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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념 및 특성

01

개념

■ 지능형 홈(Intelligent Home)

·지능형 정보생활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람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으로 인간 중심의 서비스 환경(HOME: Human Oriented Mutual
Environment)에서 유익한 그린·실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정보생활기기 : 통신기기, 정보기기, 가전기기, 제어기기 등을 포함하여 생활에 활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 생활서비스 : 통신, 제어, 교육, 헬스, 엔터테인먼트 등 생활을 통하여 접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

▼ 지능형 홈 산업의 범위 ▼

[협의] 홈서버, 정보가전, 융합단말 및
이를 하나의 가상홈으로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구축과 홈서비스를 포함
하는 산업

[광의] 건설/주택 인프라와 전자/통신
기기 산업에서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新산업 : 다양한 분야 융합산
업의 수요처

■ 외부망과 가정을 연결하고 융합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모든 자원을 자율/통합적으로 관장
하여, 다양한 실감·감성형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홈플랫폼”
■ 유선과 무선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택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족시키며 정보생활기기의 항시 접속을 보장하는“유무선 네트워킹”
■ 정보생활기기가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상황을 인식하고 맞춤형 융합정보가전 서비스를 고
실감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 제공하는“지능형 융합정보가전”
■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그린홈 기술”
■ 사용자 영상입출력 시스템의 입체화를 통해 실감형 영상데이터를 재생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가전기기와 교감체험 할 수 있는“실감형 3D 능동서비스 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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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홈(Intelligent Home) 개념도 :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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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홈(Intelligent Home) 개념도 : 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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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성

■ 지능형 홈은 생활편의 극대화를 제공하는 정보생활기기·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가정환경
● 편리한 삶 :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검침, 원격제어 등 편리한 생활 가능
● 안전한 삶 : 방범, 방재,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도난, 재난 등을
24시간 방지하여 안전한 생활 보장
● 경제적인 삶 : 그린홈 에너지 관리,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등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가정에서 처리하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개인의 선택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
● 즐거운 삶 : 실감형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IPTV, 감성형 온라인 게임 등 각종 오락 등을 즐길 수
있고,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거주 환경의 지능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이종산업의 융합 확산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은 통신, 방송, 가전, 건설, 콘텐츠, 로봇,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는
융합 산업 최대 수요처이며 유비 쿼터스 서비스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
● 정보가전산업, IT인프라, 고밀도 주거환경의 융합을 통해 홈 네트워크 기반의 안전하고·편리하고
·건강한 삶 제공
※ 정보가전 산업 경쟁력 세계 4위, 휴대폰 보급률 세계1위, 아파트보급률 세계1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1,200만 가구, 홈네트워크 구축 가구 570만 세대 보급

■ 지능형 홈 산업은 타산업과의 전·후방 연관 파급효과가 큰 융합 산업
● 건설 및 주택산업이 인프라를 갖추고, 전자·통신산업에서 기기 및 서비스를 공급받는 산업구조가
형성
●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u-City/u-Health 등을 이루기 위한 필수기반으로 산업이 융합 될수록 응용
범위가 무한한 분야

■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New IT 융·복합 산업
● 평균수명연장, 급격한 출산률 저하 등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
● 일과 놀이의 융합, 사교육비 부담 해소, Well-being 문화 확산 등 풍요로운 세상 실현의 근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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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고령화 인구 전망 ▼

■ 가전, 건설, 의료 등 전통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해주어 세계 시장 경쟁력 상승 및 시장 점유
확대의 기회 제공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가전 시장은 네트워크화된 미디어 가전 중심으로 진화, ’
07년 전체 가전시장 10.4%의 비중을 차지
하던 미디어 가전은 ’
13년 37.8%로 빠른 속도로 진화 혹은 대체되고 있음

▼ 기존 디지털 가전 시장과 네트워크 미디어 가전 시장 비교 ▼
2007
디지털 가전

2009

2010

2011

2012

2013

206,080 203,901 198,602 192,976 186,022 188,805 193,989

네트워크 미디어 가전 21,531
비중

2008

(단위 : $M)

10.4%

28,381

33,760

42,203

57,383

60,645

73,322

13.9%

17.0%

21.9%

30.8%

32.1%

37.8%

CAGR
’
08~’
13
-1.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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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의 에너지 비용으로 다양한 댁내 융합 서비스 향유가 가능
● 지능화된 전력절감 홈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댁내의 정보생활기기 및 융합 IT 기기의 전력소비
모니터링 및 전력 소모에 능동적 제어/관리
● 댁내에서 이루어지는 융합화 기술들을 지능화된 에너지 절감 홈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동 및 통합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의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

■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된 그린에너지 홈 산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홈네트워크 핵심
서비스로의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
● 정부 정책, 교육 및 제조업체의 리드에 따라 소비자들은“Green”
에 대한 호기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Green Consumer”등장
● Green by Home Network 에 의한 가정 내에서의 정보생활기기 사용시, 에너지 절감 소비패턴
까지 고려한 지능형 홈 산업 모델로 진화될 것임

▼ 세계 시장의 에너지 소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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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그린홈의 역할
● 최근의 CO2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의 경주는 세계적 추세며 국가적 Agenda가 되고 있는데,
건축물은 산업, 수송과 함께 3대 온실가스 배출부문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므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CO2 절감은 스마트 홈의 중요한 Application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국내에서도 2020년 BAU 대비 국가 CO2 30% 감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전 산업 분야에 감축목표
할당을 추진하고 있음. 주택 부문도 할당 대상에 포함되는 추세임
● 세계적 에너지효율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는 국내에서도 2030년
까지 전 부문에 도입될 예정이며, 수용가 부문은 2020년까지 도입될 예정임
● 이러한 CO2 저감, 자원 절약, 에너지 효율화 등의 요구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국가 CO2 관제
체계 등의 형태로 주택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주택 분야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Passive 체계 중심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주로 검토되고
있으며, Active한 대응은 제한적인 상황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급변하는 트렌드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효율화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필요로 하는데, 스마트 홈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플랫폼이며, 이미 안정화된 산업을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스마트 홈 인프라를 기반으로 외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으며, 보다 저비용으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함

■ 3D 기술은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광고, 건축 등 광범위한 산업에 응용
되면서 시장규모 급증 전망
● 3D는 모노 → 스테레오 전환, 흑백 → 컬러 전환에 비견되는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비약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3D 기술이 영상 산업에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영상처리 기술영역에서 변화가 발생되며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됨
● 3D 영상 시스템은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수준을 넘어 인터랙션 기능이 융합되어 다양한 체감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들이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예상됨
● 세계적으로도 3D기술과 산업은 막 태동하고 있어, 국내시장 조기형성과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선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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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네트워크/정보가전 기술범위 ▼
중분류 (1단계)

소분류

관련 요소기술
홈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홈서버/
게이트웨이

콘텐츠 처리·관리·스트리밍 기술
사용자 인증·보안 기술
이종 서비스 연동 기술
정보가전간 상호연동 기술

홈 플랫폼

홈 자원 구성·관리 및 상황인지 기술
홈 미들웨어

홈 서비스 플랫폼 기술
장애 처리(수집, 분석, 처리) 기술
감성기반 객체(기기, 사물, 콘텐츠, 사람)간 협업 기술
이종망(액세스망, 댁내망 등) 정합 기술

망간 연동 기술

외부 서버(단지, 사업자 등)와 연동 기술

유선
홈네트워킹

저속/고속 유선 모뎀(전력선, 전화선, RS-485, 이더넷 등) 기술

원격 홈 유지보수 및 단지관리 기술
노이즈 제거 및 필터링 기술
저속 무선 모뎀(Zigbee, Bluetooth, Binary-CDMA, VLC 등) 기술

유무선 홈네트워킹

무선
홈네트워킹

고속 무선 모뎀(UWB, mmWave, WLAN 등) 기술
무선 위치 인식 및 주파수 간섭 회피 기술
Power-Aware Mesh 네트워킹 기술
이종 응용 프로토콜 추상화 기술

유무선
연동 기술

이종 네트워크 프로토콜 변환 기술
이종 연동 브릿지/Femtocell AP 기술
QoS 보장/대역폭 가상화 기술
융합정보가전 미들웨어(홈네트워크연동, 자가치유 등) 기술

융합정보가전
서비스 기술

홈 컨버전스 미디어 가상화 기술
맞춤형 케어(건강)가전 기술
맞춤형 디지털 광고 기술

지능형 융합정보가전

감성융합
상황인지 기술

홈 센서 네트워킹 기술
상황·감성정보 센싱 기술
감성융합 상황인식 기술
고차원(3D, 4D, 가상세계)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고실감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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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1단계)

소분류

관련 요소기술
에너지 인지, 프로파일링, 예측 기술

그린홈관리 기술

에너지 제어/관리 프로토콜 기술
그린 홈 환경 관리 기술
마이크로 에너지 라우팅 기술

그린홈 네트워크 기술
그린홈 기술

환경/에너지 정보를 위한 멀티-포인트 무선 네트워크 기술
가정용 신재생 에너지 생산/저장 및 전력망 연계 기술
가정용 스마트 그리드 수용가 중심의 스마트 DR(Demand Response) 서비스 기술
연동 기술
전기 자동차(EV) 에너지/인포메이션 인터페이스 기술
그린 홈 DC 전력 관리 및 제어 기술
무안경식 Display 기술
3D 디스플레이 기술
휴먼팩터 제어기술
홈네트워크/정보가전

3D영상 편집 및 제작 기술
3D 콘텐츠 기술
3D서비스 플랫폼

3D 다중포맷 변환기술
3D 가상현실/증강현실 융합기술
컴퓨터 형성 홀로그램(CGH) 기술

홀로그램 기술

홀로그래픽 스크린 기술
파노라마 홀로그램 합성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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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Ⅱ. 현황 및 전망

01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가. 세계 시장현황 및 전망
■ 세계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시장은 2008년에 828억 달러에서 연평균 16.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3년에는 1,773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
▼ 세계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시장현황 및 전망 ▼
2009

2010

2011

세계시장 합계

236,097

274,717

323,615

홈플랫폼 장비

75,955

83,142

89,127

92,976

87,553

82,446

1.7%

홈서버

59,784

66,438

72,322

76,614

71,357

66,461

2.1%

홈게이트웨이

1,104

1,143

1,204

1,157

1,120

1,084

-0.4%

Set-Top Box

15,067

15,561

15,601

15,205

15,076

14,948

-0.2%

4,731

6,072

7,333

8,480

9,437

10,502

17.3%

외장형 Media Adapter

224

353

473

580

718

889

31.7%

유선 Chip Set

100

110

114

116

118

120

3.7%

무선 Chip Set

4,407

5,609

6,746

7,784

8,601

9,504

16.6%

홈인프라 장비

6,071

5,700

5,005

4,538

4,187

3,863

-8.6%

정보가전

65,183

85,572

117,964

163,750

177,618

187,341

23.5%

3,471

5,017

7,726

9,818

10,472

10,977

10.5%

홈오토메이션장비

2013

2014

CAGR
’
09-’
14

구 분

홈네트워킹 장비

2012

(단위 : $M)

381,018 386,257 388,136

10.5%

※ 자료 출처 : ABI Research(Home Networking Market Data, 2009/1), ABI Research(Home Automation
and Security,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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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랫폼 장비 시장은 2009년 759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824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 홈서버 시장은 2009년 597억 원 규모에서 2014년까지 2.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664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전망
- 셋톱박스 시장은 2011년 이후부터 점차 줄어들어 2014년에는 149억 달러 규모에 그칠 전망
● 홈플랫폼 기술은 자율협업 기반 융합형 서비스로 발전
- 댁내외 다양한 이종 디바이스 간 Seamless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상호 서비스 협업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생성이 가능한 환경으로 발전 기대
- 실시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댁내 단말 간에 자유로이 분배하고, 콘텐츠와 연관성을 갖는 부가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상호작용적인 융합형 서비스를 자동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u-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
● 세계 홈네트워킹 장비 시장은 2009년 47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3%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105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 무선 칩셋 시장은 홈네트워킹 장비 시장의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16.6%의
성장률을 보이며 95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무선 칩셋 시장 중 WiFi 시장은 연평균 16.4%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4년에는 무선 칩셋시장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UWB와 NFC는 무선 칩셋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연평균 1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주거 공간에 있는 다양한 가전기기와 시스템들 간에 Seamless한 연결을 제공하여 홈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은 2000년대 초반에는 유선 중심에서, 2000년대 중반
부터 무선 기술이 홈네트워크 제품에 탑재되어 왔으며,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무선과 유선을
융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확산되고 있음
- 유선 홈네트워크 기술은 저속 전력선 통신 기술 중심에서 고속 전력선 통신 기술, MoCA 통신 기술,
전화선 통신 기술 등 다수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속화되고 기축 주택에도 보급이
가능하도록 발전
- 무선 홈네트워크 기술은 유선 기술이 갖는 회선 설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UWB 기반의 고속
무선 기술과 위치인식이 가능한 저속 무선 기술로 발전
- 유선과 무선 홈네트워크를 융합하여 새로운 홈네트워크 구축 모델을 제시하는 유무선 홈네트워크
컨버전스 모델로 발전
● 홈인프라 장비 시장은 2009년 60억 달러 규모에서 2014년까지 -8.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38억 달러 규모에 그칠 전망
- NIC/LOM 시장이 홈인프라 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7.0%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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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자원인 서비스,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합하여 자율적인 홈네트워크 자원
통합 관리의 단계로 발전
- 누구나 쉽게 기기를 설치하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발전
-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자동구성관리를 제공하는
Device Architecture에 대한 표준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정보가전 시장은 2009년 2조 2,678억 달러로 홈플랫폼 장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25.6%의 높은 성장률과 함께 2014년에는 7조 951억 달러로 성장하여 홈네트워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
●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며, 기능이 고도화되어도 H/W 교체없이 S/W 업그레이드만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자기-진단, 자기-진화형 지능형 정보가전기기로 진화
- 스스로 가전기기의 상태를 체크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기능이 바뀌어도 S/W를 자동
으로 다운로드하여 자율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자기-진화형 정보가전기기로 진화될 것임
● 융합 상황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안전과 고령의 노약자, 장애자, 독거인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간 중심의 Life-care 서비스로 발전
-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상황의 개인을 대상으로 의료, 건강 모니터링, 안전 및 보안, 응급 시스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Life-care 서비스의 중요성 확산
- 생활안전 및 건강 유지관리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된 맞춤형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가디언 시스템으로 발전
● 사용자 단말 분야는 휴대성과 편리성이 개선되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간 친화적인
개인컴퓨팅 단말 발전
- 사용자의 정보이용환경과 목적에 따라 기능의 분리와 용도의 전문화에 따라 입출력 정보의 다양화,
기기의 소형화, 기능 세분화로 시계, 옷, 안경 등 착용형 단말이 등장하며, 2015년에는 인체이식형
단말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
● 집안의 환경을 영화나 드라마 속의 실제 장면처럼 재현해 주는 실감형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발전
- 실감형 미디어 생성 및 재현, 미디어와 가전기기 간 연동에 대한 표준화 및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 홈오토메이션장비 시장은 2009년 1,207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8.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4년에는 4,157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에너지 인지 홈네트워크 기술 분야는 네트워크 기반 및 서비스 기반 전력절감 기술분야로 진화 전망
- 네트워크 기반 전력절감 기술은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되는 사용자에게는 IT 기기의 상시
연결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력절감 기술 출현
-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상태, 사용자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전력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 출현

312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나.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 국내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시장은 2009년에 2조 8,978억 원에서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4년에는 3조 4,685억 원 수준에 이를 전망
▼ 국내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시장현황 및 전망 ▼
2009

2010

국내 시장 합계

5,406,979

6,115,937

홈플랫폼 장비

2,897,820 2,997,839

2011

2012

7,291,189 8,933,635

2013

(단위 : 백만원)

