준 전기장 노출 레벨의 적절성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우리
나라 인체보호기준(ICNIRP 지침과 동일)이 인체 공진 대역과 1GHz 이상의 대역에서 어린이 노출을
고려해 기준값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 주변에서 휴대전화 외에 무선랜 기능을 갖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
하는 휴대형 무선기기의 급증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해야 할 대상기기의
범위의 확대가 요구됐으며, 이에 따라 인체보호기준 중 SAR 기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ETRI의 연구
를 통해 인체보호기준을 개정했고 대상기기확대를 위한 표준 및 고시 개정작업을 수행해 정부의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

기존의 TV와 영화 등 미디어가 단순히 화면이나 스피커에 의존해 실감재현을 했
다면, 이 기술은 미디어가 가정의 각종 전자제품들과 연동돼 화면에 따라 빛, 바람, 향
기, 추위, 더위, 진동 등의 다양한 오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TV에서 커피 광고가 나오면 실제로 거실에 커피향이 은은하게 풍기고, 드라마
에서 주인공이 전화를 걸면 실제 내 전화기 벨이 울리고 주인공의 음성을 전화로 직접
들을 수도 있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에어컨이 작동해 영화 속 상황을 실감나게
연출하고, 번개가 치고 폭죽이 터지는 장면에선 램프에서 섬광이 번뜩이며, 해가 뜨는
장면에서는 난방기가 작동해 실제 태양을 바로 앞에서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등 실감나는 영상을 즐길 수 있다.

지능형전파측정시스템

실감영상재현기술의 개발로 TV나 영화 등의 미디어가 에어컨, 진동의자, 램프,

ETRI는 2004년 SDR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신호 전파품질측정, 고속 불

발향기, 커튼, 난방기 등 가정의 전자제품들과 연동되면 더욱 실감나는 미디어 연출이

법신호 탐사, 전파스펙트럼 고속 도시 및 고신뢰도 주파수 점유율 측정을 수행하는 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디지털 홈, 영화, 방송,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능형전파측정시스템을 개발했다.

적용되어 미래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끄는 견인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2008년에는 차량에 탑재하여 이동하면서 반사파가 많이 존재하는 전파환
경에서도 전파 신호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이동방향탐지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발된 기술은 국내 여러 기업에 기술이전됐고 전파감시기술 수입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고 있는 전파감시장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파감

5절 »
영상산업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콘텐츠기술 개발

시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전된 기술을 사용한 장비는 중앙전파
관리소의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에 주장비로 구축·운용 중이며, 전파감시장비는 아시

1. 발전하는 CG 기술

아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CG기술은 컴퓨터를 이용해 실물이나 가상의 물체를 화면상에 형상화하고 움직
임을 부여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카메라만으로 촬영하여 제작하던 영상 콘텐츠와 달리,

싱글 미디어 멀티 디바이스(Single Media MultiDevice : SMMD)

5. 오감을 만족시키는 실감방송 기술

디지털화된 CG특수효과기술을 제공해 디지털영상콘텐츠를 보다 빠르고 쉽게 제작할

디지털 TV의 보급 확산으로 HD급 고화질 방송을 경험한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수 있게 한다. 이러한 CG특수효과로는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힘든 디지털액터, 물이나

멀티미디어의 질적 향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국내외 실감미디어 산업은 주도권 확

불과 같은 특수효과, 연필이나 수묵 등으로 그린 비사실적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효과

보를 위한 경쟁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등이 있으며 이들은 영상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나의 미디어에 하나의 장치(스피커)를 통해 즐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미디어로 여러 개의 디바이스
에 연동해 실감효과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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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2007년 집 안에서 영상을 즐기는 시청자의 오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ETRI는 실제 생명체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CG 생명체(디지털 액터, 디지털

싱글 미디어 멀티 디바이스(SMMD) 기반의 신개념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로

크리처)의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2005년 개발된 디지털 액터는 실제 배우와 동일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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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다

제 회화기법을 시뮬레이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상화 제

1. 2005년 개발된 디지털 액터는 컴퓨터 그래픽 영상
캐릭터로 실제 배우와 동일한 수준의 외형과 동작을

작 시스템, 디지털 만화 제작 도구, 캐리커쳐 기술을 개발했다.

가지고 있다.
2. ‘비사실적 렌더링 기술’은 사실적 표현보다 예술적

3차원 NPR기술은 3차원 물체의 메쉬(mesh)를 입력으로 비사실적 효과가 적용

감성에 기반을 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CG기술
로 2006년 개발됐다.

되도록 렌더링 하는 기술이다. 비사실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물체의 라인 생성과 쉐
이딩 표현의 과정을 거친다. 라인 생성은 렌더링 시점(view point)에 맞춰 물체의 실루
Real Actor

Digital Actor
Compare

엣, 경계선, 외곽선(Suggestive contour), 접힌선을 추출하고, 추출된 라인을 비사실
적인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이다. 3차원 NPR기술의 라인 추출과 쉐이딩은 스탠드얼론
(stand-alone) 형태의 SW로 구현됐다. 카툰, 수묵, 메탈, 목탄 등의 기본 쉐이딩 효과

준의 외형과 동작을 가진 컴퓨터 그래픽 영상 캐릭터로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한
반도>, <중천> 등에 사용됐다. 디지털액터는 위험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액션 등을 배우
대신 연기함으로써 국내 영상콘텐츠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와 수채화,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후처리 효과가 가능하다.
3차원 NPR 기술이 적용된 영상콘텐츠 제작 사례를 확보하고 제작과정에서 기
술 피드백을 통해 제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콘텐츠로서 창작 3D 단편 애니메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에 펼쳐진 부산국제필름커미션·영화산업박람회

이션 2편(‘웃음을 잃어버린 아이’, ‘Keep Right’)을 제작했다.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기

(BIFCOM) 2005 행사에서 디지털액터 기술을 선보이면서 2006년까지 4건의 기술이

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많은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AACC 2007)

전을 통해 6억 3,500만 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렸다. 또한 국내 상용 콘텐츠에 개발 기

및 최고작품상(AYACC 2008)의 쾌거를 이뤘다.

술을 적용해 우리나라 영화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영상콘텐츠 제작 허브 국가로 발돋
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6년 7월에는 제17회 과학기술 장관 회의에서 ‘디지
털 액터 제작 사업’이 2007년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확정, 발표돼 2007년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디지털 초상화 제작 스튜디오

ETRI가 개발한 디지털 초상화 제작 시스템은 이러한 2차원 NPR 기술의 적용성을 보여주기 위한 관

ETRI 연구소 기업 2호인 ㈜매크로그래프가 설립됐으며 같은 해 영화 ‘중천’에 사용된

객 참여형 시스템으로, 입력된 이미지를 다양한 비사실적 영상 처리를 거쳐 디지털 초상화로 만들어

ETRI의 디지털 액터 기술이 대종상 영상기술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주고, 즉석에서 출력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또다른 CG특수효과제작기술로서 유체시뮬레이션기술이 있다. 이는 물, 불
과 같은 유체의 움직임을 컴퓨터를 활용해 사실적으로 재현해 내는 기술로 ETRI에

디지털 초상화 제작 스튜디오는 유화, 카툰, 모자이크(포토, 종이, 템플릿), 일러스트 등의 효과를 가
진 디지털 초상화를 생성하며, 이 초상화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한다. 포토샵
등 기존 응용 프로그램이 예술적 표현을 흉내 내기 위해 필터링(filtering)을 이용한 반면, 디지털 초상

서는 2004년부터 CSIRO(호주 연방산업과학연구회, Commonwealth Scientific and

화 제작 스튜디오는 영상 분석을 통해 영상을 새로 그리는 방법을 채택해 사람이 직접 그린 것 같은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파

예술적 기법을 충실히 재현한다.

