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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송통신 융합
기술

한 구조를 가지고, 이들 계층 간에는 표준화된 개
방형 인터페이스가 정의·사용된다.
NGN 개념은 기존의 자원 및 시설의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새로운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Ⅰ. 광대역통합망(BcN)

패킷 기반의 멀티서비스 기간망과 기존의 유무선
통신망들 간의 다양한 상호연동 및 통합 운용관

1. 개요
광대역통합망 (BcN : Broadband convergence

계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더욱 확장된 유무선

Network)은 진보된 패킷 기반의 네트워크 기술을

및 통방융합의 기술적 시도를 초기 단계부터 설

활용해 유선과 무선 통신망, 방송과 통신, 인터넷

정하고 있다. 또한 보다 더 광범위한 규모의 융합

등 모든 종류의 통신망을 통합 수용하는 기술로,

기술에 대한 선도적 비전 제시를 통해 통합망 도

모든 서비스의 융합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입과 서비스 구현을 추진하는 몇 가지 특징적 기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술을 갖고 있다.

국제표준화 무대에서는 NGN(Next Generation
(1) 보다 광범위한 통신망 융합

며, 비록 용어의 명확성과 방통융합 시점 등에서

단순히 통신사업자망의 IP 기반 진화 또는 패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

킷 음성 서비스 통합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현재의 NGN 비전보다 BcN은 다양한 사업자의

어디서나 끊어짐 없이 안전하게 광대역으로 이용

서비스 영역을 통합하는 보다 더 광범위한 융합

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을

을 추구하므로, 고려되는 통합망의 자원 운용 범

가진다. NGN에서는 일반적으로 응용 서비스 계

위가 더 광범위한 국가망의 개념이 된다. 이에 따

층과 통신망의 제어 계층, 전달망 계층이 분리되

라 통합전달망 개념으로서 전개가 강조되고, 통

며, 각 계층이 독립적으로 단계적인 진화가 가능

합전달망이 국가기간망으로서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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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술을 정의한다.
BcN 역시 관련 NGN 기술들의 기본개념을 승

Network)이라는 용어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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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제로 인해 네트워크의 보장성, 안정성, 보안

이브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개념들이 액세스 위

성, 보편성 및 효율성이 중시된다.

주로 도입 적용되어, 액세스단에서의 다양한 서비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QoS 및 보안, 간결한

스와 액세스 간 집합(Aggregation)이 강화될 것이다.

라우팅 및 망 연동 구조, 보편적으로 효율적인 고

IP 기반의 통합망 환경은 이들에게 유리한 연

속 스위칭·라우팅 기술,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

동 환경을 제공해 이종망 및 서비스 간의 통합이

술 등이 강조된다.

다양하고 쉽게 제공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IP
기반 메트로 액세스 및 이동성 부가기술, 무선 IP

(2) 다양한 사업자 형태를 위한 통합형 시스템

기반의 통합 액세스, 홈네트워크 및 NGN@Home

제어·관리 기술의 진보적 전개

기술, 이종망 간 이동성 제어기술, 액세스 서비스

광범위한 (국가 계위의) 통합망 인프라가 제공

플랫폼 기술,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상황(Context)

됨으로써 망을 구분·정의하는 전통적 기반인 신

기반 서비스 기술, VHE/OSA 등이 해당된다.

호·제어 및 관리 계층의 통합 및 연동성이 국토

전세계 네트워크 공급자들이 NGN에 관심을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쉽게 지원 가능하다고 볼

가지고 기존의 네트워크를 NGN으로 발전시키기

수 있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형태의 신규 형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성이 용이하게 되는데, 이는 통신·방송 융합 서

표준화단체에도 반영되어 ITU-T (International

비스, 이동 인터넷전화, 유무선 통합 가상사설망

Telecommunication Union), ETSI (European Telecommu-

사업, 유무선 사업자 통합망 등의 다양한 사업 형

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ATIS (Alliance for

태로 나타날 수 있다.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DSL(Digital

이러한 양상은 실질적으로는 미디어 처리기

Subscriber Line)포럼, 케이블랩스(CableLabs) 등 여러

술, 망 운용관리 기술, 이종망 간 연동 및 이동성

표준화 단체들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

제어·관리 기술, 단말 및 서비스 호환성 보장기

종적으로는 ITU-T에서 정리해 세계적으로 적용

술, 통합 번호·주소 관리, 망간 서비스 협약관리

될 수 있는 NGN 표준을 만들고 있다.

기술, 인증 및 과금 제어기술 등 전반적인 망 운용
기술의 IP 기반 통합이라는 진보적 적용을 촉진할

2. 국내외 표준화 동향

것이다.
(1) 국제표준화기구
(3) 액세스단 고유의 다양한 통합형 사업 및 서비스
진화의 가속화

394

1) ITU-T SG11
ITU-T SG11은 전통적으로 전기통신망의 신호

제어계의 핵심이 되는 소프트 스위치는 BcN

방식 요구사항 및 프로토콜을 규정하는 연구그룹

에서는 상하위 계위 간 역할분담이 가속화되어,

으로서 IP, 이동성, NGN 통합망의 멀티미디어망

액세스단에서는 경쟁적 통합 사업자들의 서비스

기능을 위한 신호 방식 요구사항 및 프로토콜 연

경쟁 기반의 성격이 강화된다. 여기에 새로 드라

구와 BICC, ATM, N-ISDN, PSTN 액세스망 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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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신호 프로토콜에 대한 기존 권고안의 보완 작

러시아), Alain Le Roux(프랑스, FT), 이형호(한국

업을 수행한다. 현재 3개의 WP(Working Party)로

ETRI), Feng Wei(중국 Huawei) 등 6명이 맡고 있다.

나누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도 한국이 SG11 부의장(이형호, ETRI)을

WP1은 NGN 환경에서 네트워크 신호 방식과

맡아서 회의를 주도해 갈 예정이다. 최근 2008년

기능 구조(Q1) 및 응용 제어신호 방식 요구사항·

9월 SG11 회의에서 승인된 문서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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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Q2)에 대한 2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WP2는 세션 제어신호 방식 요구사항·프로토콜

2) ITU-T SG13

(Q3), 베어러 제어신호 방식 요구사항·프로토콜

ITU-T SG13는 2005년부터 NGN망 기능 구조,

(Q4), 자원 제어신호 방식 요구사항·프로토콜

NGN 분야의 신규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및 구

(Q5)의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WP3는 패킷망

현 시나리오, NGN QoS를 위한 요구사항 및 프레

에서 핸드북 지원(Q6), NGN 접속망 신호 방식·

임워크, OAM 및 망 관리, NGN 이동성 및 유무선

프로토콜(Q7), NGN 프로토콜 테스트 규격(Q8)의

통합, 망 및 서비스 연동, 서비스 제공 시나리오,

3개 과제를 수행한다.

IPv6 이슈, 보안 등 NG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SG11 의장은 Yukio Hiramatsu(일본 NTT)가 맡

있다.

고 있으며, 부의장은 Leslie Graf (호주) , Jane

ITU-T SG13 의장은 Mr. B.W. Moore(영국)가

Humphrey(영국 Ericsson), Andrey Koucheriavy(Komset

맡고 있으며, 부의장은 Chae-Sub Lee (한국) ,

Q

Q.1912.5 B

8

Q.1912.5 C

8

Interworking between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and Bearer Independent Call
Control Protocol (BICC) or ISDN User Part (ISUP); Part 2: Test Suite Structure and
Test Purposes (TSS&TP) for Profile A and B

8

3
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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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itle
Interworking between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and Bearer Independent Call
Control Protocol (BICC) or ISDN User Part (ISUP); Part 1: Protocol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 (PICS)

Q.1912.5 D

편

편

■ <표 1> SG11 승인 문서(2008. 9)
ITU-T Rec. No.

2

Interworking between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and Bearer Independent Call
Control Protocol (BICC) or ISDN User Part (ISUP); Part 3: Test Suite Structure and
Test Purposes (TSS&TP) for Profile C

Q.1912.5 E

8

Interworking between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and Bearer Independent Call
Control Protocol (BICC) or ISDN User Part (ISUP); Part 4:“Abstract Test Suite
(ATS) and partial Protocol Implementation eXtra Information for Testing (PIXIT) for
Profile A and B

Q.3903

8

Formalized

Q.3221

7

Requirements and protocol at the S-TC1 interface between the service control
entity and the transport location management physical entity

presentation of test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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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tham Chedyak(시리아), Lintao Jiang(중국),

영하였다.

Olivier Le Grand(프랑스), Naotaka Morita(일본),

WP2(Functional architecture and mobility; 기능 구

Helmut Schink (독일) , Neal Seitz (미국) , Joe

조, 이동성, IPv6 보안에 대한 연구 및 표준화) : Q3

Zebarth(캐나다) 등 8명이 맡고 있다. 4개의 작업반

는 Q2의 Y.2213 표준에서 정의한 요구사항

(Working Part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0여

을 NGN에서 만족시키기 위해 NGN의 기능

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5월과 9

과 구조를 정의하는 Y.idserv-arch 문서를

월 회의를 기준으로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작업하고 있다. 현재 Y.2213 표준에서 정의

WP1(Project coordination and release planning for

한 요구사항들은 Y.idserv-arch에 반영되어

NGN; 과제 조정 및 계획 담당) : NGN R2 연구

있다. Y.ipsplit는 NGN 환경에서 IP 주소를

범위 문서에서 각 연구분과(Question)에서 추

식별자(Node ID)와 위치정보자(Locator)로 분

진된 요구사항, 구조, 프레임워크, 서비스

리하는 것으로, 기존 IP 주소가 가지고 있는

등의 권고안을 분석해 표준용어와 이에 대

근본적인 의미 중복 문제점을 NGN 측면에

한 정의의 추가, 자원관리 기능 버전2(RACF-

서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며, 9

R2), 네트워크 접속 기능 버전2(NACF-R2)에

월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Y.MMCF는 NGN

서 확장된 기능 반영 및 NGN-R2에서 개발

에서 모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정

되고 있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항목들을 반

의하며, 기존에 정의된 NACF·RACF와의

■ <표 2> 2009~2012회기 SG11 Questions 목록
Questions

396

Title

Q 1/11

Network signalling and control functional architectures in emerging NGN environments

Q 2/11

Application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Q 3/11

Session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Q 4/11

Bearer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Q 5/11

Resource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Q 6/11

Coordination of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 development

Q 7/11

Signalling and control requirements and protocols supporting network attachment and
identification in NGN environment

Q 8/11

Protocol Test Specifications for NGN

Q 9/11

Monitoring parameters for NGN protocols

Q 10/11

Service test specification for NGN

Q 11/11

QoS tests specification for NGN

Q 12/11

USN and RFID test specification

Q 13/11

Coordination of work on Emergency Communications within an NGN environment

Q 14/11

Security Coordination For NGN Protocols

Q 15/11

End-to-end Multi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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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및 절차를 추가하고 있다.

며, 5월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Y.2807 표준

Y.NGN-DSL은 NGN 환경에서 DSL(디지털 가

은 MPLS에 기반한 이동성 기능을 정의한 문

입자 회선) 기술 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NGN

서로 9월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 및 프레임워

WP4(QoS and OAM; 망 QoS에 대한 연구 및 표준

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차기 회의에서 승인

화) : Q4의 Y.2174 표준(분산형 자원관리 기능의

될 예정이다. Q8의 Y.cwbs 문서는 NGN 환

구조)은 RACF의 TRC-FE 기능을 전달장비에

경에서 웹브라우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분산 구현하기 위한 구조를 정의했으며, 5

모델과 시나리오를 표준화하는 권고안으로

월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Y.enet은 NGN이

서, 9월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Y.cmr은 링

이더넷 기반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를 위한 디플로이먼트 모델 문서로서

단대단 QoS 제어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멀티미디어 링톤, 링백톤 백그라운드 톤 서

QoS 클래스 매핑, QoS 절차, VPN 방법 등

비스를 착신 및 발신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을 다루고 있으며, 9월 회의에서 승인되었

서비스 시나리오를 정의한다. 차기 회의에

다. Y.2173 표준은 NGN 환경에서 NGN 성

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능 측정 및 관리에 대해 정의한 표준으로서,

WP3(Service requirements and scenarios; 요구사

5월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2008년 9월 AAP

항, 구현 시나리오,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및

를 거쳐 최종 채택된 문서는 <표 3>과 같고,

표준화) : Q2는 식별자를 이용하는 NGN 서

SG13에서 승인(Consent)된 문서는 <표 4>와

비스의 요구사항과 능력에 관한 Y.2213 표

같다. 본 문서들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

준을 5월 회의에서 승인하였다. Y.2213는

제표준으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휴대폰에 RFID 리더를 장착해 다양한 무선

2009년부터는 이동통신망을 다루던 SG19과

인터넷 응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합쳐져 <표 5>와 같은 연구분과로 나뉘어 NGN

모바일 RFID 서비스 기술을 NGN 통신망에

및 이동통신과 관련되어 지속적인 표준 활동을

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

개시한다. 특히 2009년부터는 한국이 SG13 의

스 및 기능규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

장(이재섭, ETRI)을 맡아서 회의를 주도해 갈 예정

탕으로 향후 기술 및 표준 개발을 위한 기본

이다.

지침으로 활용하게 되어, 현재 별도로 진행
되고 있는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위한

3) ITU-T SG19

NGN 프레임워크 확장 표준의 기반을 제공

ITU-T SG19은 IMT-Advanced(4G)라 불리는

하고 있다. Y.2234 표준은 NGN 응용을 위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표준 제정 및 보급

한 개방형 서비스 환경 기능으로 NGN 환경

을 담당하는 연구반이다. 아울러 ITU-T 내에서는

에서 개방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와 기능

이동성(Mobility) 분야의 선도(Leading) 연구반이다.

적 요구사항, 서비스 구조 개발을 목표로 하

ITU-R SG8에서는 IMT-Advanced 시스템의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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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SG13 9월 회의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채택된 표준문서
ITU-T Rec. No.

Q

Title

Y.2213

2

NGN service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for network aspects of
applications and services using tag-based identification

Y.2234

2

Open service environment capabilities for NGN

Y.1292

3

Customizable IP networks (CIP): Framework for the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related to the customization of IP service networks by customers

Y.1910

3

IPTV functional architecture

Y.2173

4

Management of performance measurement for NGN

■ <표 4> SG13 승인문서(2008. 9)

398

ITU-T Rec. No.

Q

Y.2807
(Y.mpls-mob)

2

MPLS-based mobility capabilities for NGN services

Y.2015
(Y.ipsplit)

3

General requirements for ID/locator separation in NGN

Y.2175
(Y.RACFCentralMPLS)

4

Centralized RACF architecture for MPLS core networks

Y.2113
(Y.enet)

4

Ethernet QoS control for Next Generation Networks

Y.2111

4

Resource and admission control functions in Next Generation Networks

Q.1708/Y.2805*
(Q.LMF)

6

Framework of location management for NGN

Q.1709/Y.2806*
(Q.HCF)

6

Framework of handover control for NGN

Y.2235
(Y.cwbs)

8

Converged web-browsing service scenarios in NGN

Y.2612
(Y.FPBN-addr)

13

Generic requirements and framework of FPBN addressing, routing and
forwarding

Y.2902 Amd.3

16

Carrier grade open environment components - Annex C, FTP client CGOE
component

Y.2902 Amd.4

16

Carrier grade open environment components - Annex D, FTP Server CGOE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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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2009~2012회기 SG13 Questions 목록
Questions

특
집

Title

Q 1/13

Coordination and planning

Q 2/13

Network terminology

Q 3/13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scenarios for emerging services and capabilities in an
evolving NGN

Q 4/13

Requirements and frameworks for QoS enablement in the NGN

Q 5/13

Principles and functional architecture for NGN(including ubiquitous networking)

Q 6/13

Mobile telecom network architecture for NGN

Q 7/13

Impact of IPv6 to an NGN

Q 8/13

Mobility management

Q 9/13

MM mechanisms supporting multi-connections for multiple access technologies

Q 10/13

Identification of evolving IMT-2000 systems and beyond

Q 11/13

Convergence of existing and evolving IMT and fixed networks

Q 12/13

Evolution towards integrated multi-service networks and interworking

Q 13/13

Step-by-step migration to NGN networks

Q 14/13

Service scenarios and deployment models of NGN

Q 15/13

Applying IMS and IMT in developing country mobile telecom networks

Q 16/13

Security and identity management

Q 17/13

Packet forwarding and deep packet inspection for multiple services in packet-based networks
and NGN environment

편

2
편

3
편

4
편

Q 18/13

Requirements and framework for enabling COTS components in an open environment

Q 19/13

Distributed services networking(DSN)

Q 20/13

Public data networks

Q 21/13

Future networks

접속기술 표준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ITU-T

1

5
편

부
록

구분과별 의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G19에서는 IMT-Advanced 시스템의 핵심망

Q.1/19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망의 서비스

(Core Network) 과 관련된 이동성 관리 (Mobility

요구사항 및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표준화 작업

Management) 표준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을 추진 중이다. Q.2/19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

의장단으로 John Visser(Nortel Networks, 캐나다)

KT의 최우진 박사가 보고자를 역임하고 있으며,

의장을 중심으로 9명의 부의장들이 있으며, 특히

SG19의 핵심 이슈인 이동성 관리(Mobility Management)

한국의 김영균(삼성전자 전무)이 부의장으로 활동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중이다. SG19은 타 SG와는 달리 5개의 연구분과

Q.3/19에서는 기존 3GPP 및 3GPP2 표준문서

(Questions)로 구성된 소규모의 연구반이며, 별도

를 ITU-T에서 승인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의 작업반(WP)은 두지 않고 있다. SG19의 주요 연

독자적으로 표준문서를 개발하기보다는 최근에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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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3GPP 및 3GPP2 관련 표준문서를 ITU-T

년에 발표되었으며, 3GPP IMS 표준을 받아들여

공식 권고안으로 승인받는 작업을 수행한다.

발전시켰다. 2008년 초에 GSM, CDMA2000, 유선

Q.1741.x 시리즈 권고안은 3GPP 표준에 해당하

망에 모두 적용 가능한 공통(Common) IMS 스펙을

며, Q.1742.x 시리즈 권고안은 3GPP2 표준에 해

만들기 위해 IMS 관련한 사항은 3GPP로 이관하

당한다.

였다. NGN Release 2는 2008년 초에 발표되었으

Q.4/19에서는 IMT2000 핸드북 개발을 진행

며 IMS, 비IMS 기반 IPTV, 홈네트워크에 관한 사

중이고, Q.5/19에서는 FMC 관련 표준화를 추진

항이 추가되었다. 현재 IPTV, IP망 연동, NGN 보

하고 있다. FMC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안은 2007

안을 중심으로 NGN Release 3를 작업하고 있다.

년 4월에 Q.1762/Y.2802로 승인되었고, 이동통신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망을 중심으로 하는 IMS 기반 FMC 네트워크 구

WG2(Services requirements architecture) : 서비

조와 IMS 기반 서비스 연속성 제공 방법을 제시

스, 제어, 전송 수준의 망 연동, IPTV를 포함

하고 있는 Q.FMC-IMS는 ZTE, 차이나모바일

한 NGN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구조, NGN

(China Mobile)를 중심으로 2009년 1월 AAP 상정을

이동성, NGN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

목표로 진행 중이다.

요구사항, 구조와 관련한 표준화를 담당하
고, IMS와 관련된 사항은 3GPP의 Common

4) TISPAN

IMS와 일치시킨다.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산하 표준화기구로

WG3(Protocols) : 프로토콜 정의 요구사항, 매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유럽 중심으로 NGN 표

핑, 프로파일, 타 표준문서의 프로토콜 분석,

준화를 진행한다. NGN 릴리스(Release) 1이 2005

프로토콜 확장, 상호연동 스펙을 다룬다.

<그림 1> | TISPA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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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4(Numbering addressing routing) : 넘버링,

대표하고, ERO(European Radio Office)와 협력

네이밍, 어드레싱, 라우팅과 연관된 표준을

하고 상위 ETSI와 ITU-T SG2와 연계하여 표

담당한다. ENF(European Numbering Forum)을

준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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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NGN PG에서 제정한 TTA 정보통신 단체표준
No

표준번호

1

TTAE.IT-Y2112

이더넷 기반의 IP 액세스망을 위한 QoS 제어 구조

표준명

2007-12-26

제·개정일

2

TTAE.ITQ1762/Y2802

유무선 융합 일반 요구사항

2007-12-26

3

TTAS.KO01.0062/R2

BcN 표준모델 Version 2.1

2007-12-26

4

TTAE.IT-Y2271

콜서버 기반의 PSTN/ISDN 서비스 진화

2007-12-26

5

TTAE.IT-Y2021

IMS 기반 NGN 구조

2007-12-26

6

TTAE.IT-Y2172

NGN에서 서비스 복구 우선순위 레벨

2007-12-26

4

7

TTAE.IT-X805

NGN 보안 요구사항

2007-12-26

편

8

TTAE.IT-Y2171

NGN의 수락제어 우선순위 레벨

2007-12-26

9

TTAE.IT-Y1315

VPN 서비스 품질의 프레임워크

2007-12-26

10

TTAE.IT-Y2091

NGN 용어 표준

2007-12-26

11

TTAE.IT-Y2262

PSTN/ISDN 에뮬레이션 및 시뮬레이션

2007-12-26

12

TTAE.IT-X521

개방 시스템 상호접속-디렉터리 : 선정 객체 부류

2007-06-22

13

TTAE.IT-X500

개방 시스템 상호접속-디렉터리 : 개념, 모델 및 서비스 개관

2007-06-22

14

TTAE.IT-Y2031

PSTN/ISDN 에뮬레이션 구조

2006-12-27

15

TTAE.IT-Q1706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이동성 관리 요구사항

2006-12-27

16

TTAS.KO-01.0081

NGN 하부 통신망에서 서로 다른 QoS 표준값 간의 연동규격

2006-12-27

17

TTAE.IT-Y2012

NGN 요구사항과 기능 구조

2006-12-27

18

TTAE.IT-Y2261

PSTN/ISDN 진화

2006-12-27

19

TTAE.IT-Y2111

자원 및 수락제어 기능

2006-12-27

20

TTAS.KO-01.0062/R1

BcN 표준모델 V2.0

2006-12-27

21

TTAE.IT-Y2201

NGN 요구사항 릴리즈1

2006-12-27

22

TTAS.KO-01.0063

가입자 주도형 IP망 구조

2005-12-21

23

TTAS.IT-Y1251

연동을 위한 일반적인 구조모델

2005-12-21

24

TTAS.KO-01.0062

BcN 표준모델

2005-12-21

25

TTAE.IT-Y2011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일반 원칙 및 일반 참조모델

2005-12-21

26

TTAE.IT-Y2001

NGN의 일반 요구사항

2005-12-21

27

TTAE.IT-Y1291

패킷망에서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기반구조

2005-12-21

2
편

3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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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5(Home network) :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

해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파연구소 산하

스에 대해 정의하고, 홈네트워크에서 사용

한국ITU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ITU 회의 참가,

되는 기능을 정의하며, 다른 TISPAN그룹에

기고서 제출 및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 만든 NGN 스펙을 홈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한다.

