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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_ SW
Ⅰ. 개념 및 특성

01

개념

SW는 컴퓨터 및 시스템에 탑재되어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로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기기·서비스·사람을 연결하는 산업 성장엔진
■ 산업·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목적에 맞게 정의된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SW 솔루션 및 인프라 기술을 포괄
● 모바일 단말, 가전기기, 자동차 등 제품에 내장되어 제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사용자의
편이성을 향상시키는 임베디드 SW
● 컴퓨팅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자원을 제어, 통합, 관리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SW/서비스 실행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SW
● 사용자에게 다양한 SW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SW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온라인 서비스 SW
● 지능화를 통한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인간 중심의 찾아오는 IT 환경을 실현하는 지능형 SW
● 고품격의 미디어 서비스와 체감형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하여 미디어의 현실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감미디어 SW
▼ SW 기술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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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성

■ (고부가가치형) 높은 부가가치율·취업유발효과, IT산업 성장의 핵심
● IT산업은 HW 주도형 산업구조에서 SW 주도형 산업으로 진화하며 SW의 부가가치가 HW 부가
가치를 이미 추월
※’
08년 HW기업인 삼성전자는 100여개의 모델로 휴대폰 2위, 스마트폰 5위, SW기업인 애플은 2개의 모델만
으로 휴대폰 6위, 스마트폰 3위 차지
※ 부가가치율(%)

: (SW) 49.6 ⇔ (제조업) 24.6,

※ 고용창출(명/매출10억원당) : (SW) 16.3 ⇔ (제조업) 10.5 (출처 : 한국은행 2008)

■ (고비용·고위험형) 돌파형·와해성 기술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통한 선제적 기술 확보는
미래시장에서 고수익 창출
● (Apple) ’
99년부터 적자에도 불구, 매출액의 42% 이상을 R&D에 투입, 새로운 SW 중심의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창출
- I-PoD(’
01년), I-Tunes(’
03년), IPoD-touch(’
05년), I-Phone(’
07년), I-Pad(’
09년) 등으로
이어지는 메가톤급 혁신상품으로 시장 장악
● (TeraGrid 프로젝트) 첨단과학 실현을 위한 DTF(Distributed TeraScale Facility) 구축이라는
국가수요를 기반으로 고비용·고위험 기술개발 추진
- GRID 기술은 Internet/Web과 융합되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상업용 컴퓨팅 서비스 기술로 산업화
성공

■ (동반성장 견인형) SW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국가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
● SW는 지능화, 다기능화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첨단산업 및 전통
SW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全방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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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가. 임베디드 SW
■ 휴대폰, 디지털 TV, 자동차,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 제품에 내장되어,
HW를 제어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SW로 운영체제, 미들웨어, 가상화,
개발환경, 응용서비스 등으로 구성
▼ 임베디드SW 개념도 ▼

Domain-Specific Services

공통응용
및 서비스

고신뢰성
고부가가치
융합촉매제
컴퓨팅 파워 혁명

Data Services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

Services
Framework
ging, Security, Etc.

임베디드
운영체제

임베디드
개발환경

임베디드 SW
임베디드
가상화

● (고신뢰성) 제품 내 SW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임베디드 SW의 기술 수준에 의해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결정
● (고부가가치) 산업 제품에 내장되어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반재
● (융합촉매제) 산업간 융합 및 주력산업 선진화 등 산업 전반의 성장동력을 위한 촉매제로서 신시장
창출 기회 제공
● (소형화/경량화) 임베디드 하드웨어의 성능 및 전력 소모 향상으로 인하여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와
소형화와 경량화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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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SW
■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응용 SW의 개발 및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SW로 펌웨어, 시스템 가상화 SW, 운영체제, 저장 시스템 SW, 데이터관리 SW,
병렬분산처리 및 시스템관리 SW, 프로그램언어 및 프로그래밍 도구 등으로 구성
▼ 시스템 SW 개념도 ▼

데이터관리 SW

저장시스템 SW

시스템관리 SW

Cloud Applications

Mobile Devices
가상화 및 분산병렬 SW
Digital Appliance
Computing Devices

● (원천성) 모든 형태의 컴퓨팅 기술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 SW 기술로써, 5~10년 이후 미래 플랫폼에
집중하여 핵심 기술 확보가 절실
● (독점성)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소수의 제품 및 업체만이 시장을 독점하여, 기술적 종속성이 매우 심각
● (新플랫폼 요구) 모바일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컴퓨팅, 데이터 중심 컴퓨팅, 메모리 기반 컴퓨팅 등
컴퓨팅 플랫폼 변화에 따라 기존 시스템 SW의 독과점 시장이 도전받고 있으며 신 시장 창출 가능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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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다. 온라인 서비스 SW
■ SW를 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의
모든 SW로 대표적으로 SaaS가 있으며 SOA기술, 기업용 SW 그리고 오픈마켓 SW 분야
등으로 구성
▼ 온라인 서비스 SW 개념도 ▼
온라인서비스 사용자

온라인서비스 공급자

Web Office
Email

SaaS
CRM
SFA
ERP
Collaboration
Communication

● (SW 이용방식의 변화) SW 산업 생태계가 오프라인 방식의 폐쇄적 구조에서 온라인 형식의 열린
구조로 전환되면서, SW 제품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서비스 형태로 빌려서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SW 산업 등장
● (정보화 비용 절감) 사용한 만큼 수수료를 지불하는 종량제 과금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IT시스템 구축
으로 인한 높은 투자비용과 관리 부담이 감소하여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절감
● (새로운 시장 기회) 국내 산업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웹 2.0의 롱테일을
실현하여 기존 ASP기반 소프트웨어 시장을 탈피하여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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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능형 SW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SW로서
음성언어, 인공지능, 지식검색 기술로 구성
▼ 지능형 SW 개념도 ▼
여행용 동시통역기
방송 콘텐츠 자동번역기
IPTV EPG I/F
지능형 실감 게임 SW

자연어 음성인식 기술
모바일 단말용 멀티모달 I/F 기술
개인 맞춤형 멀티모달 I/F 기술
증강현실 기술

외국어회화 교육 SW
가상체험 외국어 교육
차세대웹 기반 e-Learning
대화기반 가상 교사 SW

수화 통역기
의료용 동시통역기
개인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
장애/노약자 멀티모달 I/F

동시통역 기술
언어분석 및 이해기술
다국어 자동번역 기술
글로벌 콘텐츠 관리 기술

군장비 제어 음성 I/F
군장비 매뉴얼 자동번역
차세대웹 기반 군전산 고도화
국방용 동시통역기

음성 모바일 검색 기술
지능형 검색 기술
지식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 기술

홈오토메이션
지능형 빌딩
지능형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AVN 단말
선박운항 자동관리