티클 기반의 유체시뮬레이션기술을 개발했고 이 결과는 세계적인 CG 학회인 Siggraph
2007에서 논문 발표를 통해 영화제작자 및 CG 전문가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이
는 파도나 폭풍, 연기, 먼지 등 실제로 촬영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데

유화

색종이 모자이크

도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2006년 개발된 ‘비사실적 렌더링(NPR : Non-photorealistic rendering) 기술’

카툰

이중그림

은 극사실성을 추구하던 기존의 CG기술과 달리, 예술적 감성에 기반을 둔 인간 친화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새로운 CG기술이었다. 비사실적 렌더링 기술은 기존 영상과
차별화된 다양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

일러스트

템플릿 모자이크

디지털 초상화 제작 스튜디오에 적용된 2D NPR 기법

디지털 초상화 제작 스튜디오

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사 영상콘텐츠제작기술과 더불어 디지털영상콘텐츠를 이
루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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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 온라인 게임기술

ETRI에서 개발한 비사실적 렌더링 기술은 펜화, 카툰, 수묵화, 수채화, 회화

세계 게임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등의 다양한 예술적 효과를 구현했으며, 구현 방법에 따라 2차원 NPR 기술과 3차원

대중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기기를 지원하는 게임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NPR 기술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2차원 NPR 기술은 2차원 영상을 입력으로 비사실적

러나 이미 게임과 관련된 수많은 독보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

효과를 제공하는 영상처리기술을 의미한다. 입력된 영상을 분석해 유화, 점묘화 등 실

라의 게임산업 관련 기술 개발은 아직 미진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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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게임기술 관련 SW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게임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04.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다

ETRI는 2007년 컴퓨터를 통해 가상으로 도장 훈련을 체험
할 수 있는 ‘선박 도장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했다.

갖추기 위해 여러 종류의 기기들을 연동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온라인
게임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2005년에는 PC용 온라인게임을 별도의 개발 과정 없이 모바일 단말기나 게임
전용 콘솔 등에도 그대로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차세대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PC에서 개발된 게임을 콘솔, 모바일기기 등 이
기종의 단말기에서도 그대로 상호 연동해 서비스할 수 있게 돼 사용자가 하나의 게임을
장소와 상관없이 어떤 기기로든 이용할 수 있었다. 휴대인터넷이나 DMB, 광대역통합
망 등의 첨단 인프라와 서비스에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 PC에 한
정됐던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ETRI의 크로스플랫폼 기술로 와이브로, DTV, DMB
까지 확장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능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기 어려웠다.
비너스 블루는 이런 온라인 게임 테스팅의 한계를 벗어나 여러 대의 PC에서 수
천, 수만 명의 가상 테스터들을 생성하고 사람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 동일한

2007년에는 게임인공지능기술을 개발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게임들은 캐릭터

게임플레이 가상 환경을 구축해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를 조정하는 사용자가 모두 모여 성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많은 인내심을 필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따라서 게임 개발사들은 테스트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요로 했는데, 게임인공지능기술의 개발로 이러한 온라인게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있는 것은 물론 게임 테스트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TRI는 2008년 소니, BBC(영국 방송), 디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세계적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게임 ‘프리스타일’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중 하나인 ‘프리스타일’에 ETRI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다. 이전에는

인 기업의 멀티미디어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멀티미디어 테스트 전문업체인
유럽의 테스트로닉 랩스(Testronic Labs)와 비너스 블루의 해외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6명이 모여야 게임을 할 수 있었지만 인공지능 기술로 캐릭터에 지능을 심어 혼자서도 게임을 즐길

했다. 테스트로닉 랩스는 ETRI의 비너스 블루를 기술이전받아 북미, 유럽 등의 온라인

수 있게 됐다. ㈜제이씨엔터테인먼트의 농구 게임인 ‘프리스타일’은 길거리 농구를 모티브로 한 스포

게임사들에게 게임 테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츠 캐주얼 게임의 대표작으로서 ETRI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서 인공지능 플레이에 익숙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시장 확대에도 탄력을 받았다.

3. 가상현실기술의 다양한 적용

가상현실이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특정한 환경
이나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사용자가 마치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몰입
시킬 수 있어 교육, 의학, 고급프로그래밍, 원격조작, 원격위성 표면탐사 등 다양한 분
야에 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기술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점
연구 개발 대상으로 선정해 기술 개발에 범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ETRI는 2007년 세계 최고의 선박제조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의 조선산업에 최
2007년 12월에는 세계 최초의 온라인게임 서버 및 네트워크 부하테스트 솔루션

첨단 IT기술을 적용하는 시도를 했다.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의 도장공 교육 훈련과정

‘비너스 블루(VENUS Blue)’를 개발했다. 비너스 블루는 온라인 게임업체가 신규 게

에 IT기술을 적용, 컴퓨터를 통해 가상으로 도장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선박 도장훈련

임을 상용서비스로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온라인 게임서버의 성능 및 안정성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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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선박 도장 훈련은 페인트의 독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고 가

그동안 온라인게임 개발사들은 게임 출시 전에 서버 검증을 위해 내부 테스트인

격이 비싼 특수 페인트를 소비해야 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었으나 가상현실과 시뮬레

알파 테스트와 실제 사용자를 위한 장기간의 외부 테스트인 베타 테스트를 거쳐야 했

이션 기술을 이용한 도장 훈련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숙련도의 훈련생을 빠른 시

다. 이를 위해서는 테스터(게이머)를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

간에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으며, 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게임의 성공 여부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특정

선박도장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평면작업, 가로작업, 세로 선반, 바닥앵글, 바닥

한 상황에서 게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상황을 재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앵글 보강재, 천장앵글, 천장앵글 보강재, 벽면앵글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모든 테스터들에게 특정 시점에 했던 동작을 그대로 재현하게 하거나 통제하기가 불가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상의 페인트 실습이 가능하도록 꾸며져 있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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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다

4. 첨단 교육 서비스를 위한 e-Learning 기술 개발

국내 e-Learning 관련 시장 규모는 2013년까지 연평균 15~20%의 성장률을 기
록하면서 약 4조6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세계 이러닝 콘텐츠, 서비
스, 인프라를 합산한 시장의 규모는 2013년까지 17.1%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793억 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육에 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미래
형 첨단 교육 서비스 기술 확보가 시급했다.
가상 선박도장 훈련 시뮬레이션

ETRI는 2008년 800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 3D 인터랙티브 학습 콘

인트 실습 시 도포된 페인트의 두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뮬레이터를

텐츠를 제작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학습 전용 단말기와 휴대전화, PDA로 맞춤형

활용해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측정 결과를 즉각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기들로 구축된 미래 교실 환경에서 가상체험 학습 등을

스프레이 패턴 또한 벽면에 실제 칠해지는 것과 느낌이 유사하도록 구현했다. 또한 사

제공하는 통합 프레임워크 기술을 개발했다.