2) TTA NGN 프로젝트그룹(PG204)

WG6(Testing) : TISPAN이 개발한 스펙의 테

구체적인 NGN 관련 국내표준화는 2004년부

스트 스펙을 만들고, 기존의 테스트 스펙을

터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TC2 PG204를 통해 진

유지 보수한다.

행되고 있다. BcN 서비스 및 전달망 구조 정립,

WG7(Security) : 보안 관련 스펙을 연구, 유

요구사항 정립, 식별 전략 연구, QoS 요구사항 및

지, 보수, 개발한다.

프레임워크, 보안 구조 및 요구사항, OAM 및 네

WG8(Network management) : NGN 관리에 대

트워크 관리, 유무선 통합 구조 및 이동성 관리 구

한 스펙 개발을 담당한다.

조, 기존 망 진화, 개방형 서비스에 대해 다루고
있다. NGN 프로젝트그룹을 통해 제정된 TTA 정

(2) 국내표준화기구

보통신 단체표준은 <표 6>,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단체표준화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1) 한국ITU연구위원회
ITU 국제표준화에 대한 국내 대응 연구를 위

■ <표 7> NGN PG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과제(2008. 7 기준)

402

No

과제번호

1

2006-028

BcN의 단대단 QoS 구조

2

2007-430

NGN에서 IMS 기반의 실시간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3

2007-1044

BcN 사업자망 간 트래픽 품질측정 연동관리 기법

4

2008-590

NGN에서 플로 상태 전달망 기술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5

2008-591

다중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환경에서 융합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6

2008-592

MDS의 요구사항

7

2008-593

NGN 인증과 권한부여 요구사항

8

2008-594

NGN을 위한 일반적인 이동성 관리 프레임워크

9

2008-595

이동망 사용자를 위한 고정 액세스망으로서 기존 PSTN/ISDN을 사용하는 FMC 서비스

10

2008-681

BcN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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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주요 신성장동력
기술

구성해 IMT-Advanced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Advanced)로 명명된 이동통신기술 권고

안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각 표준화단체들은
IMT-Advanced 후보 기술 개발을 위해 ITU-R에서
제시하는 표준화 일정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 중

Ⅰ. 차세대 이동통신

특
집

1
편

이다. 여기에서는 ITU-R에서 정의하고 있는 IMTAdvanced를 차세대 이동통신을 아우르는 개념으
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소개와 각 표준화단체에

1. 개요

서 진행 중인 IMT-Advanced 기술개발 현황 및 표
최근 IMT2000 기술로 대변되는 WCDMA

준화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Wideband CDMA), 와이맥스(WiMAX)와 같은 3세대

이동통신기술들의 표준화가 완료되고 상용화됨

ITU-R는 2000년부터 WP8F(Working Party 8F)를

편

3
편

2. IMT-Advanced 개요

에 따라 IMT2000보다 진화된 차세대 이동통신기
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2

ITU-R WP8F는 IMT-Advanced 개발 비전과 프
레임워크를 제시하는 ITU-R 권고 M.1645 문서를

4
편

5
편

부
록

<그림 2> | IMT-Advanced 성능 개념도

제4장

주요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 403

IT STANDARDIZATION WHITE PAPER

■ <표 8> IMT-Advanced 후보 기술에 대한 최소 성능 요구사항

Test Environment/Mobility Class

Cell spectral efficiency
(bps/Hz/Cell)
peark spectral efficiency
(bps/Hz/Cell)

Indoor

Micro CellularBase

Coverage Urban

Stationary,
Pedestrian

Stationary,
Pedestrian,
Vehicular(~30k
m/h)

Stationary,
Pedestrian,
Vehicular

Latency(ms)

3(Ant. 4×2)

2.6(Ant. 4×2)

2.2(Ant. 4×2)

1.1(Ant. 4×2)

UL

2.25(Ant. 2×4)

1.80(Ant. 2×4)

1.4(Ant. 2×4)

0.7(Ant. 2×4)

DL

15(4×4)

UL

6.75(2×4)
scalable bandwidth up to 40MHz

DL

0z.1(Ant. 4×2)

0.075(Ant. 4×2)

0.06(Ant. 4×2)

0.04(Ant. 4×2)

UL

0.07(Ant. 2×4)

0.05(Ant. 2×4)

0.03(Ant. 2×4)

0.015(Ant. 2×4)

C-plane

<100 ms

U-plane

< 10 ms

Traffic channel link data rates

1.0(~10Km/hr)

0.75(~30km/hr)

Handover interruption time:
-Intra-freq.(ms)

0.55(~120km/hr)

0.25(~350km/kr)

27.5 ms

Handover interruption time:
-Inter-freq. within a spectrum band(ms)

40 ms

Handover interruption time:
-Inter-freq. between spectrum band(ms)

60ms

Min. VoIP capacity(Active users/sector/MHz)

404

High Speed
Vehicular,
Vehicular

DL

Bandwidth(MHz)
Cell edge user spectral
efficiency(bps/Hz)

High Speed

50

40

40

30

작성하였다. M.1645 문서에서는 IMT-Advanced

부터 WP5D로 변경되어 IMT-Advanced에 대한

기술을 IMT2000의 진화된 이동통신기술로 간주

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8년

하며, 고속 이동 시에는 100Mbps, 보행 중에는

12월 현재 WP5D는 IMT-Advanced 후보 기술에

1Gbps 수준의 데이터 전송속도로 패킷 서비스와

대한 요구사항 및 평가 방법론에 대한 골격을 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IP

료하였다.

기반으로 통합 제공하는 이동통신기술로 정의하

IMT-Advanced 후보 기술에 대한 평가 방법은

고 있다. <그림 2>는 M.1645에서 정의하고 있는

크게 시뮬레이션으로 성능평가와 해당 규격문서

IMT-Advanced 기술의 성능을 개념적으로 묘사하

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WP5D에서

고 있다.

성 능 평 가 는 실 내 (Indoor) , 마 이 크 로 셀 룰 러

WP8F는 IMT-Advanced를 위한 주파수 소요

(Microcellular), 도시 범위 기준(Base coverage urban),

량을 측정해 2007년 세계전파통신학회(WRC-07)에

고속(High speed)과 같이 4가지 시험환경을 기본으

서 IMT-Advanced용 주파수를 지정받고, 2008년

로 하고, 각 시험환경별로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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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ITU-R WP5D의 IMT-Advanced 표준화 일정

구별한다. 시뮬레이션 방법으로는 특히 처리량

ARIB에볼루션그룹(ARIB Evaluation Group), ATIS

평균(Average throughput), 에지 사용자 처리량(Edge

WTSC, ETSI, 캐나다에볼루션그룹(Canadian Evaluation

user throughput), 모빌리티(Mobility), VoIP 용량(VoIP

Group), TR-45, UADE(Institute de Technologia Argentina),

capacity)과 같은 4가지 평가측정 요소만을 시행할

WINNER+ 등 7개 기관이다.

예정이다.

평가그룹은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와 조정

<표 8>은 2008년 6월 WP5D 회의 결과 정해진

(Step 5) 및 최소 조건 만족에 대한 평가 검토(Step

모빌리티 평가측정 요소에서 IMT-Advanced 후보

6), 평가 결과에 대한 합의 도출 및 표준 결정(Step

기술에게 요구되는 최소 성능 요구사항을 보여준

7)을 2010년 말까지 진행한다. 2011년 제10차

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링크 수준의 시뮬레이터

WP5D 회의를 마지막으로 IMT-Advanced 무선접

(LLS : Link-Level Simulator)와 시스템 수준의 시뮬레

속 권고 개발 작업은 완료되며(Step 8), 2011년에

이터(SLS : System-Level Simulator)로 나누어져 수행될

개최되는 전파통신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위해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이동성 및 시스템의 확장

상정된다.

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수준의 시뮬레이
터 결과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될 예정이다.

3. IMT-Advanced 후보 기술 현황

<그림 3>은 WP5D에서 정의하고 있는 IMTAdvanced 표준화 일정으로 2009년 2월부터 후보

IMT-Advanced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과정에

기술 제안과 평가 절차가 시작된다(Step 2). 후보

서 주도적 위치 확보와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술

기술 제안은 2009년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적 우위 및 시장 선점을 위해 각 표준화단체에서

(Step 3), 후보 기술에 대한 평가는 2010년 6월까지

는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

ITU에 등록된 평가그룹에 의해 진행된다(Step 4).

는 상태이다. IEEE 802.16 워킹그룹은 가장 빠른

2008년 12월까지 평가그룹으로 등록된 기관은

일정으로 IMT-Advanced 기술표준화 작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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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며, 3GPP 또한 HSPA(High Speed Packet Access)

상향 500Mbps로 하고 있다. MIMO(Multiple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속 데이터 서비스 경험 및

Input Multiple Output) 기술을 지원(최대 8개까

3G 셀룰러 시장의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기존의

지의 안테나 구성 고려)한다.

LTE(Long Term Evolution) 기반의 IMT-Advanced 기

업링크 접속기술로 OFDM 기술 지원 : 기존

술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3GPP2는 3G 통신으로

LTE에서 업링크 기술로 사용되었던 SC-

UMB(Ultra Mobile Broadband)를 제공했지만, UMB

FDMA를 대신해 MIMO 기술과 함께 구현이

기반에 4G 통신기술 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

용이한 OFDM 기술을 업링크에서도 지원하

다. 각 표준화단체에서 IMT-Advanced를 지향하여

기로 한다. 릴레이(Relay) 기능도 지원한다.

진행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MBMS 기능 향상 : LTE에서 MBMS 기술표
준화가 지연되는 반면, LTE-Advanced에서

(1) 3GPP LTE-Advanced

3GPP는 3세대 GSM(Global Systems for Mobile

방송 서비스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최적
화가 중요한 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communication) 네트워크 및 WCDMA 무선접속기

술 등에 관한 세부 규격 작성을 위해 ETSI,
ARIB/TTC, T1, TTA가 결성한 협의체이다. 3GPP

IEEE 802.16 워킹그룹 내에 새로운 태스크그

LTE-Advanced 시스템은 3GPP의 WCDMA,

룹인 16m이 구성되어 IMT-Advanced 요구사항을

HSDPA, LTE의 계보를 잇는 시스템으로 IMT-

만족하는 규격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16m 태스

Advanced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사항 이상의

크그룹은 현재까지 IMT-Advanced에 대한 시스템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규격이 고려된다.

요구사항 문서(SRD : System Requirement Document)

LTE-Advanced 규격 작업은 ITU-R의 일정에 맞추

및 시뮬레이션 방법론 문서 (EMD : Evaluation

어 2011년에 3GPP 표준문서 릴리즈 10으로 완료

Methodology Document), 시스템 명세서(SDD : System

될 예정이다. LTE-Advanced는 기본적으로 LTE

Description Document) 작업을 완료했고, 이를 기반

기술의 진화 형태로 개발될 계획이며, LTE의 규

으로 2008년 11월부터 802.16m 표준초안 개발을

격 에 대 한 하 위 호 환 성 을 지 원 한 다 . LTE-

시작하였다.

Advanced의 기술적 특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406

(2) IEEE 802.16m

IEEE 802.16m 기술은 IEEE 802.18을 통해서
ITU-R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802.21 및 802.11

광대역폭 지원(20MHz 이상) : 3GPP LTE Rel.

기술과 통합된 형태로 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

8 규격은 20MHz 대역폭을 기준으로 할 때

미한다. IEEE 802.16 워킹그룹은 2009년 10월에

순간최대 전송률이 하향에서 100Mbps 이

802.16m 표준초안을 IMT-Advanced 무선접속 후

상, 상향에서 50M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보 기술로 제출할 예정이다.

목표로 했으나, LTE-Advanced 시스템은 이

802.16m은 기 존 의 단 일 안 테 나 중 심 의

론적인 순간최대 전송률 목표를 하향 1Gbps,

OFDMA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중안테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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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용기술을 포함할 예정이다. 기존 802.16e에

통과되지 못했다.

서 다운링크 2×2, 업링크 1×2를 고려하던 안테

VHTL6는 2008년 11월 IEEE 802 Plenary 회의

나 구성이 802.16m에서는 다운링크 최대 8×8,

를 통해 태스크그룹 11ac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업링크 4×4로 복잡도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 다

표준화 작업을 시작해 표준규격 작업을 위한 기

중안테나 기술과 함께 셀 경계에서 간섭제거 및

반문서로 활용모델(usage model), 기능 요구사항

회피 기술, 가변 대역폭 기술, 전력 절약기술, 고

(functional requirement), 채널모델(channel model), 선

속 핸드오버 기술, 다중홉 릴레이를 위한 무선접

정 절차(selection procedure) 문서를 정하고, 각 기반

속기술 등이 표준화 기술로 고려되고 있다.

문서에 대한 리더를 선정하였다. 퀄컴(Qualcomm)

IEEE 802.16m은 모바일 와이맥스 (Mobile

에서 활용모델 및 선정 절차 문서를 담당하기로

WiMAX)의 상용화에 따른 OFDMA 기반기술의 상

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라링크테크놀

용화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 적용에 유리하다.

로지(Ralink Technology)에서 공동으로 기능 요구사
항 문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VHTL6는 단

(3) IEEE 802.11ac/ad

일 단말의 최대 전송속도는 500Mbps 이상으로

IEEE 802.11 워킹그룹은 저속 이동성에 고속

요구하되, 세 개 이상의 단말에 대한 통합 전송속

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무선랜(Wireless LAN) 접

도는 1Gbps 이상이 되도록 하는 무선랜 규격을

속기술을 표준화하는 단체로 2007년 5월에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VHT(Very High Throughput)라는 타이틀로 1Gbps

VHT60는 2008년 11월 IEEE 802 Plenary 회의

이상의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랜 기술

에서 열린 EC 심의에서 통과되어 2009년 3월부터

을 연구하기 위해 스터디그룹을 생성하였다.

태스크그룹 11ad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표준화

스터디그룹의 활동은 6GHz 이하의 주파수 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VHT60는 인텔(Intel)이

역을 사용해 1G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60GHz라는 고주

기술(이하 VHTL6 명명)과 60GHz 주파수 대역을 사

파 대역을 이용해 1Gbps의 전송률을 얻는 것을

용하는 기술(이하 VHT60 명명)로 나누어져 진행되었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고주파 대역이 갖는 짧은

고, 각각 독립적으로 PAR(Project Authorization

서비스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2.5GHz나

Request)와 5C(Five Criteria) 문서 작업이 이루어졌

5GHz 대역의 무선랜 시스템으로의 빠른 전환기

다. 2008년 7월 미국 덴버에서 열린 IEEE 802 본

술 및 동일하게 60GHz 대역을 사용하는 기존 시

회의(Plenary)에서 VHTL6와 VHT60의 PAR/5C 문

스템(예를 들어 IEEE 802.15.3c)과의 공존에 따른 기

서 가 모 두 802.11 워 킹 그 룹 에 서 승 인 되 어

술적 이슈를 갖고 있다. 현재 VHT60는 IEEE

EC(Executive Committee) 회의의 안건으로 넘어갔

802.15.3c 전송기술과 응용 애플리케이션 측면에

다. 하지만 EC 회의에서 VHTL6의 PAR/5C 문서

서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는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반면, VHT60의

이상과 같이 VHT 표준화 작업은 2009년도부

PAR/5C 문서는 IEEE 802.15.3c와의 공존 문제로

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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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1 워킹그룹에서는 ITU-R의 표준화 일정에

또한 와이맥스(WiMAX) 및 무선랜(Wireless LAN)

맞추어 VHT 작업이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

과 같이 IEEE 802 계열 내 다른 특성을 갖는 네트

해 기존 802.11n의 기술을 802.21 및 802.16m에

워크 간의 핸드오버, WiMAX와 3GPP 네트워크

결합된 형태로 ITU-R에 IMT-Advanced 무선접속

간의 핸드오버와 같이 IEEE 802계열과 비IEEE

후보 기술을 제출할 예정이다.

802계열 네트워크 간의 핸드오버를 모두 작업 범
위로 한다. IEEE 802.21 MIH 기술을 통해 제공되

(4) IEEE 802.21

는 끊어짐 없는 이동성 서비스는 사용자 단말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와 다중모드 단말들이

서로 다른 이기종 네트워크 간 핸드오버 시 사용

계속 증가함에 따라 차세대 네트워크에서도 이기

자가 이전 네트워크에서 제공받던 서비스 수준을

종 네트워크 간의 끊어짐 없는 이동은 중요한 요

최대한 만족시켜 사용자가 서비스 품질 저하를

구사항이다. IEEE 802.21 워킹그룹은 이기종 네트

느끼지 않을 정도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

워크 간 끊어짐 없는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해

한다.

2004년 3월 생 성 되 었 으 며 , 해 당 기 술 을

IEEE 802.21 표준에서 정의하는 MIH 참조모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라 명명했다. MIH

델은 <그림 4>와 같다. MIHF(Media Independent

기술에서는 단말이 둘 이상의 다른 특성을 갖는

Handover Function)는 계층 3 이상의 프로토콜, 응

네트워크 접속 인터페이스를 갖는 다중모드 단말

용이나 관리 기능과 계층 2 이하의 디바이스 드라

을 고려했다.

이버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기능 엔티티로서

<그림 4> | IEEE 802.21 MIH 참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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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보를 핸드오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상태정보 등을 상위 계층(예;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

이러한 MIH 이벤트, 커맨드 및 정보 서비스를

으로 전달하여 상위 계층으로 하여금 IP 이상의

활용해 상위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에서는 이기종

이동성 처리에 따른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무선 네트워크 간 핸드오버 시 발생하는 지연 및

지원한다.

패킷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고품질

또한 상위 계층이 하위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3GPP에서는 이기종 네트워크 간의 이동 서비

크 접속 상태를 변경시키거나 네트워크 특성 및

스 를 위 해 UMA (Unlicensed Mobile Access) 와

상태정보 질의에 응답하며, 원격지에 위치하고

VCC(Voice Call Continuity) 기술을 정의해 일부 상용

있는 MIH 정보 서버와 통신을 통해 인접한 이기

화하였다. 하지만 UMA는 유무선 통합 솔루션으

종 네트워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로 all-IP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 액세스 호 제어기

인접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의 예로서는 무선접속

술로 SIP을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의 단점을 가진

장치 및 IP 라우터의 식별자, MAC 주소, IP 주소

다. VCC 역시 IMS 기반의 all-IP를 지원하고 호 제

및 네트워크 운영자 등을 들 수 있다.

어 프로토콜로 SIP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멀

는 이기종 네트워크 간 심리스 이동성 제공을 위

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음성 서비스
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한 핵심기능 서비스를 이벤트, 커맨드 및 정보 서

이에 비해 IEEE 802.21 MIH 기술은 멀티미디

비스로 구분하였다. IEEE 802.21 표준에서 정의하

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망에 하나의 응용

는 MIH 이벤트 서비스는 하위 디바이스 드라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지원 가능하고,

버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상태정보를 상위 이동

패킷망 간의 핸드오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성 관리 프로토콜로 전달해 IP 계층 이상의 이동

등이 차세대 이동통신 적용에 더욱 유용할 것으

성 처리에 따른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

로 기대된다.

한다.
MIH 커맨드 서비스는 상위 응용 및 이동성 관
리 프로토콜에서 하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

Ⅱ. RFID/USN

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상위 응용
및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에서 네트워크 접속 상

1. 개 요

태를 변경시키거나 네트워크의 상태정보를 질의
할 수 있도록 한다.

1
편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네트워

IEEE 802.21 표준에서는 MIHF를 통해 제공되

특
집

(1) 모바일 RFID 서비스 기술

MIH 정보 서비스는 이동단말이 위치하고 있

모바일 RFID 서비스는 기존의 B2B 영역(유

는 현재 네트워크에 인접한 다양한 이기종 네트

통·물류 등)에서 활용되어 온 RFID 기술을 유비쿼

워크에 대한 정보 및 핸드오버 정책에 관련한 정

터스(Ubiquitous) 시대의 대표적인 개인휴대단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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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모바일 RFID 서비스의 개념

부상하고 있는 휴대폰과 결합해 B2C 영역의 서비

터 사물 및 환경 정보를 감지·저장·가공·통합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RFID 태그에 기록된 유일

해 상황인식 정보 및 지식 콘텐츠 생성을 통해 언

한 식별자와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를 휴대폰을

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맞춤형 지식 서비스

통해 제공하는 기술이다.