2014

10,073,858 11,177,390

3,112,810 3,229,435 3,346,872

CAGR
’
09-’
14
15.6%

3,468,580

3.7%

13,500

14,588

15,808

17,129

18,246

19,436

7.6%

홈게이트웨이

53,000

57,600

63,174

67,978

73,335

79,114

8.3%

Set-Top Box

2,831,320

3,144,328 3,255,292

3,370,172

3.5%

홈네트워킹 장비

2,925,651 3,033,855

108,091

118,318

130,157

143,005

160,874

180,976

10.9%

유선 Chip Set

36,900

39,324

41,865

44,603

47,328

50,219

6.4%

무선 Chip Set

71,191

78,664

88,292

98,402

113,546

131,021

13.0%

12,500

13,109

13,848

14,690

15,786

16,964

6.3%

2,821,265 3,786,399

5,232,773

6,185,622

7,095,125

25.6%

313,732

364,703

415,746

28.1%

홈인프라 장비
정보가전
홈오토메이션장비

2,267,818
120,750

165,406

247,975

홈네트워크/정보가전

홈서버

※ 자료 출처 : ETRI(홈네트워크 산업의 시장전망 및 서비스 수용도 분석,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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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세계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시장과 동일한 추세로 홈플랫폼 장비와 정보가전이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정보가전 시장은 2009년 2조 2,678억 원에서 연평균 25.6%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4년 7조 95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홈오토메이션 장비 시장 또한 28.1%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2009년 1,207억 원에서
2014년 4,157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 국내 홈플랫폼 장비 생산은 2조 8,978억 원 규모에서 2014년까지 3.7%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3조
3,468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
- 홈서버 시장은 2009년 135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194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
- 국내 홈플랫폼 장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셋톱박스 시장도 2014년까지 3.5%의 성장률을
보이며 3조 3,701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
● 홈게이트웨이 및 홈서버는 향후 광대역 양방향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 지원으로 가정 내
홈네트워크 상에서의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홈오토메이션, 통신 방송, 게임의 융합 서비스 및
실감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사용자의 Context 및 서비스 이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으로써 Energy-Aware 기능도 함께 제공하는 u-Gateway/u-Server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국내 홈네트워킹 장비의 생산은 2009년 1,08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10.9%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1,809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
- 무선 칩셋 시장은 홈네트워킹 장비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13.0%의
성장률을 보이며 1,310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
● 국내의 경우 1999년 4월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 이후 신규 아파트의 대부분이 초고속 인터넷
접속 환경으로 이더넷을 설치하는 등 이더넷이 홈네트워크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고속 PLC 기술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고속 PLC 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저속 무선 통신 표준인 ZigBee와 센서를 연동한 USN 기반의 방재, 자동화, 환경감시, 농작물 관리
등의 서비스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추가 배선이 어려운 기존 주택에서는 u-Home 백본으로서 고속 전력선 통신은 유망한 솔루션으로
부각. 특히 최근 IPTV의 보급 증가는 댁내 고속통신망 확보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Mbps급의 고속 전력선 통신은 유망한 솔루션으로 각광
- 전력회사의 경우 원격검침과 전력 설비관리 수요를 바탕으로 고속전력선 통신망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전력부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 홈인프라 장비의 국내 생산액은 2009년 125억 원 규모에서 2014년까지 6.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169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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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홈네트워크 서비스별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8-2009
2008

2009
증가액

증가율

합 계

386,126

637,080

250,954

65.0%

홈오토메이션

183,777

200,240

16,463

9.0%

홈시큐리티

26,000

27,000

1,000

3.8%

홈엔터테인먼트

49,600

100,030

50,430

101.7%

댁내인프라구축

19,200

21,250

2,050

10.7%

솔루션개발

12,649

22,100

9,451

74.7%

기 타

94,900

266,460

171,560

180.8%

※ 자료 출처 : ETRI, 홈네트워크 산업의 시장전망 및 서비스 수용도 분석, 2010/1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홈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솔루션 제공업체중 한국 홈네트워크 산업협회 회원사 및
코참비즈에 등록된 홈네트워크 관련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임
● 국내 홈네트워크 서비스 매출은 2009년에 6,37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65.0%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서비스 별로 살펴보면, 홈오토메이션이 2,002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매출이 1,000억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함
- 성장률 측면에서는 홈엔터테인먼트와 솔루션 개발 분야가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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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 분

홈
플랫폼

유무선
홈
네트
워킹

지능형
융합
정보
가전

316

현재 기술 (~에서)

개발 방향 (~로)

홈서버/
게이트웨이

통방 융합 홈서버에서
멀티미디어 중심 서비스에서
동일 도메인 서비스에서
실감미디어 서비스

실감형 홈서버로
사용자 중심 융합형 서비스/콘텐츠로
이종 도메인 서비스 연동으로
감성융합 미디어 서비스로

홈 미들웨어

동종 홈네트워크간 상호연동에서
홈네트워크 자원별 자동구성관리에서
제한된 범위의 상황인식에서
홈네트워크 장애 처리가 되지않는 환경
에서
기기중심의 관리에서

이종 홈네트워크간 상호연동으로
홈네트워크 자원 통합 자율구성 및
협업으로
의미와 감성을 고려한 상황인지로
홈네트워크 장애를 스스로 처리하는
환경으로
기기와 건축정보를 통합한 관리로

망간
연동 기술

동일 사업자간 연동에서
Off-Line 기반의 유지보수에서

이종 사업자간 연동으로
원격에서 On-Line 유지보수로

유선
홈네트워킹

RS-485 중심의 저속에서
전력선의 제한된 노이즈 제거에서

전력선,이더넷,케이블 중심의고속으로
전력선의 노이즈-Free 환경으로

무선
홈네트워킹

1M 이하, 480Mbps급 WPAN에서
1m급 이내 위치인식에서
수동적인 주파수 간섭 회피에서
공급자 중심 네트워크에서
Infra 모드 통신 중심에서

저전력, Gbps급이상 WPAN으로
수cm급 위치인식으로
동적인 주파수 간섭 회피로
사용자 중심 네트워크로
Mesh 네트워킹 환경으로

유무선
연동 기술

이종 응용 프로토콜 추상화 기술
고정형 AP 중심에서
제한된 범위의 QoS 보장에서

이종 연동 브릿지/Femtocell AP로
대역폭 가상화를 통한 QoS 보장으로

융합정보가전
서비스 기술

거치형 디지털가전에서
사용자 제어 가전에서

휴대 복합형 네트워크 가전으로
개인 맞춤형 융합정보 가전으로

감성융합
상황인지 기술

개별적인 상황정보 제공에서
- 홈 환경정보위주 단일센싱에서
- 홈 단일센싱 기반 제어에서

융합 상황정보 제공으로
- 홈 상황 및 감성 융합센싱으로
- 홈 융합센싱 기반 제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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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능형
융합
정보
가전

지능형/인터랙티브한 에이전트로
오감융합형 멀티모달로
고차원(3/4D/가상세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홈내 전력사용량 단순인지에서
기기 단순제어에서
건설위주의 패시브시스템 기술에서

전력 측정, 제어, 관리로
댁내외 정보 연계형 제어로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연동을 포함한
액티브시스템 기술로

그린홈
네트워크 기술

고속 유무선네트워크 기술에서
고비용 무선 전송 기술에서
정보처리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저전력 고속 유무선네트워크 기술로
저비용 무선 전송 기술로
정보와 에너지 저장, 라우팅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라우팅으로

가정용
스마트 그리드
연동 기술

공급자로부터 에너지를 수신하는
형태에서
기기 사업자가 제공하는 에너지 사용
인프라 기술에서

양방향 에너지 프로슈머 형태로
단위그리드 구축을 통한 에너지 연동 인프라
기술로

3D
디스 플레이기술

안경식 디스플레이에서
단순 3D 재생에서

무안경식 기술로
휴먼팩터 고려한 편안한 재생으로

3D
콘텐츠기술

수동 3D 영상 편집 및 제작 기술에서
단일포맷 기술에서
단순 콘텐츠 재현 에서

자동 3D 영상 편집 및 제작 기술로
다중포맷 자동변환기술로
AR/VR을 이용한 3D 융합기술로

3D
홀로그램기술

수동 광학계 생성 홀로그램 기술에서
정적 홀로그램 기술에서

실시간 컴퓨터 형성 CGH 기술로
동적 홀로그램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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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3D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방향 (~로)

사용자의 수동형 입력에서
대화/제스쳐형 멀티모달에서
2D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고실감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그린홈
관리

그린홈
기술

현재 기술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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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1) 홈플랫폼
■ 개별 서비스에서 서비스 간 연동으로 실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자율협업 기반
실감 홈플랫폼 기술 개발 추세
●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과 연동하여 새로운 융합형/실감형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홈서버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우위 선점을 위해 핵심 장치인 홈서버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홈오토메이션 서버로부터 개인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DTV, 게임기 등이 융합된
홈미디어 서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사업자 위주로 서비스 및 콘텐츠를 구성 전달하는 방식에서 콘텐츠와 연관성을 갖는 부가 콘텐츠
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디바이스 간 협업에 의해 실감형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
- 인텔, MS은 PC를 소니는 게임기를 삼성전자는 DTV와 셋탑박스 기반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미디어 서버를 개발
● 디바이스 개별 제어와 멀티미디어 재생 등 단순 서비스 위주에서 디바이스간 협업, 콘텐츠와 디바이스
연동 등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형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추진 중
-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명령어간 상호연동을 제공하는 초보적 수준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등
홈네트워크 자원까지 고려하여 상호연동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미국 SUN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환경에서 다양한 디바이스 간 Seamless 네트워킹 보장 및
협업을 위한 P2P 플랫폼 JXTA 개발 추진
- 일본 NTT는 PUCC(Peer-to-Peer Universal Computing Consortium)을 구축하여 모바일 및
홈 디바이스 간 협업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 추진
- 독일의‘인하우스’프로젝트는 기존 정보가전 제품으로 실현 가능한 기능과 프로토타입의 정보가전
제품을 활용하여 모든 정보가전 제품의 상호 연동성을 검증 중임

■ 난립되어 있는 미들웨어간 상호연동을 보장하고 자율적으로 홈네트워크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미들웨어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
● IBM, 필립스, 영국 등은 Bottom-Up 접근 방식에 따라 난립적으로 개발된 이종 홈네트워크
미들웨어간 상호연동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 구조를 정의하고 개념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기술은 홈오토메이션 서비스 중심에서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음
- 업체별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의한 다양한 기술의 혼재가 갖고 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Top-Down 방식에 따른 상호연동 구조가 산업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음
※ 각국별 독자적인 미들웨어 기술 개발로 핫 이슈화되고 있는 상호연동 해소 기술이 홈네트워크 확산과 장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면서 핵심 기술 확보에 투자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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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영국, 한국 등은 이종 홈네트워크 미들웨어간 상호연동 기술을 개발하여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비스 등 홈네트워크 자원을 통합적으로 자율관리하고
장애를 스스로 처리하는 미들웨어 개념 정립 중
- 필립스, 소니, MS 등은 홈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하는 미들웨어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가능한
수준이며, 디바이스간 협업 기술과 홈에서의 가상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음
- 또한, 기기중심의 논리적인 정보 기반의 자원 관리에서 정적이고 물리적인 홈 건축 정보를 통합한
형태의 자원을 구성하고,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음

■ 지능형 홈은 가정에 국한되던 범위에서 점차 가정과 가정을 연결하고 단지와 도시영역까지
확장되면서 다양한 사업자들을 통한 서비스 연동이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착수되고 있음
● SKT는 사업자 서버와 홈게이트웨이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표준화 진행 중이며, 점차 이종
서비스 도메인에서 개발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구가 확장되고 있음
● 향후 다양한 사업자간 서비스 연동 뿐 아니라, 통신 매체 및 기기간 연동까지 고려된 진화된 형태의
Converged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는 추세
홈네트워크/정보가전

(2) 유무선 홈네트워킹
■ 유선 홈네트워킹 기술은 전력선과 케이블 기반으로 고속화되고 있으며, 무선 홈네트워크
기술은 고속화, 저전력, 고정밀 기술로 진화되면서 점차 유무선을 연동하는 기술이 주목
받고 있음
● HomePNA와 PLC로 대표되던 유선 전송기술 기반의 홈네트워킹 기술은 고속 PLC 시제품 개발로
전력선 통신 중심의 유선 홈네트워킹 기술로 발전되고 있음
- HomePNA는 2006년 최대 320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고, 전화선뿐만 아니라 동축 케이블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HomePNA 3.1 규격을 표준화
● 무선 홈네트워킹을 위한 무선 전송기술은 수 Gbps급 전송속도의 초고속 UWB 통신기술과,
ZigBee, Bluetooth와 같은 저전력 저속 무선 전송기술로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 Cm급 초정밀 위치
인식이 가능한 Impulse 통신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 고속 홈네트워크 구축의 핵심기술인 UWB 기술은 Low-band (3.1~4.8GHz) 대역을 사용하여
53~480Mbps 전송속도의 칩셋 개발에서 Low/High-band (3.1~10.6GHz) 대역을 사용하여
수 Gbps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 무선 전송 기술 개발로 발전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ETRI와 삼성에서 WiMedia 표준기반의 UWB 칩셋을 개발하였고, 최근 삼성에서
UWB 기반의 무선 USB 칩셋을 개발하여 다양한 응용 제품으로 상용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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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ZigBee 기술은 홈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상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Impulse 통신 기술은 Cm급의 초정밀 위치인식이 가능한 저전력 칩셋 개발이
진행중임
- 사람이 착용하는 옷이나 인체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 여러 장치들을 상호 연결하여 통신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WBAN 기술은 IEEE 802.15.6에서 표준화 중임
- 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연계하여 그린홈 개발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무선 전송기술을 IEEE802.15.4g에서 표준화 진행중임
● 유무선 홈네트워크 컨버전스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무선 접속이 가능한 Mesh Network 기술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을 위한 초고속 무선 응용 프로토콜 개발과 유선-무선 통신 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한 브리징 기술 개발로 발전할 전망
- IEEE802.15.5에서는 저속/고속 Mesh Networking 표준이 진행 중이며, 현재 Multi-hopping이
가능한 Mesh 네트워킹을 사용하여 주차관리, 센서네트워크 응용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개발 중
- 현재 UWB 기술에 인코딩/디코딩 기술을 이용하는 무선 HDMI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인코딩/
디코딩 칩의 고가격 및 전송지연 현상으로 비압축 데이터 전송을 위한 Gbps급 전송속도의 무선전송
기술 개발을 추진 중
- 무선 및 유선 홈네트워크 기술을 연동하기 위한 고속 PLC와 UWB 브리징, 이더넷과 UWB 브리징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초고속 전송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초고속 유선-무선 연동
브리징 기술 개발 전망
●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Device to Device 통신에 의해 사용자 편의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세계 공통 플랫폼 구성을 위한 PES (Personal Environment Service) 논의가 한창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WPAN 기술로서 IEEE에서 PSC (Personal Space Communication) 기술에 대해
표준화 논의중

(3) 지능형 융합 정보가전
■ 단순 기능형 정보가전에서 네트워크화, 지능형 융합 정보가전으로 진화하는 단계
● 홈네트워크를 통해 기기 연결 및 홈미디어 연동, 공유기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영상 가전은 삼성
전자, SONY, LG전자 등에서 고기능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 MS는 PC와 게임기를 MCE(Media Center Extender) 기술을 통해 연결하여 기기 간 제어 및
홈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공유 재생 기능을 제공
- NTT, KDDI, 히타치, 미츠비시는 인터넷을 통해 가정 내 가전기기와 설비를 원격 제어하는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
- 도시바의 블루투스 모듈 내장형 홈네트워킹 가전기기인‘FAMINITY’시리즈는 다운로드형 가전
기기 메뉴 확장 및 기기 정보 체크 기능을 수행하며, 윈도우와 도어 스위치 연계 보안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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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융합정보가전 기술은 사용자의 직접 제어에서 기기 스스로의 자가 진단 및 홈 상황에 따른
자율 협업을 통한 서비스 및 홈 미디어 콘텐츠 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 현재는 디바이스의 하드웨어적인 장애를 감지하는 수준이나 점차 감지된 장애를 알아서 고칠 수
있는 기술 연구 중이며,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 초기 단계
- ETRI에서는 홈네트워크 연동 적응/자율형 디바이스 미들웨어 기술, 홈 디바이스와 서비스 장애
상황 분석 및 자가 처리 기술 개발을 수행 중
- 유럽 IST 프로젝트 중 이종 네트워크 디바이스 간 영속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자율 적응형 서비스
지향 단말 구조 설계 및 툴킷 개발과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의 자가 속성(자가-구성, 자가-치유) 기술을
개발해 지능형 홈(Ambient Home) 및 홈 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하는 HYDRA 프로젝트를 진행 중
- MS의 EMIC(European MS Innovation Center)에서는 홈서비스 도메인 상의 디바이스 간 자율
인지 및 서비스 구성을 위한 HomeFX 프로그래머블 프레임워크 기술 연구 수행 중

■ 실감 및 오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와 정보가전기기 간의 자연스런 상호작용 기능
개발 중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영상 및 음성 위주의 멀티미디어 단말은 오감정보처리를 기반 실감형 단말로 진화하며, 정보단말의
위치, 주변환경정보, 사용자 상황, 오감 및 생체정보 등 다양한 센서정보 통합 추세
-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한 단순 제어 정보 입출력 UI에서 실감형 홈미디어 콘텐츠 재생을
위한 멀티모달 기반 오감정보 입출력 UI 로 발전
- 오감 정보처리 기술은 시각·촉각·음성 중심에서 후각과 미각 정보처리를 포함하는 오감융합으로
발전하며, 생체정보와 행동인지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최적의 인터랙티브 3D UI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 진행 중
- 일본의 NTT 도코모는 냄새와 촉감까지 전송처리 가능한 오감통신 기술을 개발 중
● 정보교환의 대상이 다양한 사물과 기기로 확대됨에 따라 멀티모달 및 상황인식을 지원하는 HCI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WIMP(윈도우, 아이콘, 마우스, 포인터)형 인터페이스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간친화형 인터페이스 기술로 발전
- 도시바는 사용자의 손으로 움직여 디지털 TV 프로그램 검색 및 재생하기 위한 공간 터치 UI 기술인
Spatial Motion Interface 기술 발표