● (사용자 친화) 단말기 및 서비스의 기능이 다양화, 복합화 됨에 따라 발생하는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이 손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친화적 상호작용을 지원
● (글로벌화) 개인 및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다국어 환경에서, 언어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다국어 자동통번역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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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화) 모바일 및 웹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대용량, 실시간의 지식처리를
통해 이용자 상황에 맞는 지능형 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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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마. 실감 미디어 SW
■ 미디어의 사실적인 표현 및 현장감 재현, 체험 공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SW로서,
지능형 영상처리기술, 인터랙션기술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으로 구성
▼ 실감 미디어 SW 개념도 ▼

실세계 오감 연동형 SW 기술
가상-실세계 인터랙션 SW

실감형 멀티미디어 플랫폼
재난 상황 훈련 시뮬레이션 SW
시뮬레이션

가상제조 시스템

지능형 영상처리

인터랙션

실감 관제 시스템

● (서비스확산형)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에 대한 한계비용이 0에 가까운 서비스 지향형 고부가
가치 기술
● (융합창출형) 기존 오락 위주의 대중 미디어 중심에서 지식·교육·훈련·인적교류 중심의 전통
제조·의료·국방 산업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기술·아이디어 주도형 서비스 창출 가능한 기술
● (녹색성장 주도형) 현실의 실감 재현을 위한 무공해/무폐기물 기반의 시뮬레이션 중심의 SW기술
로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정부의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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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기술 분류
분 야

임베디드 SW

시스템 SW

정 의

세부기술분야

- 임베디드 운영체제
모바일 단말, 가전기기, 자동차 등 임베디드 -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
시스템에 내장되어 제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 임베디드 가상화 SW
시키고 사용의 편이성을 향상시키는 SW
- 임베디드 SW 개발 환경
- 임베디드 SW 공통응용 및 서비스
- 시스템가상화 SW
- 운영체제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운용하고, 사용자의 - 저장시스템 SW
요구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응용 SW의 개발
- 데이터관리 SW
및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SW
- 병렬분산처리 SW
- 프로그램 언어

- SOA
SW의 개발, 설치, 배포 및 유통 등 SW의 전 - SaaS
온라인 서비스 SW 생명주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온라인을
- 기업용 SW
기반으로 수행되는 SW
- 오픈마켓 SW

지능형 SW

실감 미디어 SW

- 언어처리 SW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와 서비스를 - 음성처리 SW
편리하게 이어 주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갖춘
- 인공지능 SW
SW
- 지식검색 SW
- 영상처리 SW
단방향적인 시청각 서비스를 통한 감동전달 - 3D영상 저작 SW
미디어 서비스에서 고품격 영상처리 및 실세계
- 실감형 인터랙션 SW
상호작용을 통하여 미디어의 사실적인 표현을
- 가상 시뮬레이션 SW
가능케 하는 실감형 SW
- 실세계 오감 연동형 SW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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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Ⅱ. 현황 및 전망

01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세계 SW 시장은 연평균 8.2% 성장률을 보이며, 2008년 약 9,903억 달러에서
2015년 17,203억 달러가 예상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대 시장
국내 SW 시장은 연평균 18.7%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08년 약 207억 달러
에서 2015년 약 687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정도로 낮은 수준
▼ SW 시장 규모 ▼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장률

세계시장

9,903

10,717

11,602

12,553

13,582

14,695

15,900

17,203

8.2

국내시장

207

246

292

346

411

488

579

687

18.7

※ 출처 : Gartner 2007/2008/2009, IDC 2005/2008/2009, CR&C TRG 2006, CyberEdge 2007
※ SW 시장규모는 패키지SW, IT 서비스, 임베디드SW의 시장을 합산한 규모이며 하기 서술된 5개 분야 시장규모의
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SW 시장 현황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대 시장이자 기회 시장

2,496억불

9,152억불

1,562억불
1,112억불 1,200억불
320억불

LCD-TV

항공기

핸드폰 의료기기(’
05)반도체

세계시장 대비 국내 비중

29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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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3
11,602

9,152

소프트웨어

687

국외
국내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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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SW
● 세계 임베디드SW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5.7%), 2008년 128,382백만 달러에서 2015년 199,984백만
달러 예상
※ 자료 : Gartner 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 ~ 2010년 시장전망. 2011년~2015년 연평균 성장률을
대입하여 산출하였음

▼ 임베디드 SW 시장 규모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단위 : 백만달러/세계시장, 억원/국내시장)

2012

2014

2015 성장률

임베디드 운영체제

14,230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

19,205 20,377 21,409 22,745 24,196 25,791 27,365 29,033 6.1%

세계 임베디드 가상화 SW
시장 임베디드 SW 개발환경

15,173 16,312 17,330 18,435

2013

19,615 20,909 22,290 6.6%

12,782 13,588 14,418 15,318 16,295 17,356 18,450

19,611 6.3%

9,815 12,492 18,496 19,651 20,904 22,264 25,715 29,700 15.5%

임베디드 SW
공통응용 및 서비스

72,350 75,627 75,005 79,686 84,767 90,285 94,708 99,350 4.9%

합 계

128,382 137,257 145,640 154,730 164,597 175,311 187,147 199,984 6.9%

임베디드 운영체제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

9,496 11,329 13,735 16,160 19,169 22,920 27,340 32,620 19.3%
13,527 15,867 18,027

21,211 25,160 30,083 35,287 41,390 17.3%

국내 임베디드 가상화 SW 9,872 11,403 12,141 14,285 16,944 20,260 23,400 27,027 15.5%
시장 임베디드 SW 개발환경 12,367 14,346 15,574 18,325 21,737 25,990 30,148 34,972 16.0%
임베디드 SW
공통응용 및 서비스

44,785 52,118 63,156 74,309 88,145 105,393 125,628 149,749 19.2%

합 계

90,047 105,063 122,633 144,290 171,155 204,646 241,803 285,758 18.2%

※ 출처 : Gartner 2008.9 2013년~ 2015년은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

● 임베디드 운영체제는 스마트폰의 활성화에 따라 그 중요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애플, 구글, 삼성등
주요 업체는 미들웨어 도구, 응용까지 통합된 플랫폼 중심 제품화에 치중하고 있음
- 애플의 경우의 최신 OS플랫폼인‘iPhone 4.0’
, 올 여름부터 배포할 전망. 이 OS는 3분기부터
기존의 iPhone 3G/3Gs, iPod 터치에 적용되고, iPad는 4분기에 적용할 전망이며, 새롭게 출시
되는 iPhone 4G 모델에도 장착될 예정. 새로운 OS의 기능은 멀티태스킹, iAd, 애플리케이션 폴더,
게임센터, 통합 메일, i-Books, 기업용 기능 강화 등 7가지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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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2008년 9월 안드로이드 1.0을 발표한 이래 2010년 5월에
안드로이드 2.2가 발표되었으며 기본메모리외 외장메모리 지원, 향상된 처리 속도와 어도비의
플래시 10.1을 공식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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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시장은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모바일
SW 플랫폼은 시장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
-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2009년 499억달러에서 2013년 1,660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며
연평균 29.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Gartner(2010)
- 애플의 iPad는 출시 28일 만에 판매량 100만대 달성하여 74일 만에 100만대를 판매한 iPhone
보다 2배 이상 빠른 판매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를 통해 1,200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음
-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OS 가 탑재된 태블릿PC“S-Pad”
를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
●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는 산업의 융복합 및 기기간의 연동성 요구 증대에 따라 통신,
방송,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등을 플랫폼 기술로 통합하여 제공하는등 적용 영역이 확대
● 임베디드 가상화는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임베디드 하드웨어의 발전과 더불어 시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CPS(Cyber-Physical System) 컴퓨팅 플랫폼은 고신뢰성 지원 SW 기술로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규모는 2009년 40억 달러에서 2013년 29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Gartner(2009)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회수는 애플의 앱스토어의 경우 2009년 6월 10억회에서 2010년
4월 40억회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 애플의 아이폰 애플스토어의 경우 100일 만에 2억건 다운로드 2010년 4월 현재 어플리케이션
18만 5,000로 폭발적인 성장. 아이패드용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패드 발매 일주일 만에 350만건
이상 다운로드 기록
- 2009년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99.4%를 애플이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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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SW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관련 시장을 주축으로 성장하는 시스템 SW 시장 규모는 연평균 15.1%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에 1,595억 달러를 전망
▼ 시스템 SW 시장 규모 ▼
구 분