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지능형 사회의

모바일 RFID 서비스는 사람과 사물 사이의 직

기반구조이다. USN 기술은 기존의 사람중심에서

접적인 정보 소통 관계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새로

사물까지 정보화의 지평을 확대하는 새로운 패러

운 부가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다임의 유비쿼터스 IT기술이며, 센서를 초소형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화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무선장치에 접목해 사물·사물 간의 통신과 컴퓨

산업 영역을 발굴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팅으로 사물 주변에서 변화하는 물리환경계의 다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RFID 리더가 탑재된

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생산성, 안정성 및 인간생

휴대폰의 보급과 RFID 태그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

활 수준의 고도화를 실현한다.

아 본격적인 서비스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

USN 기술은 기능적인 계층에 따라 정의할 수
있으며,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사물

(2) USN 서비스 기술

USN는 사물이나 생활공간에 부착된 센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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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표철식, 채종석, 차세대 RFID/USN 기술발전 전망, 한국정보통신학회지 제24권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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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USN 서비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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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국내 모바일 RFID 기술표준화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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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정보를 저장·가공·통합하고 상황인식 정

를 구성하고, 2006년까지 34건의 포럼표준을 제

보 및 지식 콘텐츠 생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

정하였다.

는 USN 미들웨어 플랫폼 및 응용 서비스 기술 등

모바일RFID포럼은 2008년 11월 현재 41개 기
관회원 및 23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으로 구성된다.

2. 모바일 RFID 서비스 기술표준화 동향

2) 모바일 RFID 서비스 기술표준 개발 현황
모바일 RFID 서비스 기술표준은 <그림 8>과

(1) 국내 표준화 동향

같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부가적

1) 표준화 추진 체계

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응용 디렉터리 서비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모바일RFID포럼을 중

(ADS) 및 정보보호와 시험인증에 관련된 표준도

심으로 활발한 표준 개발을 추진해 왔다. 모바일

제정되어 있다.

RFID포럼은 이동통신사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구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포럼표

성된 민간포럼으로, 모바일 RFID 서비스 제공을

준들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TTAS)

위해 필요한 포럼표준을 제정하고 서비스를 보급

으로 제정되었다. 이 중 객체식별자(OID)의 관리

하기 위해 2005년 2월에 구성되었다. 산하에 단

및 코드 해석과 관련된 중요 표준은 2008년도에

말,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등 5개의 분과위원회

정보통신 표준(KICS)으로 제정되었다.

<그림 8> | 모바일 RFID 서비스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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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표준화 동향

한 모바일 RFID 서비스 요구사항

1) ITU-T

Rec. ITU-T H.621,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

ITU-T는 2005년부터 한국의 주도로‘태그 기

한 모바일 RFID 서비스 구조

반 애플리케이션(Tag-based application)’의 표준화

Rec. ITU-T X.1171, 프라이버시 관리 프레

를 추진하고 있다. 초기에는‘네트워크 ID(Networked

임워크
Rec. ITU-T X.668은 ISO/IEC JTC1/SC6와 공동

SG16 및 SG17에서 관련 권고를 완성하면서 지금

으로 개발하는 권고로 JTC1에서는 ISO/IEC 9834-

은 Tag-based application으로 그 용어를 변경해

9로 승인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권고는 다

사용하고 있다.

음과 같다.
Y.idserv-arch,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위한

의 표준화 범위는 <그림 9>와 같으며, 그림에서 태

NGN 서비스 및 기능 프레임워크 확장

그와 리더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X.520 AMD3, RFID 서비스를 위한 X.500 디

지금까지 ITU-T에서는 5개의 권고를 개발했

1
편

ID) ’라는 제목으로 출발했으나 ITU-T SG13,

ITU-T에서 다루고 있는 Tag-based application

특
집

렉터리 서비스 확장

으며, 6개의 권고가 개발 중이다. 이미 개발된 권

H.IDscheme,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위한

고는 다음과 같다.

식별코드 체계

2
편

3
편

4
편

Rec. ITU-T Y.2213, NGN에서 모바일 RFID

H.IRP,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위한 ID 레졸

의 서비스 및 동작 기능 요구사항

루션 프로토콜

Rec ITU-T X.668, RFID 응 용 을 위 한

X.oid-res, OID 레졸루션 프로토콜

OID(Object Identifier) 할당 및 관리

X.rfpg, RFID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

Rec. ITU-T F.771,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

호지침

5
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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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Tag-based application의 표준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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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id-res는 ISO/IEC JTC1/SC6와 공동으로 개

1451, 개인 영역 무선통신에 관한 IEEE 802.15,

발하는 권고로 JTC1에서는 ISO/IEC 29168로 승인

홈·빌딩·공장 자동화를 목표로 빠른 응용을 위한

될 예정이다. X.oid-res는 RFID 영역뿐만 아니라

산업체 결속인 지그비 얼라이언스(ZigBee Alliance)

OID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OID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의 해석을 위한 구조 및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권
고로 향후 지속적인 표준화 참여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1) 국내 표준화 동향

<그림 10>은 국내 USN 표준화 체계를 나타낸
다. USN 국내표준화는 IP-USN포럼, USN포럼, u-

2) ISO/IECT JTC1/SC31

City포럼이 산업체 표준을 만들고, TTA를 통해 정

ISO/IECT JTC1/SC31은 모바일 RFID 기술의

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되며, 상호간의 표준화

표준화를 위해 산하에 WG6를 구성하였다. 한국

협력을 통해 국내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은 WG6에 모바일 RFID 서비스 기술의 국제표준
화를 위해 다음 8건의 표준 개발을 제안했으며,

1) TTA

최근 개발이 승인되어 본격적인 표준 개발을 앞

IP-USN포럼, USN포럼, u-City포럼의 포럼표

두고 있다.

준은 TTA로 제안되어 TTA 단체표준으로 제정하

모바일 AIDC 서비스 구조

는 절차를 거치거나, TTA로 직접 제안되어 해당

모바일 AIDC 서비스 브로커

프로젝트그룹에서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AIDC 응용 데이터 구조 및 인코딩
모바일 AIDC API

지금까지 TTA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USN 관
련 표준들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RFID 리더 장치 프로토콜

TTAS.KO-06.0165, USN 검색 서비스(USN-

모바일 AIDC ODS 프로토콜

ODS) 구조

모바일 AIDC UII 식별코드 구조 및 인코딩

TTAS.KO-06.0170, USN 미들웨어 플랫폼

모바일 RFID 프라이버시 보호 프로토콜

표준 참조모델
TTAS.KO-06.0197, 센서 노드 식별코드 체

3. USN 기술표준화 동향

계 및 데이터 구조
TTAS.KO-06.0198, u센서 노드의 위치 표현

USN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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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위치정보 코드(GGC)

와 USN포럼, IP-USN포럼, u-City포럼 등에서 표준화

TTAS.KO-06.0200, USN 응용을 위한 디렉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ITU-T 및

터리 서비스 참조모델

ISO/IEC JTC1 등에서 USN 및 센서 네트워크 표준화

또한 초소형, 저전력형의 센서 노드에 IPv4 및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USN의 센서 네트워크

IPv6 기능을 탑재하기 위한 저전력 무선센서 노드

를 위한 요소기술로 센서의 네트워킹에 대한 IEEE

를 위한 IPv4 및 IPv6 기술표준들이 개발 중에 있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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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국내 USN 표준화 체계

5

으며, 정부 주도의 각종 USN 관련 시범사업의 결

3) IP-USN포럼

과로 USN 서비스별 요구사항을 정의한 요구사항

IP-USN포럼은 IP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프로파일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위한 표준 작업을 하고 있으며, IETF 6LoWPAN
WG와 연계해 저전력·초소형 센서를 위한 IP 기술

2) USN포럼

관련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EEE 802.15.4

USN포럼에서는 USN 관련 기술표준들이 개발

PHY/MAC 기반의 IPv6에서 IP 기반 라우팅 관련 기

되고 있으며, 포럼에서 개발된 표준들은 TTA로

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제안되어 TTA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USN 포럼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
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2) 국제표준화 동향

USN 관련 국제표준화단체는 ITU-T, ISO/IEC

USN 검색 서비스(USN-ODS) 구조

JTC1, IEEE, IETF 및 ZigBee 등이 있다. 또한

USN 응용 서비스 요구사항 프로파일(서비스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와 같은 단체에서도

별 다수)

센서 네트워크 관련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USN 메타데이터(개정)
센서 네트워크 공통 인터페이스(개정)

편

그러나 ITU-T와 ISO/IEC JTC1을 제외한 나머
지 표준화기구들은 초소형·저전력형 노드의 통
신을 위한 PHY/MAC 기술(IEEE 802.15)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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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5.4 기반에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정의

항 정의

한 기술(ZigBee) 및 IEEE 802.15.4 기반에 IPv6를

X.usnsec-1, USN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탑재하기 위한 기술(IETF) 등에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USN 또는 센서 네트워크 주제의 기

2) ISO/IEC JTC1 SC6/WG7

술표준화는 ITU-T와 ISO/IEC JTC1에서 진행된다.

한국이 제안한 센서 네트워크 참조모델 표준
작업이 2008년 10월에 ISO/IEC JTC1 SC6에서 통

1) ITU-T

과되어 11월에 WG7에서 이에 대한 첫 회의를 가

ITU-T에서는 한국 주도로 2007년부터 USN 관련

졌다. 센서 네트워크 참조모델 표준은 다양한 센

국제표준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SG13, SG16, SG17

서 네트워크 응용에 대한 정의 및 분류와 이를 지

등에서 현재 3건의 국제 권고안이 개발되고 있다.

원하기 위한 센서 네트워크의 기능 요구사항을

SG13에서는 NGN(Next Generation Network) 환

정의하며,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의 기능들 간의

경에서 USN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NGN이 지

관계 등이 정의될 예정이다. ISO/IEC JTC1

원해야 하는 서비스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이

SC6/WG7의 센서 네트워크 참조모델 표준 작업

한국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추후 개발된 표준을

은 국내 TTA에서 진행되고 있는 USN 참조모델을

바탕으로 USN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NGN의

기반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중국 및

구조 및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권고표준안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해당 표

개발이 예상된다.

준화 작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SG16에서는 국내 TTA 표준을 바탕으로 다양

한국은 현재 ITU-T를 비롯해 ISO/IEC JTC1

한 USN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공통적인 기능을

SC6/WG7의 USN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원하기 위한 USN 미들웨어에 대한 기능 및 참

이는 USN 구조에서 하단의 센서 네트워크에서부

조구조를 정의하는 권고안이 개발되고 있다. 특

터 고정망인 NGN 및 USN의 응용계층인 미들웨

히 SG16는 2009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어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표준화 작

USN 표준화를 전담하는 Q(Question; ITU-T의 SG 내

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국

에서 관련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는 소그룹)가 한국의 제

이 구상하는 USN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가능할

안에 의해 새로 신설될 것이며, 이 경우 활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USN 표준화 활동이 예상된다.
SG17에서는 USN의 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권고안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ITU-T에
서 개발되고 있는 국제표준은 다음과 같다.

ISO/IEC JTC1 SGSN (Study Group on Sensor
Network)은 2007년 ISO/IEC JTC1 전체회의에서 구

Y.USN-reqts, NGN 환경에서 USN 서비스를

성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6월과 9월에 각각 회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의가 개최되었으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F.usn-mw, USN 미들웨어의 서비스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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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O/IEC JTC1 SG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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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응용의 정의 및 요구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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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고유의 특성과 타 네트워크
의 공통된 특성 파악

1. 개요

기능 관점에서 센서 네트워크 구조 정의 및
엔티티 정의

로봇은 산업·제조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센서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구분1)된다. 산업·제조용 로봇은 자동차, 선박,

분석 및 센서 네트워크 특징적인 프로토콜

반도체 등 제조 분야와 위험하거나 작업이 어려

요소 파악

운 환경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여 자동화된

타 표준화기구의 센서 네트워크 표준화 동

공정을 수행하는 로봇이다. 서비스 로봇은 인간

향 파악

의 복지, 특정 시설이나 특수 목적에 유용한 서비

JTC1에서 다루어야 할 센서 네트워크 표준

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로봇과 개인의 건강,

화 분야 정의

교육, 가사, 안전, 정보 제공 등 개인화된 서비스

SGSN은 2차 회의의 결과로 현재 센서 네트워
크에 대한 기술문서를 발간한 상태이며, 이 기술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가사 서비스 로봇
으로 구성된다.

문서는 추후에도 계속 개정될 것이다. SGSN의 기

로봇은 전통적으로 산업용 및 제조용 분야에

술문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정의 및 다양한 응용

서 공작기계의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의 광

이 정의되며,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 및 요구사항

대역통신 및 컴퓨팅 기술의 발전, 특히 반도체의

등도 명시된다. 또한 센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성능과 광통신망의 수용 용량의 확대는 로봇산업

내용도 포함했으며, ISO/IEC JTC1 SC6/WG7의 센

이 서비스 로봇의 형태로 전환되는 데 기여하고

서 네트워크 참조모델 표준화 작업과 긴밀한 관계

있다. 광대역통신망과 인터넷의 활용 차원에서

가 있다. USN 표준화 활동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이미 세계 선두 수준의 인프라를 형성한 우리나

할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 관련 단체

라는 서비스 로봇으로의 구조 전환을 통한 로봇

및 연구자들의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산업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이 큰 것으로

로봇

산업·제조용 로봇

서비스
로봇

·전문서비스
·개인/가사서비스

<그림 11> | 로봇의 구분

1)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itics), World Robotic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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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또한 출산율 감소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고

로 정의하고, 2012년까지 기술개발에 17조 8,000
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령화 사회 진입 등의 사회적 환경요인은 경제적

우주탐사로봇 분야는 미국 NASA 산하 연구소

여유 및 개인화 추세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추구

인 JPL 4) 을 중 심 으 로 추 진 되 고 있 으 며 ,

하는 로봇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기대를 높여준

CMU(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스페이스 로보틱

다. 통신과 컴퓨팅 기술이 로봇기술에 접목되어

스 이니셔티브 센터 (Space Robotics Initiatives

로봇 기능과 형태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고, 디

Center)5)는 대학과 연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하

지털 가전의 발달과 차세대 정보산업의 형태, 그

고 있다.

리고 바이오 기술의 발전은 지능로봇의 발전 가

서비스 로봇기술 개발은‘삶의 질 향상을 위

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기술적 요인이 된

한 로봇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에서

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

사용할 수 있는 필드 로봇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

신부는 2005년 12월,‘지능형 로봇산업 비전과 발

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CMU의 로봇공학협회

전 전략’2)을 공동으로 수립, 2013년 우리나라가

(Robotics Institute) 산하 국가로봇공학센터(National

세계 3대 지능형 로봇기술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Robotics Engineering Center), 필드로보틱스센터(Field

계획을 발표하였다.

Robotics Center)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화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원천기술 개발은 CMU 로봇공학협회의 로봇

2. 기술개발 동향

공학기초센터(Center for the Foundations of Robotics)6)
(1) 국외 동향

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및 퍼스널 로봇 개발을 추

미국은 사용 목적이 뚜렷한 우주탐사로봇, 국

진하고 있다. MIT의 CSAIL(Computer Science and

방로봇, 의료로봇(재활로봇 포함) 및 산업용 로봇 등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에서는 인간이나 동물

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기

같이‘살아 숨쉬는 로봇’등 다양한 원천기술 개

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지통과 (Break-

발을 추진 중이다.

through)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로

EU는 정보사회 구현과 ICT 기반의 지속적인

봇 분야에서 DARPA3) 지원 연구소 및 대학들을

성장을 목적으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중심으로 미국 국방부는 로봇 기반의 전장 환경

Program)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 개발 범주에

을‘미래형 전투 시스템(Future Combat System)’으

서 대규모 로봇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

2) 2008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이관
3)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http://www.darpa.gov
4) JPL : Jet Propulsion Laboratory(http://marsrovers.jpl.nasa.gov/home/index.html)
5) http://www.ri.cmu.edu/ centers/sri/
6) http://www.ri.cmu.edu/centers/cf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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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조용 로봇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 및 대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휴머노이드 연

EU는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산업용 로

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혼다의 휴머노이

봇을 활용하고, KUKA·ABB 등 세계적 경쟁력이

드 P2, P3 및 아시모(ASIMO)와 AIST의 HRP-2, 동

있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대의 H5와 H6가 대표적인 휴머노이드이며, 상

ABB는 메카트로닉스 및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연

용화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구 부문에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로봇기술을

KDDI는 블루투스(Bluetooth)로 2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뮌헨기술대학(TUM),

조작할 수 있는 BREW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이탈리아 SSSA(와세다대학과 휴머노이드를 공동 개발),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잡음 속에서도 사람의 지

독일 카를스루에(Karlsruhe)대학 등 학술적인 수준

시를 인식하는 인간형 로봇기술을, 동경대학 연

에서 휴머노이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구팀은 로봇에게 인간과 같은 촉각을 주는 전자

미국과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와 관련해 대규모

피부(Electronic Skin)를 개발하였다.

연구 활동이나 관련 기관은 없다.
한편 EU는 서비스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2) 국내 동향

이 일본·한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나7) 로봇 지능,

정부는 최근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

감성, SLAM, 매니퓰레이션 등 기초 로봇기술의 경

면서‘지하주차장을 지키는 로봇’과‘헬스케어 로

쟁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을

봇’등 지능형 로봇을 신성장동력 기술에 포함시

확대하는 중이다. EU의 FP6 프로그램은 독일·이

켰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삼성, LG

탈리아·영국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등 대기업과 로봇 전문기업들도 지능형 로봇기술

FP7은 2008년 현재 FP6와 마찬가지로 영국·이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전투게임과 자동 원격조정 2

리아·독일이 연구개발 상위에 위치한다.8)

종으로 변신 가능한‘트랜스봇’과 날씨·생활 정

일본은 2004년 후반부터 총무성 지원하에
ATR 주관으로 네트워크 로봇 연구를 시작해 신체

보 홈네트워크가 가능한 지능형 로봇‘아이로비
(iRobi)’등 실생활 로봇 20여 종이 출시되었다.

적 로봇(Physical Robot), 절대적 로봇(Unconcious

200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에서 인공

Robot) , 가상적 로봇 (Virtual Robot) 등과 협력

지능 로봇인‘아라’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Collaboration)하기 위한 서버 개발을 추진 중이며,

2004년에는‘후보’와‘마루’등 지능형 로봇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개발과 연계되어 있다.

잇따라 선보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두 발로 직립

휴머노이드 연구에서 일본이 선도적 위치를

할 수 있는 로봇인‘휴보’는 일부 기능에서 일본

점하고 있다. 혼다를 비롯한 소니·후지쯔·도요

의 혼다에서 개발한‘아시모(ASIMO)’보다 낫다는

타 등 기업, AIST·동경대·와세다대 등의 연구

평가를 받았다. 또 마루와 아라는 외부 중앙통제

7) Robotics comparison chart, WTEC report on Int. Assessment of R&D in Robotics, 2006.
8) 이외에도 헝가리·벨기에가 각각 2개, 포르투갈·핀란드·아일랜드·에스토니아가 각각 1개의 과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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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무선으로 정보와 신호를 보내 움직이

Management Group) 및 IEEE(Institute of Electronics and

도록 설계되어 세계 최초의 네트워크 휴머노이드

Electrical Engineering)가 있다.

로 꼽히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노래하는 로봇인

우리나라는 현재 ISO, IEC 및 OMG에서 표준

‘에버투’가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이 로봇은 13

기구의 의장 수임 등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

개 자음과 모음을 표현할 수 있는 립싱크와 율동

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능형로봇표준포럼이 2005

기능에 8가지의 감정을 얼굴 표정을 통해 표현할

년부터 결성되어 여러 부처에서 개발된 표준을

수 있다.

하나로 통합해 개발하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표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ETRI는 지능형 로봇 원

준(KS)이 제정되고 있다.