■ 주변상황 및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초기단계의 개인 맞춤형 융합정보가전 서비스 개발 중
● 사용자의 상황 인식을 위해 위치/소리기반 어린이 보호, 감시카메라, 노인 안전서비스, 건강정보,
사물의 위치 정보 등의 주변 정황에 의한 상황 인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사용자 감성을
인지하여 융합된 형태로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
● 지능형 정보 가전과 연동되는 홈 센싱 기술은 댁내 가전기기 및 상황 인지 기능을 기반으로 단지 내
가정끼리의 연동을 위한 기술과 단지 밖의 공공서비스 부분과의 연동을 통해 교통, 의료 등
u-City 서비스로의 확장 연계를 위한 기술 개발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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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내외에 존재하는 대용량 미디어 컨텐츠 관리에 대한 중요성(댁내외 융합정보가전기기 수는
2010년 기준 전세계 20억개, 저장공간 크기 댁내기준 2012년 기준 평균 2.2TB)에 비해서 현재
제공되는 기술 수준은 낮으며, 비전문적인 사용자에 대한 접근 및 관리의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 중
- 인텔사는 댁내 다양한 정보가전기기에 저장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통합된 계층적 디렉토리 및
파일 구조를 제공하고 자동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Whole Home Storage 기술을 최근 개발
- 카네기멜론대학은 Peer-to-Peer 아키텍처를 갖는 분산파일시스템과 시맨틱 네이밍을 이용한 뷰기반
댁내 컨텐츠/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Perspective 아키텍처를 최근(2009년) 개발

● 급속히 커지고 있는(2012년 73억불, 연평균 29%성장) 디지털 광고(사이니지, DOOH) 시장에서
기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미국 및 일본 업체를 중심으로 3D 및 실감 사용자 인터랙션, 초보적
인 상황인식(사용자 연령/성별 등) 기술 융합이 이루어짐
- 미국 Advantech사는 PCT기반 터치센서기술(Zytronic사)을 이용한 대화형 디지털 사이니지
기기 개발
- 인텔 및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 최적화된 플랫폼(사용자 행동분석, 원격/전력
관리 등 포함)을 2010년 2분기에 공급을 위해 협력 중 (인텔 코어i7 프로세서, 윈도우 임베디드
스탠다드 2011)
- 현대아이티(2010년 CeBIT) 및 다수의 해외기업에서 3D 지원 디지털 사이니지 기기 개발
● 세계적인 웰빙 트랜드에 따라, 홈내 실내 공기정화 같은 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 핀란드의 Takes Fine Technology 프로그램에서는 담배연기와 같은 실내공기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공기정화시스템 개발
- 독일 클라우스탈 공대는 미세 분진을 빠르게 식별하고, 미량의 미세분진들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 개발
- 국내의 웅진코웨이는 사용자 생활패턴을 학습해 미리 공기를 정화하고, 개인 맞춤형 자동 조절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공기 청정기 개발

(4) 그린 홈 기술
■ 기존 패시브 하우스 개념에서 사용가의 적극적인 반응 통한 액티브하우스 개념으로 그린홈
관리 기술 진화 중임
● 영국과 일본은 모든 주택에 탄소 제로를 의무화하면서 고효율 단열, 고기능 창호 등의 건설 기술
기반의 패시브시스템에 홈에너지 관리 기술, 신재생에너지 연동 기술, 전기자동차 인프라 기술 등의
액티브시스템 기술 개발 추진 중
● 에너지 절약형 주거 환경 및 기술을 개발 중으로 홈네트워크 연동형 융합서비스 개발이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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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전력절감에 대한 기술 개발의 대부분은 대기전력 절감 기술에 한정됨
- 대기전력 경고 표시제 시행에 따라 대기전력 1watt 제품의 연구개발에만 치중하여 네트워크 시스템
차원의 통합적인 전력절감 기술개발은 미진한 상황임
※ KETI에서 ’
08년부터 첨단주택과 저에너지 빌딩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시스템을 개발 중

- ETRI와 KETI는 2009년 USN 기반의 전력제어 콘센트 제어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상용화 제품
단계로 진입함
-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실시간 전력 감시 및 제어를 통한 한국형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
하고 국가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연구 진행

■ 그린홈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그린화시키고 유틸리티와 연계될 수 있는 무선 전송 기술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미국에서는 Ethernet Proxy 및 Link Rate Adaptation 기술을 개발하여 네트워크 연결성을 보장
하면서 전력절감 기능을 제공하는 그린 TCP/IP 프로토콜 개발 중임
● 여러 국가에서 스마트 그리드와 연동하여 전기, 수도 및 가스를 원격 관리하는 수용가 무선 관리망
구축을 위해 SUN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
● UC Berkeley와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는 500 포인트 규모의 네트워크를 빌딩에 설치하여
전력에너지, 환경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가정용 스마트 그리드 연동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기술, 난방, 냉방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연계, 전기자동차 관리 인프라 구축, 가정용 DC 배전 기술 등의 융합
서비스로 제공되는 형태로 진행
● 삼성물산은 용인에 그린 투모로우 전시 하우스를 구축(’
09.11월)하여, 환경 모니터링, 전기 제어
시스템, 전기자동차,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68가지 시작품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래미안 아파트에 실제 적용할 계획임
● 삼성물산과 홈네트워크 업체인 씨브이넷은 2009년 반포 래미안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아파트 건축물에 접목 운영중임
▼ 그린 투모로우 전시하우스 및 반포 래미안 태양광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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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는 스마트 계량기를 중심으로 가정내 에너지 수요(DR)를 모니터링하고 스마트 그리드와
연동하는 기술 개발 추진 중임
●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실증단지를 통한 스마트 그리드 개념을 검증하고 있으나, 스마트 그리드와
지능형 홈을 연동하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단계임
● 발전소 단위가 아닌 가정 단위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저장, 배분을 위한 기술 개발이 착수
되고 있음

■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소규모 Micro Grid 구현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과 가정용 DC Home 배전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Micro Grid는 국가적 인프라 없이도 소규모 주택단지, 소규모 타운, 농어촌 등의 환경에 적합하므로
홈네트워크 업체와 건설사 중심으로 구현 가능
● 이산화탄소 배출 및 화석 연료로부터 얻어지는 전기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서
태양열과 풍력, 지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를 자가 발전하여 사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음
● 대부분의 정보전자기기가 DC 전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선 방식은 AC 방식이어서
AC-DC 변환에 따른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래의 가정환경을 DC 배전
으로의 전환 필요

(5) 3D 서비스 플랫폼
■ 집안에서 사용하는 TV나 PC등의 정보기기등이 크기나 해상도의 발전단계를 지나 3D와
같은 실감형 미디어기기로 변화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3D 입체영상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비롯하여 NASA, AT&T, MIT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항공 우주, 방송통신, 국방, 의료등의 응용을 목적으로
「실감 3차원 다중매체」
개발을 추진함
● 일본에서는 TAO의
「고해상도 입체동화상 통신」
이란 국책과제를 중심으로 NHK, NTT, ATR 등에서
차세대 3차원 입체 TV에 관한 연구그룹을 형성하여 3차원 입체 TV의 프로토타입을 개발완료하고,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일본에서 2020년에는 향기도 맡을 수 있는 공감각 3DTV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최근에는 NICT산하에 URCF을 구성하여 미래 3D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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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ATM망을 이용한 화상회의용 3D 입체영상 전송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DISITIMA, PANORAMA 프로젝트에 이어 ATTEST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여 입체 TV방송의
시험방송을 수행한 바 있음
● 유럽 EU 프로젝트에서는 2009년 Holovision 프로젝트를 통해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개발
했으며 또한 OSIRIS 프로젝트를 통해 3D 영화 상영용 고해상도, 대형스크린 기술을 개발
중임.(2009)
● 유럽은 FP7 프로젝트에서 Real3D 프로젝트, 2030 3D Media 프로젝트, SkyMedia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홀로그래픽의 원천기술과 몰입형 3D 미디어 기술, 그리고 3D 인터랙션 기술을 개발중에
있음.

나. 표준화/특허/정책 추진동향
■ 표준화 추진동향

홈
플랫폼

세계 동향

국내 동향

대응전략

홈서버/
게이트
웨이

DLNA, UPnP 등은 댁내 미디어
유통,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표준화
추진 중
W3C에서는 Ubiquitous 웹 분야
내 디바이스 협업 표준화 작업 중
MPEG SC24 WG11(MPEG-V)
표준화 진행중

TTA PG214와 홈네트
워크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 표준/인증
연구회에서 중심기기
표준으로 진행 중

산업체 의견 수렴된 기본
프레임워크 정의 및 국제
표준화 적극 참여
국내 산학연이 공동으로
원천기수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

지능형
미들웨어

UPnP, IGRS, Konnex, LonWorks,
I-Top-Home 등의 홈제어네트
워크 산업 표준 경쟁 치열
DLNA를 중심으로 홈엔터테인
먼트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산업
표준 진행
ISO/IEC JTC1 SC25에서 홈네트
워크의 상호운용성 및 디바이스
미들웨어 표준 추진

ETRI에서 상호운용 기술을
ISO/IEC JTC1 SC25에서
표준화 및 국내 기술기준
연계 추진

선도적인 국내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에
적극참여 및 한국형
지능형 홈 글로벌 표준
미들웨어 확보 추진

망간연동
기술

DSL 포럼 등에서 외부 서버와
게이트웨이간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
표준화 추진

SKT에서 CMP 기술을
적용하여 ISO/IEC JTC1
SC25에서 표준화 추진

선도적인 국내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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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구 분

유무선
홈
네트
워킹

국내 동향

대응전략

유선
홈
네트
워크

미국의 HomePlug, 유럽의 UPA,
일본의 HD-PLC에서 전력선 통신
표준화 추진 중
HomePNA–전화선 통신 표준화,
IEEE 802.3–이더넷 표준화, 1394
TA–IEEE 1394 표준화 추진 중
고속 PLC 표준 ISO/IEC 12139-1
에서 작업 완료

TTA PG214에서 디지털
홈 표준안 개발 추진 중
고속 PLC 표준 완료
(KS 4600-1)

유선 홈네트워크 선행
표준(안) 도출

무선
홈
네트
워크

IEEE 802.11–무선랜, Wimedia
Alliance-UWB, Bluetooth SIG–
Bluetooth 3.0 표준화 추진 중
IEEE802.15에서 Bluetooth,
ZigBee, Impulse Radio, WBAN,
SUN 60GHz WPAN 표준화 추진 중
IEEE 802.15.7 VLC TG에서 가시
광 무선통신 국제표준을 추진중

TTA PG304에서 WPAN
표준안 개발 추진 중
TTA PG317에서 WBAN
표준안 개발 추진 중
VLC 통신 기술은 TTA
PG 4021에서 표준화
추진 중

신규 표준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분야로서, 중점
추진분야의 선정과 표준
분과 설립으로 적극적
전략 구사

유무선
연동
기술

IEEE 802.15.5에서 Mesh Network
표준화 추진 중
IEEE802.1 AV에서 댁내 QoS
보장을 위한 표준화 추진 중

TTA PG304에서 WPAN
표준안 개발 추진 중

신규표준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분야로서, 중점
추진분야의 선정과 표준
작업의 주도적인 참여

융합
정보가전
서비스
기술

일본 NTT, KDDI, 미츠비시,히티치
등은 원격 정보가전 제어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 추진 중
IEC TC100에서 가전 기기 에너지
절약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진행

KETI는 IEC/TC100에
정보 가전기기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표
준화 추진 중

정보 가전 기기의 에너지
소비관련신규표준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표준화
활동 참여

ISO/IEC JTC1 SC6, ITU-T SG13,
IETF 6LoWPAN WG을 통해 센서
네트워크 관련 기술 표준화 추진

TTA PG210, PG311에서
센서 I/F, M/W,응용 서비스
표준화 추진중

ISO/IEC, ITU-T에서 홈
센서 응용서비스 분야
표준안 도출 필요

ECMA TG11에서 멀티모달 Voice
브라우저 표준화 추진 중
국제 모바일 규격 표준화 단체인
OMA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표준
통합화 추세
ISO TC159/SC4/WG9에서 햅틱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중
NOSE II에서 후각 표준화 추진

TTA PG415, 차세대PC
표준화 포럼에서 촉각,
후각 선행 표준안 개발
추진 중

국내 표준화 단체와
OMA 관련 표준화 연계
추진 및 오감 정보 선행
표준안 도출

감성융합
지능형 상황인지
기술
융합
정보
가전
고실감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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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그린홈
관리
기술

세계 동향

국내 동향

대응전략

표준화 활동 전무

에너지와 환경 정보를
표현하고 측정하는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IEEE802.15g에서 SUN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임

SUN표준화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표준안을 수렴

SUN 표준 강화 및 국내
표준화 추진

가정용
스마트
그리드
연동
기술

ISO를 중심으로 전력배전과 관련된
표준화 추진 중
IEEE P2030에서 스마트 그리드
에서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화 준비
단계임

ISO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으나, 자체표준화활동은
미비

스마트 그리드와 홈네트
워크 디바이스들과 연동
되는 기술 중심으로 국내외
표준화 선도

3D
디스
플레이
기술

3D 방송 기술 표준화진행중
3D 안전가이드라인
JEITA 3차원 영상관련 가이드라인
JTC1 TC159에서 Ergonomics
표준화 진행

3D 시험인증 표준 제정
예정
안정시청 가이드 라인
표준제정

3D 방송의 국제 표준
기구 적극 참여
휴먼팩터 연구를 통한
표준화 그룹 선도

MVC(Multiview Video Coding)
완료 (’
08,MPEG)
3DV(3D Video Coding) 진행중

3DTV 프로젝트그룹
(PG806) 에서 3DTV방송
기술과 차세대오디오
기술관련 표준화 진행중

국내의 취약한 3D 콘텐츠
제작기술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표준화
참여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및 처리기술
관련 표준화예정
ISO TC127에서 홀로그래픽 기술
표준화 진행중

홀로그램 캡쳐/저장/
처리/재생 기술의 표준화
추진 예정

차세계 3D기술의 최종
목표로 홀로그램 원천
기술확보 및 표준화 선점

그린홈
그린홈 네트워크
관리
기술
기술

3D
서비스 3D
플랫폼 콘텐츠
기술

3D
홀로그램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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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간 Seamless 네트워킹
및 협업관련 특허경쟁 심화
융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특허 출원 증가

홈오토메이션 서비스를
위한 제어 서버와 서비스
프레임 워크 중심의 특허
출원 증가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 출원
초기 단계

분산 자율 네트워킹, 이종
기기 간 협업 제공을 위한
플랫폼 특허 확보에 주력
디바이스 협업을 통한 실
감형 홈엔터테인먼트 관련
특허 확보 추진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이질성 극복을
위한 다수의 특허 출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 특허 증가
홈네트워크의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특허 증가
상황인지, 협업, 가상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확산
지능형 홈을 관리하는 기술, 장애
처리 및 자율 협업에 관련된 특허
출원 증가

이종 홈네트워크 환경을
해소 하는 상호연동 기술
특허 출원 증가
콘텐츠 전송, 상황인지,
협업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증가되기 시작
자율 홈네트워크 관리와
장애를 처리하는 기본적
인 메커니즘에 대한 특허
출원 초기 단계
자동구성을 위해 가전기
기용 미들웨어에 대한 특
허 출원 시작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국제
표준과 연계된 표준 특허
확보
한국형 글로벌 표준 플랫폼
관련 표준 특허 확보
선도적인 서비스 인프라
핵심 특허 확보

망간
연동
기술

이종의 사업자 서버와 홈게이트
웨이간 연동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증가

단지서버에서 홈게이트
웨이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허 출원
시작

국내 환경에 적합한 특허
확보

유선
홈
네트
워킹

다양한 유선 홈네트워크 MAC 관련
특허 증가
유선 홈네트워크 PHY 기술 중심으로
다수의 특허가 출원

20Mbps급 전력선 MAC
/PHY 관련 특허 출원

초고속 유선 홈네트워크
MAC 관련 IRP 발굴 및
특허확보 추진
초고속 유선 홈네트워크
PHY IPR 확보

무선
홈
네트
워킹

UWB 기반의 고속 WPAN MAC,
IEEE802.15.4 기반의 저속 WPAN
MAC 특허 출원 증가
Gbps급 UWB Modem 기술, 초광
대역 RF Transceiver 기술, 주파
수공유를 위한 DAA 기술 특허 출원
증가
초정밀 위치인식 관련 특허 증가
가시광 무선통신 M-to-M, PHY,
MAC, 응용서비스 등의 관련 특허가
급증하고 있음
Mesh Network 관련 특허 증가