2008

2009

2013

2014

2015

성장률

운영체제

8,926 10,705 12,526 14,780 17,293 20,579 25,539 31,694 24.1%
11,687

5,369

2012

2,165

11,793

3,874

2011

가상화SW

저장시스템 SW

2,706

2010

(단위 : 백만달러/세계시장, 억원/국내시장)

7,653 10,682 14,955 20,937 40.1%

12,157 13,044 13,985 14,996

15,731 16,501 4.9%

세계 데이터관리 SW 29,680 30,084 30,830 32,297 35,772 39,081 41,309 43,664 5.7%
시장 병렬분산처리 SW 4,187 5,735 7,856 9,977 12,681 16,105 20,453 25,975 27.0%
시스템관리 SW

11,538

11,933 12,528 13,372 14,296

15,315 16,387 17,534 6.2%

프로그램언어

3,832

3,646

3,385

합 계

3,517

3,445

3,413

3,303

3,224 -2.4%

72,121 76,496 83,288 92,284 105,093 120,143 137,677 159,529 15.1%

가상화SW

320

541

775

1,074

1,531

2,136

3,012

4,247 41.0%

운영체제

200

220

250

300

369

453

557

685 23.0%

저장시스템 SW

1,731

1,755

1,872

2,052

2,228

2,402

2,565

2,739 6.8%

3,073

3,271

3,491

3,740

4,013

4,426

4,869

5,356 10.0%

575

787

1,078

2,239

3,504

4,237

5,381

6,834 27.0%

시스템관리 SW

902

977

1,061

1,154

1,254

1,362

1,479

1,606 8.6%

프로그램언어

498

473

457

447

443

440

429

419 -2.4%

7,299

8,024

국내 데이터관리 SW
시장 병렬분산처리 SW

합 계

8,984 11,006 13,342 15,456 18,292 21,886 16.3%

※ 출처 : 구분별로 Gartner 2009, IDC 2008/2009에서 발췌, 2014~2015 CAGR 적용 산정

● 초기 IT 시스템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시스템 비용
절감과 시스템 자원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시장의 급속한 확대 전망 (IDC
2008)
- 컴퓨팅 인프라 시스템 SW를 포함한 전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11년 약 1,60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메릴린치 2009)
SW

● 국내 시스템 SW 시장은 2008년 약 7,299억 원 규모이며, 시스템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효율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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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SW
● 온라인 서비스 세계 시장은 세계적으로 연평균 19.6% 성장, ’
15년 408,846백만 달러 전망되며,
국내시장은 연평균 20% 성장, ’
15년 19,448억원으로 성장 전망
▼ 온라인 서비스 SW 시장 규모 ▼

(단위 : 백만달러/세계시장, 억원/국내시장)

구 분
SOA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성장률

91,148 111,200 135,664 165,510 201,922 246,344 300,540

22%

SaaS
11,652 14,090 17,050 20,630 24,963 30,205 36,548 44,223
세계
기업용 SW 34,492 37,252 40,233 43,492 46,971 50,729 54,787 59,170
시장
오픈마켓 SW 1,295
1,566
1,894 2,292
2,773 3,356 4,060
4,913

21%

합 계
SOA
SaaS
국내
기업용 SW
시장
오픈마켓 SW
합 계

74,711

2010

8%
21%

122,150 144,056 170,377 202,078 240,217 286,212 341,739 408,846 19.6%
728

946

1,230

1,599

2079

2,703

3,514

4,568

30%

3,122

3746

4,495

5,394

6,472

7,766

9,319

11,183

20%

1,514

1,691

1,803

1,922

2,049

2,184

2,315

2,454 6.6%

347

416

499

599

719

863

1,036

1,243

20%

5,711

6,799

8,027

9,514

11,319

13,516

16,184

19,448

20%

* 출처 : Gartner 2009., ETRI 2008.8

● 국내 SaaS 시장규모는 SaaS 성숙도 제1단계에 해당하는 ASP 시장의 2010년 시장규모는
4,495억원이며 2015년에는 11,183억원 규모로 성장 예상
● 2010년까지 30%의 SW가 SaaS 모델을 따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SaaS 시장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17,050백만 달러, 2015년에는 44,223백만 달러로 성장 예측
● 국내 온라인 서비스 SW 제공 플랫폼 기술은 초기 단계이며, 시장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SW 산업의 발전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온라인 서비스 SW 시장의 대규모 성장이 예측됨
● 온라인 서비스 SW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적용 분야를 선정하여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정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와 같은 공공부문에 온라인 서비스를 적용
하여 비용절감과 관리의 효율성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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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SW
● 음성언어처리 기반 인터페이스 및 인공지능 기술은 주요 수요처인 휴대형 단말, 정보가전 및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연평균 13.8%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2015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857억 달러에
달할 전망
※ Google은 스마트폰을 위한“Google Voice Search”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음성을 이용한 검색 기능을
제공함

● 지식검색은 웹2.0, 웹검색, 모바일검색 시장을 중심으로 연평균 12.3%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2015년
세계시장 규모가 약 458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지능형 SW 시장 규모 ▼
구 분
세계
시장

2008

2009

2010

음성언어 및
34,722
인공지능

38,118

42,469 47,955 54,504 62,936

지식검색
합 계

국내
시장

2014

2015

성장률

73,182

85,705

13.8%

35,262 40,050 45,807

12.3%

55,089 60,576 67,384 75,633 85,638 98,198 113,232 131,512

13.3%

20,367 22,458 24,915

2011

27,678

2012

(단위 : 백만달러/세계시장, 억원/국내시장)

31,134

2013

음성언어 및
인공지능

3,012

3,485

3,797

4,234

4,736

5,201

5,712

6,274

10.3%

지식검색

2,037

2,246

2,492

2,768

3,114

3,526

4,312

5,515

15.5%

합 계

5,049

5,731

6,289

7,002

7,850

8,727

10,024

11,789

12.0%

※ 출처 : CR&C, TRG2006, IITA 이동통신 생산전망(07), IDC, Gartner Dataquest 2005, Mills-Davis의
Project10X 2006년 보고서, Worldwide Search and Discovery Software 2009

● 국내에서는 음성인식 기술과 텔래매틱스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있으며, 현대/기아차에서는 차량용 AVN(Audio Video Navigation) 시스템에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 출시
● 언어처리의 경우, 특허, 기술문서 등 특화된 분야에서 자동번역 시스템이 상용화, 신규 시장 창출
및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모바일 동시통역 서비스 출현
※ 2010년 Google은 안드로이드 기반 `넥서스원`을 통해 음성인식과 언어번역을 결합한 동시통역 서비스를
선보임.