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일명 미들웨어)을 비롯해 사람

(1) 국외 동향

과 로봇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미국의 로봇 관련 표준화 정책은 국가표준기

기술 및 핵심소자, 첨단도시인 유비쿼터스 도시

술원(NIST)을 중심으로‘신 표준경제(New Standards

(u-City)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은 로봇 서비스 시

Economy)’
를 지향해 로봇 분야의 기술표준화를

스템, 견마형 로봇을 위한 원격 통제장치 및 무선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주도의 로봇산업에

통신장치 등 다양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대응하기 위해 로봇 및 지능기계 발전 조치의 입

또한 실감원격교육을 위한 텔레프레즌스 교육로

법화를 추진했고, 로봇 및 지능기계협력위원회

봇, 수중탐사로봇 등 상업성이 떨어져 민간 기업

(RIMMC)에서 컨소시엄을 조직해 산업계 및 연방

들이 아직까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로봇 개발

정부의 자금 지원하에 표준화를 포함한 연구를

에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로봇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

일본은 산업용 로봇의 표준화를 주도함으로써

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 지식경제부

표준화 기술을 선도한다. 2000년 4월에 수립된

가 자체 평가한 우리나라의 로봇산업 기술 수준

‘국가산업기술전략’에서‘R&D 정책+표준화 정

은 선진국 대비 80%로 보고 있다. 원천기술은

책=기술의 창조’라는 정책으로 로봇산업을 육성

3~5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고 있다.
주요 로봇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보면,

3. 표준화 동향

현재 로봇 관련 국제표준화는 ISO/TC 184/SC2(산
업용 로봇)의 관련 규격만 있으며(ISO 14종, KS 19종),

로봇 관련 표준화를 다루는 공식 국제기구로는
산업 전반에 관한 표준을 다루는 ISO(International

u로봇을 포함한 표준안 개정 작업과 신규 표준안
작업을 수행 중이다.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주로 전기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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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는 하부조직으로 4

PT3는 어휘에 관한 것으로 ISO 8373(Vocabulary)

개의 SC(Sub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

를 개정하는 작업을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으

SC2는‘로봇 및 로봇장치 (Robots and Robotic

며, 특히 SC3의 범위가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서

를 담당한다. SC2는 원래 산업용 로봇 분
Devices)’

모든 로봇과 로봇장치(Robots and Robotic Devices)로

야를 활발하게 다루어 왔으며, 주로 기존에 개발된

확대됨에 따라서 서비스 로봇 분야에 대한 새로

산업용 로봇 표준을 제정해 왔다. SC2는 2006년 한

운 용어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장

국의 제안에 기초해 기존의‘산업용 로봇(Robots for

은 프랑스의 루톨프 게르린(Rodolphe Gerlin) 박사

Industrial Environments)’
에서‘로봇과 로봇장치

가 맡고 있으며, 향후 2~3년간 로봇 분야의 확대

(Robots and Robotic Devices)’
로 범위를 확장하면서

에 따라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로봇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AG1은 서비스 로봇 자문그룹(Advisory Group

TC184/SC2는 3개의 PT(Project Team; PT1, PT2, PT3)

on Service Robot)으로 의장은 한국의 세종대 문승

와 1개의 AG(Advisory Group; AG1)로 구성되어 있

원 교수가 맡고 있고, 서비스 로봇 분야의 표준 우

으며, 1년에 평균 3회 모임을 가지며 활발히 활동

선순위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중이다.
PT1은 ISO 10218(Safety of Robot)의 개정을 파

전기 및 전자 제품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산업용 로봇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규정이고,

의 세계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Part2는 산업용 로봇 시스템 통합 관점에서 안전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 의해

성을 규정한다. 현재 1년에 3차례의 회의를 열고

가장 먼저 표준화 작업 대상으로 인식된 지능형

있 으 며 , 의 장 은 미 국 로 봇 협 회 (RIA : Robotic

로봇 제품은 가정용 청소로봇이다. 따라서

Industries Association)의 제프 프라이맨(Jeff Fryman)

IEC/TC59 (Performance of household and similar

이 맡고 있다.

electrical appliances) 산하 SC인 SC59F에서는 청소

로봇의 성능평가법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Personal Care)에 관한 것으로, 인간을 작업대상물

SC59F는 WG3를 구성 운영 중인데, 임무는

(Workpiece)로 하는 상황에서 로봇의 안전성을 개

IEC60312(Vacuum cleaners for household use-Methods

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1년에 3차례의

of measuring the performance)의 유지 및 개선이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PT2는 2개의 파트

2004년에 청소로봇(Robotic cleaner)의 성능평가법

로 나누어 표준을 개발한다. Part1은 비침투형

표준초안 작성을 위한 TG(Task Group)1을 출범하

(Non-invasive) 개인간호(Personal Care) 로봇에 대한

였다. 이 TG1은 기존의 IEC60312에서 다루어지지

안전규정을 개발 중이고, Part1이 완료되면 Part2

않는 청소로봇만의 독특한 기능(자율 이동, 배터리

는 침투형(Invasive) 개인간호 로봇에 대한 안전규

이용 구동 등)에 대한 성능평가 방법을 논의 중이다.

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IEC60312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고,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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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2
편

3
편

4
편

2) IEC 표준화 현황

트(Part)1과 Part2로 나누어 진행 중이다. Part1은

PT2는 개인간호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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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1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성능평가법에 대한 기초

통합 추진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적인 링테스트(ring-test)가 완료되는 2008년 말에

합의하에 한국로봇산업연구조합과 한국지능로봇

WG 또는 SG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청소로봇 성능평

산업협회를 공동사무국으로 하는 지능형로봇표

가 표준화 작업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준포럼이 설립되었다. 이 포럼은 지능로봇 산학

TC59 이외에 TC61, TC77, CISPR(International

연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표준 개발 및 보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등에서도 지

급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과 2006년에 총

능형 로봇과 관련된 표준화 방안이 일부 검토되

24건의 포럼표준을 제정했고, 2007년에도 22건의

고 있다.

표준안을 완성하였다.

특히 CISPR에서는 청소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이러한 포럼표준을 근거로 하여 필요성과 시

전자파 적합성 표준규격이 포함된 표준개정안이

급성을 고려해 국가규격(KS)의 개발이 진행되어,

일부(CISPR 14-2) 확정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

2005에 산업용 로봇 분야의 KS규격을 제정하였

시판될 다양한 가정용 서비스 로봇들의 EMI/EMC

다. 그리고 서비스 로봇 분야는 2006년 3월에‘가

관련 표준규격 마련을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 의

정용 청소로봇의 성능측정 방법’이 최초로 KS로

의가 있다.

개발되었고, 이후 서비스 로봇 분야 표준에 대한
시장 요구와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본격적으로

3) OMG 표준화 활동

국가규격 개발을 진행해 총 18건의 KS규격이 제

OMG의 3개 표준화 기술위원회의 하나인

정되어 보유 중이다.

DTF(Domain Task Force)는 소프트웨어 응용 분야로

산업용 로봇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서 비즈니스, 재무, 시스템 기반 통신 및 로봇 등

주도하지 못했고, 국제표준에서도 표준 개발 단

의 영역에서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계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로

DTF의 로봇분과에서는 로봇 제품의 모든 컴

봇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시장이 태동기에 있

포넌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해

RTC(Robot Technology Component) 표준을 2007년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국제표준화에 주도적

12월에 채택했고, 로봇 위치인식 서비스 인터페

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

이스 표준규격이 제안되어 2008년 말까지 최종안

겠다.

을 채택한다.

이와 더불어 제품개발 시 국제표준에 부합하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위한 사용

는 제품을 설계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

자인식 API 표준규격의 RFP를 2008년 말까지 완

품을 생산해야 하고, 기술개발과 병행해 원천기

성한다.

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며, 이의 국제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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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홈네트워크

가능한 환경을 의미한다. 홈네트워크 산업은 통
신 인프라 기반의 방송·가전·정보통신·건설

특
집

등의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연계 및 융합을 전제로

1. 개요

하며,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인프
홈네트워크의 개념은 1990년대 말 국가정보

라·기기·솔루션·서비스를 주축으로 통신·방

통신 사회 구축을 표방하는‘사이버 코리아(Cyber

송·건설·전자·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군이

korea)’
에서 파생되어 초기에는 디지털홈, 스마트

홈네트워크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다.

홈, 지능형홈 등으로 지칭했으나, 2004년부터 홈

또한 이러한 홈네트워크 산업의 기본요소 중

네트워크로 수렴되었다. 2006년 정보통신부가 u-

현재까지는 인프라와 관련된 기기에 대한 산업

IT839 전략을 수립하면서 u홈(u-Home)이라는 명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인프라 구현 시점 이

칭이 사용되었고, 이 개념을 도시 및 공공시설 등

후로는 인프라 및 기기 비중은 낮아지고, 솔루션

으로 확장한 u시티(u-City) 개념도 등장하였다. 홈

이나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급격이 증대될 전망

네트워크 개념이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이다. 이에 따라 음악·영화·게임 등의 콘텐츠

가정 내 가전기기 제어 및 보안을 중심으로 하는

와 홈뱅킹·홈쇼핑·원격교육·원격의료 등의

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을 의미하는 정도

다양한 부가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

였는데, 가정 내 PC와 주변기기 등을 연결하는 네

인다.

편

2
편

3
편

4
편

5

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홈시큐리티 (Home
Security), 홈엔터테인먼트(Home Entertainment), 홈헬

1

편

2. 홈네트워크 기술시장 동향

스케어(Home Healthcare)를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
부
록

(1) 국외 동향

되었다.
홈네트워크란 가정 내 두 개 이상의 디지털기

1) 미국

기나 시스템 간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미국 홈네트워크 시장은 멀티미디어 및 엔터

상호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외부 네트워크와 연

테인먼트 네트워크 부문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결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 댁내 디지털기기나

있으며, 홈네트워크 가전기기 및 서비스 오토메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속과 제어 및 정보교환이

이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서

■ <표 9> 미국 홈네트워크 시장 전망
(단위 : 천 가구)
연 도
엔터테인먼트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64

160

787

2,048

4,274

7,301

멀티미디어

2,530

4,207

6,927

10,782

15,832

21,890

PC

11,732

14,660

16,953

18,921

20,815

21,569

▶ 자료 : ID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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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유형별로 미국 홈네트워크 시장점유율 순위

의 프리텔레콤(Free Telecom)과 FT, 스페인의 텔레

는 데이터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및 엔터테인먼

포니카(Telefonica), 영국의 BT 등이 IPTV 상용화

트, 홈오토메이션 순이었으나, 2010년에는 멀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네트워크, 홈오
토메이션 순으로 변동될 것이다.

유럽지역은 브로드밴드 보급률의 증가와 유료
TV에 익숙한 환경으로 인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또한 향후 북미의 홈오토메이션 시장은 인터

IPTV 서비스가 일찍 도입된 국가를 중심으로

넷 접속, 프린터, 파일 공유와 같은 PC 중심의 데

2009년까지 연평균 90%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

이터 네트워크에서 멀티미디어 기기 간 엔터테인

로 예상된다.

먼트 콘텐츠 분배 및 공유의 엔터테인먼트 네트
워크로 진화할 전망이다. 나아가 조명·가전·온

3) 일본

도·습도 제어와 같은 홈오토메이션 네트워크로

일본의 홈네트워크 시장은 정보가전이 중심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홈오토메이션

되면서 최근까지 주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위주

보유 가구 수는 2005년 400만 가구에서 2010년

로 성장했으나, 정보가전 외부 제어 및 홈시큐리

1,68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티 서비스를 포함한 홈오토메이션 서비스의 수요
도 증가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차

2) 유럽

별화 요소로 홈오토메이션을 옵션으로 제공하면

서유럽을 중심으로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증가하면서 홈네트워크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또한 방범·방재 서비스와 지진통보 시스템

성장해 2008년에는 2,000만 가구 이상에 홈네트

등의 상용화로 홈오토메이션 시장은 안정적인 성

워크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0년 영국에

장을 이룰 것이다. IPTV 시장 역시 소프트뱅크

서는 브로드밴드망을 활용한 다채널 방송 및

(Softbank)와 KDDI 등 통신 사업자 외에 전력 및

VoD 서비스가 시작되어 유럽에서 IPTV 가입자

위성방송 사업자도 IPTV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패스트웹

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FastWeb), 텔레콤이탈리아(Telecom Italia), 프랑스
■ <표 10> 국내 홈네트워크 시장 규모 추이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프라

447,992

924,841

738,932

773,028

1,104,765

기 기

739,038

1,367,076

2,205,068

2,879,908

4,096,838

솔루션

526,442

594,546

891,410

1,129,227

1,990,879

서비스

350,961

1,200,452

2,029,131

2,796,542

4,315,489

합 계

2,064,478

3,786,914

5,864,541

7,578,705

11,507,972

▶ 자료 : 홈네트워크산업협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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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동향

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홈네

홈네트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2006년에만

트워크 시장은 홈인프라 제어를 중심으로 한 홈

98만 3,000가구에 홈네트워크가 보급되어 누적

오토메이션에서 홈시큐리티, 홈엔터테인먼트로

보급가구 수는 약 24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

발전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정부 차원의 u헬

계되었다. 이와 같은 보급 추이가 계속될 경우

스(u-Health) 정책 추진으로 인해 홈헬스케어 부문

2010년까지 전체 가구의 60%에 달하는 1,058만

의 비중도 확대될 것이다.

가구에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

특
집

1
편

2

된다. 국내 홈네트워크 시장 규모는 2006년 2조

3. 홈네트워크 표준화 동향

664억 원에서 2010년 12조6,83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홈네트워크 관련 표준화는 2004년 홈서버, 홈

초기 홈오토메이션 중심이었던 홈네트워크는

게이트웨이,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 미들웨어 기

최근 홈엔터테인먼트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1세

술에 대한 것을 중점 표준화 범위로 삼고 주로 제

대 홈네트워크가 댁내 제어나 시큐리티 위주의

품군 위주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항

정보전달이었다면, 2세대 홈네트워크는 콘텐츠

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5년에는 2004년

편

3
편

4
편

■ <표 11> 홈네트워크 요소기술 현황
기술 분류

5
내

용

편

Ethernet

1980년 IEEE 802 프로젝트를 결성하여 10Base-5(coxial cable, 10Mbps), 10Base-T(Twisted-pair,
10Mbps), Fast Ethernet(100Mbps, 1995년), gigabit(1998년), 10gigabit(2002년) 표준을 제정

HomePNA

1998년 11개 통신 관련 업체들이 결성, HomePNA v1.0(1Mbps, 1998년), HomePNA v2.0(4~32Mbps,
1999년), HomePNA 3.0(128~240Mbps, 2003년) 표준 발표

PLC

변조 및 접속 방식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며, 세계적으로 표준이 확립되지 않고 각국에서 각자의 표준
화가 진행됨(X-10, CEBus, LonWork, MZ256, PL2-M)

IEEE 1394

1995년 100/200Mbps를 지원하는 표준이 권고되어 2000년 내용이 보완되고(400Mbps, IEEE 1394a),
2002년 800/1600/3200Mbps를 지원하는 IEEE 1394TA(Trade Association)를 중심으로 Wireless
1394 표준화가 진행됨

Bluetooth

1998년 Bluetooth SIG 설립, Bluetooth v1.0이 1999년 발표된 이래 v1.0b(2000년), v1.1(2000년),
v1.2(2003년), v2.0(2004년)이 발표되었으며, v3.0을 위한 표준화가 진행 중임

WLAN

1990년대 초 무선랜 표준 개발이 시작된 이래 IEEE 802.11b(11Mbps, 1999년), IEEE 802.11a(54Mbps,
1999년), 802.11g(54Mbps, 2004년)의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현재 802.11n(100Mbps)의 표준이 진행되고
있음

UWB

1994년 UWB 무선기술이 군사보안에서 해제된 후 UWB 기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2001년
IEEE 802.15.3a Study Group의 결성이 승인되고, 미국의 주도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

HomeRF

1998년 HomeRF Working Group 출범, SWAP 0.5(1Mbps, 1998년), SWAP 1.0(1~2Mbps, 1999년),
SWAP 1.1(0.8~1.6Mbps, 1999년) SWAP 2.0(10Mbps, 2000년), 2003년 1월 SWAP 2.01을 발표하고
HomeRF WG가 해산되어 활동이 중단됨

ZigBee

저속의 전송속도를 갖는 홈오토메이션 및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기술로서 IEEE 802.15.4와 ZigBee
Alliance가 공동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제4장

주요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 425

부
록

IT STANDARDIZATION WHITE PAPER

■ <표 12> 홈네트워크 관련 ISO/IEC JTC/SC25 표준 현황
표준번호

표준 제목

ISO/IEC 10192-1:2002

Information technology-Home Electronic System(HES) interfaces-Part 1: Universal
interface(UI) Class 1

ISO/IEC 14543-2-1:2006

Information technology-Home Electronic System(HES) Architecture-Part 2-1:
Introduction and device modularity

ISO/IEC 14543-3-1:2006

Information technology-Home Electronic System(HES) Architecture-Part 3-1:
Communication layers- Application layers for network based control of HES Class 1

ISO/IEC 14543-3-2:2006

Information technology-Home Electronic System(HES) Architecture-Part 3-2:
Communication layers-Transport, network amd general parts of data link layer for
network based control of HES Class 1

ISO/IEC 14543-3-3:2007

Information technology-Home Electronic System(HES) Architecture-Part 3-3: User
process for network based control of HES Class 1

ISO/IEC 14543-3-4:2007

Information technology-Home Electronic System(HES) Architecture-Part 3-4: System
managemant - Mamagemant procedures for network based control of HES Class 1

ISO/IEC 14543-3-5:2007

Information technology-Home Electronic System(HES) Architecture-Part 3-5: Media
and media dependent layers-Power line for network based control of HES Class 1

ISO/IEC 14543-3-6:2007

Information technology-Home Electronic System(HES) Architecture-Part 3-6: Media
and media dependent layers-network based control of HES Class 1, twisted pair

ISO/IEC 14543-3-7:2007

Information technology-Home Electronic System(HES) Architecture-Part 3-7: Media
and media dependent layers-Radio frequency for network based control of HES
Class 1

ISO/IEC 15045-1:2004

Information technology-Home Electronic System(HES) gateway-Part 1: A Residential
Gateway model for HES

ISO/IEC 5018:2004
ISO/IEC 18012-1:2004

Information technology-Home Generic cabling for homes
Information technology-Electronic System-Guidelines for product interoperability-Part
1 :Introduction

제품군 위주에서 IT839 전략산업으로서의 홈서

요자 중심의 IPR 확보 전략에 따른 표준화 대상

버, 홈게이트웨이,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 미들웨

항목을 선정하였다.

어와 홈네트워크 기술 전반에 관한 홈네트워크
일반 기술을 대상 항목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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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홈네트워크 관련 중점 표준화 범위는
홈서버, 홈게이트웨이 기술, 홈네트워크 건축 환

2006년 중점 표준화 범위는 각 부문별 기술 연

경, 전력선통신, 기기 간 상호연동성 기술, 유무선

계와 응용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핵심기술별 인

융합기술 등을 중점 분석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

터페이스 기술, 홈네트워크 컴포넌트 상호운용성

로 선정하였다.

보장 기술, 지능형 미들웨어 기술 등 기기 간 상호

2008년에는 u홈 각 부문별 기술 연계와 응용

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 응용 서비스 보급 확산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u서비스·u게이트웨이 기

에 필요한 중장기적 홈네트워크 원천기술 및 수

술, u환경 인프라 기술, u서비스 연동기술, u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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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TTA 홈네트워크 표준 현황(산업자원부 국가표준 포함)
표준 번호

표준제목

연도

특
집

TTAS, KO-04.0015

홈게이트웨이 정보통신 표준

2001

TTAS, KO-04.0028

범용 미들웨어 브리지(K-UMB)

2005

TTAS, KO-04.0029

홈게이트웨이 원격관리 인터페이스

2005

TTAS, KO-04.0030

홈게이트웨이 상호운용성 시험

2005

TTAS, KO-04.0031

홈서비스 통합 서버와 응용 서버 간 인터페이스

2005

TTAS, KO-04.0032

FTTH 홈게이트웨이 요구사항

2005

2

TTAS, KO-04.0033

댁내기기 원격제어 인터페이스

2005

편

TTAS, KO-04.0035

홈게이트웨이와 홈서버 연동

2005

TTAS, KO-04.0036

홈디지털 서비스 API 정의

2005

TTAS, KO-04.0037

홈오피스 응용 콘텍스트 마이그레이션 인터페이스

2005

TTAS, KO-04.0038

홈네트워크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레임워크

2005

TTAE.IE.80.15.4

저속 WPAN을 위한 무선 MAC과 2.4GHz PHY 규격

2005

TTAS, KO-12.0030

홈서버 중심의 홈네트워크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

2005

KS X 4500-1

전력선통신-이종 모뎀 환경에서 댁내기기 제어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명세-제1부 일반 요구사항

2004

KS X 4600-1

고속 PLC 매체 접근제어(MAC) 및 물리층(PHY)

2006

TTAS, KO-04.0044

홈네트워크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범용 미들웨어 브리지 인증

2006

5

TTAS, KO-04.0051

개방형 홈서비스 연동을 위한 API

2006

편

TTAS, KO-04.0043

홈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 기반 품질(QoS)

2006

TTAS, KO-04.0050

홈네트워크 서비스용 멀티모달 플랫폼

2006

홈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온디맨드 서비스 프로토콜 : Part 1~4

2006

TTAS, KO-04.0046~0049

기술, 에너지 인식(Aware) 플랫폼 기술, 중장기적

다. 여기에는 홈전자 시스템(HES)의 프로토콜과

u홈 원천기술 및 수요자 중심의 IPR 확보 전략에

상호접속 기술, 가입자 구내 배선 및 산업용 구내

따른 표준화 분야에 집중해 표준화 대상 항목으

배선, 컴퓨터 시스템과 부착기기의 상호접속을

로 선정하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등이 포함되어 있
다. JTC1/SC25는 총 3개의 작업반과 1개의 프로

(1) 국제표준화 동향

홈네트워크 관련 국제표준화는 ISO에서 진행

젝트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담당 분야는
다음과 같다.

되고 있다. ISO 정보기기 상호접속 기술위원회

WG1 : 홈전자 시스템(HES : Home Electronic

(ISO/IEC JTC1/SC25)에서는 정보기기의 상호접속과

System), 의장 Ken Wacks(미국), 가정과 소호

관련된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한

환경에서 전자 디바이스의 제어와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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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
WG3 :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Customer

Ⅴ. u컴퓨팅

Premises Cabling), 의장 Dr. Walter Pattay(독
일), 테스트 절차와 계획, 그리고 설치 방침

1. 개 요

들을 포함하는 고객 프리마이즈를 위한 케
이블링 시스템의 특성 표준화

u컴퓨팅 기술은 사용자가 컴퓨터나 컴퓨터 칩

WG4 : 컴퓨터 시스템과 부착기기의 상호접

이 탑재된 장치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속(Microprocessor Systems and Interconnection of

있음을 뜻한다. 즉 컴퓨터 칩이 탑재된 각종 장치

Computer Systems and Attached Equipment), 의장

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를테

Gary S. Robinson(미국), 컴퓨터 시스템과

면 컴퓨터 칩을 자동차·냉장고·안경·시계 등

주변장치들의 상호 연결을 위한 마이크로프

일상생활의 다양한 기기나 사물에 넣어 네트워크

로세서 시스템의 표준화

를 이루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PT : 지능형 홈 표준화를 위한 특별 표준화
작업팀

u컴퓨팅 기술은 연결성과 상호협업성을 두 가
지 축으로 하여 지능형 공간 방향으로 전개된다.
사람·기기·공간 간의 끊어짐 없는 연결과 상호

(2) 국내 표준화 동향

작용을 통해 2020년경에는 인간이 컴퓨터를 의식

국내 홈네트워크 규격은 각각의 요소기술에 대

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율협업

한 제어 및 서비스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형 지능공간으로 발전하고, 지능공간은 개인공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특히 PLC 통신에서

간, u홈, u차량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구현되어

는 LG전자와 대우일렉을 중심으로 하는 LnCP 컨소

서비스의 지속적 보장을 위한 멀티도메인 공간

시엄,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S큐브(S-

상호협업 컴퓨팅 환경으로 진화할 것이다.