무선 주파수 회피 기술,
저전력 기술 등 고도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집중
무선으로 위치인식 정밀
도를 높이는 알고리즘 특허
확대
가시광 등 새로운 무선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시작
Mesh Network 라우팅
관련 특허 출원 확산

UWB PHY IPR 발굴 및
WiMedia Alliance의
차세대 표준회의 참여를
통한 표준 특허 추진
Cm급 위치인식 IPR 발굴 및
특허확보 추진
가시광 무선통신의 표준
IPR 확보가 시급
Mesh Network 라우팅
관련 특허확보 추진

홈서버/
게이트
웨이

홈
플랫폼 지능형
미들
웨어

유무선
홈
네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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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내 동향

대응전략

유선-무선 브리징 기술 중심
으로 다수의 특허가 출원

유선과 무선 기술을 연동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확산

고속 유선망과 향후 고속
무선망과 연동을 위한
브리지 개발을 통한 IRP
발굴 및 특허확보 추진

가전기기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반 이종 기기 융합 서비스
기술 특허가 출원
생활안전과 고령자 건강관
리를 위한 디바이스 및 플
랫폼 분야의 특허 경쟁 심화

홈오토메이션을 위한 디지털
AV 가전 기기에 대한 특허 출원
다수
u-홈서버/게이트웨이 기술 특허
보다 비중은 낮지만 융합형 홈
미디어 기기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증가 추세
현재는 다양한 홈네트워킹 기술과
가전기기간 인터페이스에 대한
특허에 출원 집중

가전기기 자가 진단/치유
기능 관련 특허 출원 대응
홈네트워크 기반 자율
협업형 미디어 처리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상황과
사용자 감성 센싱을 통한
케어 서비스를 위한 특허
확보 진 추진

감성
융합
상황
인지
기술

상황인지를 위한 센서 퓨전 및
추론 기술은 선진국에서 특허
확보에 주력

비접촉식으로 생체 신호를 감지
하는 센싱 기술 특허 출원 확대
홈센서를 통한 생체신호 측정·
분석 및 헬스케어를 위한 스마트
홈 기반 u-헬스 분야의 BM 특허
출원 증가 추세
특히, 홈 센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 특허 증가

멀티 센서 기반 생체/환경
복합 센싱 기술 특허 확보
추진

고실감
사용자
인터
랙션
기술

멀티터치, Lucid/Spatial
Motion 처리 관련 정보가전
UI 기술 특허 출원 증가
미국, 유럽에서 실감형
콘텐츠 처리 기술과 일본에서
Adaptive 멀티 모달 인터
페이스 기술 관련 지능형
사용자 UI 특허 출원 비율이
높아 지고 있음
인간친화형 정보단말 플랫폼,
오감 정보 처리 분야의 특허
출원이 높아지고 있음

멀티터치, 멀티모달을 지원 하는
햅틱 UI특허 출원 증가
제한된 범위의 오감정보처리를
위한 특허 출원 시작
지능형 미들웨어 기술과 함께
지능형 사용자 UI 기술 특허 증가
실감형 콘텐츠 처리, 서비스 도메인
융합 기술 특허 출원 비중이
높아지고, Adaptive 멀티모달
인터페이스기술 특허 증가 추세

멀티모달 및 실감형 인터
랙티브 3D UI 관련 IRP
발굴 및 특허확보 추진
감성 정보 융합형 홈 증강
현실 처리 기술에 대한
IPR 확보 필요
초소형플랫폼과 오감정보
처리분야의 선행 IPR 및
특허 확보에 주력

유무선
연동
기술

융합
정보
가전
서비스
기술

지능형
융합
정보
가전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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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관리
기술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통신
트래픽 관련 전력절감, 기기
들의 자동형상 구성 및 자동
전력제어를 위한 특허 증가
원격 PC Wake-up 등 대기
전력 절감을 위한 특허 출원
증가

홈시스템 대기전력 절감 기술에
대한 특허 증가
에너지 인지/관리 기술 관련
특허 출원 확산

홈네트워크 시스템 차원에서의
전력절감 핵심 기술에 대한
핵심 특허 확보
핵심 특허를 기반으로 모든
IT 융합 기술에 적용하여 통합
관리하는 기술로 확장

그린홈
네트
그린홈
워크
기술
기술

SUN MAC/PHY 특허 출원
증가
수용자 DR을 위한 Policy
적용 메커니즘에 대한 특허
증가

무선 유틸리티 네트워크를
위한 핵심 기술 특허 출원
시작
다양한 수용자 DR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 특허 출원 초기
단계

SUN 관련 핵심 기술을 기반
으로 특허 강화
다양한 수용자 DR을 유기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허
확보

가정용
스마트
그리드
연동
기술

가정 외부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특허는 다수 출원
스마트 그리드와 가정을 연계
시키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준비 단계임
기기들에게 제공되는 전원을
AC 에서 DC로 직접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 증가

스마트그리드와 지능형 홈을
연동시키는 인터페이스 특허
준비 단계

스마트그리드와 가정이 연동
하는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에
대한 특허 확보

3D
디스
플레이
기술

무안경식 추진을 위한 특허
출원 증가
휴먼팩터에 대한 특허출원
증가

안경식 3D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가 아직은 대다수
무안경식관련 특허는 미비
휴먼팩터관련 특허는 준비단계

무안경식 디스플레이 개발 및
관련 특허 확보시급
휴먼팩터 관련 연구개발 필요

3D
3D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 기술

미국은 주로 디지털 컴퓨터
데이터 처리와 교육, 암호,
전시, 광고등에 관한 기술관련
특허 출원

디지털 컴퓨터 데이터처리
및 방송, 광학분야관련 특허
출원

3D 제작과 편집 관련된 다양한
3D기술 특허확보 필요

레이저가 아닌 자연광이나
다른 종류의 소스를 이용하는
기술을 연구중

실제적인 3차원의 홀로그램이
아닌 단방향의 회전미러를
통한 Floating영상을 통한
기술을 연구중

기존의 레이저를 이용한
홀로그램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다방면의 원천 기술
노하우 확보 필요

3D
홀로
그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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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동향 및 시사점
● (국외)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추진
- 정부, 학계, 연구소가 연계하여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 국외 정책 추진동향 ▼
사업명

Aware House

Place Lab

추진기관

수행내용

서비스

Georgia Tech. 가족간 유대감 제공, 생활편의, 위급상황대처 등 노약자를 위한
스마트홈 모델
(미국)
- 전자액자 서비스,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 위치추적 서비스 등 제공
MIT
(미국)

거주자의 행동을 인식하여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거주자 맞춤형
미래 주택 모델
- 센싱 기반 맞춤형 홈오토메이션, 헬스케어,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거주자에게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 모델

Easy Living

MicroSoft
(미국)

Cooltown

HP
(미국)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웹기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도시 모델

Adaptive
House

Colorado
Univ.
(미국)

환경 정보를 학습한 후 거주자가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여 제공
하는 스마트홈 모델

inHaus

프라운호퍼
연구소
(독일)

주거환경 내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미래
지능형홈 모델

Dream House
PAPI

Toyota
(일본)

- 사람과 컴퓨터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지능형 환경 구축을
통하여 언제나 구성원에게 컴퓨팅 환경 제공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ITS, e비즈니스, 원격의료, 맞춤형 커스터머 서비스 등

-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빛의 밝기, 씻는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능형 환경에서 어떤 단말기로나 모든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서비스 제공

지능적 홈 환경 제어로 거주자의 풍요로움을 두배로 만들어주는
스마트홈 모델 제시
- 거주가 및 환경정보를 통하여 실내 공기와 조명, 에너지 등을 자동
제어하는 서비스

● (미국)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투자
-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NITRD)프로그램 추진 중
-’
03년부터 전력과 IT를 결합한 스마트 전력망인 IntelliGrid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시행
- 구글, 인텔, MS 등이“Climate Savers Computing Initiative"를 발족하고, IT 장비의 전력소비와
탄소배출량 절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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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전력 시장에서 입지를 회복하고자 ABB, Siemens, Areva, Schneider 등 유럽 4사가 80%를
장악하고 있고, 미국은 GE가 맞서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시장 질서를 뒤엎고, 배전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자는 것인 만큼, 유럽에 비해 미국이 적극적임
- 미국은 정부 지원 아래 민간 회사들이 적극적이며, 현재 스마트 미터 보급률은 4.5% 수준이나,
오바마 정부는 4천만대의 구축을 요구한 상황
※ Energy사는 콜로라도 Boulder시에 스마트 그리드 시티를 구축했으며, 1차 1만 5천 가구에 스마트 미터를
공급하고, 추가로 3만 5천 가구에 공급할 예정

● (일본) 기존 e-Japan 전략을 대체하는 IT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 사회를 위한“新IT개혁전략”발표
하고 유비쿼터스 사회 구축을 위한 홈네트워크와 그린IT 전략 발표
- e-Life Initiative, e-Japan 중점계획, 차세대 주택 정보화 프로젝트, TRON House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
-’
07년 12월 Cool Earth 정책을 수립(경제산업성), IT분야를 비롯한 20개 분야의 주요 에너지 혁신
기술 개발 추진
- 총무성은 BEMS/HEMS, ITS, 원격 근무 기반 그린홈을 위한 정책 추진
● (유럽) 2010년까지 IT 분야 최우선 과제로 디지털 홈을 선정하여, IPTS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프로젝트 추진
- 리빙투모로우, Inhous, Integer 등 다양한 홈네트워크 환경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
하여 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 추진
- 범 유럽 연구개발 프로그램(FP71))에서 IT기반 에너지 효율화 과제를 포함하여 적극 추진
- 영국은 정부부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목표로 수립하고, ’
07년“Climate Change Bill ”
제정
-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 등 고효율 저탄소 분산형 전원의 보급 확대, 환경 보전, EU 국가간 전력
거래에 초점
- 네덜란드는 인공섬을 조성하여 조력, 태양광,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 추진 중
●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20억 달러를 투입하여 탄소제로형‘마스다르
시티’프로젝트를 추진
-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건물에 태양열 발전 필름을 부착함은 물론 태양열과
전기로 움직이는 캡슐형태의 개인용 운송수단인 PRT(Personal Rapid Transit)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
● (국내) 지식경제부는 14대 지식경제 IT 기술의 일환으로 홈네트워크/정보가전 기술 개발을 지원중
이며, 정부 주도로 지속적인 시범사업 추진
- 지식경제부는 지능형 홈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홈 가이드라인, u-City
연계형 가이드라인, 실감형 홈 가이드라인 도출을 목표로 하는‘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기반 조성
사업’
을 시행 중
※ 지식경제부 주도로 홈네트워크 기기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추진중

- 방통위는 초고속건물인증제도와 연계하여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제도를 시행중이며,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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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주택법 시행령”
과“주택법시행규칙”
에 반영하여 지능형홈 인프라 구축
활성화 추진

다. 경쟁력 동향에 대한 시사점
■ 기술-표준-특허-정책 및 정부-민간 연계가 산업 활성화 성공의 주요 Key로서, 시장
에서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이 다소 미흡
● 기술, 제품 및 표준화 개발 동향은 자국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선점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
● 특히, 각국의 정부 주도로 Green IT 및 Green Home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집중
● 다양한 산업간 융합 표준화가 필수로서, 타 업종의 업체간 M&A와 함께 표준 및 제품 개발 박차

■ 게임, 영화, 의료, 건축 등 전 산업에 3D응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원천적 기술
개발 및 정책적 지원이 다소 부족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우리나라도 3D스크린이 확대되면서 3D영화제작·상영이 증가할 전망이나, 3D장비와 콘텐츠의 높은
해외의존이 문제
● 3D 콘텐츠 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금융 시스템 개선이 시급

▼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

주요국 사례

미국

PC업체 주도, 게임 등 경쟁 우위의 기술력과 시장을 바탕으로
홈엔터테인먼트 기술에 집중
정부 주도로 원격근무환경(스마트워크센터)등 그린 IT개발에 매진

일본

정부는 가정CO2감소, 주민 IT환경 조성 등 경제성장율 1%를
위한 전략 추진(08년도 30억엔 투자)
정부 주도로‘정보가전 네트워크화에 관한 검토회’
를 결성/운영
업체 주도의 플랫폼 개발 및 글로벌 표준 추진

중국

정부 주도로 홈 장비 및 가전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표준 제정
선진 기술을 도입/접목한 독자 기술 확보 노력

유럽

유럽 주거환경에 맞는 전력선과 무선 기술을 적용한 가정내
인프라 고도와 추진
전 유럽 표준 플랫폼 개발로 미국에 뺏긴 선두 탈환의 발판 마련
추진

시사점 종합
가전, PC/주변기기 등 전통
기기 산업의 변모
→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중심
자국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선점 노력
정부 주고 가정CO2, 전력
절감 등 그린IT와 연계
업체 중심의 글로벌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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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 지능형 홈 구축을 위한 홈네트워크/정보가전 기술은 연결성(Connectivity)과 지능
(Intelligence)의 2가지 축으로 진화
●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실감·그린·감성화
되기까지는 향후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2020년경에는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Invisible 홈이 출현할 전망
▼ 지능형 홈 기술 발전 전망 ▼

● 최종적으로는 개별 주거공간을 벗어나 단지 및 도시와 연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보된
실감/감성화 기술, 자율홈 관리 기술, 초광대역 무선 및 휴먼 인터페이스 분야의 기술발전이 지속적
으로 진행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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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랫폼 기술은 자율협업 기반 실감형 서비스로 발전
● 홈서버 기술은 댁내외 이종 디바이스 간 Seamless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실시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댁내 단말 간에 자유로이 분배하고, 부가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상호작용적인
실감형 서비스를 자동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실감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발전
●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기술은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가공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지원
하고 이질적인 기술이 적용된 홈기기간 상호연동을 제공하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지원과
누구나 쉽게 지능형 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율 관리(Autonomic Management)의
단계로 발전
- 홈네트워크의 논리적인 정보의 수집 및 정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홈오토메이션, 홈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차원을 향상시키는 홈 정보 모델링
기술이 필요하고,
- 홈네트워크 기기간 상호호환성을 제공하기위한 표준 디바이스 아키텍처 기술과 이종의 미들웨어간
상호연동을 제공하는 상위 미들웨어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 사용자의 감성 정보/프로파일/패턴/성향 등, 상황정보에 기반한 실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
감정인식 프레임워크 기술로 진화되고 있음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누구나 쉽게 기기를 설치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미들웨어로 발전하고 있음
- 사용자에게는 이용 편의성, 관리자에게는 관리 효율성, 서비스 개발자에게는 개발과 배포의 편의
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진화되고 있음
- 전문 관리인이 없는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디바이스/네트워크/서비스의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처리 미들웨어 기술이 미래형 원천 기술로 부상

■ 주거 공간에 있는 다양한 가전기기와 시스템들간에 Seamless한 연결을 제공하여
홈네트워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유무선 홈네트워킹 유무선 연동 기술은 빠르게 진화
● 유선 홈네트워크 기술은 저속 전력선 통신 기술 중심에서 고속 전력선 통신 기술, MoCA 통신 기술,
전화선 통신 기술 등 다수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속화되고 기축 주택에도 보급이
가능하도록 발전
● 무선 홈네트워크 기술은 유선 기술이 갖는 회선 설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UWB 기반의 고속
무선 기술과 위치인식이 가능한 저속 무선기술로 진화하고, 최근에 LED통신을 이용한 VLC통신
기술과 주파수 회피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 다양한 환경에서 Seamless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유선과 무선 홈네트워크를 융합하여 새로운
홈네트워크 구축 모델을 제시하는 유무선 홈네트워크 컨버전스 모델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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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지능형 융합정보가전은 다양한 홈 센서를 이용하여 상황 및 사용자의 감성을 인식하고
맞춤형 융합 정보가전 서비스를 고실감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
● 댁내외에서 다양한 감성(생체) 및 상황(환경)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성이 융합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건강유지, 디지털 광고 등의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융합정보가전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시스템으로 발전
● 사용자와 융합정보가전 기기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4D, 가상세계, 그리고 사용자의
오감이 융합된 형태의 고실감 사용자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
● 자가 진단 및 치유를 수행하며, 상황인지에 따른 기기간 자율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과 기기 협업형
홈 자원 공유 및 서비스 추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