용자가 손을 움직이는 대로 속도가 나오는 실시간 디스플레이 기능과 컬러, 분사 형태
를 바꿀 수 있는 팁(Tip)의 변경, 페인트가 흘러내리는 정도를 알아내는 새깅(Sagging)
측정 기능도 포함돼 있어 실감나는 기술적 표현이 가능했다.
조선소 산업 현장에서 도장 교육생이 3차원 입체 영상으로 표현된 구조물에 페

혼합 현실(Mixed Reality)
가상현실의 한 형태로, 실제세계에 컴퓨터 그래픽으
로 구성된 가상세계를 결합하여 보여줌으로써 사용자
에게 혼합된 영상을 지각하게하며, 실시간으로 사용자
의 행위에 의해 가상객체를 조작하면서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말한다. 증강현실

3D 인터랙티브 학습 콘텐츠는 고품질의 3D 학습 콘텐츠를 현실에 증강시키고
인터랙션을 통해 학생들이 몰입감과 실재감을 느끼면서 학습할 수 있는 실감형 학습 시
스템이다. 이를 위해 기하마커와 하이브리드마커 기반의 혼합 현실 클라이언트 및 학습
엔진과 콘텐츠를 쉽게 저작할 수 있는 저작 도구를 개발했고 원천 기술로는 골무 패턴

인트 스프레이 도구를 이용해 가상의 도장 실습을 하고 그 결과가 데이터베이스로 구

(Augmented reality)이라고도 한다.

을 이용한 손가락 인터페이스, 마커리스 인식 기술, 임의 모양의 다각형 마커 인식 기술

축, 보관될 수 있어서 교육 실습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됐다.

혼합현실기반 e-Learning시스템

과 맨손 인터페이스를 위한 손가락 인식 기술 등을 개발했다.

2008년에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단말기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소
비자의 스타일과 디자인 선호도를 파악하고 제품 설계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 이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가상현실휴대전화디자인평가시스템을 개발했다.

학습교재를 사용하는 교실의 학습환경을 실제 세계로
보고 학습 내용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를 가상객체로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실감형 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수업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실제 공간과 접목된 가상의
체험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실재감과 몰입감을 촉진함

‘초등학교의 한 영어시간. 학생들이 마치 실제 외

으로써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인과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영어로 물건을 사고,

가상현실휴대전화디자인평가시스템은 휴대전화 디자인 개발 및 가상 모델 조작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있다.’

시연, 소비자 디자인 선호도 예측, 손바닥과 관절의 압력 측정, 가상 실물 크기 모형에

ETRI가 개발한 실감형 학습 시스템 덕분에 학생들

기반한 디자인 평가 등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진행됐다. 그 중 휴대전화 디자인 개발 및

은 직접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마치 실제 여행지에

가상 모델 조작 시연 기능은 키패드, 스피커, 디스플레이, 옆면 버튼 등 휴대전화 부품

가있는 것처럼 물건을 사면서 외국의 화폐단위를 배

을 가상으로 자동 조립해 휴대전화를 디자인하고, 내장 소프트웨어를 연동시켜 키패드

우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기본적인 대화문과 외국의 식사 예절을 익힐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증강

를 누르면 휴대전화가 가상환경에서 실제와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비

현실 기술과 다양한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을 응용해 기존에 주입식 또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학습 방법

자 디자인 선호도 예측 모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상의 휴대전화 모델을 보여 주면서

을 개선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고품질의 3차원 콘텐츠를 조작해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 했다.
고품질 3D 학습 콘텐츠를 이용해 길 안내에 관한 영어 표현을 배운다면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 되묻

온라인으로 실시간 디자인 감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파악된 선호도에 따라 최적의

는 것이 가능하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극형 영어학습도 가능하다. 과학실감 형 학습의 경우 하

휴대전화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루나 일주일 동안의 기온 변화, 모래와 물의 기열 실험,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의 움직임 등을 학습할

색감, 정교함, 고급감, 매력성 등 6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 채택된 휴대전화는 센
서가 달려 있는 장갑을 통해 손바닥이나 관절의 압력을 측정, 분석해 가상으로 휴대전

수도 있다. 또한 전기회로 콘텐츠를 통해 직렬과 병렬 회로의 장단점, 전기회로도의 작동 원리도 혼자
서 배울 수 있다.

화를 쥐는 동작의 편리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었다.
ETRI가 개발한 기술은 완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3차원 모델 이미지를 가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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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시간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가상의 제품을 보고, 만지고, 느껴보면서 소비자가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고 광대한 시장으로 유통되면서 저작권보호기술의 필요

평가한 감성 정보를 제품개발 초기에 반영하고 문제점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제품 수

성도 점차 커졌다. ETRI는 인터넷이나 가상공간을 통한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 콘텐츠

정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또한 기술과 시장 트렌드

유통의 근절을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을 개발해 콘텐츠의 투명한 거래와 유료화에 크게

가 급변하고 있는 모바일 정보단말기산업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형태 및 디자인을

기여했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 음악, 동영상 파일 등과 같은 불법

적시에 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었다.

콘텐츠를 유통시키거나 사고파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ETRI는 2005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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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의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 최초 유포자를 모니터링,

RFID기술은 기존의 바코드를 대체해 상품관리를 네트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마킹기술을 개발했다.

니라 보안, 안전, 환경관리 등에 혁신을 가져왔다.

워크화하고 지능화함으로써 유통 및 물품관리 뿐만 아

ETRI가 개발한 디지털포렌식마킹기술은 디지털콘텐츠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 사용자 정보를 삽입하거나 추출하는 기술로서 이미지, 오디오(MP3), 영화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을 방지했다. 즉 불법으로 콘텐츠에 접근시 ID
나 IP, 주민등록번호, 라이선스 번호 등의 사용자 정보를 로그인(login)시 자동으로 파
악하는 게 가능해졌다. 개발 당시 기존의 DRM 시스템은 컴퓨터 환경에서 콘텐츠 저작
권 보호의 기능만 제공할 뿐 콘텐츠가 인터넷상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이 기술이 들어간 간단한 모듈만 설치하면 최초의 불법 콘텐츠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일반 DRM 시스템에도 사용이 가능, 일반 기업들이나 개인의 저작권 보
호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2008년에는 P2P, 웹하드, 포털 등에서 음악, 영화, 방송물 등의 저작물이 불법
으로 유통 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불법 저작물 필터링 기술을 개발했다.
ETRI가 개발한 디지털핑거프린팅기술은 음악, 영화 등에서 사람의 지문처럼 고
유한 특징점(지문)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OSP에서 음악, 영화 등이 업로드
되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지 확인하는 기술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 국방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부터의 기

초소형칩(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

술 종속 탈피와 새로운 RFID/USN 기반의 시장 창출, 그리고 국제 경쟁력 확보와 국내

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
로서 ‘전자태그’ 혹은 ‘스마트 태그’, ‘전자 라벨’, ‘무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FID/USN의 핵심기술 개발이 요구됐다.