Cube)가 대립하고 있으며, 2003년 관련 업계에서는

여기서는 u컴퓨팅을 구성하는 텔레컨버전스,

PLC 기반의 홈네트워크 제어 프로토콜을 단일 표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 차세대 서버 컴퓨팅 및 u

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HnCP(Home Network Control

홈 분야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Protocol) 제정을 추진했지만, 모뎀 방식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준화에 실패하였다.

2. u컴퓨팅 기술 현황

현재 국내 홈네트워크 표준화는 TTA PG214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며, 한국홈네트워크포럼 내 여러 분

(1) 텔레컨버전스

과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진행

텔레컨버전스는 Telematics+Convergence의

된다. TTA PG214와 포럼 등의 단체를 통해 표준으

합성어로, 기존의 텔레매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로 제정된 홈네트워크 관련 표준은 <표 13>과 같다.

하는 IT기술을 다양한 산업군에 융합해 창출되는
신 부가가치 산업 기술을 뜻하며, 휴먼·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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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프라를 지능적·유기적으로 융합해 최적

시티 인프라 연계, 도로·환경 정보 인터페이스

의 안전·편의·친환경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을 들 수 있다. 차량 간 통신기술은 고속으로

AM 중심의 차세대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정의된

이동하는 차량에서 다양한 텔레매틱스·ITS 서비

다. 텔레컨버전스의 주요 기술로는 차세대 드라

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 간 일대일 통신, 브로드

이빙 및 안전 시스템, 차량통신, 타 산업 융합, 위

캐스팅, 멀티홉 라우팅 기능을 통해 차량의 추돌

치 측위,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세부 기술들을 들

방지, 군집운행, 그룹통신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림 12>와 같이 차

새로운 통신기술로서, 서로 다른 차량 제조사와

량, 인프라, 운전자,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상호작

통신 모듈 제조사 간의 상호운용성이 기본 전제

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된다.

텔레컨버전스 기술은 ITS와 텔레매틱스 기술

차량 간 통신의 주요 표준화 항목인 웨이브

을 모태로 이들의 독립 및 통합 과정에 따라 진화

(WAVE)는 IEEE 802.11p에서 거의 표준화가 완료

되어 왔는데, 최근 자동차와 IT 융합이 국가적 핵

된 상태이나, 국내에서 개발하는 기술은 WAVE를

심 추진 분야로 주목받으면서 이의 요소기술 및

근간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

로드맵 정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차량 네트

다. 따라서 본 항목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

워크(Networked Vehicle)’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해서는 관련 연구 결과가 기존의 규격보다 월등

기존의 표준화 범위는 좁혀지고 세부 표준화 항

한 성 능 향 상 을 보 여 줌 으 로 써 PAR (Project

목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Authorization Request)로서 제안되고 채택될 수 있도

텔레컨버전스의 중점 기술로는 차량 간 통신,

록 추진해야 한다. 또한 차량안전 서비스 제공을

차량 인프라 간 통신, IVN 액세스 인터페이스, u

위해서는 차량 간에 차량 내부 정보의 교환이 필

특
집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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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텔레컨버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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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방지를 위한 제어

웨어러블 네트워크 기술은 웨어러블 컴퓨터,

까지 연결되므로 IVN 인터페이스 표준화 진행과

웨어러블 MP3P/PMP, HMD(Head Mounted Display)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등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 단말 기

차량 인프라 간 통신, IVN 액세스 인터페이스,

종 간의 데이터 교환 및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

u시티 인프라 연계, 도로·환경 정보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블루투스, 지그비(Zigbee), UWB 등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자동차와 IT 융합 표준화가

무선 신체·개인 네트워크(WBAN/WPAN : Wireless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므로, 관련 산업계 및 국내

Body Area Network/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비

표준화 협력체계를 통해 국제표준화 흐름을 조기

접촉식 근접장통신(NFC : Near Field Communication),

에 파악하고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그리고 인체를 정보전달 매체로 사용하는 인체통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신 기술과 의복형 컴퓨터를 위해 전도성 섬유 또
는 천을 매체로 사용하는 FAN(Fabric Area Network)

(2)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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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을 포함한다.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은 기술의 융합화, 서비

휴먼·컴퓨터 상호작용 기술은 제스처, 음성

스의 광역화, 정보기기의 소형·경량화 추세에

(성대울림) 인식에 의한 멀티모달 상호작용 기술과

따라 사용하기 편리하고, 휴대 및 착용 가능한 형

촉각인식 표현, 후각인식 표현, 생체신호 인식 기

태로 인간중심의 휴먼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술 등을 포함한다.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기

개인화 서비스 기술은 퍼스널 컴퓨팅 사용자

위한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 플랫폼, 웨어러블 네

의 선호도, 프로파일 등에 의해 사용자에 특화된

트워크, 휴먼·컴퓨터 상호작용 기술, 개인화 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 프레임

비스 기술 등의 중점 요소기술을 포함한다.

워크 기술을 포함한다.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 플랫폼 기술에는 용도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은 소형화, 에이전트 소

별로 다양해지는 기기들의 특성을 용이하게 만족

프트웨어에 의한 지능화, 휴먼·컴퓨터 상호작용

시켜 주기 위해 고성능 SoC와 표준화된 인터페이

에 의한 실감화 추세로 발전되고 있다. 기기 간의

스를 기반으로 동적 재구성이 가능한 초소형 하

융합화 추세에 따라 표준기술을 선정하는 데 어

드웨어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의 자원 제약성

려움이 있으나,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에 공통적

을 극복하는 저전력·초소형 시스템 소프트웨어

으로 적용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표준화 대상 항

와 파일 시스템, 항시 연결(always on connected), 플

목을 선정하였다.

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기능 등 유비쿼터스 컴

초소형 플랫폼과 초소형 저전력 운영체제 커

퓨팅 환경에서 요구되는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3

널 및 미들웨어 API가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 플랫

차원 무선 펜, 가상 키보드, 안경형 디스플레이 등

폼에 포함된다.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간의 데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입출력 인터페이스 기술

이터통신을 위한 근접장통신 및 인체통신 기술이

등이 포함된다.

웨어러블 네트워크 분야에 포함된다. 그리고 인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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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친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멀티

기고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표준특허 개발을 위

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인간의 오감 메커

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경쟁기술, 표준기술에 대

니즘을 활용한 촉각인식 표현, 후각인식 표현, 생

한 지속적인 특허권리 분석을 추진해야 한다.

체정보를 이용한 생체신호 인식 기술이 휴먼·컴
퓨터 상호작용 분야에 포함된다. 개인화 서비스
프레임워크 등이 개인화 서비스 기술 분야에 포
함된다.

1

(3) 차세대 서버 컴퓨팅

편

차세대 서버 컴퓨팅 기술은 유비쿼터스 환경
에서 사용자에게 VIP(Virtual Computing, Intelligent

최근 표준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부

Computing, Personalized Computing) 환경을 제공하기

터 현재까지 표준화 로드맵 1단계(2003~2006)에서

위한 미래 지향적 컴퓨팅 기술로서 컴퓨팅 플랫

확보 조성한 국내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 핵심기

폼, 그린 플랫폼, 분산환경 이기종 시스템 관리,

술 표준화 역량을 바탕으로 IPR와 연계된 표준화,

시스템 자원 가상화, 데이터 그리드·클라우드

국제표준의 국내 수용·적용, 초기 국제표준화

컴퓨팅, 대규모 데이터 처리기술을 중점기술로

기구·단체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포함한다.

일환으로 기존의 오감정보 처리기술 분야는 휴

컴퓨팅 플랫폼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

먼·컴퓨터 상호작용 기술로 재분류하고, 촉각인

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고속 네트워크 I/O 처리 표

식과 후각인식 표현 기술로 세분화해 감각정보

준과 플랫폼 내 하드웨어 자원관리를 위한 하드

기반의 HCI 표준화를 추진한다. 국내표준 기술의

웨어 자원제어 및 정보관리 표준 등으로 구성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ISO,

는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이다.

IEEE)와 연계해 국제표준화 활동도 적극 추진 중

이다.

서 소모되는 전력을 절감해 시스템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지구온

활용 가능하므로 관련 국제표준의 국내표준화 추

난화 및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는 컴

진은 중단하고, 웨어러블 컴퓨터의 중요 기술로

퓨터 플랫폼의 전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

서 기술개발 초기 단계이면서 국내 기술경쟁력

폼 전력관리 표준, 전원 공급장치의 효율을 높이

확보 가능성이 큰 FAN 기술표준화의 신규 추진

는 저전력 PSU(Power Supply Unit; 전원 공급장치) 표

을 예정하고 있다.

준,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되는 랙의 구조를 효율

으로 콘텐츠 및 응용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여

2
편

3
편

4
편

5
편

그린 플랫폼 기술은 컴퓨터 시스템 및 IDC에

근접장통신 표준은 포럼 회원사만 배타적으로

국내 퍼스널 컴퓨팅은 산업 인프라 기반 취약

특
집

화함으로써 냉방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린 랙 구
조 표준으로 구성된다.

건이 미비하며, 규모의 경제에서 주변 경쟁국에

분산환경 이기종 시스템 관리기술은 분산 컴퓨

비해 열세이다. 따라서 기술경쟁 우위 확보를 위

팅 환경에서 관리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이기종의

한 IPR 및 표준기술 확보, 국제표준 전문가의 시

시스템 자원(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해

급한 양성을 통해 국내표준 기술의 국제표준화

플랫폼 독립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시스템 자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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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모델과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시스템의 총

대한 국제표준을 선도하여 기술적 우위와 함께

소유비용(TCO : Total Cost of Ownership)을 줄이고 운

IPR 점유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용효과는 높이는 기술이다.

432

최근의 국내표준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자원 가상화 기술은 컴퓨터 하드웨어

2009년부터 고속 네트워크 I/O 표준 및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가상화해 필요에 따라 자

자원제어, 정보관리 표준에 대한 국내표준안을

원을 나누거나 합쳐서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제정하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국제 산업표준화

물리적인 자원의 경계에 구속받지 않는 가상의

단체인 IEEE, IPMI포럼 등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제공한다.

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데이터 그리드·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분산

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까지 분산자원 정보관

된 대규모 컴퓨팅 플랫폼 환경에서 대규모·대용

리에 대한 국내표준(안)을 TTA 표준화분과를 통

량의 이기종 데이터 자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국내표준(안)을 DMTF

접근하고 통합하며 관리하는 동시에, 대규모 컴

등의 국제표준화 및 관련 특허 획득을 지속적으

퓨팅 플랫폼에 설치되고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문

로 추진한다.

서를 원격 PC나 모바일 단말기 등을 이용해 원하

2009년부터는 입출력 장치 가상화에 대한 국

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내표준안을 제정하고, PCI-SIG 등을 통한 국제표

제공하는 기술이다.

준화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부터 플랫

대규모 데이터 처리기술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폼 전력관리 표준, 저전력 PSU 표준, 그린 랙 구

환경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발생되는 대용

조 표준의 그린 플랫폼에 대한 국내표준안을 제

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기반기술로서,

정하고 ACPI포럼, SMIF, SSI포럼, 그린그리드

기존의 대규모 데이터 분산 병렬처리 기술과 함

(Green Grid) 등을 통한 국제표준화에 참여해 관련

께 이벤트 스트림의 동적인 구성 및 실시간 처리,

특허 획득을 추진한다. 또 2009년까지 데이터 그

이벤트 스트림에 대한 질의 및 마이닝 기술 등을

리드 환경의 데이터 접근 및 통합 기술에 대한 국

포함하는 응용기술이다.

내표준(안)을 TTA 표준화분과를 통해 제정하고,

현재 국내 서버 컴퓨팅 기술은 원천기술의 부

2010년까지 국제 그리드 표준화그룹인 OGF(Open

족으로 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새로운 서버 컴퓨

Grid Forum)에 표준안을 제안해 표준제정 활동을

팅 패러다임은 선진 업체를 모방해 개발하고 있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으며, 그리고 기반기술에 대한 표준화 참여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신기술 표준의

IPR 확보 노력, 표준화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

도출 및 개발을 통한 차세대 서버 컴퓨팅 원천기

다. 따라서 위에 기술된 차세대 서버 컴퓨팅 핵심

술의 IPR 확보 및 차세대 IT기술 선도, 차세대 서

기반기술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원천기

버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웰빙 라이프 구

술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핵심기술 개

현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하는 차세대 서버

발을 통해 표준화 현안을 도출하고, 이들 기술에

컴퓨팅 강국 실현에 모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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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홈(u-Home)

Ⅵ. 소프트웨어

특
집

u홈 기술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람, 컴퓨터, 사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목

1. 개요

적에 따른‘디지털 공동체와 사회적·공간적 의
미’를 인지하여 인간중심의 u라이프(u-life)를 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은 최근 웹 2.0 개념의

현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사람, 기기, 공간 간의

등장과 함께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자율적 상호연동이 가능한 최적화된 서비스 환경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 등이 SW 분

을 제공한다. 중점기술로는 u홈 제어·연동, 홈네

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

트워크 상호연동, u홈 융합 서비스, u홈 사용자

한 차세대 웹을 기반으로 하는 SW 기술과 모바일

인터페이스, u홈 보안기술이 있다.

SW 플랫폼 기술표준 등은 미래 SW 산업의 성장

각 중점기술에 대해 선정된 표준화 대상 항목

동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을 살펴보면, u홈 각 부문별 기술 연계와 응용 서

따라서 차세대 웹, 서비스 지향 컴퓨팅(SOC)

비스 구현에 필요한 홈제어 표준모델, 홈미디어

등을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주요 핵심기술 분야로

네트워킹, 홈네트워크 HCI 표준, u보안 표준 등

선정하여 전략적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이 요

중장기적 u홈 원천기술 및 수요자 중심의 IPR 확

구된다.

편

3
편

4

편

(1) 차세대 웹 기술

u홈 서비스를 구현하는 콘텐츠 및 솔루션까지를

차세대 웹 기술은 네트워크에 분산된 다양한

고려한 폭넓은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비스의 융복합을 실현하는 미래형 웹 기술로

이와 더불어 u홈, 정보가전 SW, 서비스 관련 표

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동적 서비스를 제공하

준들은 매우 다양하고, 각 분야별로 국제적인 표

는 유비쿼터스 웹 기술, 유무선 웹 콘텐츠의 통합

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

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는 모바

준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

일 웹 기술, 사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웹 이용환경

양한 표준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 추진체

을 제공하는 리치 웹(Rich Web) 등의 웹 2.0 기술,

제 정립이 필요하며,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추세

그리고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웹 기반

에 대응해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플랫폼 기술로 정의된다.

있도록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2

5

2. 기술개발 동향

경의 변화로 점차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단계로
서, 서비스를 가정으로 전달하는 외부 네트워크,

편

편

보 전략에 따른 표준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국내 u홈 기술은 기술의 성숙과 시장환

1

주요 표준화 대상 분야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유비쿼터스 웹 분야 :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
한 웹 표준 분야는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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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홈네트워킹, IPTV 등의 서비

(2) SOC(Service Oriented Computing) 기술

스 분야와 접목한 다양한 분야의 핵심 표준

차세대 산업 발전과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을

확보 등을 통한 표준화 확대 추진이 우리나

위한 동력으로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확산,

라가 강점을 유지하며 표준화 선도가 가능

발전시키기 위해 SaaS, SOiVA, SOA 기술표준을

한 전략이다.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내

모바일 웹 분야 : 모바일 웹은 유무선 통합

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을 선도해 국내 SW 산업의

웹서비스의 수요 급증에 따라 최근 무선인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터넷 서비스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

SaaS : SaaS 플랫폼 표준을 중심으로 SW 산

다. 웹 콘텐츠의 무선단말 호환성 확보 차원

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IT기술 분야에서

의 인프라 표준화 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

러한 모바일 웹 인프라 표준화를 기반으로

을 강화함과 더불어, 국내 및 국제 표준화

우리나라의 앞선 모바일 응용 서비스 기술

채택을 통해 SaaS SW 산업 생태계 구축의

과의 접목을 통한‘모바일 웹 2.0’지향 신

기술우위 선점을 시도한다.

규 모바일 응용 표준화에 대한 전략적 추진

SOiVA : SOA 기반 양방향 동영상 응용 서비

이 중요하다.

스를 생성 및 제공하고, 이들의 체계적 분류

웹 2.0 분야 : 국내 웹 2.0 기술력은 해외 기

및 중개를 통해 다양한 단말에서 SOiVA(Service

술력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으나, 표준은

Oriented interactive Video Application) 서비스 활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웹 2.0의 핵심이 되는

용이 가능한 기술표준 개발을 통해 SW 산

마크업 표준 및 리치 웹 표준의 우선적 개발

업과 콘텐츠 산업의 융합을 도모한다.

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

SOA : SOA 및 SOA 컨버전스 표준을 개발해

스 모델과 연계된 응용 및 서비스 레벨의 웹

유관 사업들에 보급하고, 이를 국내 및 국제

2.0 표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표준화에 상정한다. 또한 SOA 성숙도 모델,

웹 기반 플랫폼 분야 : 웹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 정책 기술지침, 서비스 상호운용성

웹 기술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로서

표준(안) 등을 개발하여 관련된 기술항목의

현재까지 웹 플랫폼에 관한 공통표준 개발은

국내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웹이 플랫폼으로
확장 발전되면서 플랫폼 차원의 프레임워크

3. 표준화 동향

표준 및 상호운용성 표준 이슈가 새롭게 부
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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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확산과 함께 차세대 웹 기반의 클라우드 플

W3C는 웹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로서

랫폼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새롭게 주목받고

최근 유비쿼터스 웹, 모바일 웹, 웹 2.0 관련 분야

있어, 이에 대한 조기 대응이 요구된다.

의 표준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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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W3C MWI 관련 워킹그룹 현황
WG 명칭
` BPWG(Best Practice WG)

DDWG
(Device Description WG)

특
집

주요 업무
유무선 통합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범 사례 기반의 모바일OK 표준화(웹 콘텐츠 표준)
*운영작업반(TF) : Checker TF, Korean TF, MobileOKPro TF, Accessibility TF,
Content Transformation TF
단말 비종속 모바일 웹 서비스를 위한 단말정보 표준화

TSWG(Test Suite WG)

모바일 브라우저 등의 Test Suite 개발

Mobile Web for
Development IG

개발도상국에 모바일 웹 적용을 위한 각종 활동 추진

MWI-SC(Steering Committee)

W3C MWI 표준화 방향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위원회)

1
편

2
편

3

▶ 자료 : W3C, 2008.

유비쿼터스 웹 도메인을 신설하고, 웹 애플리케

하는‘모바일 웹 이니셔티브(MWI : Mobile Web

이션을 다양한 기기가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이용

Initiative)’
라고 불리는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할 수 있는 표준화의 일환으로 기기 독립성 관련

있다.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W3C의‘Semantic Web Deployment Working

핸드폰 등 휴대단말의 웹 접근을 데스크톱 PC와

Group’과‘XHTML2 Working Group’을 중심으

마찬가지로 간편하고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로 XHTML에 추가적인 의미의 표현을 가능하게

편

4
편

5
편

부
록

<그림 13> | W3C 표준화 활동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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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확장 마크업 표준으로 RDFa에 대한 표준 개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유비쿼터스 웹(UWA) 표준

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RDFa in XHTML:

및 미디어 애너테이션(Media Annotation) 표준이 채

Syntax and Processing’이란 표준이 최종 표준화

택됨으로써 W3C의 핵심 분야에서 본격적인 국제

단계에 있다. 리치 웹(Rich Web) 등 웹 2.0 관련 기

표준화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술표준은 현재‘Web Applications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개발 중이며, 웹 2.0의 핵심
적인 표준인 XMLHttpRequest, Window Object,
위젯(Widget) 등의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 OMA(Open Mobile Alliance)

OMA는 모바일 플랫폼 및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
기 위한 모바일 업체 중심의 사실표준화기구이

국사무국 설립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다. 보다폰(Vodafone), T모바일, SK텔레콤, 지멘스

본격적으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Siemens), NTT도코모, 싱귤러와이어리스(Cingular

200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ETRI,

Wireless) 등 이동통신 업체와 에릭슨, 인피니온,

SKT, 삼성 등을 중심으로 W3C MWI를 통한 모바

인텔, NEC, 노키아, 퀄컴, 삼성전자, TI 등 제조업

일 웹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체가 주요 멤버이다. 모바일 서비스 표준 단체로

2008년 3월에 MWI의 BPWG 내에 코리안 태스크

이네이블러, 요구사항, 구조의 카테고리로 나누

포스를 신설해 국내 모바일 웹 기술의 국제표준

어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나, 공통 플랫폼을 위한

반영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표준을

Application Level
(Services, Enablers)

우리나라의 W3C 활동은 2002년 W3C 대한민

Others

Need to harmonize
disparate
requirements

Various candidate
technologies to
consider

GSMA

OMA
W3C

Transport Level
(Core, Radio, Term)

Desire common
boundaries and
clarity of roles

CDG

IETF

3GPP

3GPP2
Others

Wireline Domain

Mobile Domain

Standardization

<그림 14> | OMA와 타 표준기구들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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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표준 개발 및 산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임베

OMA DM(Device Management) 기술은 단말의

디드 SW, 공개 SW, SW 품질평가, 웹, 메타데이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구성해 서버가 이 트리 내

터 등 6개 프로젝트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의 노드들을 추가, 수정, 삭제하여 관리한다. 현재

PG605(웹 프로젝트그룹)는 국내 웹 기술과 관련

DM그룹의 규격은 단말의 설정관리 기능을 바탕

된 전반적인 분야의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며, 다

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관리, 단말의

음과 같은 분야를 주요 표준화 대상으로 한다.

장애 진단 및 복구 등의 기능으로 확장, 발전시켜

웹 기반기술 표준 개발(시맨틱 웹, 웹서비스,

나가고 있다.