●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모바일 분야, 상황인지 분야, AR (Augmented Reality) 분야, 시맨틱웹 분야
등에서 자동화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대되어 신규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추세임
SW

※ 2009년도에 출시된 Nokia 폰, 2010년에 출시된 Siri, Magitte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합하고
있고, 최근의 LOD(Linked Open Data) 시맨틱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추세임

● 국내 지식검색 관련 시장은 세계 시장의 1%로, 2013년 약 3,6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차세대웹
콘텐츠 맞춤광고 시장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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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 미디어 SW
● 실감 미디어 SW는 2D/3D 영상처리 시스템, 미디어 플랫폼, 실감형 인터랙션, 체험형 가상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를 포함하며, 향후 2015년까지 연평균 1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지능형 영상처리 솔루션이 영상 모니터링 시장의 90%를 잠식(출처 : J.P. Freeman 시장보고서,
2007)
- 다양한 방식의 영상센서 기반 및 환경변화에 강인한 지능형 영상처리 솔루션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3D 영화, 게임 등 콘텐츠 시장과 3DTV, 블루레이(blu-ray) 등 기기 시장은 3DTV시험방송을 계기로
급속히 팽창할 전망
※ 세계 3D 디스플레이 시장의 ’
10년 판매수익은 9.2억불(240만대)에서 ’
15년 146억불(8천만대)로 연평균
38%로 급성장(디스플레이서치, ’
10.1)
※ 아바타는 순제작기간 4.8억 달러의 제작비가 소요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25억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역대 1위 흥행성과를 기록 중(’
10.3.)

▼ 실감 미디어 SW 시장 규모 ▼

(단위 : 백만달러/세계시장, 억원/국내시장)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장률

영상처리 SW

3,625

4,006

4,426

4,891

5,405

5,972

6,599

7,292

10.5%

그래픽스 SW

1,961

2,353

2,824

3,389

4,066

4,880

5,856

7,027

20%

2,872
3,159
3,475
세계 실감형 인터랙션 1,783 1,961 2,157 2,373 2,610
시장
가상 시뮬레이션 29,281 32,535 36,150 40,800 44,900 45,330 49,900 54,850
멀티미디어 플랫폼 68,839 69,615 71,501 73,842 76,308
합 계

81,184

84,139

87,201

10%
10%
3.6%

105,489 110,470 117,058 125,295 133,289 140,238 149,653 159,845 10.82%

영상처리 SW

14,138 16,103 18,342 20,891 23,795

그래픽스 SW

9,805 11,766

27,102

30,870 35,160

13.9

14,119 16,943 20,332 24,398

29,278

35,133

20%

국내 실감형 인터랙션 1,391 1,530 1,683 1,851 2,037 2,240
시장
가상 시뮬레이션 22,836 25,380 28,200 31,200 34,320 37,800

2,464

2,711

10%

41,520 45,600

10%

멀티미디어 플랫폼 662,196 701,292 724,968 772,224 824,952 841,452 936,192 987,504 5.48%
합 계

710,366 756,071 787,312 843,109 905,4361,040,3241,106,1081,106,10810.82%

※ 출처 : The Market for Visual Simulation/Virtual Reality Systems, 6th Ed(CyberEdge) CIMdata 2007,
Market Share : All Software Markets, Worldwide 2008(Gartner 2009), Competitive Landscape
: Digital Content Creation, Worldwide, 2009-2013(Gartner 2009), Machine Vision :
Technologies & Global Markets(BCC Research, 2007. 03)
※ 추정기준 : 메릴린치, The Cloud War : $100+ billion at stake, 2008. 5. 7, IDC, IT 시장전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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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디자인·설계 솔루션 시장이 가상 공정검증 및 가상제조를 위한 시뮬레이션 솔루션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
- 세계 그래픽스 SW 시장은 매년 20% 증가하여 2015년에는 7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추정근거 : 메릴린치, IDC)
- 제품, 공정 및 관련 문서를 제작·해석·시뮬레이션하는 CAD, CAE 등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
하는 가상제조 시장은, 2011년 세계 시장은 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CIMdata 2007)
● 2D CCTV 위주의 관제 시스템 시장이 3D 깊이정보 추출이 가능한 카메라의 상용화에 성공함에
따라, 포화된 관제 시스템 시장에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세계 감시 장비의 시장 규모는 2005년 6,319 백반불에서 2012년 12,719 백만불 정도로 성장 예측
(출처 : MMI 2009)
- IP 기반의 감시 카메라 시장의 성장은 2005년 218 백반불에서 2012년 2,857 백만불로 성장 예측
(출처 : MMI 2009)

SW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669

＞＞SW

0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기술개발 추진현황
구 분

임베디드
운영체제

임베디드
SW

현재 기술 (~에서)
- 정보가전 중심에서
- 포팅 중심의 OS 기술에서
- 초정밀 및 고신뢰성 미고려에서
- 폐쇄적 사용환경에서
- 음성/SMS 위주의 통신기기에서
- 기능 복합형 OS에서

- 개인용 통신 및 단순업무 지원에서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 정보가전용 UI 프레임워크에서
프레임워크 - 단순한 UI 에서

임베디드
가상화 SW

- 데스크톱 중심의 가상화 개발에서
- 임베디드 가상화 미적용에서

임베디드 SW - 개별 지원 도구에서
개발 환경 - 개발 지원 중심에서

개발 방향 (~로)
- 모바일 단말(스마트 폰 포함) 중심으로
- 차세대 스마트 단말용 특화 기능 개발로
- 초정밀 및 고신뢰성을 지원하는 OS로
- 개방형 오픈마켓으로
- 다기능 정보기기(소형PC화)로
- 맞춤식 기능 조립형(모듈형) OS로
- 사회적 관계 및 컨텍스트 기반의 사용자간
실시간 공유-협업 지원으로
- 모바일 단말용 웹기반 UI 프레임워크로
- 체감형 UX고려된 단말 UI로
- 임베디드 단말 특화 가상화 개발로
- 임베디드 단말용 경량 및 실시간 하이퍼
바이저 개발로
- 가상화 응용의 신뢰성 지원 및 검증 기술로
- 통합 지원 도구로
- 안전성 및 시험 검증 도구 증가로