식별’ 등으로 불린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RFID/USN 기술

필요한 모든 것(곳)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바코드를 대체할 신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은 사물

사물의 인식정보는 물론 주변의 환경정보까지 탐지해 이
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지능형 사회의 기반 인프라를 말한다.

에 부착된 태그로부터 전파를 이용해 사물의 정보나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각 사물의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추적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원격처리 및 관리, 사물 간 정보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는 ETRI에서 기술이전받은 인터넷 검색 및 오디오와

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RFID기술은 기존의 바코드를 대체하여 상

비디오 핑거프린팅 기술 등을 활용해 ICOP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대형 P2P, 웹하드

품관리를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화함으로써 유통 및 물품관리 뿐만 아니라 보안, 안전,

등을 대상으로 음악, 영화 등의 불법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경관리 등에 혁신을 가져왔다.

디지털 핑거프린팅기술을 개발하기 전에는 단어, 해쉬값 등으로 OSP의 불법 저

RFID기술은 단순히 사물의 고유한 ID를 인식하는 읽는 기능을 넘어 사물의 이력

작물 유통을 금지했으나 모니터링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OSP에서의 음악, 영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술은 다양

화 등 콘텐츠 유료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디지털핑거프린팅기술의 적용으로

한 위치에 설치된 태그 및 센서노드를 통하여 사람/사물 및 환경 정보를 인식하고, 인식된

음악, 영화 등의 불법 유통이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며 저작권법 개정과 더불어 저작물

정보를 통합·가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서비스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음악과 영화의 OSP 유료화와 저작권자의 수익증대 및 투명한

인프라로써 일상생활 속에 유비쿼터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유통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TRI는 2004년부터 정부의 u-IT839 정책에 따라 RFID 및 USN 핵심기술 개
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2005년 1단계로 UHF 고속 다중인식 RFID기술 개발 및 모바
일 RFID 표준화를 추진했다.

6절 »
융합서비스시대를 위한 기술 개발

2006년에는 휴대전화 등 단말기에 내장할 수 있는 900MHz 대역의 RFID 리더 기
능을 한 개의 칩에 통합시킨 단일칩을 개발, 휴대전화 탑재시험 완료 후 SKT에 기술이전
해 상용화를 추진했으며, USN 센서노드용 32bit 고성능 MCU 칩 개발에도 나섰다.

1. RFID/USN 기반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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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RFID 리더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해 수동형RFID리더기술의 국제 경

가까운 미래에 유비쿼터스 정보통신망은 마치 인체의 신경망처럼 언제든지 연

쟁력을 입증했으며, 보안기능까지 강화시킨 RFID통합보안솔루션을 개발해 국제표준

결이 가능한 상태로 확산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공급받을 수

기구인 EPC글로벌로부터 RFID 정보 저장, 검색기능부문(EPCIS)에 대한 인증을 받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FID와 USN은 이처럼 인간·사물·컴퓨터가 융합되

다. 그리고 USN 미들웨어 시제품을 개발해 u-시티 건설에 적용시키는 등 유비쿼터스

는 u-society로의 전환을 주도할 핵심기술 중의 하나다. 세계 각국은 유비쿼터스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일조했다.

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반 기술인 RFID/USN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

2008년에는 실제 환경 적용을 고려한 RFID기술의 고도화 및 USN기반기술 확보

를 기반으로 유통물류, 식의약품관리, 교통 및 자동차 분야, u헬스, 공공안전, 환경감

를 목표로 센서 태그, 센서노드 및 센서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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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수동형 RFID 태그에 외부 환경정보를 얻기 위

ETRI가 개발한 RFID/USN용 센서태그와 센서노드 기

한 센서와 자체 전원공급을 위한 필름 전지를 부가한

술은 2007년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

센서태그칩

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정받았다.

준을 반영한 센서 태그칩인 900MHz 대역 반 수동형 센서 태그칩 개발에 성공해 환경 정
보 감시가 필요한 혈액, 식·의약품, 물류 및 산업 환경의 획기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의 핵심 구성 요소다.
센서태그는 기존의 수동형 RFID 태그에 외부 환경정보 획득을 위한 센서와 자

특히 모바일 RFID는 모바일과 결합한 다양한 RFID 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에서

체 전원공급을 위한 필름 전지를 부가한 라벨 형태의 반 능동형 및 능동형 RFID 태그

생활 속 혁명을 가져왔다. 2007년에는 모바일 RFID 기술이 ISO 국제표준 신규과제 제

로서 태그 칩, 안테나, 센서 및 박형 전지가 얇게 패키징된 구조를 갖는다. 세계 최초로

안 승인을 받아 국내 900MHz 모바일 RFID 기술의 국제표준 발판을 확보했다.

ISO/IEC 18000-6REV1의 국제 표준을 반영해 구현한 센서태그칩은 국제표준특허와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개발된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의료장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USN 실시간 자산추적 시스템’

수동형태그칩기술은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은 국내 기술로서 공동개발업체인 (주)LS
산전으로 기술이전돼 RFID태그칩 상용화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었다. 또한 주로 물품

Wheelchair

Ventilafor

병원 응급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빨리 찾지 못해

이력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RFID기술을 앞으로는 주위 환경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분야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

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찔한 일이다. ETRI가 개발한 실시간 자산추적
시스템을 적용하면 이런 걱정은 없다. 유비쿼터

IV Pole

Syringe Pump

스 센서 네트워크(USN)를 기반으로 한 자산추

기대된다.
USN용 센서노드는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외부의 환경 정보를 획득,

적 시스템은 인공호흡기나 실린지펌프, 휠체어

처리,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센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통신 모듈, 전원 공급 장치

등의 의료장비에 전자태그(RFID)를 붙여 장비

로 구성된다. 노드의 운영, 다중 접속 및 자원 관리, 센싱 데이터의 처리 및 상태정보 관

가 어디에 놓여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08년 ETRI가 모토로라사와 함께 개발한 이 시스템은 이동하는 물체에 부착된 센서노드의 송·수신
전파 세기를 이용해서 의료장비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긴박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
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리, 라우팅 등을 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형태의 초소형 운영체제와 MAC 소프트웨
어, 센서노드 미들웨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가 센서노드에 각각 탑재된다.
ETRI는 국내 USN 기술기준안에 적합한 900MHz대역 저전력 센서노드 SoC

인천 길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율성 검증을 마친 USN 기반 실시간 자산추적 시스템은 의료분야

칩을 개발했다. 이 칩은 RF, Modem, MCU, MAC HW 모듈을 단일칩화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실시간 자산 위치 파악이 꼭 필요한 중공업, 조선, 항공, 해운 물류 등에 적용해 주요 부품

IEEE 802.15.4-2006 국제규격 기반의 물리계층과 MAC 계층이 탑재됐으며, AES-

과 장비의 위치 파악, 제조 공정, 입출, 재고 관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CCM 암호/복호화 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했다. 특히 센서노드의 초저전력화를 위하
여 평소 수십 uA만 소모하는 수신 상태로 유지하다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원하

사람과 사물을 통하게 하는 센서태그 및 센서노드

는 노드를 Wake-up시켜 소모전력을 극소화 및 이벤트 패킷의 전송지연을 최소화하는

ETRI는 모든 사물에 컴퓨팅 및 통신기능을 부여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실

Duty-cycle 기반의 초저전력 Wake-up 모듈을 개발했다.