XML 등)

웹 접근성 표준 개발
(3)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모바일 웹 및 유비쿼터스 웹 응용 표준 개발
웹 2.0 기술표준 개발
웹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OASIS는 글로벌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현재 웹 프로젝트그룹(PG605) 산하에는 모바

Society)에 대한 개방형 표준을 개발하는 비영리단

일 웹 실무반(WG6051)과 유비쿼터스 웹 응용실무

체로서 산하에 총 10개의 기술위원회(TC)가 운영

반(WG6052)이 운영되고 있다.

되고 있으며, 주요 TC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웹2.0포럼은 유무선 통합 모바일 웹 기

SOA Reference Model TC : SOA에 대한 참

술표준화를 통한 국내 모바일 산업 활성화를 목

조모델 및 공통 개념을 제시

표로 2007년에 창립되었다. 현재 4개의 기술 워킹

Framework for Web Services Implementation

그룹을 비롯해 한 개의 작업반(TF)과 표준기획위

TC : 웹서비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방법론

원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15건의

제공

모바일OK 표준을 개발하고, 시범 서비스를 통한

Semantic Execution Environment TC : 시맨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틱 웹서비스 구현 시 필요한 지침 제공
Web Services Quality Model TC : 웹서비스에
대한 품질모델 및 테스트 가이드라인 제시

Ⅶ. 임베디드 SW

Service Component Architecture TC’
s:서
비스 컴포넌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SCA

1. 개요

구성모델 정의를 위한 SCA-Assembly TC
임베디드 시스템은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4) 국내 표준화기구 활동

형태의 응용으로 개발되어 새로운 응용을 개발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반 소프트웨

때마다 기존의 응용 개발로 인한 SW의 재사용이

어 기술위원회(TC-6)는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의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임베디드 운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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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T STANDARDIZATION WHITE PAPER

영체제 플랫폼 자체를 표준화해 임베디드 응용

영체제, 특정 응용에 적용하기 위한 미들웨어, 서

간의 호환성을 갖도록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비스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 응용 소프트웨어

따라서 모든 분야 임베디드 응용에 대한 호환성

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도구, 응용 소프트웨어·

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규모별로 임베디

서비스 동작 시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 및

드 운영체제 플랫폼 표준을 제공하여 응용 간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환경을 포

호환성으로 생산성을 높인다.

함한다.

또한 임베디드 운영체제 관련 기술이 선발 외

임베디드 SW의 핵심기술로는 임베디드 특성

국 임베디드 운영체제 업체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

을 지원하는 실시간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술, 임

이므로, 국내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임베디드 운영

베디드 응용 SW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

체제 플랫폼 기술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는 임베디드 시스템 그래픽 SW, 임베디드 멀티미
디어 처리 SW, 임베디드 통신 SW 등 임베디드 시

2. 기술개발 동향

스템 미들웨어 SW 및 응용 SW를 편리하게 해주
는 임베디드 SW 분석 및 설계 도구, 임베디드 SW

(1) 임베디드 SW 기술

임베디드 SW는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내장형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구현 지원도구, 임베디드 SW 개발 관리도구, 임
베디드 SW 검증 및 시험 도구 등의 임베디드 SW
도구기술이 있다.

하드웨어에 내장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을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기능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이에 비

및 구성의 복잡도를 줄이고 중복 활용이 가능해

해 일반 SW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같은 하드웨어

개발 기간의 단축이 용이한 유연한 구조를 갖춘

적 제약이 없는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를 SW 플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랫폼이라 한다. 기본 시스템 SW 기술을 활용해

그러므로 임베디드 SW 기술은 운영체제, 경
량 GUI, 통신 및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개발도구

특정 분야에 맞는 임베디드 SW 환경을 갖추는 것
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및 센서 네트워크 핵심기술 등 임베디드 시스템

이러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임베디드

을 동작시키기 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SW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분야

및 솔루션 기술을 중점기술로 정의한다.

별로 분화되어 정보가전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모바일용 임베디드 SW, 차량용 임베디드 SW, 조

(2) 임베디드 SW 핵심기술

임베디드 SW는 군사, 산업기기, 통신장비, 가

임베디드 SW, 국방용 임베디드 SW, 의료용 임베

전기기, 자동차 전용기기 등 다양한 응용에 사용

디드 SW 플랫폼 등이 개발이 완료되거나 계획 중

될 수 있는 단일 제품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 포함

이다.

되는 SW이다. 특히 임베디드 SW는 임베디드 운

438

선용 임베디드 SW, 로봇용 임베디드 SW, 건설용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기술표준화 추진 동향 | 제 3 편

(3) 임베디드 SW 시장 전망

할 때 소요되는 원가가 없기 때문에 주로 라이선

임베디드 SW 시장에 대한 2007년 VDC 자료

스 거래 또는 용역 제공 방식이 수익모델이 된

(The Embedded Software Market Intelligence Program)에

다. 주요 산업별 임베디드 SW의 비중은 자동차,

따르면 9개 분야, 즉 자동차, 사무자동화, 정보가

항공, 의료, 이동통신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개

전, 산업자동화, 의료, 군사 및 항공, 휴대단말, 소

발원가는 40~55%인 반면, 생산원가는 3~10% 이

매자동화, 통신 분야로 분류된 시장에서 시스템 구

내이다.

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 기술로 보고 있다.
특히 임베디드 SW는 HW 부품과 달리 양산

국내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은 2006년 1,092억
달러 규모를 이루었으며, 2010년까지 연평균

■ <표 15> 임베디드 SW 핵심 표준화로드맵(TTA2007)
표준화 대상 항목

요소기술
임베디드 실시간 응용을 위한
실시간 기능 확장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멀티미
디어 기술규격

센서 네트워크 기
술규격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 개발도구

내

1
편

2
편

3

용

실시간 응용에 적합한 실시간 확장 커널 기능, 각 실시간 응답성의 범위
에 적합한 커널 기능, 각 실시간 응답성 범위에 적합한 커널 기능에 대
한 벤치마크 테스트 방법 등의 제시를 통한 실시간 성능 요구사항에 맞
는 실시간 성능 확장 커널 기능에 대한 표준화

임베디드 운영체제를 위한 확장
GUI

임베디드 윈도 시스템의 3D 응용 수행을 위한 윈도 매니저 규격 정의,
3D 그래픽 가속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등을 통한 임베디드
윈도 시스템에서 표준화된 3D 지원 윈도 매니저 인터페이스 정의

임베디드 보안 프레임워크

산학연의 조사를 통하여 임베디드 보안 운영체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반이 되는 임베디드 보안 프레임워크 제시

임베디드 SW 중장기 전망에 따
른 표준화 계획 수립

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차세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 방향 분
석 및 예측하여 표준화 추진 방안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베디드
SW 중장기 전망에 따른 표준화 계획 수립

고화질 HD급 VoD 서비스를 위
한 IP 셋톱박스 기술규격

고품질의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요구에 대비한 국제표준인 MPEG과
ISMA의 기술요소 수용, 호환성 유지 규격 제시

디지털홈 통합 엔터테인먼트 서
비스 기술규격

가정 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총괄하는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하
부 프레임워크 및 미들웨어, 응용 정의

휴대단말형 플랫폼의 멀티미디
어 서비스 기술규격

모바일 단말상의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총괄하는 하부 프레임워크 및
미들웨어, 응용 정의

센서 네트워크 응용을 위한 임
베디드 운영체제 API 규격

Routing API, MAC API, Gateway API, 모니터링 API 등 센서 네트
워크 응용 서비스를 위한 센서 OS API 확장 규격

센서망과 IP망 연동규격

센서망과 IP망의 프로토콜 변환 기술, 게이트웨이 미들웨어 기술, 센서
데이터 해석 및 처리 기술, 웹서버·인증·보안 기술 정의 등 센서망과
IP망의 연동을 위한 게이트웨이 기술표준 정의

임베디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
이버 시험 및 검증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방법 및 평가 기준이 되는 요
소에 대한 검증 기준 제시

임베디드 리눅스 원격 업그레이
드 규격

웹과 같은 친사용자적인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의 원격 업그레이드,
운영체제 일부 기능의 업그레이드, 원격지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검색
기능, 소프트웨어들 사이의 의존성 검사 기능, 업그레이드로 인한 통신
과부하의 단축 기능 등의 지원이 가능한 원격 업그레이드 기술에 대한
규격을 작성. 이것은 기존에 동작하고 있는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업그
레이드되는 투명한 기술을 포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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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1,368억 달러에 달할

단말인 홈서버, DTV, 와이브로(WiBro), 텔레매틱

것이다. 이 가운데 국내 임베디드 SW 시장은

스, 센서기기 등에 소요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2005년 74억 달러에서 2006년 84억 달러로 13%

위한 기반 운영체제, 임베디드 SW 솔루션 및 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까지 13.3%의 연

발환경과 생산기술에 대한 표준 추진에 목적을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00억 달러에 달할 것

두어 왔다.

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6년부터는 임베디드 SW 플랫폼을 용
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고 각 특성에 맞는 임베

3. 표준화 동향

디드 SW 핵심기술 개발 및 다양한 응용을 개발하
기 위한 기반 시스템 SW에 대한 규격 작성을 목

(1) 국내 표준화 동향

임베디드 SW는 각 분야의 응용에 필수적으로

2007년에는 센서 네트워크 응용을 위한 임베

필요한 기반기술의 성격으로, 응용의 최적화를

디드 운영체제 API 규격, 휴대 단말형 플랫폼의

지향하면서 공통된 시스템 SW 규격을 제공하기

멀티미디어 서비스 규격 및 멀티미디어 기반 서

위해서는 성능규격에 대한 표준화를 중심으로 연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폰용 모바일 리눅스

구되었다.

에 대한 요구사항 및 구조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2007년도 임베디드 SW 표준화로드맵에서는

하였다.

운영체제, GUI, 미들웨어, 멀티미디어, 개발도구

2008년에는 임베디드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

등으로 구성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라 임베디드 운영체제,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개

을 기반으로 하여 DTV, 홈서버 등에 활용되는 CE

발도구, GUI 등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에디션, 스마트폰을 위한 모바일 에디션 등의 솔

대한 표준규격 제정 및 표준화를 추진했는데 임베

루션에 적용되는 기술을 정의하고, USN을 위한

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멀티미디어,

나노형 임베디드 SW 플랫폼을 정의하고 있다.

임베디드 SW 개발환경 및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

국내의 임베디드 SW 표준화는 초소형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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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추진해 왔다.

표준규격으로 구분해 진행하였다.

크 센서에 필요한 나노 OS부터 정보가전 등에 소

또한 임베디드 SW 중점기술 장기 표준화로드

요되는 마이크로 OS, 멀티미디어 지원이 가능한

맵을 제시해 앞으로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 등 독

표준형 OS 기술을 기반으로 임베디드 SW 플랫폼

특한 영역(Domain Specific)의 표준과 스마트폰용 모

에 소요되는 요소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했으

바일 리눅스 플랫폼 표준화를 추진하며, IT839 분

며, 임베디드 SW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도구 관련

야 중 임베디드 SW 관련 중장기 표준화를 진행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고 있다.

국내 임베디드 SW 표준화는 2004년‘임베디

현재 국내 표준화기관을 통한 임베디드 SW 표

드 SW 표준화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임베디

준 추진은 TTA의 임베디드 SW 프로젝트그룹을

드 SW 기술개발 구성도에 따라 다양한 IT839의

통해 국내에 적합한 임베디드 SW 표준 제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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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 임베디드 SW 플랫폼 구조 및 표준화

의와 함께 국제표준화와 연계해 진행 중이다. 또

을 완성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 추진 중인 모바

한 다양한 임베디드 SW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통한

일 단말 관련 규격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용하는

표준제정에 힘을 쓰고 있으며, 특히 CELF(Consumer

표준 활동을 하고 있다.
(2) 국제표준화 동향

스마트폰용 리눅스 SW 플랫폼 표준은 모바일

임베디드 SW는 다양한 분야에 요구되는 기반

폰용 기본 OS 및 개발환경을 포함하는 플랫폼을

기술이므로, 임베디드 SW 표준화를 주도하는 단

다루는 것으로서 스마트폰 유비쿼터스 단말 등에

체보다는 정보가전 및 모바일 단말에 임베디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바일폰

기술표준을 적용하고 연구하기 위한 사실표준화

의 표준화 방향을 주도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스

단체들이 많이 있다.

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게 하며, 급격한 팽창이

대표적으로 정보가전을 위한 CELF, 데스크톱

예상되는 국제시장에서 시장경쟁력 확보가 가능

뿐 아니라, 모바일 단말에 공개 SW를 적용하기

하도록 관련 표준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위한 TLF(The Linux Foundation) 및 휴대폰에 다양한

에는 모바일 리눅스 SW 플랫폼 공통 API 개발,

임베디드 SW 규격을 적용하기 위한 리모재단

모바일 단말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규격, 응용 프

(LiMo Foundation) , OHA (Open Handset Alliance) ,

레임워크 규격 개발 등 모바일 분야의 표준규격

LiPS(Linux Phone Standard), 그래픽 분야의 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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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SW 규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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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제정하기 위한 크로노스그룹(Khronos Group)

고 있다.

등이 있다.
CELF를 중심으로 정보가전에 소요되는 리눅스
운영체제 기반의 임베디드 SW에 대한 규격 및 기

Ⅷ. IT 융합기술

술 적용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WG를 중
심으로 임베디드 SW 성능규격을 제정하고 있으

1. 개요

며, ETRI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TLF에서는 임베디드 SW에 리눅스를 적용하

IT 융합기술이란 IT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기 위한 모바일 리눅스 WG가 있으며, 임베디드

Technology)를 기반으로 BT(바이오기술; BioTechnology),

리눅스 분야에서 기여 방안을 모색 중이고, 2008

NT(나노기술; Nano Technology) 등 최근 급속히 발전하

년에는 모바일 분야에 리눅스 적용을 위해 활발

는 신 기 술 분 야 의 상 승 적 인 결 합 (synergistic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combination)으로 이종기술 간 융합을 통해 신제

리모재단은 2007년 4월에 일반에 공개된 국제

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

단체로 모바일 리눅스를 휴대폰에 적용하기 위한

상시키는 기술이다. 단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코어 멤버사를 중심으로

고 이종기술의 효용성을 융합하는 다양한 형태로

모바일 리눅스 SW 플랫폼 R1이 공개되었다.

발전하면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블루

LiPS포럼은 국제적인 리눅스폰 표준화 포럼으

오션(Blue Ocean)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로 2008년 6월 일부 스펙을 공개한 바 있는 리눅
스폰 표준화 사양인 LiPS 1.0를 공개하였다. 휴대
폰 응용에 대한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OMTP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전으로 IT, BT, NT, CT(문
화기술; Culture Technology), ET(환경기술; Environment

크로노스그룹은 그래픽 관련 국제표준 규격

Technology), ST(우주항공기술; Space Technology)의 6T

개발과 참조 구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기술 발전 및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6T 신기술

많은 규격을 제정해 공개하고 있다.

간 융합으로 새로운 혁신기술이 출현하고, 전 분

최근 활발한 활동 움직임을 보이는 CE리눅스
포럼(CE Linux Forum)은 2003년 6월에 소니와 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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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간 융합

야에 걸쳐 기술 간 융합을 주도할 것이며, 세계 기
술 흐름은 이들 6T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시타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아직은 얼마 되지 않

생체정보 처리(IT+BT), 지능형 극미세 전기계

은 정보가전 리눅스 포럼이다. 현재는 국내의 삼

시스템(IT+BT+재료), 메카트로닉스(IT+기계), 생체

성, LG 및 ETRI를 포함해 필립스, IBM, 인텔뿐만

친화성 재료기술(IT+재료)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

아니라 몬타비스타, 타임시스(Timesys), 윈드리버

기술 및 복합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기존 제

(WindRiver)에 이르는 유관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품·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전통산업

약 50여 개 이상의 산업체 및 연구소들이 참여하

의 IT화 등을 통해 기기·산업·서비스 간 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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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다. 기기 간 융합 사례로는 손목착용형

면서 전혀 새로운 특성을 갖는 혁신적 기술이 창

PC[(PC+시계+PDA(Personal Digital Assistant)]가, 산업

출된다. 셋째, 기술복합화로 개별 요소기술들의

간 융합 사례는 텔레매틱스(자동차산업+IT산업)가,

물리적 결합으로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해 나

서비스 융합 사례는 IPTV(통신 서비스+방송 서비스)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동 기술혁신 현상이

가 대표적이다.

다. 넷째, 이종기술 간 융합으로 서로 다른 기술

융합기술은 IT, BT, NT, CT, ET, ST 등 신기술

분야 내에서 일어나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 위

분야의 상승적 작용의 상호의존적 결합으로 이종

주의 결합성 융합이다. 다섯째, 동종기술 간 융합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

으로 같은 기술 분야 내에서 일어나는 편의적 다

나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미래사

기능 활용 위주의 병합성 융합이다.

회의 수요와 경제 및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개별 요

융합기술은 6T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

소기술들의 물리적 결합에 의한‘기술복합화’보

고, 향후에도 동 분야가 기술 간 융합을 주도할 전

다는 화학적 결합에 의한‘기술융합화’에 의해

망이다. 그 동안 넘지 못했던 기술적 한계를 극복

자발적으로 발생된다.

함으로써 기존 경제 및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

특징은 첫째, 학제 간 연구 (Inter-disciplinary

져올 전망이다. 융합기술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

Research)로 단일학문 분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해

고 있는 동종기술 간의 융합을 넘어 보다 혁신적

결을 위해 2개 이상의 학문으로부터 나오는 정보,

이고 미래의 파급효과가 큰 이종기술 간 융합으

데이터, 기술, 도구, 관점, 개념, 이론 등을 결합해

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행하는 연구이다. 둘째, 기술융합화로 화학적

6T를 중심으로 한 융합기술은 신산업의 경쟁

결합으로 인해 개별 요소기술들의 특성이 상실되

력 있는 제품·서비스가 개발되는 발원지로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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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6T 기술 분야 및 제품·서비스
분

류

기반기술

제품·서비스

IT(정보통신기술)

컴퓨터, 반도체, 무선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인터넷

- IT·BT : 바이오전자, 바이오컴퓨터, u헬스케어 서비스
- IT·NT : 나노일렉트로닉스, 양자컴퓨터, 나노반도체

BT(바이오 기술)

유전체학, 단백질학, 분자생물학,
세포공학, 조직공학

- BT·IT : 바이오인포매틱스, 생체정보 인터페이스
- BT·NT : 친생체물질, 인공조직

NT(나노 기술)

나노재료, 나노구조, 나노소자,
나노공정, 나노기계

- NT·IT : 나노센서, 나노포토닉스, 나노바이오센서
- NT·BT : 약물전달

CT(문화기술)

가상공학, 감성공학, 인지공학,
색공학, 디자인, 콘텐츠 기술

인터넷용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3차원 가상극장, 입체영상용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네트워크 연동게임, 실시간 시뮬레이션, 양방향TV 서비스,
디지털 만화, 사이버 캐릭터

ET(환경기술)

사후처리 기술, 사전 오염 예방 기술, 대기오염 방지,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유해물질 평가, 생태계 복원,
환경 복원 기술
사전 오염 방지

ST(우주항공 기술) 위성 설계 기술, 발사체 추진 기술,
항공 기반 기술, 전자, 반도체,
컴퓨터, 첨단소재

초소형 위성, 우주왕복선, 스마트 무인기, 다목적 헬리콥터, 차세대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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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창출이 가능하며, 융합기술은 고령사회의

무선센서 네트워크 생존 강화 기술, USN 환경을

건강, 환경·안전 문제 등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

이용한 함정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도 필

할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이러한 6T 간 융합에서

요해 국방 및 IT 관련 산학연 협력과 부처 간 협력

IT는 융합과 컨버전스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고

강화가 필수적이다.

있다. IT는 고속화·대용량화·지능화·인간화

조선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새로운 경쟁구도가

되면서 산업 간 융합, 네트워크 간 융합, 인간과

심화되고 미래형 신기술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IT 융합 등 컨버전스를 주도하고 질적으로 심화시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키는 원동력이다.

IT 선박 개념의 도입과 IT 기반 로드맵 작성, 선박

IT는 미래에도 성장동력의 중심축을 형성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기술보호주의 팽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항해 장비 임베디드 시
스템 개발, 해상용 주파수 활용 등이 필요하다.

배, 기술 간 융합·복합화 가속, 기술혁신주기의

의료 분야에서는 웰빙시대 도래에 따른 건강

단축 등으로 인해 IT산업은 향후 5~10년간 세계

에 대한 관심 증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차세대 성장산업 중 IT산

대응하고, 새로운 IT 시장창출을 위해 IT와의 융

업 비중은 2010년 7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합이 절실하다. 특히 의료기기와 광통신의 융합

IT 융합기술은 IT 영역 확장을 통해 6T의 산업
화를 촉진시키는 등 새로운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

을 통해 고해상도의 광CT, 디지털 X레이 등의 개
발과 활용 방안 등이 있다.