임베디드 SW - 웹 브라우저를 통한 접근에서
- RIA 등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공통 응용 및 - 응용프로그램의 개별적인 설치 및
- 통합적인 공통 응용 프레임워크 형태로
개발에서
서비스
시스템 가상화 - 서버, 데스크탑 대상 시스템 자원
가상화 기술에서
SW
운영체제
시스템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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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커넥티드 디바이스 대상 시스템
자원 가상화 기술로
- 신뢰성 보장 컴퓨팅 기반 기술로

- 32-bit, 64-bit 엔트리급 리눅스
- 매니코아 리눅스 기술로
기술에서

저장시스템

- 클라우드기반 스토리지 기술로
- 인터넷서비스기반 스토리지 기술에서
- SCM(Storage Class Memory) 기반
- SSD기반 고속파일시스템 기술에서
고속파일시스템 기술로

데이터관리

- 대규모 정형 데이터 분산 관리 기술
-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분산 관리 기술로
에서
- 대규모 비정형 스트림 데이터 실시간
- 대규모 정형 스트림 데이터 처리
처리 기술로
기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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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재 기술 (~에서)

- 배치형 대규모 데이터 분산 병렬 처리
기술에서
- 디스크 기반 대규모 데이터 분산 병렬
처리 기술에서
병렬분산처리
및 시스템관리 - 분산 서버, 데스크탑/모바일 시스템
관리 기술에서
시스템SW
- 클러스터 구성관리, 이벤트 처리, 작업
스케쥴링 기술에서

온라인
서비스SW

개발 방향 (~로)

- 온라인 대규모 데이터 실시간 분산 병렬
처리 기술메모리 기반 대규모 데이터 고속
분산 병렬 처리 기술로
- 가상 시스템 자원 관리 기술로
- 대규모 클러스터 동적 관리 기술로
- 클러스터 간 협업 기술로

프로그래밍

- IDE, RAD, 3GL, 4GL 프로그래밍에서

- 정형방법론, 함수형언어 등을 활용한
신뢰성 보장 프로그래밍으로
- 웹기반 분산 프로그래밍으로

SOA

- 기업내 업무의 프로세스기반 업무협업
개선 중심에서

- 기업간 서비스 연동을 위해서 관리 아키
텍처, SOA의 유연성과 고전적인 IT
아키텍처의 컨트롤/예측 가능성을 조합한
거버넌스 기술 개발로

SaaS

- SaaS 플랫폼 성숙도 레벨1또는 2에서
- 사용자 데이터 개별 관리에서
- 개별 SaaS 어플리케이션 독자 개발
에서
- Legacy 어플리케이션과 개별적
연동에서

- SaaS 플랫폼 성숙도 레벨 3 이상으로
- 사용자 데이터 통합 관리로
- SaaS 어플리케이션 전문개발 도구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로
- SOA 개념에 기반하여 Legacy 어플리
케이션과 체계적 연동으로

- 패키지 설치형에서
- 업무별 별도 어플리케이션에서

- 온라인 서비스 형태로
- BPM 기반의 업무 적응형 솔루션으로

기업용 SW

- 플랫폼 종속형에서
- 개별 등록 절차에서
오픈마켓 SW
- 개별 개발환경에서
- 솔루션별 개별 연동환경에서

- 플랫폼 독립형으로
- 통합 등록 절차 환경으로
- 표준화된 통합 개발환경으로
- 통합 연동 환경으로

- 일방적 음성명령형 인터페이스에서
- 고립어 음성인식에서

- 대화형 음성인터페이스로
- 자연어 발화 대상 음성인식으로

언어처리

- 응용분야 특화 자동번역에서
·특허문서, 웹신문 등 분야 특화
·번역메모리 기반의 TM 매칭
- 매뉴얼 등의 문서 자동번역에서
- 한/영 자동통역에서

- 일반분야 다국어 자동번역으로
·기업문서, 웹문서 등 일반분야 자동번역
·사용자 참여 및 학습기반 언어처리로
- messenger, twitter등 대화체 자동
번역으로
- 다국어 동시통역으로

지능형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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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재 기술 (~에서)

개발 방향 (~로)

인공지능

- 모두에게 동일한 서비스에서
- 사용자가 검색하던 서비스에서
- 사용자가 지정하던 절차에서

- 개인화된 서비스로
-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 자동으로 추천되는 절차로

지식검색

- 웹 키워드 검색에서
- 단순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에서
·단말 응용 서비스에서

- 웹 의미검색 및 질의응답으로
- 상황인지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로
·지식클라우드 기반 리치서비스로

지능형SW

실감미디어
SW

- 사람의 시각 기반에서
영상처리 SW - 2D 영상에서
- 특징 추출 등의 단순한 기능에서

- 적외선/고속촬영 등 인식범위 밖으로
- 3D 깊이 정보 등의 입체화로
- 분석 및 객체 인식 등 지능화로

3D 영상 저작 - HD 미디어에서
SW
- 고립된 미디어 환경에서

- 3D, 4D 경험 미디어로
- 이식성이 빠른 개방형 미디어 환경으로

- 단방향 환경에서
실감형
인터랙션SW - 단일 장치사용에서

- 인터랙티브 UX(User Experience) 환경으로
- 멀티모달장치 사용으로

가상
시뮬레이션
SW

- 실감형 인터페이스 적용 가상세계로
- 협업, 개발, 관리 시뮬레이션으로

- 시청각 위주의 가상세계에서
- 제조 단위 공정의 시뮬레이션에서

실세계 오감
- 단순한 입체영상 제공에서
연동형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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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운영체제는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기기별 단순 OS 중심에서 미들웨어, 도구, 응용까지
통합된 SW 플랫폼 형태로 발전
- 초기에는 Linux 계열의 Android(개방형)와 Mac OS X 계열(폐쇄형)간에 경쟁이 예상되나 향후
새로운 경쟁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 높음
- 아이폰, 아이패드 등 모든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통합화된 구조와 다중 단말간 협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애플의 경우 아이폰 이후 아이패드를 출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결합한 새로운 컴퓨팅 디바이스 영역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에서 응용 SW 및 SDK를 배포, 향후 출시될 애플 TV와
3Screen 전략과 Seamless UI/UX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 위젯 기반의 웹 응용을 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플랫폼상에서 직접 구동하고, 웹을 통해 포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웹 런타임 프레임워크(일명 웹OS)는 플랫폼의 또 다른 발전 축을 형성할 전망
※ Palm사의 WebOS 및 구글의 ChromeOS가 대표적인 웹OS임