■ 그린홈 기술은 에너지 절감을 시작으로 점차 생활환경을 제어하며 스마트 그리드와 연동
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 전력절감 기술은 사용자에게는 IT 기기의 상시 연결성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전력절감 기술과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상태, 사용자 환경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린홈을 제공하는 기술 출현
●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궁극적인 종착역으로써 가정이 대두되면서
스마트 그리드와 가정을 연결시켜주고 DC로 전력체계를 전환하는 형태로 진화될 것임

■ 3D기술은 이전에는 매우 한정된 분야에서만 사용되어 왔지만, Full HD이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산업의 대규모 투자 및 기술 개발이 예상됨
● 현재는 2D 콘텐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D콘텐츠를 3D로 변환하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3D 영상기술은 현재 극장에서 주로 상영되고 있는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조만간
3DTV의 보급과 3D방송서비스의 시작으로, 가정내로 서비스영역이 이동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임
● 현재 안경식 3D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3~4년 내에 무안경 방식의 제품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시점인 홀로그래픽 기술로 진화 할 것으로 전망됨
● 3D 기술은 2D 영상에 비하여 몰입감이 배가 되기 때문에 인터랙션 기술과 증강현실 또는 가상
현실과 같은 지능적인 기술이 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교감체험형 서비스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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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경쟁력분석 및 핵심발전 동인

01

국내 R&D의 평가 및 경쟁력 분석

가. ’
09년도 IT분야 기술수준조사 결과
■ 홈네트워크/정보가전 분야 상대적 기술수준 및 격차 현황
● 미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 상대수준은 84.4%로 미국, 일본, 유럽과 어느
정도의 기술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격차기간이 세계최고수준인 미국과 1.8년으로 향후 격차기간 단축을 위해 국가차원의 역량집중이
필요

국 가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중분류별 기술수준 및 격차 ▼

상대수준(%) 격차기간(년)
상대수준

한국

84.4

1.8

미국

100.0

0.0

일본

91.4

1.0

84.4

100.0

89.0

1.3

중국

64.0

4.4

89.0
64.0

1.8

유럽

91.4

격차수준

한국

0.0

1.0

1.3

4.4

미국

일본

유럽

중국

※ 자료 출처 : 2009년도 IT산업원천기술수준조사(KEI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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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 홈네트워크/정보가전 분야 세부 기술별 기술수준 및 격차 현황
● 홈플랫폼 및 유무선 홈네트워킹 분야 등은 미국이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그린홈 기술의 경우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술로 조사되어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중분류별 기술수준 및 격차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분 류

기술
수준

기술
격차

기술
수준

기술
격차

기술
수준

기술
격차

기술
수준

기술
격차

기술
수준

기술
격차

홈플랫폼

91.5

1.1

100.0

0.0

91.7

0.9

86.1

1.6

64.7

4.4

유무선 홈네트워킹

86.2

1.8

100.0

0.0

89.7

1.3

88.7

1.5

66.2

4.1

지능형 정보가전

82.6

2.2

100.0

0.0

95.5

0.8

90.6

1.4

65.1

4.9

그린홈 기술

77.3

1.9

100.0

0.0

87.5

1.1

88.8

0.8

57.4

4.8

※ 상대수준(%) : 최고기술보유국의 점수를 100점으로 하여 환산
※ 격차기간(년) : 최고기술보유국의 기술격차를 0으로 하여 환산

● 세부 핵심요수기술에 대한 수준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세계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는“홈미들웨어”
,“홈서버”
, 유무선 홈네트워킹 분야의“유선 홈네트워킹”
, 지능형정보가전
분야의“정보가전 기기”
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소분류

홈플랫폼

유무선
홈네트워킹

지능형
정보가전

그린홈
기술

338

핵심요소기술

최고기술
보유국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망간 연동 기술

미국

88.5

100.0

87.3

82.5

62.5

홈 미들웨어

미국

92.2

100.0

95.0

87.4

65.5

홈 서버

미국

93.1

100.0

92.6

87.7

65.7

무선 홈네트워킹

미국

84.6

100.0

88.1

87.7

64.6

유선 홈네트워킹

미국

91.7

100.0

96.7

94.9

69.0

품질보장 유무선 연동

미국

83.0

100.0

84.8

84.0

65.5

무선 전원 공급

미국

61.4

100.0

89.6

82.4

50.1

사용자 UI

미국

80.7

100.0

94.2

90.1

65.4

정보가전 기기

일본

91.7

99.7

100.0

93.1

69.8

홈 센서

미국

80.8

100.0

92.8

90.9

64.1

가정용 스마트 그리드 연동 기술

미국

70.1

100.0

83.0

84.0

51.7

그린 홈 관리 기술

미국

81.4

100.0

93.9

90.0

59.6

그린홈 네트워크 기술

미국

82.9

100.0

87.0

94.1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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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경쟁력 분석
■ 해외 선도기업의 기술 경쟁력
● 인텔, MS, 소니 등은 CPU, OS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형 홈 전 분야에 걸쳐 기술 선도
- 인텔은 세계 최고의 칩 기술을 바탕으로 홈서버에 필수적인 CPU와 다양한 유무선 홈네트워킹을
위한 모뎀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 MS는 세계 최고의 OS 기술력을 바탕으로 홈서버와 정보가전을 위한 OS뿐만 아니라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 소니사는 TV와 게임기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형 홈서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유선 홈네트워킹 기술의 대명사인 전력선 통신 기술은 미국과 유럽의 업체가, 무선 홈네트워킹
기술은 미국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 미국의 인텔론과 유럽의 DS2가 고속 전력선 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미쯔비시가
새로이 기술 경쟁에 참여하고 있음
- 인텔, Wisair, Staccato, Alerion 등이 UWB 핵심 칩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Amber사 등이
ZigBee 관련 원천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 일본의 NTT, 오키전기공업, NEC와 유럽의 지멘스 등이 LED 통신의 기술 선도
● 정보가전 분야는 우리나라가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GE, 유럽의 Meloni사 등
에서 정보가전기기들을 개발하고 있음
● 일본, 미국, 유럽의 선진기업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소를 위해 에너지 절감과 CO2 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그린홈 관련 기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음
- 유럽과 미국의 선진 업체들은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이한 텔레프리젼스 기술 등 차세대 원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3D 서비스 플랫폼분야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산업에 의해 미국이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제작 장비등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음.
- 3D카메라 및 3D 영상시스템 등 장비시장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 국내 업체들은 홈서버, 정보가전기기를 위한 시스템 개발 능력은 우수하나, CPU, 유무선
홈네트워킹 칩 등 H/W 원천 기술과 OS, 미들웨어 등 S/W 원천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음
- 국내 업체들은 새로운 개념의 제품 개발하고 상용화시키는 시스템 개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 홈서버, 정보가전기기 개발을 위해 핵심인 CPU, OS, 미들웨어 및 유무선 홈네트워킹을 위한 핵심
칩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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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지능형 홈의 중심 기기인 홈서버를 구성하는 부품의 약 45%가 국산제품이나, 네트워크 정보가전
제품 관련 기업이 증가 추세에 힘입어 국산채용율도 증가할 전망
- 홈서버의 주요 부품인 CPU 및 Zigbee 센서노드의 핵심 프로세서가 외국에 지배적이며, 유선
보다는 무선 네트워킹 부품의 해외 의존율이 높음
●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가정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홈 관련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과 대등한 수준임
- 무선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네트워킹 기술은 이제 외국 기업에서도 이제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로
국내 업체와 연구소들도 비슷한 기술 수준임

▼ 에너지 소비량 (미국, 한국) ▼

※ 자료 출처 :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가정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홈 관련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과 대등한 수준임
- 무선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네트워킹 기술은 이제 외국 기업에서도 이제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로
국내 업체와 연구소들도 비슷한 기술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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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WOT 분석 및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SWOT 분석
약 점

단지 차원의 홈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다가구
중심의 집단주거 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보유 및 검증된 네트
워킹 기술 보유
지능형 정보생활기기에 대한 기술 및 생산 경쟁력
보유
신규 아파트에 지능형 홈 인프라 구축 경험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보유
독자적인 기술표준 개발경험 보유
국내 홈네트워크 기반조성사업을 통한 서비스 기반
구축
3D애니메이션과 3D게임을 개발하는 많은 중소
콘텐츠 업체가 많은 우수인력확보를 통한 경쟁력
보유
3D 디스플레이 기술 대외 경쟁력 기확보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및 킬러앱 부족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 등 기존 기술 영역에
대한 법·제도 혼재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표준
체계 미흡
가전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킹 기능 비표준화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원천 기술 부재
전문기술인력 보유율이 낮음
감성융합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원천 기술 부재
전력, 주택 산업과 IT의 접목 미흡
시공사 중심 폐쇄적 홈네트워크 산업 현황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컨텐츠의 진입이 어려운
현황임
3D콘텐츠산업의 자본과 원천기술 미흡

기 회

위 협

전통적인 가전 시장이 네트워크화된 미디어 가전
시장으로 급속하게 대체
사용자에게 실제 체험효과를 제공하는 실감형
미디어 요구 증가
댁내 정보가전기기와 댁외 개인 단말기간 개인화
및 지능형 서비스 요구 증대
그린IT, u-City, IPTV 등 타산업과 지능형 홈과의
연계 서비스 요구 확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홈 케어용
홈네트워크의 필요성 증대
감성 정보 표현/처리 기술 확보 필요성
안정적인 전력망과의 통합을 통해, 선도적인 홈
/전력망 연계 서비스 모델 발굴 기회 존재
많은 신규인력이 필요한 3D산업을 통해 대규
모의 일자리창출과 영상산업의 발전기대
전세계적으로 상용화 초기 단계이므로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로 시장선점 가능

통신사업자 중심의 페쇄적인 홈서비스 사업체계로
인한 시장성장의 정체
정보기기에서 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 사슬
모델이 해외 업체 및 연구소 주도로 추진
외국 대기업의 실감/감성형 홈엔터테인먼트 기술
관련 대규모 투자 및 특허 선점 추진중
다수의 국제표준화 기구를 북미, 유럽의 국가 및
산업체가 주도
해외 유수 기업의 타업종과의 전략적 제휴
예전의 전례처럼 3D기술의 다양한 산업분야로
전파 되지 못하고, 하나의 이슈로만 쉽게 끝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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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산업은 크게 인프라, 기기, 서비스 등 3개 분야로 세분화되는 대표적인 융·
복합 산업 분야임
- (인프라) 홈 네트워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에 장착되는 유무선 통신 및 전력선 설비
- (기기) 지능형 홈 인프라와 유·무선으로 연결되는 하드웨어 기기 또는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 (서비스) 지능형 홈 인프라와 기기와 연계되는 거주자 중심의 유료 또는 무료 서비스
구 분

범 위

인프라

유무선 통신 배관·배선

유무선 통신 배관·배선

지능형 홈 Platform
지능형 단말기기
응용 소프트웨어

홈라우터, 홈서버, 홈게이트웨이, 지능형홈 미디어·백색·
케어가전, 홈제어기기, 홈제어기기, 셋톱박스 기타 지능
형홈 지원 융합단말

기기제어 서비스
양방향 TV 서비스
교육·게임 서비스
원격검침, 보안서비스

홈오토메이션, 홈시큐리티, 커뮤니티서비스, 홈헬스 케어
서비스, 미디어기반 홈엔터테인먼트서비스

기기

서비스

주요 제품

● 홈 인프라산업은 매년 30만호 규모의 신규 아파트 건설과 기축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로 통신
배선 관련 시장의 확대 예상
- 가전 또는 통신업체가 아닌 건설 업체의 주도권 장악으로 주로 건설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요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이 제도적으로 제한
●‘분양가 상한제’개선 등을 통해 입주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빌트인가전 등의 시장진입
규제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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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기기산업에서는 홈 게이트웨이, 지능형 정보가전 시장의 지속 성장이 기대
주요 기기

주요 업체

홈플랫폼 기기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홈서버, 미디어
센터PC, 셋톱박스, FTTH 장비, 단지
라우터, 단지 서버 (관리서버, SIP, DB,
WAP) 등

삼성전자, LG전자, 코콤, 코맥스, 현대
통신, 삼성중공업, 아이크로스 서울통신
기술, 티이씨 네트웍스, 이지빌, 휴맥스,
가온미디어, 셀런 등

유무선
네트워킹 기기

외장형 유/무선 어댑터, 무선AP, 유/무선
칩셋, 모듈 등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레이디
오펄스 등

지능형
정보가전기기

TV,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조명
장치, 스위치, 디지털도어록, 가스밸브
제어기, 난방용 제어기, 원격 검침시스템,
환기시스템, 디지털 전력량계, 홈뷰어
카메라, 동체감지 센서, 각종 지능형 센서,
헬스케어 기기 등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서울 통신기술, 코콤, 코맥스, 현대통신,
삼성중공업, 린나이, 아남르그랑, 경동
네트웍, 인성정보, LG CNS, 오투런,
바이오, 스페이스 등

그린홈산업

스마트 미터, AMI 시스템, 수요 반응
시스템, 전력변환 장치, 배전자동화
시스템, 전력 저장장치

LS산전, LS전선, 일진전기, 옴니시스템,
누리 텔레콤, 전력거래소, 한전KDN, 효성,
두산중공업, LG파워콤, 포스데이타, 대한
전선 등

3D산업

디스플레이(LCD/PDP/Projection TV,
LCD 모니터, 휴대폰), 셔터식 안경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IT, 파버나인,
브릭, 잘만테크 등

홈네트워크/정보가전

구 분

- 홈플랫폼 기기중 게이트웨이, 홈미디어 서버, 콘텐츠 유통·분배 기술은 경쟁력이 있으나 원천특허
기술은 미국, 일본 등이 선점 중이며, 홈서버 기술은 Intel, IBM, Sony 등에 비해 열세
- 홈네트워킹 기기중 PLC, 이더넷, 케이블 솔루션 구현기술은 우수하지만 원천특허 기술은 열세이며,
UWB, WPAN 기술은 전반적 경쟁력은 있으나 원천특허 및 SoC 기술력은 열세
- 지능형 정보가전중 미디어가전, 디지털 가전기기의 경쟁력은 세계적수준이고 응용 솔루션 제조
기술은 경쟁력이 있으나, 생체센서와 측정기술은 경쟁력 열세
- 3D 장비 중 안경식 디스플레이 기술은 삼성과 LG가 세계 3D TV시장을 이끌고 있는 등 경쟁력이
있으나 무안경식 디스플레이 기술과 홀로그램 기술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열세
- 그린홈 장비 중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는 스마트 미터와 전력 저장장치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천기술 및 부품소재 분야는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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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 홈 서비스산업은 홈오토메이션 또는 PC 기반 서비스에서 멀티미디어중심의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
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구 분

주요 서비스

주요 업체

생활편의 서비스

기기간 제어 서비스, 홈시큐리티 서비스,
주택단지 커뮤니티 서비스, 유지관리
서비스, 에너지관리서비스 등

서울통신기술, 현대통신, 코콤, 코맥스,
삼성전자, LG전자, 한전KDN, 이지빌,
CVnet 등

건강/의료 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상담서비스 등

인성정보, 헬스피아, LG CNS, GC헬스
케어, GE헬스케어코리아 등

지식정보/문화/
오락 서비스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 IPTV서비스,
DTV포털서비스 등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CVnet,
이지빌 등

● 현재 지능형 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동주택의 거주자 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대부분
- 기 구축되어 운영되는 서비스는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중요하므로 향후 운영·유지관리 서비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주택단지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인프라 및 기기는 구축되어 있으나, 정보제공 환경(공공정보)이
미흡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3D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홈에서 쉽게 사용할 수 없고, 대부분 극장등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음
- 조만간 3D 방송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3D Display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3D관련 서비스 시장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방송사의 3D 콘텐츠가 부족하고, 방송표준이 부재인 상태에서 급속한 3D전환은 어려운 실정이나,
게임산업과 같은 타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융합 서비스 시장이 조만간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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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심발전 동인분석

가.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기술
■ 견인 요인
● 아바타 열풍에 따라 국내는 3D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홈플랫폼 분야에서도
3D 입체영상과 실감미디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윤택한 삶,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3D 입체영상과 감성융합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
● 또한, 실감/감성융합 미디어서비스와 IPTV, 디지털 케이블과 같은 방송서비스와 융합형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전망

■ 저해 요인
● 감성융합서비스는 국제표준 기술을 근간으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제표준화가 없는 상태
이므로 서비스 사업자, 장비 개발업체들의 난립에 의한 표준시스템 개발이 어려움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국내 홈네트워크분야 산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원천기술 개발에 선투자 없이 홈서버,
월패드와 같은 단말처럼 수익성 우선의 기술 개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서비스 기술 및 시장 발전에 한계
● R&D 환경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은 장비 및 서비스 시장에서 국부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기술 선점/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이 요구