업을 창출한다. 반도체, 이동통신 등 IT 집약형 제

자동차 분야에서는 IT를 활용한 전장기술은

조업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BT, NT, CT, ET, ST

향후 자동차 산업의 승자를 결정짓는 핵심기술이

등과 융합을 통한 신기술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될 전망이다. 자동차 전기전자 기술은 섀시 전자
제어 기술, 미래형 자동차 기술, 그리고 안전·환

(2) 산업 간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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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 간 융합은 IT의 활용이 조선, 건설, 자동

기계·유압 기술은 전자제어 기술로 대체되어 컴

차 등 전 산업에 확대되는 산업 간 융합이나 활용

퓨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

을 의미한다. IT의 활용은 자동차, 조선 등 국가경

화될 전망이다. 요즘 출시되는 신형 자동차는 첨

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 산업에서부터 농업, 섬

단장비의 전시장이라 할 수 있다. 막히지 않는 길

유, 물류 등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엔진제어와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체계의 무인화ㆍ지능화

사고방지를 위한 타이어 압력 감지 센서, 일정하

및 자동화가 실현되면 무기체계에서 IT가 차지하

게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는 오토크루즈,

는 비중이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

차선과 거리를 유지하는 레인 킵(lane keep), 탑승

해 감시정찰 센서 네트워크 개발, 군 위성통신체

자의 위치에 맞게 에어백이 팽창하는 센서, 무인

계 망 제어 기술개발, 분산모의훈련 전장환경 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전에

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식처리추론 기술 및

IT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미래의 자동차는 더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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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IT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
구분

현황 및 문제점

조선
산업

- IT 융합 부문의 국제표준에 대
한 대응이 늦음
- 고가 해상통신(INMARSAT)
사용료로 인해 선박의 IT화가
지연

- 조선 기자재 산업에서 IT 분야 비율 - 단파방송 주파수를 선박 데이터통신에
활용해 차세대 IT 선박 제조 기반 마련
은 e-Navigation 등 국제적 동향
- 차세대 네트워크 선박 등 IT기술 개발 로
으로 향후 15%까지 증가할 것임
드맵 작성
- e-Navigation 도입으로 직접 시장
규모는 10년간 30조 원으로 예측

- 자동차의 IT 융합 관련 주관부
처가 다르고 연계 부족
- 자동차 간 정보공유를 위한 통
신기술에 다수 표준이 사용됨
- 지능형 자동차 기술 적용을 위
한 법·제도 미비

- 자동차에 장착되는 IT 기기 및 부품 - ITS 등의 구축으로 IT 융합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
이 자동차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며, 향후 30∼50%로 - 자동차 통신기술에서 적용되는 통신표준
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증가할 전망
- 유럽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지난 20 - 지능형 자동차 관련 시스템 적용을 의무
년 동안 혁신의 70%가 IT와 관련
화하는 등 상용화 제도 정비

- u-City와 같은 IT 융합사업의
경우, 부처별 독자적 계획을 수
립하는 등 협력이 없어 정책 충
돌이 예상됨
- 향 후 건 설 과 IT 융 합 은
RFID/USN을 활용하는 4세대
로 발전할 전망

- IT와 융합해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 개별 기술의 활용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
정확한 시공으로 건설품질 향상
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화 연계 전략
- RFID와 4D CAD 도입 시 건설자재
추진
당 평균 야적시간 43% 감소와 평균 - 각 부처별로 수립되고 있는 계획 총괄 및
관리시간 17% 단축효과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해 2008
년 첫 외국병원 진출 예상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까지
국가보건의료 정보화 추진 예정

- 원격진료 시스템을 통해 만성질환 - IT 기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병원, 의료
환자의 의료비 27%까지 절감
시스템 제공자, 정부, 서비스 대상자 간
- 우리나라 노인의료비 5조 6,000억
의 협조체계 구축
원 중 1조 5,000억 원 절감
- 원격의료를 위한 제도 정비(의료법)
- 효율적인 보건의료 정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

5

- 경쟁국 대비 높은 물류비용은
제조업 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
- 물류정보의 표준화 및 미확립
상태에서 물류정보기술 개발

- IT화를 통해 국가물류비를 1% 감소시 - 물류정보망과 유관 정보망, 통계 및 DB
킬 경우 약 6조 원의 비용절감 효과
등의 연계 강화 및 통합화
- 2004년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 - 물류정보망 기술의 표준화 확산
중은 미국 8.4%, 일본 8.2%(2003) - 첨단 물류정보화 기술의 R&D 및 보급 확산
인 데 비해 한국은 11.9% 수준

부
록

- FTA 체결로 농업 분야의 대부
분 품목을 개방해 농업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국내 농업용 로봇 및 자동화 기기
기술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 IT기술 및 정보 활용으로 농산물 시 - IT기술 활용에 대한 정통부 및 농림부 간
장 개방에 따른 경쟁과 불확실 경감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가 필요
- 양돈산업은 IT기술 활용 질병관리로 - 행자부, 농림부 등 목적에 따라 산재된
가구당 9,981만 원의 생산비 감소, 총
GIS를 공유하고 기상 및 토양 등 속성 데
4조 6,000만 원 생산비 절감효과
이터 공유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 간 거래 및 개발화로 금융
산업과 IT 간 융합이 촉진

- 금융산업에서 총자산 대비 IT 투자금 -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표준화 적용
액 비율은 약 0.16%(선진국 약
으로 금융기관 중복투자 방지
0.29%)로 총 시설투자액의 75% 이상 - 안전성이 중요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보
- 기업은행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안기술 강화, 생체인식기술의 활용 등 금
융기관과 관련 업계의 보안장치 강화를
1,049억 원을 투자해 매년 541억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원의 투자효과 발생

- 현재 국내 섬유시장은 세계 4
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섬유기술은 80% 수준
으로 핵심기술이 취약

- IT 응용기술과 패션이 접목되는 스 - 기존 섬유기술과 IT, NT기술의 융합이
마트 의류 세계시장은 2008년 2억
필요한 산업용 섬유 개발에 관련 부처의
달러, 2010년 7억 달러, 2014년 70
효과적 협력 및 분담
억 달러로 급성장 예상
- Fast-Fashion 등 IT를 활용한 의류 제
조공정 혁신모델의 개발·보급

자동차
산업

건설
산업

의료
산업

물류
산업

농업

금융
산업

섬유
산업

융합 시 기대효과

IT 기반 융합화 대안

특
집

▶ 자료 : IITA, IT 기반 융합화 선도 전략, 2007. 10. p.37.

제4장

주요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 445

1
편

2
편

3
편

4
편

편

IT STANDARDIZATION WHITE PAPER

많은 전자장치가 차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고속도로와 IT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차세대

건설과 IT 융합은 교량 붕괴, 지하철 사고, 건
물 붕괴 등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국

고성능·지능형 고속도로인‘스마트 하이웨이’

가안전을 높이는 상징적 효과도 기대된다. 건설

는 도로건설·통신·자동차가 연결된다. 교통체

장비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한 부

증의 주원인이 되는 톨게이트는 IT를 활용한 교통

실공사 방지, 건설정책 및 도시계획 등 의사결정

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모든 게이트가 속도를

지원 기능 강화, 건설폐기물 및 과적차량 관리 등

크게 줄이지 않고 무정차로 통과하는 하이패스로

환경오염 방지, 건설 관련 센서부품과 u시티 구축

바뀔 전망이다. 고속도로와 차량용 라디오가 서

시장 활성화도 건설 IT로 기대되는 효과이다.

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교통상황은 물론, 정체
발생 시 가장 빠른 우회도로 정보도 실시간으로

2. 국내외 표준화 동향

제공된다. 다공성 포장으로 빗물을 빨리 흡수해
운전하기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노면을 개발하는
데,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도 줄어 도로의 내구성

1) 의료

이 높아지는 동시에 소음도 감소한다. 스마트 하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료산업과의 융합이

이웨이 기술은 향후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물론,

빨라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 및 의료

기존 고속도로 개량사업에도 응용될 예정이다.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장비와 데이터들로 인

건설 분야에서는 민간과 공공을 합쳐 연간

해 상호운용성, 보안, 안전성 등의 표준을 필요로 하

100조 원대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IT기

게 되었다. 의료 분야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

술 접목을 통해 공기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하고,

적인 국제표준화기관으로는 DICOM(Digital Imaging

정확한 시공으로 건설품질을 높이는 등 건설업

COmmunication in Medicine) , ISO/TC215 (Health

고도화를 이룰 수 있다. RFID 기술 적용으로 자재

Informatics), HL7(Health Level 7), CEN/TC251 등이

등 물류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건설 IT 분

있다.

야는 USN과 ERP의 연계를 통해 건설산업 효율화
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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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표준화기구 및 동향

ISO/TC215는 전세계 국가 대표자들이 참여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HL7은 미국중심의 전

국내 건설 IT 시장 초기에는 카메라와 RFID

문가들이, CEN/TC251은 유럽연합국가들만의 국

리더를 통한 건설인력 출입관리, 현장 공정관리

제표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ISO/TC215, HL7,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노무 및 인력 배치관리, 공

CEN/TC251은 기술표준들의 조화를 위해 서로 협

사관리 시스템 및 자재 협력업체들과의 외부망

력하기로 협정을 맺고 ISO/TC215에 WG9을 신설

연동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2세대로 들어서면서

하였다.

콘크리트 물류 및 폐기물 반출, 자재 및 장비 물류

DICOM(의료 영상정보) : 미국 방사선학회와

로 무게중심이 옮겨오다, 최근에는 건설 부자재

전기공업회가 합동으로 설립한 ACR(American

의 적극적인 공급망 관리가 두드러지고 있다.

College of Radiology) 와 NEMA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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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위원회를

이 8개의 WG를 두고 있다.

모체로 되어 설립되었다. 의료 디지털 영상

ISO/TC212(체외진단 시스템, IVD 의학기기) : 임

과 의료 통합정보의 전송을 위해 TCP/IP 네

상검사 의학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국제

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디지털 의료영상 전

표준화기구로 품질관리, 사전분석 및 사후

송 및 조회를 지원하는 PACS(Picture

분석 방법, 분석 성능, 임상검사의 안전성,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국제표준을

참고 시스템 등에 대해 표준화를 담당한다.

제안, 대부분의 의료영상 장비가 채택하고

한편 ISO/TC210에서는 의료기기의 품질관

있다. 현재 산하에는 총 26개의 워킹그룹이

리 분야에서 요구조건 및 지도 방법의 표준

있다.

화를 다루고 있다.

ISO/TC215 : 의료장비 간 데이터의 상호연

HL7(의료정보 교환 표준규약) : 미국국립표준연

계성 및 호환성 확보, 의료기록의 디지털화

구소(ANSI)가 인증한 의료정보 교환 국제표

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준화기구로 서로 다른 의료 데이터에 대한

이다. PoC(Point-of-Care) 및 PHD(Personal

취득 (Acquisition) , 처리 (Processing) , 출하

Health Devices) 의료장비에 대한 국제표준안

(Handling)를 위한 응용계층 프로토콜의 설

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표 18>과 같

계 및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특
집

1
편

2
편

3
편

4
편

5
■ <표 18> ISO/TC215 WG

편

WG

WG 명칭`

WG1

Data Structure(전자의무기록 데이터 구조)

WG2

Data Interchange(자료 전송)

WG3

Semantic Content(용어)

WG4

Security(정보보안)

WG5

Health Card(건강카드)

WG6

Pharmacy and Medication Business(약제 및 약무)

WG7

Devices(의료기기 접속)

WG8

Business Requirements for EHRs(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사업 요구사항)

부
록

■ <표 19> ISO/TC212 WG
WG

WG 명칭`

WG1

Quality and competence in medical laboratory

WG2

Reference systems for in vitro diagnostics testing(바이오칩·센서 라벨링)

WG3

in vitro products(질병진단용 시약)

WG4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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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EMS(전자파 적합성) : 전자의료기기는 다

준은 <표 20, 21>과 같다.

른 전자기기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타 전자의료기기에 관한 국제표준화는 앞서

하 는 국 제 표 준 인 EMI(Electromagnetic

언급한 이외에도 <표 22, 23>과 같이 많은 곳에서

Interference)와 어떤 기기에 대해 전자파 방사

진행되고 있다.

또는 전자파 전도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정상
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인 EMS(Electromag-

2) 자동차

netic Susceptibility)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표

IT기술을 자동차 산업의 융합 분야인 지능형

■ <표 20> EMI(Electromagnetic)
해당 규격

시험항목

CISPR Pub.22

Radiated Emission

CISPRPub.22

Conducted Emission

IEC61000-3-2

Harmonics Emission

IEC61000-3-3

Voltage Fluctuation / Flicker Emission

■ <표 21>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Immunity)
해당 규격

시험항목

CISPR Pub.22

Radiated Emission

CISPRPub.22

Conducted Emission

IEC61000-3-2

Harmonics Emission

IEC61000-3-3

Voltage Fluctuation/ Flicker Emission

■ <표 22> 전자의료기기 관련 ISO 표준화 위원회
표준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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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위원회 명칭

TC76

의료용 수혈장치

TC121

마취장치 및 의료용 호흡기

TC150

외과용 체내 매몰제

TC157

인간공학(Ergonomics)

TC170

외과용 기구

TC172

광학 및 공학기기

TC194

의과용·치과용 재료 및 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TC198

헬스케어 제품의 멸균

TC210

의료용구의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TC212

임상검사법 및 체외진단 검사 시스템

TC215

보건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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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전자의료기기 관련 IEC 표준화 위원회
표준화 위원회

특
집

표준화 위원회 명칭

TC16

BASIC AND SAFETY PRINCIPLES FOR MAN-MACHINE INTERFACE, MARKING AND
IDENTIFICATION

TC45

NUCLEAR INSTRUMENTATION

TC62

ELECTRICAL EQUIPMENT IN MEDICAL PRACTICE

TC62A

COMMON ASPECTS OF ELECTRICAL EQUIPMENT USED IN MEDICAL PRACTICE

TC62B

DIAGNOSTIC IMAGING EQUIPMENT

TC62C

EQUIPMENT FOR RADIO THERAPY, NUCLEAR MEDICINE AND RADIATION DOSIMETRY

TC62D

ELECTROMEDICAL EQUIPMENT

TC66

SAFETY OF MEASURING, CONTROL AND LABORATORY EQUIPMENT

TC76

OPTICAL RADIATION SAFETY AND LASER EQUIPMENT

TC77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C85

MEASURING EQUIPMENT FOR ELECTRICAL AND ELECTROMAGNETIC QUANTITIES

TC87

ULTRASONICS

TC106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ASSOCIATED WITH HUMAN EXPOSURE

TC108

SAFETY OF ELECTRONIC EQUIPMENT WITHIN THE FIELD OF AUDIO/VIDEO,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O/IEC
JTC1/SC7

SOFTWARE ENGINEERING

CISPR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자동차 국제표준화기관으로는 공적 표준기관인

시스템이 논의되었으며, 향후에는 지능형 주

ISO의 TC22와 TC204, ITU-T의 SG16가 있으며,

차브레이크 시스템 등 IT 융합 지능형 자동

주요 사실표준화기구로는 MOST, OSGi, Autosar,

차 분야의 국제표준화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SAE, OMA 등이 있다.

ISO/TC204(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산하

ISO/TC22(Road Vehicles) : 도로교통 유형의

에는 SC 분과위원회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성능시험 및 용어에 관련된 표준화이며, 지

는 현재 13개의 WG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능형 자동차 분야의 표준은 SC2(제어장치분

에 WG14(차량과 도로의 경고 및 제어 시스템)는

과)와 SC3(전장품분과)에서, 연료전지 자동차

ISO/TC22(도로차량)와 협력해 지능형 교통체

는 SC21(친환경자동차분과)에서 안전 관련 표

계 중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에 관련된 국제

준을 제정하고 있다. 2008년 12월 회의에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WG16는 CALM 구

는 국제 환경규제 이슈와 관련한 플러그인

조를 기반으로 차량의 중·장거리 무선통신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용 리튬이온전지

접속규격 및 다양한 무선 미디어를 동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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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심리스 핸드오버(Seamless Handover) 표

SW 플랫폼 표준화의 가장 큰 영향력을 제

준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TC204는 2007년

공하고 있으며, OEM 업체 간 SW 모듈 재사

하반기에는 유럽연합의 eCall 의무화에 대비

용성 향상을 통해 전기전자자 아키텍처의

한 WG17 노매딕 디바이스(Nomadic devices)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장용 임베디드 SW

새로 구성해 TC22와 공동으로 차량과 휴대

구조 및 규격을 제정한다. 텔레매틱스 및

용 사용자 기기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시작

HMI와 같은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대

하였다.

한 규격 제정을 추진하며, 현재 BMW, 보쉬

ITU-T SG16 : ITU-T는 2008년 신규 애드혹

(Bosch), 콘티낸털(Continental), 다임러크라이

(ad-hoc)그룹을 구성해 기후변화 및 글로벌

슬러(DaimerChrysler), 현대기아차 등의 완성

통신 연결 필요성을 배경으로 차량정보 기

차 업체와 부품업체,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반의 각종 서비스 및 기술개발의 핵심인 차

있다.

량 게이트웨이 표준 개발을 시작하였다.
UN/ECE/WP29(UN 유럽경제위원회 산하의 세계

3) 섬유·의류

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 : 사실상의 국제표준

섬유 또는 의류가 나노·바이오·IT 등의 타

화 조직으로 6개 분과위원회(GRSG, GRSP,

분야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표준화 영역은 섬유

GRPE, GRRF, GRE, GRB)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의 나노섬유, 전도성 섬유 등이며, 의류로는

ECE 규정(E마크 부여)과 세계기술기준(GTR)

스마트 의류가 있다. 또한 의류에 부착된 통신장

의 제·개정을 논의한다. 최근에는 수소연

비의 기술기준과 장비 간 무선통신을 규정하는

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기술기준이 필요하다.

등에 대한 안전표준을 논의하고, ISO TC

국제표준단체로는 섬유 관련 ISO/TC38(Textile)

204와 조화를 위한 협력도 하고 있다.

이 있으며, IT 융합 관련으로는 ISO/TC215, HL7,

AUTOSAR : 민간표준화기구로 자동차 전장

IEEE 802.15 SGmban, WWRF (Wireless World

■ <표 24> ISO/TC38의 IT 융합 관련 주요 동향
주요 기능

LOHAS
패션의류

융합기술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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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내용
- 유비쿼터스 및 디지털 섬유제품에는 스마트 의류, 생체신호 전달용 섬유제품, 유비쿼터스 의류 등이
있으며, IT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섬유 및 의류 패션제품에 융합된 제품들을 포함
- 유비쿼터스 및 디지털 섬유제품의 표준화는 성능 및 특성의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섬유제품에 사용
된 소재, 센서, 네트워크 간 프로토콜의 표준화와 유비쿼터스 의류에 필요한 디지털 바디, 전자상거
래 시스템 및 가상의류 등의 표준화
- 융합기술을 이용한 특수 기능 섬유 및 섬유제품의 표준화는 각 소재 및 제품의 용도별 기능평가뿐
만 아니라 제품의 허용규격 등도 표준화 대상
- 특수 기능 섬유제품 기술은 이미 상용화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향후 다양한 용도의 디지털 섬유제
품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신속한 국제표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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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orum), NFC포럼 등이 있다. 그러나 IT 융

WG14(Non shipborne Automatic Identification

합과 관련한 표준은 현재 의류 분야 적용을 위한

System) : 선박 이외의 자동 안전 시스템 표

별도의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준화

표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새로운 국제표준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나노섬유, 전도성 섬유가 등장함에

ISO TC8(ships and marine technology)의 e내비게
이 션 (e-navigation) 과 관 련 되 는 부 위 원 회 (Sub

TC8/SC5(Ships’bridge layout) : 선박선교의 배

되고 있기도 하다. 바이오셔츠와 관련이 있는

치 표준화

WWRF 활동은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 표준그룹

TC8/SC6(Navigation) : 항해표준화

(WG5)에서 웨어러블 네트워크 분야의 WBAN 및

TC8/SC7(Inland navigation vessel) : 평수구역

WSN 기술, 응용을 다루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항해 선박의 항해표준화

모델 설정 단계가 아니다.
5) LED
국 제 표 준 은 WPAN (Wireless Personal Area

IEC TC80(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Network) 영역의 PHY와 MAC 표준을 담당하는

equipment and system)는 해상통신기술의 표준을 제

IEEE 802.15에서는 가시광 무선통신(VLC : Visible

정하고 IMO와 긴밀한 협조 아래 표준을 만들고

Light Communication) 표준에 대한 표준계획서격인

있다. IMO(Internation MAritime Organization) 산하

PAR 5C 작업을 2008년 9월 와이코로아 회의에서

MSC(Maritime safety Committee)의 NAVI(Navigation

완료하고 워킹그룹에서 승인을 받았다.

committee)에서 관련 표준의 초안을 작성해 MSC가

IEEE 802.15 VLC는 2007년 11월 애틀랜타 회

채택하고, IMO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TC80

의에서 IG(Interesting Group)로 시작해 2008년 3월

의 WG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에 SG(Study Group)로 격상되었다. 이번에 PAR 5C

WG4A(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

가 승인됨으로써 가시광 무선통신은 TG (Task

GNSS를 이용한 항법 시스템 표준화

Group)로 2009년 1월에 재격상될 것이다. VLC TG

WG6(Digital Interface) : 해상정보의 디지털화

가 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VLC PHY와 MAC

표준

규격을 개발하기 시작해 2011년 말에 규격을 완

WG7A(Electronic Chart System) : 전자해도의

료할 예정이다.

표준화

1
편

Committee)는 다음과 같다.

따라 안전성 및 독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이슈가

4) 조선

특
집

LED 조명의 국제표준 제정은 현재 국제전기

WG8(GMDSS :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기술위원회(IEC)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2009년 4

system) : 조난과 안전 시스템의 표준화

월에는 독일·네덜란드·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

WG8A(AIS : Automatic shipborne identification

해 수십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국

system) : 자동식별장치의 표준화

제표준화 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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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시장의 향배를 결정할 국제표준이 확정

국내병원이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점차 많은

될 예정이어서 국내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곳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있다.
2) 자동차
(2) 국내 표준화 단체 및 동향

기술표준원의 ITS전문위원회에서는 산학연

1) 의료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국내 현황을 기반으

국내의 의료 관련 국가표준은 기술표준원에서

로 한 국제표준화 대응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

제정하고 있으며, 국내표준화단체로는 u헬스포

고 있으며, 자동차전장전문위원회에서는 국내 자

럼코리아(u-Health Forum Korea), 기술표준원의 보

동차 제조사 및 관련 부품업체, ETRI 등이 참여해

건의료정보 표준전문위원회, HL7 Korea, DICOM

2007년부터 자동차용 사고기록장치의 KS표준을

위원회, TTA u헬스 PG 등이 있다.