● 휴대 단말기 시장에서 OS 및 콘텐츠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화가 확산된 이후 TV도 유사한 형태의
스마트화가 진행중임
- 2010년 3월, 소니는 인텔, 구글과의 제휴를 통해 스마트 TV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사용자와 TV간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이로센서,
쿼티자판, 마우스 기능뿐 아니라 음성 및 동작 인식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진보된 UX
개발이 진행중임
- 향후 TV와 모바일 기기 간 혹은 모바일 기기간 콘텐츠가 공유/이동 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표준/다매체/다기능을 수용하는 미디어프리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될 전망
●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는 모바일 컴퓨팅을 중심으로 멀티 터치, 햅틱 등 UI 미들웨어,
이기종 단말간 협업, 다중모드 무선 접속관리(Connection Management) 및 보안 등 통신
미들웨어가 중요
- 3Screen Play서비스 등 PC와 모바일기기간, 혹은 모바일기기간 대규모 데이터의 고속의 이동/
공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어 비접촉식 초고속 데이터 통신 미들웨어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 멀티터치, 햅틱, 3D 등 실감형 인터페이스 및 RIA 플랫폼 등 PC 환경과 유사한 UI 제공을 위한
기술이 도입
※ RIA (Rich Internet Application)는 어도비사의 플래시와 같이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응용 서비스를 통합 구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환경을 의미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W

● 임베디드 가상화는 서버 기반 가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성능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점차 높아져가는 하드웨어의 성능과 구조로 인해 최근 주목을 받으며 기술 개발이 진행
- VirtualLogix의 VLX 가상화 기술은 임베디드 가상화 제품의 대표적으로 VLX Virtualizer라는
소프트웨어 레이어 위에 RTOS와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동시에 운영이 가능
- 서버 가상화의 대표격인 Xen Hypervisor를 임베디드 프로세서인 ARM에 포팅하는 XenARM
공개 프로젝트가 있으며 최근 활발한 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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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SW 개발 환경은 임베디드 SW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SW 안정성 지원 도구와 개발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도구로 진화
- IBM과 Microsoft가 Stress Test, Bug 관리, 설계도구, 형상 관리 도구 등 개발 전 단계에 걸친
기술 개발 투자
- 유럽은 2007년부터 D-MINT 프로젝트에서 자동차, 자동화, 제조장비, 열차, 통신 분야에 적용
가능한 모델기반 SW 시험 기술개발에 착수
※ D-MINT(Deployment of Model-Based Technologies to INdustrial Testing) : Nokia Siemens
Neworks, ABB,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 유럽의 5개국, 27개 기관 참여의 모델기반 SW 시험기술 프로젝트

● 임베디드 SW 공통 응용 및 서비스는 사용자의 변화하는 요구와 빠르게 발전하는 하드웨어의 성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진행
- 모바일 응용 SW는 사용자 맞춤형, 상황인지 기반 지능형, 감성형 등의 방향으로 진화될 전망
- 웹정보 검색, 이메일 작성, 3D 실감 미디어 재생 및 편집 등 모바일 기기 사용성 극대화를 위한
지능형 또는 감성형 응용 SW가 차별화 요소가 될 것임
● CPS 컴퓨팅 플랫폼은 미래의 지능형 국가 인프라에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학술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 미국은 ’
09.5 대통령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회(PCAST)에서 임베디드 SW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융합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CPS 공통플랫폼을 개발할 것을 권고
※ 미국은 NITRD(Networking & Inform. Tech. Research & Dev.) 프로그램을 통하여 HCSS (High
Confidence SW and System) 분야의 CPS 관련 연구에 2010년 2.15억불 투자

- EU도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신뢰성 기반의 임베디드 SW 개발을 적극 추진
※ EU는 공통기반 지능형 임베디드 플랫폼(ARTEMIS : Adv. Res. Tech. for EMbedded Intelligence &
Systems) 연구개발을 위해 ’
08년~’
13년 사이에 27억 유로 투입

● 모바일 단말은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모바일 협업 플랫폼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핵심기술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휴대폰 중심의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 모바일 협업 플랫폼이란 모바일 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단말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술을 말함
※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 삼성전자(4.2%) 애플(10.7%) 노키아(40.8%) (가트너 2009.3)

- 모바일 단말의 기능 다양화 추이로, 기능간 융합, 신기능 추가 등 확장성이 요구되면서 디바이스
(기능)의 모듈화를 위한 기술이 차세대 단말의 주력기술로 부상
※ 모듈형 모바일 단말 Technology Trigger 단계에 있는 미래형 기술로 분류(Gartner hypercycle 상의
Mobile Transphone, 2009)

- 서비스 측면에서 소셜 네트워킹 기반의 사회적 협력을 실현하는 소셜 컴퓨팅이 미래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 (2010 10대 기술전망, Gartner)
※ SNS 사용자 추이(세계) : ’
09년(2억명) ⇒ ’
12년(8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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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산업 분야에서의 임베디드 SW는 dependability가 핵심적인 요소
- 제어 시스템 분야 시스템의 SW화는 지속적으로 증가. 이는 SW로 제어 시스템을 구성 시 높은
융통성이 제공되기 때문임
- 전통 산업 분야 시스템은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dependability 확보가 장벽이나, SW의
dependability는 하드웨어와 비교하여 어려움
※ DO-178B, ISO26262 등의 개발 프로세스를 통한 제품 인증과 정형 검증 등의 제품 자체의 검증을 통해 보장

- 또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상 유사한 시스템이 몇가지 기능에 변화를 주면서 연속적으로 제품이
개발되는 경향이 많음. 이러한 차이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경쟁력