■ 잠재 요인
● IT산업 전분야에 걸쳐 실감/감성 기반의 서비스 창출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중
● 3D TV를 중심으로 한 입체영상서비스가 가정까지 형성이 되면 체험형서비스와 감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융합형서비스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산학연이 MPEG-V에서의 실감효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고, 오감정보를 처리
하기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반기술을 활용한 실감/감성
융합 기술 확보에 대한 원천 및 표준기술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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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시사점
● 영화‘아바타’
의 경이적인 성공과 더불어 관련 산업이 2D에서 3D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
되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입체영상과 융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될 것으로 전망됨
● 실감/감성을 활용한 영화, 게임, 방송, 교육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전세계적 융합화 트렌드와 맞물려
고부가가치 서비스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전망
● 3D TV, 프로젝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3D TV의 보급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
되며, Cross-Talk, 휴먼팩터 및 양안식 입체영상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활성화
되면 다양한 실감/감성 기반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3D 산업이 조기에 산업으로 사장에 정착하면 관련 실감/감성분야와 융합한 콘텐츠, 서비스 등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
● 실감/감성분야 표현 및 재현 관련 특허 획득 및 국제 표준화를 통한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 필요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하여 실감/감성 관련 원천기술 개발,
국제 표준화 및 콘텐츠 개발에 집중 추진중

나. 유·무선 홈네트워킹 분야
■ 견인 요인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은 블루투스 헤드셋, 지그비 리모콘 등의 홈내 다양한 정보가전기기, PC 및
주변기기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실내 고정밀 위치인식 서비스, 고화질 영상 전송 시스템, 인체내외 통신을 이용한 홈& 모바일 헬스
케어 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
- 이러한 유·무선 홈네트워킹 분야의 변화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대
● 개인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기전자기기와 정보가전기기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선호환경으로
설정하여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개인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 통신망을 구축
- 이를 기존의 광역통신망과 연결하여 새로운 사업분야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

■ 저해 요인
● 개인공간에 다양한 무선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가 공존하여 독자적으로 운용
되고 있어 상호 연동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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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공간에서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새로운 주파수 대역 확보가 필요하나 정량적인 주파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주파수 공유 기술 및 효율적인 무선망 설계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복잡한 실내 구조에 따른 다중경로, 벽이나 철재문의 전파차폐 등 고신뢰 무선통신의 장애 요인 극복
필요
● 해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R&D 환경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의 현재 국내 장비산업 상황으로는
네트워크 기술/장비시장에 대한 국부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기술 선점/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이 요구
● 정보가전, 전기, 가스, 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기에 단일 표준 적용하기 위한
국가적 R&D 필요

■ 잠재 요인
●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웰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한 유무선
홈 네트워킹 산업의 중요성 증대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현재 ZigBee, Bluetooth, UWB 등 각각의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은 상용화 단계이며, ZigBee
리모콘, Bluetooth 헤드셋 등 다양한 응용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각각의 응용 분야별 시장이 급격히
증가
● 다양한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기를 상호 연동하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폭발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기대
● 간섭신호 검출과 회피, TV white space를 활용하고 개인공간에서 무선 커버리지를 축소하면
충분한 비허가 주파수 확보 기대

■ 시사점
●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 중심 혹은 디바이스 의존적 서비스 개념이 향후 개인공간의 각종 전기, 전자
기기, 자동차, 전력시스템을 PES (Personal Environment Service)로 대표되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적 무선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
● 언제 어디서나 개인 주변의 WPAN 기능을 갖춘 가전기기, 자동차, 전력시스템등을 개인에 특화된
환경에 맞게 최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편의성 도모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 및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음
● 따라서 IMS 이후(Beyond IMS) 단계에서 새로운 서비스 기술의 가장 큰 화두는 개인 중심 개인공
간 통신 (PSC) 또는 사용자 환경 서비스 (PES) 로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유무선 홈네트워킹
서비스 기술이 될 전망
● 모든 서비스 중심에 개인 또는 이용자를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계층
부터 응용 서비스 계층까지 개인화 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식기반 u-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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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서비스 및 제어 인프라에 지식기반의 새로운 능력들을 부여하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이 적극적으로 창출
● 통신 인프라의 그린IT 기술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통신 인프라의 그린 IT를 위한 제어/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선점할 경우에 통신 인프라 분야의 경쟁력 향상 가능

다. 지능형 융합 정보가전 분야
■ 견인 요인
● 전통적으로 국내 정보가전분야는 세계적 기술 및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보가전기기와
네트워크와의 융합에 따른 변화에도 잘 적응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네트워크화 된 정보가전기기는 이제 3D를 포함하는 고차원 실감 사용자 인터랙션과 감성이 융합된
상황인지를 통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야흐로 지능형 융합정보가전기기라는 큰
시장을 향한 도약을 진행 중임

■ 저해 요인
● 전통적인 정보가전분야에 다소 뒤처진 해외기업들은 새로운 융합정보가전기기 서비스(디지털 광고 등)를
조기 발굴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융합정보가전기기의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감성융합 상황인지 및 고실감 사용자 인터랙션(사용자
경험) 등에 대한 원천기술의 수준이 국내보다 높음

■ 잠재 요인
● 국내는 개발된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융합정보가전기기를 사업화하기 위한 인프라가 타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잘 갖추어져 있으며, 새로운 융합정보가전 서비스 발굴을 통한 신시장 창출의 가능성이
높음
● 국내는 2D 장치 뿐 아니라, 3D 장치 분야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충분한 전문인력 풀을 갖추고 있음

■ 시사점
● 잘 갖추어진 국내 정보가전기기 개발/생산 인프라를 지능형 융합정보가전기기 개발/생산 인프라로의
Seamless한 전환이 필요
● 융합정보가전기기의 실감/감성화를 위한 핵심요소 기술과 서비스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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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린홈 기술 분야
■ 견인 요인
● 건물의 첨단화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으로 사회적 변화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택 환경을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기술이
필수적임
● 우리 나라의 경우 기 활성화 되어 있는 스마트 홈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적재산
권을 조기 선점하여 그린홈 시장의 선도 가능
● 스마트그리드 연계 및 홈 에너지 관리 기술은 홈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분산전원 및 전기차 연계,
활용 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하며 상호 산업 촉진 효과가 기대됨

■ 저해 요인
● 에너지 기술의 홈 네트워크 산업으로의 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율과 통합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 등 부족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스마트 그리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표준화된 연계 기술과 대응 체계, 통합
서비스 모델 제시 필요

■ 잠재 요인
● 스마트 홈 분야는 편의성, 편리성, 안전성 등 포괄적 주거 환경을 구성하는 솔루션으로 접근되어
온 바, 사용자의 관점에서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을 사용자 중심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시사점
● 그린홈 에너지 제어 기술의 활용 범위는 신축 주택을 포함하여 기축 주택에서의 적용 또한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주거용 공용주택 및 상업용 건물에 사용될 수 있는 활용 범위가 광범위한 에너지 절감용
핵심 기술임
● 에너지/자원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제어 장비, 저비용 저전력 기기 중심의 신규 시장 형성, 신재생
에너지원, 저장장치 등의 수용을 통한 융합형 시장 형성 및 스마트 홈 사업자가 에너지/자원 관리
사업자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기대됨
● 스마트홈과 연계된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을 통하여 국내 시장 창출 및 수입 대체효과와 스마트
그리드나 전력 부문 수요관리와 연계하여 형성되고 있는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기대됨
● 그린홈 및 에너지 관련 시장 및 기술 분야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전문
인력의 양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양하고 막대한 산업적인 파생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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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3D 서비스 플랫폼 분야
■ 견인 요인
● 실감형 콘텐츠의 요구 증가 및 영상 산업의 기술적 수준이 급속히 발전하고 콘텐츠제작 기술 및
디스플레이기술 등의 요소기술들이 동반 발전함에 따라 함에 따라 박물관, 전시관 등의 특수목적의
제한된 시장에서 3D 영화와 같은 대중화에 접어들고 있음
● 대다수의 가전업체에서 영상디스플레이의 기술발전으로 2D 영상의 대형화 및 고해상도화가 더
이상의 고수익을 내기 어렵고 시장이 포화되어 가고 있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3D 영상 산업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3D 영상 시장이 컨슈머 시장으로 크게 성잘 할 가능성이 있음

■ 저해 요인
● 안경식 디스플레이가 대다수인 현재의 3D 디스플레이는 착용의 불편함과 해상도의 저하문제 및
높은 가격 등으로 소비자가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단일화된 기술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기술의 제품이 혼재되어있을 경우 호환성 등의 문제가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음
● 3D 영상 콘텐츠는 2D 영상과 달리 어지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휴먼팩터를 고려하여 제작
하여야 하는데 아직 휴먼팩터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콘텐츠의 부족이 수요자의
관심을 저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잠재 요인
● 3D서비스 플랫폼산업은 과거 전시관과 체험관 등의 소규모 시장에서 영화산업으로 대중화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영화 산업 뿐 아니라 3DTV, 게임, 의료, 교육, 건축, 군사, 문화, 광고 등 전 산업에
걸쳐 파급 될 것으로 예측
● 3D 영상 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실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인터랙션 기술, 증강현실 기술, 가상세계
기술, 햅틱 기술 등의 지능적인 기술들이 융합 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실감체험형 어플리케이션이 탄생할 수 있음.

■ 시사점
● 3D 서비스 플랫폼 사업은 영화“아바타”
라는 콘텐츠하나에 의해서도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사용자들의 호감도를 단번에 끌어 올릴 수 있는 대중화가 가능한 산업이므로 무안경방 기술과 휴먼
팩터를 고려한 콘텐츠의 보급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성장은 물론 고용창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정부의 적극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함 분야임
● 선진국에서는 3D 기술을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해왔기 때문에 제작과 디스플레이 까지 전분야에
걸쳐 고루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만 대기업 중심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 그 이 외의 기술 분야는 경쟁력이 낮은 편임.
● 따라서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작과 신호처리 기술 뿐 아니라 인터
랙션기술 등과 같은 융합기술의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선진국도 초기단계인 홀로그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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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전 및 전략

01

비전 및 목표
<비 전>

2018년, 지능형 홈 산업 선도국가 도약
지능형 홈서비스 보편화를 통하여 안전, 편리, 즐거운 스마트 그린홈 실현

<추진전략>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기축 주택을 고려한 보급형 지능형 홈 모델 개발 및 수요확대
◇ 3D·실감·그린 홈 기술개발로 부가가치 높은 제품개발 및 시장진출
◇ 신개념 글로벌 홈서비스 모델 개발과 융합원천기술의 타산업 적용

<중점 추진과제>
홈 플랫폼

유무선 홈 네트워킹

실감·감성·지능형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및 에너지 절감기술개발을
통한 차세대 홈네트워크 시장 창출
세계 우위 확보 가능한 초고속 무선 홈네트워크 기술 확보

지능형 융합 정보가전

국내 가전 산업의 경쟁 우위 지속 유지를 위한 융합형 정보가전 및 핵심
부품 기술 개발

그린 홈

홈플랫폼, 홈네트워킹 및 정보가전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절감기술확보
홈네트워크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조기 상용화 추진

3D 서비스 플랫폼

실감형 3D 인터렉션 플랫폼 및 무안경식 3D시스템 등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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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구 분

2010 ~ 2013

2014 ~ 2016

쾌적하고 효율적인 그린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홈 서비스에 맞는 실감환경을 재현하는 실감홈

개인의 감성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의 감성홈

목 표

특 징

댁내외 Seamless
Connectivity

그린 네트워크

착용형

의복형

편재형

환경 정보 기반 실감 미디어 플랫폼 기술
원격 홈디바이스 장애 처리 기술
논리적-물리적 홈 자원 통합 관리

오감 정보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 기술
홈 자원 자가-최적화 관리
미디어-디바이스간 자율 동기화

유무선
홈
네트워킹

Unified 유선 MAC/PHY 기술
Gbps급 UWB,
저전력 ZigBee, 고신뢰 SUN
저속 VLC
수십 cm 이내의 무선 위치인식
유무선 융합 브리징 기술
TV White Space 주파수 개발

Unified 유선 전송기술
UWB기반 비압축 Wireless HDMI 기술
SUN & ZigBee Profile 연동기술
고속 VLC
수 cm 이내의 무선 위치인식
WVAN 기반 홈네트워킹 기술
TV White Space 홈네트워킹 기술

지능형
융합
정보가전

실감융합 정보가전 서비스 기술
홈 센서 네트워킹 기술
상황·감성정보 센싱 기술
실감/오감지원 인터랙션 기술

감성융합 정보가전 서비스 기슐
감성융합 센서 네트워킹 기술
감성융합 상황인식 기술
고실감/오감융합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그린홈

댁내 에너지 최적 관리 기술
에너지 라우팅 기술
그린홈 DC 전력 기술
개방형 그린홈 서비스 플랫폼

댁내 신재생 에너지 연계/운용 기술
스마트 그리드 연계 기술
PHEV 연계 및 운용 기술

3D 서비스
플랫폼

안경식 3D디스플레이기술
3D영상 제작 및 편집기술
2D 영상의 3D영상 변환기술
단일 포맷 3D 영상기술

무안경식 3D디스플레이기술
CGH 홀로그램 기술
휴먼팩터 제어 기술
다중 포맷 3D 영상기술

홈
플랫폼

352

유무선 연동 기반 댁내
Connectivity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03
구 분

서비스

제품 및 서비스 Milestone
2010

2011

2012

2013

대화형 홈 미디어
실감형 홈 미디어 서비스
서비스
모니터링 기반
수요 기반 에너지 관리 서비스
에너지 절감 서비스
실감 협업형 대화/원격 서비스
단지, u-City, 공공
인프라 연계형
상황기반 홈오토메이션 서비스
홈 오토메이션 서비스
3D 방송 서비스
3D 사이니지 서비스

2014

자율형 그린홈 서비스
감성형 대화/원격 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자율형 홈오토메이션 서비스
3D 화상통화 서비스

실감형 홈서버,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네트워크 전력 콘센트

클라우드 홈서버, 홈, 월패드
자율형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수 cm 위치 인식 모뎀
400Mbps급 전력선 모뎀
수 Gbps급 UWB 시스템

저전력 ZigBee 응용 시스템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수십 cm 위치 인식 모뎀
200Mbps급 전력선 모뎀
Gbps급 UWB 시스템

고신뢰 SUN 응용 시스템

수 Mbps급 VLC 모뎀

수 백 Mbps급 VLC 모뎀

QoS 보장 유무선 연동 브릿지 / 개인공간 네트워킹 시스템
네트워크 가전

그린 가전

저가-진화 가전

대화형 3D 실감 체험 게임기

감성인지 지원 게임기

Programmable 리모콘, 멀티모달 지원 리모콘

감성 융합형 리모콘

홈 컨텐츠용 가상 스토리지

홈 컨텐츠용 감성융합 가상 스토리지

맞춤형 실감 케어가전 기기

맞춤형 감성융합 케어가전 기기

실감 인터랙티브 DOOH 미디어 기기

감성융합 인터랙티브 DOOH 미디어 기기

전력 Metering 시스템

댁내 에너지 제어시스템

안경식 3D TV

표준

3D 홀로그램 서비스

감성융합 정보가전 서비스

상황인지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제품

2015~

감성융합형 홈 미디어 서비스

실감융합 정보가전 서비스
에너지 절감형 홈서버

2015

융합 홈 미디어 처리 기술 실감 표현/재현, 미들웨어 처리 기술
상호연동 미들웨어,
댁내 원격 관리
홈 자원 관리
프레임워크
VLC, SUN, Gbps급 UWB, 초정밀 위치인식기술
대화형 3D 인터페이스 기술
안경식 3D 디스플레이 표준

댁내 에너지 자율 관리 시스템
무안경식 3D TV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감성/오감 정보 처리 기술
홈 장애처리 프로토콜
수십 Gbps급 UWB, 수십 Mbps급 VLC
4D 인터페이스 기술
무안경식 디스플레이 표준