개발해 오고 있다.

u헬스산업 활성화 포럼 : 현재 40개의 기

TTA PG310에서는 텔레매틱스·ITS, 무선통

업·연구소·학교·병원 등으로 구성되어

신, 차량 간 통신, 차내망 인터페이스 등의 실무반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기

을 통해 국제·국내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기고

술·표준, 정책제도, 시장 서비스, 정보보호)를 통

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간

해 기술표준화, 정책·제도 개정 방안 연구

통신실무반에서는 2008년 차량 간 통신의 VMC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

구조, 물리계층, MAC 계층, 라우팅 규격 등을 개

보건의료정보 표준전문위원회

발하고 있다.

- 기술표준원 : ISO/TC 15의 국제표준의 국
내 규격 부합화 및 국제표준화 대응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의료 분야 용어의 표

텔레매틱스 표준화 포럼은 산업체들의 자발적
인 표준화 조직으로, TTA 산하 텔레매틱스·ITS
PG 및 민간포럼 중심으로 텔레매틱스 기반 표준

준화

개발 및 OSGi 등 국제산업계 표준화 활동을 하고

TTA u헬스 PG : u헬스 표준화로드맵 작업

있다.

및 국내표준의 유지와 보급
그 밖에 의무기록의 코드·용어 등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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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의류

료정보의 데이터 구조와 전송표준에 대해 단기적

현재 전통 섬유산업의 한국산업 규격은 산업

으로 소규모의 표준화 프로젝트가 시도가 있었으

표준심의회 섬유 1부회(섬유소재), 섬유 2부회(섬유

나 표준이 완성되지 못하였다.

제품)에서 총괄하고 있다. 국내는 현재 섬유나 의

DICOM (Digital Imaging COmmunication in

복에 IT를 융합한 u헬스케어 제품이나 스마트 의

Medicine)은 현재 의료영상의 표준으로 진행되고

류 등의 시제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별도로 적용

있어, 거의 모든 영상의료 장비들이 이를 채택하

할 국제 또는 국내 기준이 없어 기존의 무선통신

고 있다. HL7(Healthcare Level 7) 표준은 현재 일부

분야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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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 TTA PG310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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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경제부는 2008년 7월‘뉴IT 전략’에 발맞춰 산

미국 FTA 비준에 대응한‘휴먼 텍스타일(Human

업IT융합포럼 내 섬유분과(섬유IT융합포럼)를 신설

과‘인더스트리얼 텍스타일(Industrial
Textile) 포럼’

하고 전통 섬유산업과 IT 융합 관련 표준 이슈들

Textile) 포럼’
도 발족되었다.

을 논의하고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차세대PC표준화포럼의 웨어러블 네트워크 워

4) 조선

킹그룹에서는 NFC 규격 및 응용 프로파일을

우리나라에서는 TTA가 2009년 처음으로 표준

2006년부터 국내표준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

화 사업에 e내비게이션 표준화에 관한 연구자료

중이며, 인체통신기술의 프로토콜 기술은 2007년

를 수집하고 SRM의 표준화 항목에 넣어 관심을

차세대PC표준화포럼 표준(안)으로 채택되어 TTA

가지고는 있으나, 추진을 위한 구심점이 없고 말

단체표준안으로 제정되었다.

만 무성한 실정이다.

TTA는 IT응용기술위원회(TC4) 산하에 차세대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 IMO 회의에 참석해

PC 프로젝트그룹(PG415)을 두어 웨어러블 네트워

동향을 파악하고는 있으나, 기술위원회에 파견해

크 국내표준 개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표준화 작업에 참여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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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ED

STEP(ISO 10303)을 건축, 플랜트, 구조 등에 활용하

2008년 12월에 컨버터 내장형 발광다이오드

고 있다. STEP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

램프와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 다운라이트 등

에 있는 기술이나, 국내는 초기 단계로 대학과 연

등기구 2종이 국내표준화되고, 2009년에 LED 가

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다.

로등, 반도체 조명 신뢰성 기준, 자동차용 텅스텐

건설 분야 도면정보 교환표준(KOSDIC10)은 국

전구 대체 LED 전구, LED 표준광원 제작 규격안

내 건설 분야 CAD 도면정보의 전자적인 교환, 납

을 제작할 예정이다. 2010년에는 LED 방폭등기

품, 보관을 위해 개발된 국제표준(STEP) 기반의

구, 스탠드용 LED 조명기구, 2011년 국부조명용

CAD 데이터 표준 포맷이다. 이는 국제건설정보

광색기변형 조명기기, 실내조명 기준, 2012년에

표준연맹(IAI)의 표준(IFC)에 2차원 CAD 데이터를

는 고광도 LED 투광기, 일반조명용 LED 램프,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XM-9)에 이용되고 있다.

LED 전광판, LED 선박용 조명규격이 마련될 것

독일 STEP-CDS 표준, 일본 SCADEC 표준과 연계

이다.

및 국제표준 개정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표준 규격 작업을 하고 있는 TTA 가시광

또한 건설현장에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고 있

통신 서비스 실무반은 2008년 9월 25일 5개의 국

으나, 표준화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건설자

내 고유의 국문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발을

재 물류관리를 위한 RFID/USN 기술은 일부 건설

완료하였다.

현장에서 도입되었으며, RFID/USN 국제표준인

가시광 무선통신 송신 PHY 기본구조

ISO/JTC1/SC31과 EPCglobal 규격을 그대로 사용

가시광 무선통신 수신 PHY 기본구조

한다. 그리고 교통건설 관련 표준은 ITS 표준인

가시광 무선통신 조명 LED 인터페이스 기

ISO/TC204가 적용되고 있다.

본구조
가시광 무선통신 조명의 위치정보 제공 기
본구조

Ⅸ. 그린 테크놀로지 : 태양광 에너지

가시광 무선통신 조명 ID 기본구조
이는 관련 국제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표

1. 무한하고 청정한 태양광 에너지

준 작업이 앞서가고 있어서 국제표준을 선도할
기회가 되었다. 한국광기술원에서는 LED 표준화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세계 10대 국가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반도체 조명시장 선점을

전체 사용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위한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원유의 생산량 및 공급변
화에 따라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이 직접적인 영

454

6) 건설

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원유가격 급등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정보 표준화는 건설물 자체,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자원에 대한 것으로 ISO TC184의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이런 화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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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및 우라늄을 연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산화

가장 일조량이 많은 사막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탄소와 핵폐기물 등은 새로운 환경 문제를 야기

데, 각 지역에 이상적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하고 있다.

경우 전부 18T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의한 탄소 배출권 이슈

지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연간 총 에너지 12TW

가 2013년부터는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를 상회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와 같이 태양광 에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에너지

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풍부한 자원으로서

및 환경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태양광, 풍력, 바이

미래에 지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오연료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은

될 수 있다.
태양전지는 p-n접합을 이루는 반도체 다이오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은 지구에서 얻을

드에 빛을 쪼이면 전자가 생성되는 광기전효과

수 있는 가장 풍부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는 에너

(photovoltaic effect)를 이용하는 반도체 소자이다.

지원이다. 태양으로부터 순수 지표면에 공급되는

이와 같이 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기 때문

빛에너지의 총량은 약 12만 테라와트(TW)이다.

에 전기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혀 공해가 발생

이것은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12~14TW)의

하지 않는다. 즉 태양광발전은 미래의 기축 에너

약 1만 배에 해당한다.

지원으로서의 중요성과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만

<그림 17>은 지구상의 일조량을 보여주는 데

들어지는 이산화탄소가 없으므로 지구온난화를

이터이다. 그리고 지도상의 6군데의 점은 그 중

막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

특
집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부
록

<그림 17> | 전세계 태양에너지 일조량 분포

▶ 자료 : Matthias Lost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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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 셀 효율 대비 최고의 양산모듈 효율은 약

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80% 이상의 기술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박막은 아직도 60% 미만으로 기술개발이 더 필요

2. 태양전지 및 분류

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빛을 흡수하여 전자(정공)를 생성하는 태양전

태양전지 모듈은 에너지 전환 효율과 제조비

지는 p-n접합 다이오드 반도체 소자로서 광흡수

용에 의해 3단계로 구별하고 있다. 1세대는 결정

체의 재료에 따라 기술이 구별된다. 먼저 결정형

형(다결정 및 단결정) 실리콘 및 III-V화합물 결정형

과 박막형으로 구별된다.

태양전지이며, 실리콘 태양전지는 가장 성숙된

결정형 태양전지는 단결정(mono-crystalline) 실

기술 분야이다. 2세대는 박막형 반도체(a-Si, CIGS,

리콘과 다결정(poly-crystalline) 실리콘, GaAs 기반

CdTe) 태양전지로서 에너지 전환 효율은 다소 떨

의 III-V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가 있다. 박막형

어지지만, 모듈 제조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3세대

으로는 비정질(amorphous) 실리콘(a-Si), 다결정

는 유기물 등 신재료 및 신개념 태양전지로서 월

(poly-crystalline)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가 있다.

등한 전환 효율(30% 이상)과 가장 저렴한 생산비용

화합물 반도체의 재료는 구리·인듐·갈륨·

을 예상하는 미래기술로서 아직 실험실 수준에

셀레늄(CuInGaSe2 혹은 CIGS)과 카드뮴텔루라이드

머물러 있다. <표 26>은 세대별 태양전지와 그 특

(CdTe)가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유기 및 무기

징을 요약해 나타냈다.

물 반도체 소재로서 전도성 염료(dye) 및 폴리머
등의 다양한 태양전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세대 결정형 실리콘 태양전지 모
듈은 약 10~18%의 효율을 내고 있는 반면, 2세대

이러한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하여 전기로 전

박막형 화합물 반도체 및 3세대 태양전지는 각각

환하는 기능 때문에 이 소자의 특성을 좌우하는

7~13%와 5%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에 머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다. 여러

물러 있다. 제조비용 면에서는 1세대가 가장 비싸

태양전지 셀의 효율을 <표 25>에 나타내었다. 이

며, 2세대인 박막형 태양전지가 효율은 낮더라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결정형 실리콘은 최고의 실

저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

■ <표 25> 셀 및 양산모듈의 최고 효율 비교
구 분

결정형

박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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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기술

최고 셀 효율(%)

최고 양산 효율(%)

단결정 실리콘

25

20

다결정 실리콘

20.3

17.5

리본 / Sheet Si

22

20

집광형

29(Si), 36(GaSaP)

24(Si)

비결정 실리콘

12~16

8.0

CIGS

19.9

12

CdTe

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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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세대별 태양전지의 특징
세대 구분

1세대

2세대

결정형

구 분

3세대
박막형

단결정 Si

다결정 Si

lll-V

박막 Si

CdTe

CIGS

염료감응

유기

시장점유율

42%

43%

<0.1%

12%

2.7%

0.2%

<0.1%

<0.1%

모듈효율

15%

12%

35%

8%

10%

12%

7%

5%

특 징

특
집

신뢰성 확보
안정된 생산공정

고효율

고비용 공정,
소재 가격인하 한계

고비용
소재

생산단가 저렴
저효율/
내구성

독성 소재

나노

편

생산단가 매우 저렴

고비용
소재

내구성
미확보

저효율

1

신개념

리나라에서 산업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술은

작하기 때문이다. 각 단계별로 구분되어 사업화

1세대 단결정 및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가 대부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태양전지 모듈을 만들기

분이며, 박막형 태양전지는 다음에 설명한 바와

위해서는 모든 단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

같이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다. <표 26>의 항목

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치사슬의 수직계열화라

중 시장점유율은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고 한다.

2
편

3
편

4
편

<그림 18>은 태양전지 모듈 생산 과정에서 결

이에 비해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은 보통 유리

정형과 박막형 태양전지의 차이를 도식적으로 나

기판이나 금속 포일(foil) 위에 반도체를 박막 증착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1세대 결정형 실리

함으로써 셀 및 모듈까지 단일 장소에서 일괄공

콘 태양전지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 잉곳,

정으로 마칠 수 있다. 이 점이 결정형 태양전지 기

웨이퍼, 셀, 모듈 단계로 제작되는 과정이 꼭 필요

술과 모듈 생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박막형

하다. 여러 셀들을 이어 붙여 태양전지 모듈을 제

태양전지 모듈 제작 과정을 모노리식 집적화

<그림 18> | 결정형과 박막형 태양전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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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양광발전 응용의 실례를 보이고 있다.

(monolithic integration)라고 한다.

단계별 모듈 공정 과정을 거치는 결정형에 비

태양전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포터블 IT 기기

해 단일 집적화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박막형

등에 사용되는 휴대전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

태양전지 모듈 제작은 결정형 실리콘 태양전지보

다. 최근 들어 소규모 분산 발전용으로 별도의 패

다 공정 단계가 약 반수 정도로 짧고 단순하다는

널 형태 또는 건축물과 일체화된 외장재(창문, 외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박막형 태양전지가 갖고

벽, 지붕 등)로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있는 약점은 대면적 태양전지 모듈의 에너지 전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BIPV : Building Integrated

환 효율이 결정형 실리콘에 비해 아직도 많이 낮

Photo-Voltaics)라고 부른다.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시범주택 등의 국가보

<표 26>에서 알 수 있듯이 박막형 CIGS 태양

급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가옥에 설치되고 있으며,

전지 셀의 실험실 효율(19.9%)은 다결정 실리콘 태

외국에서는 상업용으로 대형 사무실 및 공공건물

양전지(20.3%)와 대등한 수준에 있으나, 보고된 최

에 응용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 또한 계통발전

고 양산 효율은 CIGS 태양전지가 12%인 반면, 다

용으로는 세계적으로 수 MW에서 수백 MW까지

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는 17.5%로서 큰 차이를 보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소에 점차 광범위하게 활용

이고 있다. 박막형 태양전지 분야는 세계적으로

될 전망이다.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으며, 결정형 실리콘

아직까지 태양전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

에 비해 큰 셀·모듈 효율 격차와 소재 추가 개발

산하는 것은 대단히 비싼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의 여지가 많이 있다.

태양광발전 전력생산단가가 600~700원/kWh로
알려져 있다. 이는 타 에너지(예; 원자력은 40원/kWh,

3. 태양광발전 산업화의 도전 과제

수력은 70원/kWh)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 비싸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양광 선진국인
오늘날 태양전지 산업 활용은 크게 가정용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

(residential), 상업용(commercial), 계통발전용(utility-

함으로써 태양광발전의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다.

tied)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그림 19>는 다양

그러나 이 기술이 진정으로 산업화를 이루기 위

<그림 19> | 다양한 태양광발전 응용의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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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태양광에 의한 전력생산단가가 화석연료

4. 태양광발전 산업 동향

에 의한 것과 대등해져야 하는데, 이를 그리드 패
리티라고 한다. 이것이 달성되어야 본격적으로
태양광 시장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국외 동향

2000년 이후 태양광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미국의 태양광발전 프로그램인 솔라 아메리카

38.4%로 타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가장 급격한 상

이니셔티브(Solar America Initiative)는 2015년에 계

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는 연

통발전 시스템을 위해 5~7센트/kWh를 달성하겠

평균 성장률 20%로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

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CdTe 태양전

(iSuppli 2008). 2007년 말 현재 전세계 태양전지 생

지 회사인 퍼스트솔라(First Solar Inc.)는 2012년에

산량은 3.4GW였으며(SolarBuzzTM, March 2008),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공

2010년까지 그 생산 규모가 10~15GW에 도달할

언하고 있다. ETRI도 2015년 발전단가를 70원

것으로 예측한다.

/kWh으로 하기 위한 비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박막형 태양광발전

2007년 현재 1세대 결정형 실리콘 태양전지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전체 시

태양광발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실

장에서 박막형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리콘 태양전지의 높은 효율과 안정된 성능 때문

30%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2007년 양산 1위

이다. 그러나 실리콘 소재의 공급부족 현상이 갈

인 Q-cells(독일)이 389MW를 생산한 것을 비롯해

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수급 불균형에 의한 고비

대부분 1세대 결정형 실리콘 태양전지가 세계 10

용 요소도 당분간 해소가 불투명하다. 또한 우리

대 생산업체를 차지하고 있다. 박막형 태양전지

나라는 이미 결정형 실리콘 태양전지 원천기술

생산업체로는 유일하게 퍼스트솔라(First Solar Inc.,

확보 및 산업화 측면에서 독일, 일본, 중국에 비해

미국) 가 207MW를 생산해 4위를 차지하였다

늦었기 때문에 대외 기술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

(CdTe).

을 것이다.

특
집

국가별 태양전지 생산업체를 보면 중국과 대

이와 비교하면 차세대 태양광발전 기술인 박

만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막형 태양전지 분야는 세계적으로 아직 산업화

우리나라는 2007년과 2008년 동안 결정형 실리콘

초기 단계이고, 실용화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 가

태양전지 모듈 생산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졌기 때

능성도 높아서 국내 기술에 의한 대외경쟁력을

문에 향후 한국기업의 순위 진입을 예상해 본다.

확보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박막 태양전지는 CdTe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적인 면에서도 박막형 태양전지는 결정형 실리콘

퍼스트솔라를 제외하고는 2008년의 글로벌 솔라

태양전지에 비해 에너지 회수 기간이 반으로 짧

에너지(Global Solar Energy, 미국)가 상용 CIGS 박막

고, 소재 사용을 약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며,

태양전지 모듈을 출시했으며, 생산 능력은 75MW

대면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생산비용

에 달한다. 2009년부터는 더 많은 CIGS 태양전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모듈 상용 제품이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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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일본의 Showa Shell, Honda Soltec, 독일

조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삼성전자(LCD총괄)에서

의 Wurth 등이 CIGS 태양전지 양산 능력을 보유

a-Si 태양전지를 포함한 박막형 태양전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주시할 정도의 생산에

수행 중이다. 벤처기업으로는 텔리오솔라코리아

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미국 델라웨어대의 IEC (Institute of Energy
Conversion)연구소와 원천기술 이전 관련 장기 라이

(2) 국내 동향

2008년 4월 현재 국내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 30일 파일럿 라
인을 준공하고 2009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고 있거나 선언한 업체(설치 분야 제외)의 수는 총
47개사로, 이들 업체 중 대부분(전체의 46%)은 1세

5. 향후 추진 전략

대 결정형 실리콘(Si) 소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업체는 소디프신소재(모노실란), 동양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은 미래 기축 에

철화학(폴리실리콘), 웅진에너지(잉곳), 스마트에이

너지원으로서, 그리고 찌꺼기와 이산화탄소 배출

스(웨이퍼) 등이다.

이 없는 청정에너지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한편 태양전지 셀을 생산하는 업체는 11개사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

에 불과하며, KPE·현대중공업 등이 결정형 실리

고 있다. 따라서 조직적인 연구체계를 구성하고,

콘 태양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박막형 태양전지

전략적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업체는 5개사이며, 실리

구개발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콘 소재와 더불어 기술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리고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 측면에서 독일,

모듈 분야에는 에스에너지 등 11개의 업체가 몰

일본, 중국에 비해 뒤떨어진 결정형 실리콘 태양

려 있다. CIGS 태양전지 생산을 하겠다고 선언한

전지보다 비교적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의 기회

업체는 LG마이크론과 텔리오솔라 단 두 회사뿐

가 많이 남아 있는 차세대 박막형 태양전지에 대

이다. 그밖에 공정 장비업체로서는 아바코, 주성

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가 있다.
2008년 중반을 지나면서 국내기업들의 급격

실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한 참여로 인해 태양광발전 설비투자가 결정형

있다. 첫째는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 효율의 향상

및 박막형 태양전지 분야로 확대일로에 있다. LG

이다. 즉 아직도 약 10% 이하에 머물고 있는 a-Si

그룹에서는 그룹 내 태양광발전 역량을 결정형

와 CIGS 태양전지 양산 모듈의 효율을 결정형 실

실리콘 태양전지로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LG마

리콘 태양전지와 같이 최고 셀의 80% 수준까지

이크론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과 CIGS 태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는 양산(manufacturing) 효율

양전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대면적

의 향상이다. 즉 대량생산을 위한 대면적 태양전

CIGS 상용화 사업을 기획 중이다.

지 소자 공정기술(scale-up), 스루풋(throughput) 향

삼성그룹에서도 그룹 내 태양광발전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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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가 소재 사용의 효율적 사용 및 혁신적 저감

기술표준화 추진 동향 | 제 3 편

(특히 인듐)기술의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

objectives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째는 장비기술의 개발이다. 비정질 실리콘 태양

IMT-20000 and systems beyond IMT-2000,

전지를 제외하고는 CIGS 및 CdTe 등의 제조장비

2003.

기술이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결정형 실리

u센서 네트워크(USN) 구축 기본계획, 정보

콘 태양전지와 같이 턴키 방식의 제조장비 기술

통신부, 2004.2.

이 박막형에서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표철식, 채종석, 차세대 RFID/USN 기술 발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태양전지 분

전 전망, 한국정보통신학회지 제24권 18호.
모바일RFID포럼, http://www.mrf.or.kr

하고 있다.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및 디스플

KICS.KO-06.0143/R1, {0 2 450} OID(Object

레이 기술을 태양광발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

IDentifier) 등록 및 관리체계, 2008. 10.

로 활용한다면 단시일 내에 세계적인 기술 수준

KICS.KO-06.0103/R1, RFID 검색 서비스

에 도달하고, 태양광발전 신성장동력을 창출해낼

(ODS) 구조, 2008. 10.

수 있을 것이다.

Study on Sensor Networks, ISO/IEC JTC1
SGSN Technical Document, 2008.10.
이성휘, 주요국 로봇 기술개발 동향과 시사
점, IT Insight, IITA, 2008.9.
이승주, 최근 로봇산업 동향과 향후 전망,

전황수, IT융합시대의 IT부품 소재산업 대

주간기술동향, IITA, 2007.12.

응방향,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3권 제2

윤희종, 로봇강국 코리아 원천기술 개발 산

호, pp.23~33, 2008.4.

실, 파이낸셜뉴스, 2008.12.

기술표준원, IT 융합기술 분야 표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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