■ 시스템 SW
● 서버, 데스크탑, 단말에서 시스템 자원을 유연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시스템 자원 가상화 기술이
요구됨
- VMWare, XenSource, IBM 등이 가상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애플리케이션 및
보안 업체들까지도 가상화 기술 개발을 추진
- 모바일 및 국방시장을 대상으로 VirtualLogix, Windriver, VMware 및 GreenHills 등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신뢰성 보장 컴퓨팅(Trustworthy Computing) 구조의 기반 기술로, 신뢰성 보장 가상머신
모니터(Trustworthy Virtual Machine Monitor)의 개발이 요구됨
- 국내는 ETRI가 스마트 단말을 대상으로 ARM11 프로세서 기반 전가상화 가상머신 모니터(VMM)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고신뢰 파일 시스템, 가상화 기술 등 리눅스 기술의 향상은 리눅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멀티코어 및 차세대 메모리 등 새로운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운영체제 기술은
대학 중심으로 진행
- 최신 리눅스 커널은 25,000,000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7,000라인 코드가 보완되며
발전하고 있음
- 멀티코어 등 새로운 하드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리눅스 기술 개발은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임
-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커널 기술 및 가상화 기술과 차세대 메모리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메모리
구조를 지원하는 시스템SW 개발 필요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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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일 관점(single point) 관리와 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가상화 기술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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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스템 SW 기술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구축을 위한 대용량 고확장 스토리지 기술, 파일 복제
기술, 그린 스토리지 기술, SSD 기반 고속 파일 시스템 기술 등이 부각
-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이 Amazon, SalesForce.com, Yahoo 등 실제 서비스를 통해 기술
개발을 추진
- IBM은 SCM(Storage Class Memory) 기반 파일시스템 기술 연구에 최근 착수하였으며, EMC,
IBM 등에서 디스크 소비전력을 절감시키는 그린 스토리지 기술 개발을 추진
- 국내는 GLORY 솔루션 개발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고확장 스토리지 SW 기술
개발을 진행
● 데이터 관리 SW는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비구조 및 반구조 데이터 처리와 이벤트 기반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스트림 데이터의 분산 실시간 처리 기술 중심으로 발전
- Goolge, Yahoo 및 Hadoop/HBase 공개 SW 중심으로 대규모 분산 데이터 관리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 이벤트 스트림 처리와 관련하여 IBM, Tibco, BEA 등의 많은 SW 솔루션 업체들이 참여
- ETRI가 전자태그(RFID)·센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이벤트 스트림
처리 기술 개발
- 국내 알티베이스가 정형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 개발
- 웹, 블로그, SNS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생성되는 비정형(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등)
스트림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 기술 필요
●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은 증가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고속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Hadoop 공개 SW 활용하여 Amazon, Google, HP 등이 다양한 자사 플랫폼 상에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추진
- ETRI 및 국내 일부 업체가 배치형 대규모 데이터 분산 병렬 처리 기술 개발 추진하였으나,
HOP(Hadoop Online Prototype)와 같은 온라인 대규모 데이터 실시간 처리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미흡
- 대규모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CPU 및 GPU 등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기술
및 가상 메모리 기술을 활용한 슈퍼 컴퓨팅 기술 개발이 시도되고 있음
● 시스템관리 SW는 다양한 전산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 표준의
제정 및 수용을 통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발전
- DMTF는 SMASH, DASH, SMI-S, VMAN 그룹을 통하여, 서버, 데스크탑/모바일, 스토리지,
가상 시스템 관리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 HP, Intel, Yahoo는 OpenCirrus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슈퍼컴퓨팅 클러스터를 클라우드화하고 있음
- GPGPU, PRAM 등고성능자원을활용하는새로운개념의고성능클러스터슈퍼컴퓨팅시스템이등장함
- 국내는 ETRI가 분산 환경의 자원 관리 및 인프라 가상화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공개 SW 프로젝트
(OpenDRIM, OpenVINE)로 협력 개발 추진함
- 국내는 ETRI가 저비용 대규모 클러스터 시스템 전력 및 클러스터 구성 관리 기술을 개발함

676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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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도의 안정성이 강조되는 커널의 설계 및 구현에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정형
검증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SaaS, 클라우드 컴퓨팅, SOA 등의 대두에 따라 웹기반 언어 관련
기술 개발이 주로 추진
- IDE, RAD, 3GL, 4GL 등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 및 관련 도구의 기술은 포화 단계
- seL4 프로젝트는 Haskell 과 같은 함수형 언어를 활용하여 안정성이 높고 성능이 우수한 마이크로
커널을 개발하여 상용화함
- NET, JAVA, Ajax 등 웹기반 분산 프로그래밍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추진

■ 온라인서비스 SW
● MS, Salesforce.com, 구글 등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SW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는
전략 채택
- Salesforce.com은 사업 초기 다중사용자 지원 데이터베이스 개발, 메타데이타 기반 다중 사용자
실행 엔진 기술 개발 등 SaaS 플랫폼 관련 핵심 기술에 주력
- Salesforce.com은 온라인 서비스용 SW 개발 환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UI 개발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MS, 구글 등도 자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이 주력하고 있으며,
MS는 기존 설치형 SW와 온라인 SW를 연계하는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반면, 구글은 다양한 개인
용 SW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온라인 서비스 SW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 가능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온라인 서비스 SW의 성공적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동 기술 개발이 진행
- SW와 콘텐츠를 연동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한 기반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온라인 서비스 SW 제공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프레임워크 기반 기술 개발이 진행
- 온라인 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웹 기반 서비스 제공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 중임
- 국내에서는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대규모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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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SW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과금 정책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미터링
기술 개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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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글로벌 기업의 국내진출 가속화로 시장 확대 및 경쟁 가속화 전망되나, 국내 기업의 기술은 초보적인
수준임
- 다우기술은 세계 최대 글로벌 SaaS 업체인 세일즈포스닷컴의 온디맨드 CRM서비스를 국내 총판
하고 그 외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들도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MS, Oracle, IBM 등 주요 글로벌 SW 국내 기업들은 기업용 SW의 온라인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정부 시스템의 Cloud화·SW의 SaaS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관리
효율성 추진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중
● 온라인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매쉬업을 위한 기반기술로 부각되고 있어 온라인 서비스
주요기업들은 이를 위한 open API를 제공하고 있음
- Salesforce, Cordys, Amazon E3C 등은 자사서비스 연계를 위한 API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공통 서비스 계층의 API를 표준화하여 open API로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SaaS 플랫폼 관련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지경부는 ’
09년부터 3년간 ETRI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SaaS
플랫폼 개발 사업 추진 (총예산 70억 원)
- 지경부는 SaaS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다양한 Saa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참여 확대를 추진
- 지경부는 SW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용 SW에 웹기반 SaaS 기술을 적용하여 시범 서비스
할 계획을 세우고, 웹기반 SaaS 고도화, SaaS 전문기업 육성 등 SW 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지능형 SW
●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인간과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사용자 친화형
음성언어 인터페이스 개발에 집중
- Google은 음성을 이용한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상용화였으며, 음성인식 클라우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 Nuance는 NVC(Nuance Voice Control) 2.0을 발표하였으며, 음성다이얼링, 모바일웹의 음성
검색, 내비게이션, 게임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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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Globalization) 환경에서 개인 및 기업에서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다국어 자동통번역 기술 개발에 투자
- 미국은 DARPA 주도 하에 IBM, BBN, SRI를 주축으로 자동통번역 관련 DARPA GALE
프로젝트($5,000만/3년)를 수행중에 있으며, 아랍어, 중국어 등의 다양한 언어와 영어와의 양방향
인터뷰, 웹상 채팅, 전쟁 상황에서의 통번역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 EU는 TC-STAR 음성언어 프로젝트를 통해 EU내 30여 기관이 참여, 11개 공식언어간 의회
연설문 자동통번역 기술을 개발 중에 있음
- 일본 출연연구소인 NICT는 150억/년 연구비를 투입하여 일/영/중 양방향 자동통번역 기술을
개발 중임
●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능형 SW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
- Google, MS, Yahoo 와 같은 검색 엔진 회사에서는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기술, 텍스트마이닝
기술,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검색 SW의 성능을 향상하는 노력 진행
- 미국의 DARPA, SRI 등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인 지능형 계획, 타스크 에이전트, 기계학습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 연구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상업화하여 Siri,
Twine같은 회사의 설립을 유도
- 미국의 DARPA에서는 무인 운전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놓고 Challenge를 개최함으로써 지능형
SW를 통한 무인 운전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옴
- 유럽의 경우 산학연의 인사들이 Yahoo, Google 등의 후원을 받아 예측 및 마이닝과 관련된
지능형 기술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지능형 검색 서비스의 경우, 구글에 대항하는 차세대 지능형 검색 엔진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
- 구글은 모바일 검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개방형 Android, 웹 사이트 트랜스코더, 모바일 검색
엔진 등의 모바일 플랫폼 기술 개발 진행
- 구글은 정보검색, 질의응답, 회화기능, 번역기능, 이미지 및 동영상 인식 서비스를 위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를 연구 중
- EU에서는 프랑스가 쿠아에로, 노르웨이의 파로스, 독일의 테세우스 등의 차세대 검색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미국 DARPA의 GALE 프로젝트에서는 아랍어나 중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분석하여, 질문을 던지면
정답을 제시하는 질의응답기술 개발을 진행
SW