3D 실감 인터랙션 기술

4D 고실감 인터랙션 기술

에너지 절감 프로토콜 그린홈 평가 기준

에너지 관리 기술 그린홈 인증

홀로그램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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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대화형 미디어
환경/생체/오감 정보 융합 감성미디어
환경 정보 기반 실감미디어 플랫폼 기술
플랫폼 기술
플랫폼 기술
미디어-디바이스간 동기화 기술
미디어-디바이스간 자율 동기화 기술
댁내외 디바이스
댁내 디바이스간 자율 협업 기술
댁내외 디바이스간 자율 협업 기술
연동 기술
Layered 인코딩/디코딩
Scalable 인코딩/디코딩
댁내 미디어 공유
Coactive 기반 댁내외 미디어 공유 기술
자율 미디어 공유
홈 자원별 구성
논리적-물리적 홈 자원 통합 관리 기술
홈 자원 자가-최적화 관리 기술
관리 기술
디바이스 장애
원격 홈네트워크
상황 기반 홈네트워크 장애 자율 처리 기술
처리 기술
장애 처리 기술
가상화 기반 댁내외 자원 동적 공유 기술
Cloud 컴퓨팅 기반 댁내외 자원 자율 공유 기술
정적 상황정보
사용 패턴/특성 인지/추론 기술
홈센서 기반 융합 상황 인지/추론 기술
인지/추론 기술
400Mbps급 전력선 통신 기술
400Mbps 이상 전력선 통신 기술
Gbps급 Residential 이더넷 기술
수 Gbps급 Residential 이더넷 기술
Unified 유선 MAC/PHY 기술
1 ~ 3Gbps급 UWB 기술
3Gbps 이상 UWB 기술
수십 cm 이내 위치인식 무선 기술
수 cm 이내 위치인식 무선 기술
저전력 ZigBee 기술, 저속VLC 기술
고신뢰 SUN 기술, 고속 VLC 기술
핵심기술
블루투스 over UWB 기술
UWB기반 FUll HD지원 Wireless HDMI 기술
유무선 융합 브릿징 기술
Wireless Video Area Network 기술
주파수 간섭 검출기술
주파수 간섭 회피기술
주파수 공유기술
가전 원격
가전 자가 진단 기술
가전 자가 치유 기술
Upgrade 기술
퍼베이시브 홈 미디어 기술 홈 컨버전스 미디어 가상화 기술
감성융합 홈 컨버전스 미디어 가상화 기술
실감 맞춤형 케어기전 서비스 기술
감성융합 맞춤형 케어기전 서비스 기술
실감 인터랙티브 맞춤형 디지털 광고 서비스 기술
감성융합 인터랙티브 맞춤형 광고 서비스 기술
상황정보 가상센서 기술
가상 센서 네트워크 기술
감성융합 가상센서 및 가상 센서 네트워크 기술
다중 상황인식 기술
복합 상황인식 기술
감성융합 복합 상황인식 기술
실감 사용자 인터랙션(3D, Lucid 터치 등) 기술
고차원 실감 사용자 인터랙션(고실감 가상세계 등) 기술
오감 지원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오감융합(미각/후각포함)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댁내 에너지 최적 관리 기술
댁내 신재생에너지 연계/운용 기술 스토리지 기반 에너지 네트워크 기술
에너지 포인트 모니터링/관리 기술
에너지 라우팅 기술
스마트 그리드 연계 기술
그린 홈 전력 공급 기술
EV 연계 및 운영 기술
웹 기반 재택
가상화 기반
텔레프레젠스 기반 재택근무 플랫폼 기술
근무 플랫폼 기술
재택 근무 플랫폼 기술
3D 안경식 디스플레이기술
무안경식기술
홀로그램 기술
2D/3D 변환 기술
휴먼팩터 제어기술/다중포맷 3D 기술

354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04

기술확보 전략

■ 근거리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 감성형 홈서비스 플랫폼 분야
- 감성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스키마 및 메타데이터 정의를 국내 산학연이 협동하여 국내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내 표준을 국제표준단체인 MPEG, ISO 등을 통하여 국제표준 기술 확보
- 국제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실감, 감성 및 3D입체영상과 결합한 융합형 미디어 개발과 이들 감성
융합형 미디어를 재현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과 감성형 홈서버 개발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개척
● 감성홈 미들웨어 기술 분야
- 상황인지 기반의 다중 감성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류/분석
/추론/검색할 수 있는 감성 마이닝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감성형 미들웨어 기술은 기확보된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기술을 근간으로 산업체와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상용기술 개발하고 정부의 기반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산업체 주도의 시장보급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 유도

■ 유·무선 홈네트워킹 분야
● 홈네트워크 주파수 공유 기술
- 무선 커버리지가 좁은 개인공간통신을 중심으로 간섭신호 검출 및 회피에 요구되는 핵심 기술 등을
자체 개발로 추진
- 우리나라의 DTV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말 이후부터 TV White Space 사용이 가능하며 이에
요구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함
● 이기종 무선통신 시스템 연동 기술
- ZigBee, Bluetooth, UWB 프로토콜 구조 및 응용 프로파일 변환 기술과 이종망과 상호연동에
필요한 핵심 기술 등을 자체 개발로 추진
- 다양한 전기, 전자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통 표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표준을 정비
하기 위한 국내, 국제 표준화에 적극 참여함
● 고신뢰 이동성 지원 무선통신 기술
- 가정, 자동차, 사무실 등 개인이 이동하는 개인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기, 전자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로 추진
- 개인환경 서비스를 위한 기술을 국내, 국제 표준화에 적극 반영하고 IPR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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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지능형 융합정보가전 분야
● 융합정보가전 서비스 기술
- 기존 정보가전기기에 네트워킹 기능이 추가되는 단순 진화를 넘어서 실감 및 감성 기능이 포함되는
고부가가치 융합정보가전기기로 발전
-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2012년 73억불, 연평균 29%성장) 디지털 광고(Digital Out-ofHome, DOOH) 기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소비자 감성·행동 센싱·인지,
인터랙티브 DOOH 미디어 저작·분배)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시장 및 제품 경쟁력 제공
- 댁내외 융합정보가전기기의 저장공간(2010년 기준 전세계 20억대, 댁내기준 2012년 평균
2.2TB)에 흩어져 존재하는 대규모 실감·감성정보에 대한 비전문적인 사용자에 대한 접근 및
관리의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기술(가상화, 자율관리)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홈 스토리지
시장 선점
● 감성융합 상황인지 기술
- 상황인지 및 감성인지 분야는 독립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나, 융합정보가전
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댁내외 환경에 특화된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 댁내외 환경에서 생체·감성정보를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생체·감성정보의 가상 센싱(센싱,
필터링, 합성 포함) 및 네트워킹 기술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
● 고실감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 3D 및 오감(시각/청각/촉각) 기반 실감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의 자체개발을 통해 융합정보가전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며, 가상세계, 4D, 오감융합(시각/청각/촉각/미각/후각) 기반 인터랙션 기술의
추가 확보를 통한 고실감 사용자 인터랙션 제공

■ 그림홈 분야
● 그린홈 플랫폼 기술
- 개방형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기존 지능형 홈 체계와 상용 운영중인 지능형 홈 운용 정보를 분석
하여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표준 모델의 정보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개방형 표준에 준거하여 정의
하여, 개별 가구와 공용부를 모두 수용하면서도 사용자의 선택권과 외부 서비스 진입의 용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 개발
- 그린홈의 최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 자원, CO2, 전기, 비용 등의 다양한 Factor를 목표함수로
스마트 홈 기기, 인프라, 스마트그리드 기기, 신제도, 정책, BM 등의 도입과 결합을 통하여
사용자에 적합한 최적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알고리즘과 도구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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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홈, 스마트그리드 연계 기술
- 에너지 부문의 대표적 산업 동향인 스마트그리드의 수용 모델 개발을 통하여 스마트 홈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에너지 및 환경 요인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함
- 스마트 홈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그리드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운영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스마트 홈 관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자원, 에너지원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요금 체계, 법·제도 체계 정비
- 스마트그리드에 의해 촉발되는 DER (분산전원: Distributed Energy Resource),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cuture), RTP (실시간요금제: Real Time Pricing), EV (전기
자동차 : Electric Vehicle), 에너지저장 체계 등에 대한 스마트 홈 관점의 모델을 설계

■ 3D 서비스 플랫폼 분야
● 무안경식 디스플레이기술
- 현재는 기술개발의 한계로 인한 안경식 디스플레이기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추후에는
사용자들의 편리성 요구와 서비스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무안경식 디스플레이가 3D서비스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안경 방식의 3D 시스템 개발에 주력함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휴먼팩터 제어기술
- 양안시차에서 오는 영상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어지러움증은 3D 사업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많은 기술적 개발과 제작기술의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성공을 보장
하기 어려우므로 휴먼팩터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력함
● 3D 교감체험 기술
- 3D 영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실감을 느낄 수 있지만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수준을 넘어 3D 영상을
인터랙션 하면서 직접 만지고 오감으로 느끼게 되면 가상과 현실이 혼재되는 다양한 교감체험
서비스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능형 융합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함
● 홀로그래픽 기술
- 3D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홀로그램으로 진화할 것에 대비하여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홀로그래픽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나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어서 우리나라도 서둘러 홀로그램의
기초 원천기술부터 개발한다면 향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적극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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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Ⅴ. 세부 추진계획

01

기본방향

● 댁내 또는 단지내에서 기기들간 끊김없는 콘텐츠 공유와 다양한 미디어들 간의 자율적 상호
인터랙션 및 사용자 감정을 고려한 서비스 등 미래의 쾌적하고 안락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실감형
/감성형 홈서버 기술 개발
● 편리하고 안전한 홈네트워크 환경 제공과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해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자원을 자율/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상황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홈 서버부터
정보가전기기까지 모든 기기에 탑재되는 자율형/지능형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원천 기술 개발
● 주거공간의 다양한 정보가전 기기들 간의 이음새 없는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주택단지 및
도시공간(u-City)까지 확장함으로써 네트워크-기기-서비스의 자연스러운 연동을 지원하고 향후
스마트 그리드까지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개발
● 기능·성능·서비스·시간·환경·사용 목적·의도·감성 등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능, 성능
등을 재구성한 차세대 자가 진화형 지능형 정보가전기기 기술 개발
● 상황인지 미들웨어와 오감 및 감성 기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사용의 편의성 및 User
Experience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간친화적인 지능형 융합 단말 기술 개발
● 가정내 에너지 소모를 절감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실감 업무
환경의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린홈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사용자의 위치 및 활동/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유지, 생활안전 등 Life-Care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형 가디언 플랫폼 기술 개발
● 상용화된 실감형 3D영상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2D 응용서비스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된 실감형 3D인터렉션 기술지원을 위한 플랫폼(Platform) 등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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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부 기술개발계획

1

감성형 홈 플랫폼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댁내외 이종 유무선 감성 단말 간 동적 네트워킹 및 협업, 사용자 감성의 감지 및 수집/분류/분석/
추론, 감성융합 미디어를 생성/저장/분배/재현하는 감성형 홈서버 개발
● 사용자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오감 표현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감성 정보/프로파일/패턴/성향 등,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실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감정인식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주택 건물의 설계/시뮬레이션/시공 등에 활용되는 빌딩정보모델을 홈네트워크에 융합하여 종합적
이고 정확한 홈 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건축정보융합 홈관리 아키텍처 개발

■ 연구목표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감성 단말 및 오감표현 시스템과의 동적 네트워킹 및 협업 기술
개발
감성정보를 수집/분류/분석/추론하는 감성홈 미들웨어 기술 개발
감성융합 미디어를 생성/저장/분배/재현 하는 감성융합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
11~’
15

150

홈네트워크
상황/감정인식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흩어진 개인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끊김없는 사용자 경험을 유지
시켜주는 개인화 상황관리 기술 개발
사용자의 감정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성 인지
서비스 기술 개발
사용자 감성 및 환경 정보 인식 및 관리 기술 개발

’
11~’
15

150

건축정보융합
홈관리
아키텍처 개발

동적이고 논리적인 홈네트워크 정보와 정적이고 물리적인 건축
정보 융합을 통한 홈관리 미들웨어 기술
홈/홈기기/홈네트워크 상황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제어 및 관리
하는 3차원 시각화 기술

’
11~’
1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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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형
홈서버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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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자연환경으로부터 실감정보를 획득하여 미디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중심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에서 인간 생체로부터 획득한 감성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체험형, 감성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구축
- 자연현상이나 생체정보로부터 획득한 실감/감성정보를 국제 표준규격에 맞게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융합형 미디어 저작과 사업자중심에서 탈피하여 사용자간 감성융합형 미디어를 생성, 전달
하고, 소비할 수 있는 감성융합형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및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
●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무관한 공통 서비스 프로토콜을 통하여 디바이스 간 자유로운
협업을 제공함으로써 각 디바이스 기능을 조합하여 새로운 디바이스 및 감성형 서비스가 창출되는
미래 정보가전기기 개발 환경 제공
- 감성정보의 분류, 저장, 검색 및 추론할 수 있는 감성정보 데이터 마이닝과 표준 API를 개발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감성형 아바타, 차세대 사용자인터페이스(U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미들웨어
기술 개발
● 건설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습득 및 활용하여 홈네트워크의 동적이고 논리적인 정보와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폭 넓은 홈네트워크 관리 서비스를 새로운 홈네트워크 킬러 응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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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 무선홈네트워킹 기술

■ 연구목표
●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에서 개인 공간(수십m 이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기
및 유무선 인프라와 개인 휴대 단말기가 네트워크로 자동 연결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선호하는 편의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고신뢰 이동성 지원 개인공간통신 (PSC :
Personal Space Communication) 기술
● 실내 증강현실 구현을 위하여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 및 측위 기술을 융합한 초정밀(cm 급) 3D
위치인식 기술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기술과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한 무선통신 기반 위치인식 기술
● WVAN(Wireless Video Area Network) 구축을 위해 고화질 비압축/최소압축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Gbps급 지능형 무선 전송 기술
● 인체내부에 이식되거나 혹은 외부에 부착된 바이오 센서로부터 생체신호를 검출하고 장치를 구동
하기 위한 초소형 안테나 기술과 인체내에서 배터리 교체없이 수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저전력 무선
통신 기술

■ 중점연구분야
중점 연구분야

이동성 지원 적응형
무선통신 기술 개발

실내 무선통신 및 초정밀
측위 시스템 기술 개발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스마트 그리드 기반의 지능형 그린 홈에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시키는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홈네트워크가 융합된 지능형 그린 홈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Scalable한 전송속도와 높은 링크 마진을 제공
- 건물주변의 열악한 전파환경에서도 Mesh Network 구성이 보장되는 저가격/저전력 무선 전송
시스템 개발

(단위 : 억원)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고신뢰 이동성 지원 PSC PHY/MAC 기술
유휴 주파수 활용 무선통신 기술
커뮤니티 기반 네트워킹 기술
사용자 선호 환경 서비스 기술

’
11~’
15

100

무선통신 및 측위 커버리지 향상 및 저전력 기술
실내 수 cm급 거리측정 정밀도 획득 기술
다중 이동노드 위치추적 지원을 위한 모뎀 기술
트래킹 및 위치인식을 위한 MAC 기술
다중 노드를 이용한 동적 네트워킹 기술
실내 증강현실 구현을 위한 실시간 3D 트래킹 기술

’
11~’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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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연구분야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실시간 초고속 전송
무선통신 기술 개발

UWB 대역 주파수 공유기술 개발
다중채널/듀얼전력 모드 Gbps급 초광대역 전송기술
고화질 무선 영상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지능형 WVAN 구축 기술

’
11~’
15

100

■ 추진전략
● 최근 IEEE802.15 WNG에서 사용자 중심의 PES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원천기술인 새로운 전송기술에 대한 필요성으로 PSC IG(Interest Group)가 결성되어 표준화
추진 중
- 표준화 단계부터 원천 표준 기술 확보 및 중점 서비스 분야 개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실내 증강 현실 구현을 위해 초정밀 3D 위치추적 기기, 데이터 통신 기기, 센서 등을 하나로 통합한
저전력 초소형 융합 디바이스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 실내에서 디바이스의 거리를 수cm 이내로 측정할 수 있는 무선 기술을 개발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물이나 장소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여 실내 증강 현실 관련 신산업
창출 견인
● 고화질 비압축/최소압축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지능형 무선 전송 기술 개발을
통한 WVAN(Wireless Video Area Network) 핵심 원천기술 확보
● 노령화와 웰빙 산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질병을 조기예방 할 수 있도록 인체내 초소형 저전력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홈 &
모바일 산업과 연계하여 확산 추진
● 그린홈 구축을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초기단계인 표준화
및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리드와 연동되는 유무선 홈네트워킹 핵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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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감성 융합정보가전 기술

■ 연구목표
● 댁내외 환경에서 소비자의 감성과 행동 센싱하여 인지한 후에 개인 맞춤형 실감 인터랙티브
DOOH(Digital Out-of-Home) 미디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차세대 DOOH 미디어 플랫폼 기술
개발
● 댁내외 존재하는 대규모 실감·감성 컨텐츠 정보를 가상화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퍼베이시브(pervasive)한 입출력을 제공하는 홈 스토리지 가상화 플랫폼 기술 개발
● 댁내외 사용자 생체 및 감성정보를 센싱·노이즈필터링·합성하는 가상센서와 가상센서와의 통신
및 공통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생체·감성정보 가상센싱 네트워크 기술 개발

■ 중점연구분야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소비자 감성·행동 센싱 및 인지 기술
인터랙티브 DOOH 미디어 저작 및 분배 기술
차세대 DOOH H/W 및 S/W 공통 플랫폼 기술