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태그 및 센서노드에 대한 핵심원천기
술 개발과 관련 표준기술을 확보했다.

<

발했다. 다중플랫폼 지원 MAC SW는 현존하는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한 ‘사람과 사물을 통(通)하게 하는 센서태그

IEEE 802.15.4-2006 표준규격의 기능을 모두 구현했다. 그리고 모듈화 구조로 개발해

및 센서노드’는 기존의 RFID(무선인식) 태그에 배터리와 센서를 추가해 인식거리를

USN 응용별 적용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Beacon 및 non-Beacon 모드를 모두 지원하

10~30m로 확대하고 사물의 이력 뿐만 아니라 상태 정보까지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며,

도록 구현했다.

외부의 각종 정보를 센싱해 처리 또는 제어하고 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능을 갖는 유비

280

또한 IEEE 802.15.4-2006 국제규격 기반의 다중플랫폼 지원 MAC SW를 개

900MHz대역 저전력 센서노드칩기술과 다중플랫폼 지원 MAC SW는 관련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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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이전이 됐으며, 그동안 외국 제품에 의존했던 센서노드칩을 자체 공급할 수 있는

04.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다

ETRI가 개발한 지능형로봇들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전 세계 센서노드 칩셋 시장에서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RFID/USN용 센서태그와 센서노드 기술은 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으로 선정(‘07.10)되기도 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로 인정받기도 했다.

ETRI는 2003년 ETRI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상인식 기술, 문자인식 기술, 음성합성 기술 등을 활
용한 지능형서비스로봇 에트로(ETRO)를 개발했다. 2005년 4월에는 시각과 음성에 의한 사용자 인
식, 음성대화, 실내 자율주행 기능 등을 유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유비쿼터스형서비스
로봇 웨버(Wever)를 개발해 IT 기반 지능형서비스로봇 연구의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2007년에는

2.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지능형로봇기술 개발

2000년대 들어 메카트로닉스와 컴퓨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
고 일본, 미국 등에서 로봇이 속속 개발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능형서비스로봇
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산 유비쿼터스지능형로봇 핵심기술을 최초로 개발해 이를 적용시킨 로봇 ‘로미’를 CES에 출품하
기도 했다. 같은 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감성표현기술을 개발한 ETRI는 이 기술을 로봇에 적용해
감성로봇 ‘코비’와 ‘래비’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감성로봇은 애완형 감정 표현이나 노약자 모니터링
도 가능해졌으며 2008년에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사용자 인식, 추적 등 인간로봇상호작용 핵심기술
을 탑재한 오감 감성표현 로봇 ‘포미’가 개발됐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산업용 조립로봇, 가정용 청소로봇 등 육체노동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 개념에서 탈피해 인간과 공존하면서
네트워크와 연계해 인간에게 각종 지식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 중
심의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ETRI 또한 지능형로봇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URC용 지능형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과 긴밀하게 연결된 신개념의 지능형서비스로봇을 통해 로봇이 개인의 일
상생활로 깊숙이 들어옴으로써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용 로봇에서 인간의 필요를 인지

지능형서비스로봇 ‘에트로’

유비쿼터스형서비스로봇 ‘웨버’

오감 감성표현 로봇 ‘포미’

감성 로봇 ‘코비’와 ‘래비’

지능형로봇 ‘로미’

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능형서비스로봇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ETRI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URC 지능형서비스로봇의 다양한 서비스
구축을 위해 웹기술을 로봇에 지능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SW 기술 및 구조 개발을 진
행했다. URC용 지능형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은 네트워크상의 콘텐츠 및 이종기기에
로봇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정보를 부여하고, 사용자 요구와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로봇이 스스로 탐색해 서비스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실행하는 방식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콘텐츠 디스플레이, 단순한 정보낭독, 원격 모니터링 등에 그치는 로
봇서비스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웹에 구축된 방대한 정보를 로봇서비스에 접목시키

u-로봇 서버 미들웨어 기술

는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한편, 인공지능기술을 응용한 지식기반의 로봇서비스 구축 및

ETRI는 로봇 개발뿐만 아니라 로봇소프트웨어기술의 표준화에도 앞장섰다. 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로봇서비스 개발의 효율성 및 복잡성을 개선했다. 또한 사용자 친

봇소프트웨어기술의 표준화는 다양한 종류의 지능형로봇응용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화적이며 자연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간과 유사한 논리구조를 모방한 동기부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 로봇산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로봇의 대중화를 촉진하

메카니즘을 구현함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른 다양한 자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2008년 ETRI는 가정환경이나 u-시티 환경 등에서 네트워

URC 기반의 서비스로봇에 웹을 결합시킨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 기술은 이 분
야의 선도 기술로 2007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해 2020년에는 그 규모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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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 기반한 u-로봇이 능동적이고 지능적인 상황인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표준 플
랫폼인 ‘u-로봇 서버 미들웨어(CAMUS)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4,000억 달러를 넘어서 자동차나 TV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따라서

기존에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표준화된 로봇 미들웨어 기술이 없어 ‘홈 네

이 기술을 로봇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과 밀접한 백색가전이나 자동차 등에 응용한

트워크’나 ‘U-헬스’, ‘RFID’ 등과 로봇응용서비스를 연동하는 데 기술적인 애로요인이

다면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송수신 및 원격 제어 뿐만 아니라 웹으로부터 획득한 지식

많았다. 이에 따라 로봇의 공통적인 기능을 업체마다 별도로 개발하는 등의 중복투자를

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웹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

방지하고, 로봇 제조시간 단축, 품질 확보, 로봇단가 인하 등에 대한 제품 경쟁력 확보

출할 것으로 기대됐다.

차원에서 표준 인터페이스 및 통신 프로토콜과 이기종 단말 연동 구조를 제공하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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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로봇 미들웨어 기술 개발이 시급한 과제였다.