’
11~’
14

80

홈 스토리지
가상화 플랫폼 개발

댁내외 대규모 실감·감성 미디어 컨텐츠 가상화 기술
대규모 실감·감성 미디어 컨텐츠 자율 관리 기술
(self-organizing, self-deduplicating, self-migrating 등)
실감·감성 미디어 컨텐츠 퍼베이시브 입출력 기술

’
11~’
14

80

생체·감성정보
가상센싱 네트워크
플랫폼 개발

생체·감성정보 가상센서(센싱, 필터링, 합성) 기술
생체·감성정보 가상센서 통신 프로토콜 기술
생체·감성정보 특화 가상센싱 네트워크 플랫폼 기술

’
11~’
14

80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인터랙티브 DOOH
(Digital Out-ofHome)
미디어 플랫폼 개발

■ 추진전략
● DOOH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대표적인 융합정보가전기기인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개발
업체 및 해외 Digital Signage Association (http://www.digitalsignageassociation.org) 으로
부터의 공통 플랫폼 개발관련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핵심기술에 대해 관련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담당토록함
-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국내 산학연 컨소시엄/협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세계적인 개발추세 및 최신
기술의 국내 업체로의 기술이전 및 수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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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융합정보가전기기 및 미디어 컨텐츠의 특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요구사양을 추출하고, 홈 스토리지와 관련된 핵심기술에 대해 관련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토록 한 후, 관련 국내 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사업화가 이루어지도록 함
- 특히, 홈 스토리지 기기의 중요성 및 향후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비해서 관련 국내기업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정부차원/주도의 관련 산업 육성이 병행되어야 함
● 생체 및 감성정보 가상센서와 가상 센싱 네트워크는 댁내외 환경에 맞춤형 융합정보가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서 상기 두 기술보다 우선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는 기반기술임
-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 가상센서는 홈네트워크/정보가전 기술이 주가 되지만, 물리적 센서
기술이 융합형태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며, 가상센서 네트워크는 홈네트워크/정보가전 기술과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

364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4

그린홈 기술

■ 연구목표
● 홈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댁내 환경의 체감적 손실 없이 에너지와 자원의 지능형 관리를
통하여 CO2 발생, 에너지·자원 소비 및 사용자 비용을 최소화
● 미래 에너지 환경을 위한 분산형 발전 연계, 전기자동차 연계, DC 인프라 연계, 복합 에너지 운용
체계 및 에너지 라우팅 기술을 통한 홈 네트워크와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 관리
●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된 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존 로컬 홈에서 위치시키던 서비스 주체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하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인터넷 산업 영역까지 확장 하도록 개방형
서비스 기술을 적용
● 홈네트워크의 사용자 편의성, 쾌적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합 홈네트워크 기술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 모델과 친환경에 대한 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및 기술적 기반 확보

■ 중점연구분야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11~’
14

30

’
11~’
14

50

’
11~’
14

70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그린홈 서비스 기술
그린홈 에너지
최적 관리
플랫폼 기술

고효율 에너지 관리 홈-인프라 기술
에너지 상태 추정 및 효율화 엔진 기술
에너지 상태 감지를 위한 확장성 있는 환경 모니터링 기술

그린홈 집단 모델형 전력 수요반응 기술
그린홈
스마트그리드
연계 기술

그린홈/스마트 그리드 연동 과금 체계
그린홈 주거환경 기반 전기자동차 운영 기술
분산 전력 소스(태양광, 퓨어셀 등) 인터페이스 기술

그린홈
에너지
라우팅 기술

그린홈 적용형 DC 기반 신재생연계 인프라 기술
전기 스토리지 최적 운영 알고리즘 및 전력 효율화 기술
냉난방/전기가 결합된 에너지 복합 운영 최적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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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연구목표
● 그린홈 에너지 최적 관리 플랫폼 기술
- 현재 홈네트워크 서비스 통합 게이트웨이 및 미들웨어 기술이 프로토콜 연계 중심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상품화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또한 홈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표준화로 물리적 연결과 연동 프로토콜 중심의 표준화 때문에
사용자의 기기 선택권 미비함
-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로 클라우드(인터넷, M2M, 사물 인터넷 등의 복합적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인프라의 종속성을 최소화 하며, 기존 홈 미들웨어/플랫폼과 보완적 공존성을 지원
- 신규 사업자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 그린홈 스마트그리드 연계 기술
- 스마트 그리드의 전력 수요반응 서비스는 현재 전력사의 효율적 설비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에서 아파트 중심의 복합 환경에 적합한 수요반응 서비스 기술을 개발함
- EV 연계 과금제도 및 체계를 설계하여, 사용 가구별 일반 누진제 및 EV 별도 요금제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과 공용부 충전 인프라 설비 및 스마트 충전 기술을 개발함
- 다양한 분산 전원 소스를 연계할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수요반응, EV 시스템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 전력운영 기술을 개발함
● 그린홈 에너지 라우팅 기술
-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변환 과정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운영에 있어 비용 효율을
최적화 할수 있도록, 에너지 스토리지와 에너지 소모 기기를 고려한 에너지 저장, 전달 체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함
- 그린홈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난방, 급탕, 조명, 전력냉방, 취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개별적
에너지 효율만으로는 전체 에너지의 효율화를 얻기 힘들고,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임의 조절이
불가능한 에너지원으로는 에너지 효율화에 한계가 존재
- 열 및 전기 에너지가 결합된 에너지 복합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복합 에너지 서비스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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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3D지원을 위한 플랫폼 기술

■ 연구목표
● 가정에서 3D형태의 게임이나 교육, 쇼핑, 광고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영상가전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실감체형 3D 인터랙션 플랫폼을 개발함.
● 무안경방식의 3D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휴먼팩터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제작,
편집기술 및 몰입연계체험이 가능한 콘텐츠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디지털 홀로그래픽 기술의 생성제작, 처리, 기록, 재생, 전송 등에 관한 전체적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중장기적인 추진방안을 세워 기술개발과 표준화, 상용화 개발, 기반구축 등이 필요함

■ 중점연구분야

(단위 : 억원)

중점 연구분야

주요내용

소요예산

’
11~’
15

150

’
11~’
15

150

’
11~’
15

150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추진기간

초고해상 무안경식 3D 시스템 기술개발
초고해상
AS-3D 기술

고압축 및 전송기술개발
통신기반 실시간 3D 서비스 기술개발
휴먼팩터 제어 기술

3D 콘텐츠 제작 엔진기술 개발
3D 교감체험
미디어 플랫폼 개발

3D 몰입 연계체험형 융합 서비스 시스템 기술개발
휴먼팩터를 고려한 3D A/V 미디어 제작 기술 개발
3D 오감 피드백 인터랙션 시스템 개발

실시간 홀로그램 생성 및 재생이 가능한 CGH 기술 개발
완전시점 홀로그램
플랫폼 기술개발

완전시점 홀로그래픽 스크린 기술개발
파노라믹 홀로그램 합성기술개발
초소형 홀로그램 광학 시스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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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추진전략
● 3D 산업 분야는 초기 시장 단계이므로 정부는 수요유발 정책과 기술견인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되
대기업중심으로 컨슈머 시장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분야 또는
특수분야 제품 개발에 투자하는 전략을 추진함
● 기존에 개발된 상용화에 가까운 3D기술은 기업중심으로 개발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리스크가 큰
기초원천기술은 산학연 중심으로 연계하여 기술 분야별로 역할 분담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함.
● 3D 기술분야는 아직 국제적인 표준기술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이며 특히 휴먼팩터 기술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함.
● 실감형 3D영상서비스와 병행할 수 있는 Killer Application을 중심으로 관련된 기술개발 추진하되
3D 기술과 더불어 인터랙션, 증강현실, 가상현실, 햅틱기술, 가상세계 등 이종기술을 접목하여 3D
미디어가 단순 시청에서 벗어나 새로운 Killer Application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함
● 홀로그램 기술은 선진국이 기초연구를 먼저 시작한 상태이므로 유럽 및 일본 등과 국제공동연구
방안을 추진하며 향후 모든 3D 제품이 홀로그램으로 진화 될 것에 대비하여 기초 원천기술부터
체계적인 연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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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중점추진 계획

■ 중점방향
● 세계 최고 수준의 감성·그린 홈 실현을 위한 홈네트워크·정보가전 기술 개발

■ 중점연구분야
● 감성·그린 홈서비스 시스템 및 융합단말 개발을 통한 체새대 홈엔터테인먼트 시장 창출
● 국내 가전산업의 경쟁우위 강화를 위한 융합형 정보가전 및 핵심부품 기술 개발

■ 사업추진 계획
구분

1

3

4

5

감성형 홈
플랫폼 기술

사용자 중심
무선홈
네트워킹 기술

실감·감성
융합정보가전
기술

그린홈 기술

실감형 3D지원을
위한 플랫폼 기술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감성형 홈서버 기술

감성단말 및 오감표현시스템 간 동적
네트워크 등

홈네트워크 상황/감정인식 프레임워크 기술

감성인지 서비스 기술개발 등

건축정보융합 홈관리 아키텍쳐

홈네트워크 건축정보 모델링 기술개발 등

이동성 지원 적응형 무선통신 기술

고신뢰 이동성 지원 기술개발 등

실내 무선통신 및 초정밀 측위 시스템 기술

실내 증강현실 구현 기술 등

실시간 초고속 전송무선통신 기술

UWB대역 주파수 공유기술 등

인터랙티브 미디어 플랫폼

소비자 감성/행동 센싱기술 등

홈 스토리지 가상화 플랫폼

실감·감성 미디어 컨텐츠 가상화 기술 등

생체·감성정보 가상센싱 네트워크 플랫폼

생체·감성정보 가상센서 기술 등

그린홈 에너지 최적 관리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그린홈 서비스 기술 등

그린홈 스마트 그리드 연계 기술

그린홈/스마트 그리드 연동 체계 등

그린홈 에너지 라우팅 기술

그린홈 적용형 신재생 연계 인프라 기술 등

초고해상 AS-3D 기술

초고해상 무안경식 3D 시스템 기술 등

3D 교감체험 미디어 플랫폼 개발

3D 오감 피드백 인터랙션 시스템 기술 등

완전시점 홀로그램 플랫폼 기술개발

실시간 홀로그램 생성 기술 등

홈네트워크/정보가전

2

중점 연구분야

* 연구과제명은 예산심의결과 및 분야별 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369

＞＞홈네트워크/정보가전
Ⅵ. 기대효과

01

기술적 기대효과

● 새로운 가치 창조와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하는 가정 실현으로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지능형 홈네트워크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
-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도 경쟁적으로 준비 중인 실감/
감성홈 관련 핵심 원천 기술 확보
- 녹색성장, 고령화 등의 사회 이슈 해소를 위한 에너지 절감 및 고령자 케어 등 미래 그린홈 시대의
핵심 원천 기술 확보
● 세계 최고의 지능형 홈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 표준 선도국으로 도약하여 국내 위상을 강화시키고,
기술/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통해 다양한 지능형 홈서비스를 보급 확산시킬 수 있는 Top-Down
방식의 지능형 홈 참조 아키텍처 확보
- 국제표준과 직결될 수 있는 지능형 홈 참조 아키텍처 확보로 국제 표준 수용자에서 국제 표준
선도국으로 지위 격상
- 누구나 쉽게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활성화 및 제품 경쟁력 확보
- 국가표준 체제를 정비하여 표준의 가치 및 효력을 높임으로써 산업체 및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
● 가정으로 국한되어 왔던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을 u-City 등 타 산업과 연계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 확보로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국내 건설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서비스·기기제조 산업체의 다양한 기술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u-City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기술 확보
-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그리드도 궁극적으로 가정과의 연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을 보호하고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 확보
● 3D기술은 2D 영상산업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새로운 개념의 실감형 新디지털정보기기 개발로 Digital Life의 향상과 손쉬운 UI로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실감 3D영상 기술은 세계적으로 각 요소별 기술발전에 힘입어 도입기에 접어들었으며 실감형
게임기로 촉발된 실감형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3D 디스플레이, 3D 센서, 3D 융합,
3D 컨텐츠 등의 각 요소 기술들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IT기술의 트랜드와 세계
기업의 추세로 볼 때 그 기술적 중요도와 파급효과는 높다고 볼 수 있음
- 실감 3D영상기술은 3D 디스플레이, 3D 센서, 3D 융합, 3D 컨텐츠 등의 각 요소 기술들의 완성도를
높여 산업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실감형 기술과 결합된 정보가전 및 IT기기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
으로 발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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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적 기대효과

● 세계적으로 진입기를 지나 확산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가전
산업과 건설산업을 기반으로 20% 이상 점유하여 세계 제 1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대국으로
도약
- 전통적 산업에 IT 기술을 접목되어 라이프스타일을 변화를 통한 잠재 수요 현재화로 콘텐츠 유통 및
국민의 편리한 삶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신 수요 창출
- 초절전 가전제품, 실감 홈서버 등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신제품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 확보
● 해외 유수 기관들과 기술개발과 표준화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산업 시장 선도에 기여
-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을 적용한 외국 제품의 무차별적인 국내 시장 진출과 국내업체의 외국
기술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붕괴를 저지하고 국내 업체의 수출 기반 제공
홈네트워크/정보가전

● 융복합 미디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방송,
게임, 인터넷 등 기존 산업을 동반 성장시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여가 시대 증대, 맞춤형 소비 풍조 확산, 참여형 콘텐츠 소비 패턴 확산 등 생활 패턴이 변모되는
시점에, 재미있고 쾌적한 가정을 만듦으로써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은 소비의 주 무대를 가정으로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은 기술·산업·서비스 간 전·후방 효과가 큰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정체된 전통 산업에 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스마트그리드 연계 및 홈 에너지 관리 기술은 그린홈 구현의 핵심기술로서 홈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분산전원 및 전기차 연계, 활용 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하며 상호 산업 촉진
효과가 기대됨
● 3D영상관련 기술개발은 영상분야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적인 효과로는 가전 및 통신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예술산업, 자동화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HDTV의 파급효과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3D용 실감형 UI를 장착한 각종 IT 플랫폼은 수출주도형 최첨단 기술집약형 제품이자 디지털TV,
차세대 PC, 홈서버, 컨슈머지향 헬스케어, 게임기 등을 융합하는 제품으로 관련된 시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수출 400억불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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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가정 정보화 인프라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로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 및 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공유하며 편안한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축의
발판임
- 미래 삶의 질 향상과 주거자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글로벌 Trends에 부합
● 어느 누구나 쉽게 구축하여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안락한 홈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IT의 보편화 실현
- 가정을 중심으로 일과 놀이의 융합, 사교육비 부담 해소, well-being 문화 확산 등으로, IT 기술이
인간의 감성과 문화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발생하는 정보의 수요자이자
생산자인 개인 간 디지털 양극화 해소
- 지능형 홈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여 공유하고,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며, 인간과
기술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
●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노령화, 방범, 방재 등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에너지 자원 절감 등 국가적
현안과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
- 평균수명 연장, 급격한 출산률 하락 등 고령화에 따른 독거 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양 부담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제공
- 지속적인 산업화에 의한 자원 고갈,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심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를 해소시키는 원천적인 방법 제시
● 여가시간의 증가로 새로운 문화와 관련 산업 창출 예상 및 전통 산업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킴
으로써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
- 전통산업에 IT가 접목되어 기존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새로운 형태의 인력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창출될 것임
● 그린 스마트 홈 산업을 활성화 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에너지/자원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제어 장비, 저비용 저전력 기기 중심의 신규 시장 형성, 신재생
에너지원, 저장장치 등의 수용을 통한 융합형 시장 형성 및 스마트 홈 사업자가 에너지/자원 관리
사업자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기대됨
● 교육산업에 있어, 아동용, 청소년용 입체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서, 교실안에서 체험할 수 없는 환경을
입체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이 가능함. 더불어 대학교육에서의 활용은 교재 및 필서에 의존된
기존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실험 및 간접체험의 컨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고급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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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참여 전문가 명단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윤명현

위원장

2

지식경제부

사무관

김은경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문경덕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장종현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박준희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김주성

7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

정광모

8

전자부품연구원

선임

강정훈

9

대구대학교

교수

남영진

10

LG전자

부장

노영훈

11

크레블

대표

엄종훈

12

서울통신기술

상무

윤기권

13

크레너스

사장

임수빈

14

전력연구원

수석

양일권

15

전력연구원

선임

오도은

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역

이상응

1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

한경수

1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

오세윤

홈네트워크/정보가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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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주요용어 및 약어해설
[D]
● DOOH : Digital Out-of-Home

[H]
● HDMI :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P]
● PSC : Personal Space Communication
● PUCC : Peer-to-Peer Universal Computing Consortium

[U]
● UWB : Ultra Wide Band

[V]
● VLC : Visible Light Communication

[W]
● WPAN :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 WVAN : Wireless Video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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