바이오 셔츠

‘u-로봇 서버 미들웨어(CAMUS) 기술’은 로봇 자체에서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고기능의 서비스를 기존 광통신망과 같은 초고속 통신 인프라망을 통해 홈네트워크 시
스템이나 다른 서버와 연동해 다수의 이종 로봇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표준
미들웨어 기술로, ETRI는 u-로봇 서버 미들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로봇 플랫폼
이 서로 다른 종류의 통신망을 통해 로봇 서버와 연동되는 환경에서 로봇이 보다 능동
적이고 지능적으로 음성인식, 영상인식, 상황인식 등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했다. 그 결과 u-로봇은 각종 상황정보를 획득해 이를 해석하고 해석된 결과를 기반
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원격으로
가정 및 사무실 환경에서 구동하고 있는 로봇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제어할 수 있었
다. 또한 u-로봇 서버 미들웨어 기술을 지능형 로봇에 적용하면 낮은 가격으로 저사양

낙상폰 개념도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

119, 응급센터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

로봇을 만들지라도 국내의 광통신망 등 우수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119, 응급센터

가족, Caregiver

구급요청

매우 다양한 지능형로봇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구급요청
문자메세지

문자메시지

환자관리
환자관리
위치정보:지도

위치정보:지도

고가융성 글러스터링서버기술
[동시접속자 100]
음성인식, 영상인식, 상황인식 기술
상황인식 기반 로봇서비스제공기술

Wfireless
Bateway

실시간 서비스 및 Connectivity
보장 유무선네트워크기술
로봇 및 서버간 제어 및 보안 프
로토콜 기술

홈서버/
표준통신
네트워크 홈게이트웨이

센서

낙상서버
낙상서버

휴대폰

휴대폰

약복용 도우미 개념도

FTTH
CAMUS 서버

센서

다양한 로봇 플랫폼

Health Display

Internet

Pillbox Sensing
Racaiver

CAMUS 서버 서비스 개념도

PROMES:
PROactive MEdilcation System

PDR

Ultr
a-so
nic
Wa
res

원격 로봇 제어 및 모니터링 기술
모바일 기기 및 웹기반 SW 기술

t
ues
Req

Gataway
약복용 관리 GUI

거리감지 GUI

Transmitter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생활 속에 쓰이는 바이오 기술들

2006년 1월에는 e-Health 구현을 위한 바이오센서 기술을 개발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3. 고부가가치 BT 융합산업의 원천기술 확보

바이오정보통신산업의 기술자립을 이룰 수 있는 국내 고유기술들을 확보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휴
대폰과 같은 이동 단말기를 통해 심전도와 심박수, 호흡과 체온 등 생체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바이오
셔츠를 개발해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에서 첫선을 보이기도 했다. 바이

반응, 세포 등 고차적인 생체 정보를 총체적으로 감지해 건강상태와 질병을 진단할 수

오 셔츠는 운동 중에 생체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운동처방, 운동 강도 조절에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

있는 마이크로어레이칩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인체 오감정

라 일상생활에서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 응급상황 발생 때에도 신속
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IT와 BT 융합의 대표적인 결과물이었다.
2007년에는 뇌파기반 감정인식기술을 개발해 각종 재활 분야, 건강 검진 분야 등의 의료 분야에도

<

보의 정량화를 위한 초소형화 된 전자 코, 전자혀, 촉각센서와 실리콘 망막, 마이크로
달팽이관 등 신체기능 보조 센서를 개발하는 등 BT융합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졌다.

응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낙상환자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신속하게 구급이 가능한

NASA, HP, MIT 등과 VivoMetrix 등에서는 PDA나 착용식 컴퓨터(wearable

고령자 응급관리 낙상폰을 개발해 IT기술과 복지기술 융합으로 신시장 창출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

computer)와의 통신이 가능한 원격 건강진단 시스템과 스마트 액세서리를 이용해 생

았으며, 이러한 낙상알림폰, 약복용도우미 같은 IT+BT 융합서비스 기술들은 2008년 대구에서 노인,

체신호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LifeShirt, LifeGuard 등 착용형 또는 부착형 생체신호

장애인, 마라톤 동호인 등 총 4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시범서비스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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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미국 등에서 소량의 혈액이나 체액만으로도 단백질, DNA, 면역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 목적에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이 활발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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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자동차 주행 상황을 능동적으로 인지해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심의 IT융합기술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섰다.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바이오 개인정보단말기용 물리량 감지 및 다중 생체
신호처리, 바이오센서 및 화학센서 어레이, 초소형 MEMS 전송 소자, 자동분석 바이
오칩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그 결과 초소형전자 후각센서(e-nose)는 subppm 수준의 센서 개발을 위해 핵심이 되는 나노구조의 센서재료를 원하는 위치에 정
확히 착상시킬 수 있는 증착방법을 전기스프레이 공정으로 개발 확보했다. 또한 DNA
칩은 상용화를 위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드웨어 플랫폼에 해당하는 미세구조
의 유체 제어칩 구조를 플라스틱으로 구현토록 닉켈 마스크 플레이트 제작기술 및 Hot
embossing 양면 가공기술, DNA칩 유체 제어에 필요한 유체 이동, 정지, 혼합, 등 PCR
반응 제어를 위한 기술 등을 확보했다.
ETRI는 이처럼 새롭게 대두된 고부가가치 바이오정보통신산업의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바이오정보통신산업의 기술 자립 및 국가 경쟁력 확보와 나아가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국내 고유 기술들을 개발하는 성과를 얻었다.
VLC 기고서 발표를 통해 세계 최초로 소개되었고, ‘CES 2009’의 ‘An Eco-Friendly
4. 자동차 - IT융합기술 개발

Electronics Show’에도 출품됐다.

2000년대 후반 IT기술과의 융합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IT 융합은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됐다. 특히

5. 친환경적인 그린컴퓨팅기술 개발

선박, 자동차, 섬유, 국방 등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그린컴퓨팅기술은 인간 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저전력 컴퓨팅 기술을 의미한다.

있으며, 국내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전통산업과 IT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ETRI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전략에 부응해 컴퓨터와 주변기기들을 작동하는

효과 창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IT융합 정책을 활발하

데 소모되는 전력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그린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연

게 추진하면서 조선과 자동차 분야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구를 진행했다.

ETRI는 자동차 주행 상황을 능동적으로 인지해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문제를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형 정보기기들이 사람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집

해결함으로써 연료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

안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되는 홈네트워크도 미래 그린컴퓨팅 성장을 견인할 분야로

발했다. 2008년 12월 ETRI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동차 공회전 엔진 제어 기술은 자

손꼽힌다. 가정 내 모든 정보기기들을 언제 어디서나 손 안의 기기로 작동할 수 있는 홈

동차가 적신호 때문에 정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공회전을 방지함으로써 연료를 절감하

네트워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기업 간 경쟁구조와 규제체계의 패러다임을 변

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시내와 같이 정차 횟수가 잦은 곳일

화시키고 미디어 빅뱅을 유도하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미디어

수록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료 손실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의 양방향화와 실감화, 융복합 단말기의 출현 등 전반적인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혁신적인 IT 융합기술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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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제조업자들의 기기가 공존하면서 상호 통신 및 소프트

또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날씨가 추울수록 재시동시 연료 소모량이 커지는

웨어가 달라서 서로 연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ETRI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데 공회전시 엔진 정지보다 재시동시 연료 소모량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엔

는 동시에 업계에서 우려하는 기술 종속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

진 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엔진을 제어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인 것이 특징

공했다.

이었다. 예를 들어, 10년 된 중고차가 겨울에 신호대기가 짧은 경우에 시동을 끄면 공회

2009년 3월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을 고시하면서

전 엔진 정지보다 재시동에 따른 연료 소모량이 커지기 때문에 공회전시 엔진이 정지되

홈네트워크 상호연동성 보장에 관한 항목을 포함했다. ETRI가 개발한 홈네트워크 상

지 않도록 하고, 신호 대기가 긴 경우에만 엔진이 정지되도록 제어했다.

호연동 기술은 정부가 고시한 내용의 기술적인 지원은 물론 관련 제품의 인증 기술을

이 기술은 ‘2008 한국전자전(Green IT관)’, 네덜란드 정부 초청 ‘Innovative

개발하고 국가 표준화에 성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

Technologies for road transport and personal mobility 워크숍’, IEEE 802.15 SG

술들은 모두 국가표준으로 채택됐으며, 기술표준원에서 선정하는 2011년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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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비 장치는 목걸이나 헤드셋 형태로 휴대하고 다니면
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 MP3 등과 무선으
로 연결해 양방향으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편리한 삶
도시/생활정보

원격교육

Smart Grid

기기제어

Satellte xDSL
CATV FTTH

City/u-City

원격검침

단지망/댁내망

안전한 삶
조명기기
헬스케어

가스기기
전력기기

아파트 단지(공동주택)
방범/방재/
시큐리티

정보가전기기

원격감시/모니터링

단독주택
PC

방범기기
환기시스템

경제적인 삶
Care

Automation
휴대단말
에너지관리/절감

그린 서비스

Security

생활 속에서 만나는 ETRI 기술 | 드라마를 콜라처럼 자동판매기에서~

홈게이트웨이/홈서버
Infortainmerce
오락기기

탄소절감

호텔/콘도/타운하우스
Telemetry

전력차단 콘센트

즐거운 삶

Telematics

ETRI가 개발한 콘텐츠 자동판매기는 길거리, 상점, 공항 등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나 노

TelePresence

주상복합/오피스텔

VoD서비스

전력량계

트북, PMP 등을 사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원하는 드라마나 방송 등 콘텐츠를 내려 받아 볼 수 있는 기
HEMS

DTV포털

그린홈

게임/오락

홈네트워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생활 서비스

술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가입비나 무선 패킷 이용료 등 제반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캔 음료를 꺼내듯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콘텐츠 보호를 위해 국
제 표준 규격인 OMA DRM을 적용할 수 있어 한류 드라마 등 국내 콘텐츠의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화 5건에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콘텐츠 자동판매기의 상용화가 추진되면 전 세계 모바일 사용자들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동
판매기를 통해 K-Pop과 한국의 드라마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결과 홈네트워크에서 제조업자의 기술 종속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용자들이
홈네트워크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산업 환경이 가능해졌으며, 보

가입비 없음

다 다양한 킬러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회선 사용료 없음

2005년에는 저전력,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각광받는 지그비 기술을 활용해 무선

Moblle Phone

Anywhere
전용 기기 불필요

핸즈프리를 개발했다. 지그비 핸즈프리 장치는 기존 모바일 시장에서 무선 헤드셋 시장

PMP&Navlgatlon

을 주도하고 있는 블루투스 기술보다 하드웨어 구성이 간단해 제조단가를 30~40%까
지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무선 통신거리 측면에서도 저전력으로 최대 100미
터 이상의 유효거리를 제공하므로 무선 응용을 위한 블루투스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한
기술이다.
개발된 지그비 장치는 목걸이나 헤드셋 형태로 휴대가 간편해 가방이나 주머니

ETRI가 2008년 개발한 콘텐츠 자동판매기

에 있는 휴대전화나 MP3 등 단말기와 무선으로 연결해 양방향으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어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음성통화, 음악감상, 이동학습, 인터콤 서비스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그리고 LCD가 장착되어 있어 휴대전화의 배터리 잔량, 메시지 도착 알림,
진동모드, 날짜, 시간 등의 정보를 무선으로 알 수 있고 이동통화 수신시에도 발신자 정
보가 원격으로 표시되므로 가방에 넣어둔 휴대폰을 열어 볼 필요 없이 LCD에 표시된
CID 정보로 발신자를 알 수도 있다.
삼성전자에 기술이전된 이 기술은 지그비 얼라이언스(ZigBee Alliance)에서 홈
오토메이션, 빌딩 오토메이션, 냉난방 공조장치(HVAC), 공장 모니터링, 자동검침, 헬
스케어 등에 대한 텔레콤 응용 프로파일로 표준화돼 국제표준 지그비 스택에 최초로 음
성응용 프로파일을 구현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도 함
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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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SW 개발방법론 마르미-IV 개발

기술 개발 연표 (2004~2008)

- 고성능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 MIT원리 적용 임계온도 스위치 개발
- 초저전력 동영상 디코더 개발

2004

- 나노급 반도체 IP 개발
- H.264 기반 고화질 VOD시스템 기술 개발

- 이동형 광대역 위성 VSAT시스템(MobiSat) 개발

- FTTH 구축용 WDM-PON 기반 반사형 광증폭기 트랜시버 모듈 개발

- 데이터방송용 T-DMB 단말 개발

- 1Gbps급 EPON 가입자 접속제어칩 개발

- 지상파 DMB 멀티채널 오디오기술 개발

- 이동 위성 인터넷 접속 시스템(MSIA) 개발

- 지상파 DMB 미들웨어 개발

- 초고속 위성통신에서의 효율적인 전송기술 개발

- 지능형 통합정보 방송(SmarTV) 개발

- 미국식 디지털 TV 방송용 디지털 동일채널 재생중계기 기술 세계 최초 개발

- 전자파 인체노출 연구모델 개발

- 아리랑2호 위성관제시스템 개발

- CDMA, 무선랜과 와이브로 상호연동 SW 플랫폼 개발

- 아리랑2호 위성용 고정밀 위성 자동관제 시스템 개발

- 디지털 초상화 제작 스튜디오 개발

- 전파적응형 안테나 부품 개발

- HD급 인코더 개발

- H.264 기반 고화질 VOD시스템기술 개발

- Full HD급 인코더 개발

- 40GHz 광대역 멀티미디어 무선 서비스(BMWS) 시스템 개발

- 내용 기반 유해정보방지기술 개발

-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시제품 개발

- 홈네트워크를 위한 인증 및 접근권한 제어 기술 개발

- 1Gbps급 EPON 가입자 접속제어칩 개발

- 무선암호기술 개발

- 유무선 네트워킹 홈게이트웨이 개발

- 세계 최초 WiBro 상용화 성공

- 5.8GHz 대역 차세대 DSRC용 고속 Mobile OFDM 및 RF MMIC 핵심부품 개발
- 지상파 DMB 송신 시스템 및 수신 단말기 개발
- 인터넷서버기술 개발

2005

2006

2007

- 멀티센서 공간정보 SW 개발
- 고령자 응급관리 낙상폰 개발

- 사용자 인증을 위한 생체인식 처리 기술 개발

- USN용 다중플랫폼 MAC 개발

- IMT-200용 USIM 칩셋 기술 개발

- 감성로봇 코비, 래비 개발

- 전자거래를 위한 XML 기반 정보보호기술 개발

- 큐플러스 의료장비 탑재
- 가전(家電) 연동 실감재현시스템 개발

- 지그비 기반 핸즈프리 개발

- UWB 기반 무선 USB 동글 개발

- 무선 1394 UWB시스템 개발

- USN 미들웨어 시제품 개발

- 통합형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개발

- RFID/USN 센서태그 및 센서노드칩 개발

-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 개발

- RFID/USN 센서노드칩 및 태그 개발

- 초소형 운영체제 Nano Qplus 개발

- 유비쿼터스 이동 사무환경 워프 시스템 개발

- 세계 최고의 성능 휘는 태양전지 개발

- 인터넷 프로토콜 HW 가속기술 개발

- 초소형10G 광통신 모듈 개발

- 나노 큐플러스 소스코드 공개

- MPEG-21 기반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발

- 고성능 생체정보 서비스 시스템 기술 개발

- 성층권 통신시스템 핵심요소기술 개발

-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SW 개발

- ETRI·LG전자 지상파 DMB 데이터 방송기술 세계 최초 개발

- 40G 광통신용 핵심 광소자 모듈 개발

- 케이블 방송용 고화질 주문형 비디오 솔루션 개발

- 전자파 저감 소재 및 부품 개발

- 가변대역 음성 멀티코덱 기술 개발

- 초저전력 동영상 압축 인코더 개발

- 10Gbps급 10km XFP 광트랜시버 개발

- 지상파 DMB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발

- 디지털 액터 기술 개발

- 광대역 위성 통방융합시스템 및 수신 ASIC칩 개발

- 디지털콘텐츠 불법 유통자 모니터링, 추적기술 개발

- 음향 선별 UCC 오디오 기술 개발

- IEEE 802.11 기반의 무선 LAN 정보보호기술 개발

- Ka대역 위성중계기 국산화 성공

- 이동인터넷 환경에서 종단간 패킷 정보보호기술 개발

- 지상파 DMB용 중계기 개발
- 전파자원 이용 기반기술 개발

- USN 센서노드용 32비트 고성능 MCU칩 개발

- 지능형전파감시시스템 개발

- 모바일 RFID 리더 통합 SoC 개발

- 안테나 측정 고도화시스템 개발

- 인천 송도 내에 RFID기술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RFID/USN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 초고속 무선랜 모뎀칩 개발

- 세계 최초 900MHz 대역 다중모드 지그비칩 개발

- 멀티서비스 스위치칩 개발

- 무선 홈네트워크 기반 HD급 대화형 멀티미디어시스템 개발

- 광대역 음성코덱 기술 개발

- 나노 큐플러스(NanoQplus) 2.3버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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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형 기지국 개발

- 삼성전자, KTF와 3GPP LTE 이동통신시스템 세계 최초 개발

- 세계 최초 3.6Gbps 4세대 무선전송시스템(NoLA) 개발

- 밀리미터파 대역 3Gbps급 Full-HD A/V 무선전송시스템 개발

- 40Gbps MSA 300pin 광트랜시버 모듈 개발

- FTTH 서비스 및 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 뇌파기반 감정인식기술 개발

- 세계 최초 600만 플로우 품질보장 액세스라우터 개발

- 선박 도장 훈련용 시스템 개발

- ETRI-삼성전자, 세계 최초 4세대 이동통신 핵심 무선기술 개발

-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프리스타일에 게임 요소기술 게임 인공지능 기술 적용

- 차세대 휴대인터넷 시스템 연구 개발

- 유체시뮬레이션기술 개발(시그라프 2007 논문 발표)

- 광대역 인터넷전화용 음성코덱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품질시험 통과

- 모바일 RFID보안기술 개발

- 40Gbps 광트랜스폰더 기술 개발

- 웹기반 개인용 SW 작업환경 유프리 개발

- 터치스크린용 촉각펜 개발

- 공개 SW 기반 컴퓨팅 플랫폼 부요 개발

- 문화유산에 IT기술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 기술 개발

- e-Identity 보호용 공통보안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 온라인게임기술 비너스 블루 유럽 테스트로닉 랩스에 기술이전

- 무선 네트워크 연동용 보안 플랫폼 기술 개발

- 가상현실 핸드폰 디자인 평가 시스템 개발

- 이동통신시스템의 인증 보안 서비스 향상 기술 연구

- 국제표준 기반 가상화 관리 SW 바인 개발

- 임베디드 보안 운영체제 보안기술 개발

- 3D 학습 콘텐츠 기반 양방향 교육 실감형 학습 시스템 개발
- 유무선 IPv6 기반 P2P 네트워크 정보보호기술 개발

2008

- 오감 감성표현 로봇 포미 개발

- 고인식 다중새체인식 전용 칩셋기술 개발

- 우편 집중국용 운송용기 관리 RFID시스템 개발

- 디바이스 인증 기반의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보안기술 개발

- 한글주소인식 기반 우편물 자동순로 구분 시스템 개발
- USN 미들웨어 V2 개발
- 900MHz 대역 반 수동형 센서 태그칩 개발
- 안전한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USN 기술 내 정보보호 기술 탑재
- 연쇄추돌사고 예방 위한 차량 간 통신기술 개발
- 지능형로봇 소프트웨어 표준 규격 로봇용 오픈 플랫폼 개발
- 세계 최초 u-로봇 서버 미들웨어기술 개발
- 세계 최초 차량 공회전시 엔진 STOP 자동 제어 기술 개발
- USN 기반 실시간 자산추적시스템 공동개발(ETRI-Motorola)
- 900MHz대역 센서노드 Single chip 개발
- 고(高)민감도 터치센서용칩 개발
- 내비게이션 자동 업데이트 기술 개발
- 저비용 대규모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솔루션(GLORY) 개발
- 세계 최초 익명 인증 기술 개발
- 다기능 무선 USB 플랫폼 개발
- 3-스크린 u-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국제표준 기반 웹서비스용 경량화 사용자 인증 SSO 기술 개발
- 네트워크상 신, 변종 악성코드 탐지기술 세계 최초 개발
- 지능형 사이버 공격 감시 및 추적시스템(AMTRAC) 개발
- 캠브리지대와 공동으로 첨단 생화학 융합센서 시스템 개발
- PCI-E 핵심 IP 코어 자체 개발
- 리비아 정부와 차세대 태양전지 공동개발 착수
- 유비쿼터스 투명 스마트 창 개발
- 세계 최초 뮤직2.0 기술 개발
- 차세대 기가급 케이블 송수신 시스템 개발
- 위성 IMT-2000+ 기술 개발
- 콘텐츠 자동판매기 개발
- 소형ㆍ저전력 선박용 탐색구조 단말기 개발
- ATSC 8-VSB 고정/ 이동 수신용 다이버시티 수신기술 개발
- 통방융합 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콘텐츠 서비스 개발
- QoE 보장형 IPTV 품질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개발
- 통방융합용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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