-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이 주도하여 통화내역, 쇼핑 조언, GPS 위치 정보, 건강정보 등의 지능형
검색기술 개발을 위한“정보대항해”프로젝트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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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국내에서는 ETRI 및 학계를 중심으로, 지능형 정보처리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
- ETRI에서는 텔레매틱스용 음성인식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상용 내비게이션 단말기 및 현대/
기아차에 탑재되는 AVN(Audio Video Navigation) 시스템에 적용
- ETRI에서는 언어처리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문서 및 기술문서 자동번역과 같은 특화된
분야에서 상용화에 성공
- 대학에서는 음성언어처리 요소기술을 비롯하여 인지과학, 생체인식, UI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
● 국내 지능형 검색 서비스의 경우, 웹 포털에서 모바일로 점차 이동하면서 초기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나 모바일에 최적화된 차별화된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임
- 국내 대표 웹 검색 서비스인 NHN의‘지식iN’서비스는 국내 정보검색에서 구글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노동 집약적 검색 서비스로 지능형 검색 서비스는 아님
- NHN, 다음, KTH 등의 웹 포탈업체들은 웹 포털 검색 서비스를 풀브라우징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ETRI가 국내최초 음성 모바일 지능형 검색 기술을 개발하여 옴니아 I, II 스마트폰을 통해 시범
서비스 실시(’
10.1)
- 파란은 ETRI와 함께 위치기반의 모바일 음성 질의응답 시스템을 개발하여 맛집, 여행 영역 등에서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

■ 실감 미디어 SW
● 영상처리 SW는 적용 분야 및 사용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조명 변화, 시점 변화, 동적 장애물,
객체(물체) 가려짐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적인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
- 2000년대 중반 스위스 MESA Imaging사는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Time-of-Flight(TOF) 방식의 고속 3차원 영상센서를 개발
- 2000년대 초 미국 DARPA가 지원한 HID 프로젝트에서 영상기반 개인 인식 및 식별을 위한
고수준의 영상처리 기술들이 연구
- 2006년 스위스 Emitall 사에서는 지능형 영상 처리 응용으로써,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한
동영상 기반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여 발표
● 선진국의 경우 실감형 인터랙션에 기반한 신 패러다임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상용화하여 관련
시장을 급격히 장악
- 일본에서는 2006년 닌텐도사의 Wiimote라는 리모콘 형태의 컨트롤러로 사용자의 동작을 인지하는
Wii 게임기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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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y는 2009년 E3에서 PS Motion Controller를 활용한 3차원 동작인식 및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기반 게임기 시제품 발표
- MS는 2009년 E3에서, 적외선 기반의 물체 동작인식 기술인 ToF (Time of Flight) Camera를
활용한 게임기인‘Natal’시제품을 발표
● 국내외 주요 제조사들은 제조공정에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 (모듈별 설계/제작 후 전체 조립하는 방식의 시스템 통합 방식을 주로 도입)
- (독일) 아우디는 DMU와 디지털 신차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제품개발 기간을 5~6년에서
3~4년으로 단축
- (미국) GM의 부품 모듈화 전략을 통한 소형차급 제조 플랫폼 활용 프로그램인‘Yellowstone
프로젝트’
를 착수
- (일본) 도요타는 디자인에서 양산까지의 기간을 10개월~18개월 단축하기 위해 V-COMM(Visual
& Virtual Communication) 시스템을 도입
- (현대자동차) 2006년부터 자동차 설계검증용 렌더링 클러스터 기술을 ETRI로부터 도입, 몰입형
가시화 기반의 가상품평 용도로 활용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 2007년 조선 현업에 가상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도장훈련 시스템을
도입, 도장공 교육훈련 과정에 활용
● 실세계 오감 연동을 위한 SW 는 인터랙션보다는 미디어에 연동하여 실제 가상 콘텐츠의 현실적인
현장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두각을 나타냄
- 미국에서는 이미 ARPA(Advanced Visual Display System)연구과제의 하나인「3D 입체영상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을 비롯하여 NASA, AT&T, MIT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항공 우주,
방송통신, 국방, 의료등의 응용을 목적으로 실감 3차원 다중매체 개발을 추진
- 영국 런던에서는 Virtual-Reality인 360도 디스플레이 스크린과 풀서라운드 음향효과를 지원하는
“Cocoon”
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wake-in virtual-reality”
로 NAU에 의해서 개발 중
- 일본에서는 홀로그램 및 3D 방송관련 원천기술개발을 중점 추진 중이고 3D 시험방송 및 정규
방송을 실시 중
- 국내에서는 (주)시뮬라인이 아바타 3D 영화에 현장감을 부가하기 위하여 후각, 촉각과 같은 오감
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더한 4D 기술을 최초로 적용 상영함
- KIST에서는 홀로스크린을 이용한 무안경식의 입체 영상 투사기 및 렌티큘라 방식의 스테레오
디스플레이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고 삼성전자 및 삼성기술원에서는 15인치 안경식/무안경식
LCD 모니터를, LG전자에서는 무안경식 3DTV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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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는 디자인 검증용 가상품평 시스템, 가상 사용성평가 플랫폼 및 공정배치 시스템, 휴대용
단말기 기반 체험형 콘텐츠 시스템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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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실감 미디어 기술의 접목은 3-Screen 기술과 접목되어 2D 중심의 시장에서
향후 2년내에 주도적인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일본의 후지필름은 2010 년 세계 최초 입체 영상 촬영 카메라, 파인픽스 Real 3D W1 신규 펌웨어를
발표함. 이는 2 개의 렌즈와 이미지 센서를 활용하여 16:9 비율의 입체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SkyHD 의 실감 방송 미디어 송출을 시작으로, 모바일 DMB 환경에서도 실감 미디어 서비스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2007 년 삼성은 입체 영상 카메라가 내장된 LCD 폰을 발표. 2010년 5월에는
TU 미디어가 3D 입체 영상 재생 기능이 내장된 듀얼 DMB 폰을 출시함. TU 미디어는 한시적으로
3D 입체 영상을 송출하기로 결정함
● 세계 각국은 3D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활동 및 기업간
제휴 가속화
- EU는 홀로그램 등 미래원천기술(약 6천만 유로 투입), 일본은 Full 3D 복원과 초다시점(128시점)·
홀로그램, 미국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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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화/특허/정책 추진동향
■ 표준화 추진동향
●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운영체제는 서비스 공통 컴포넌트 제공을 위한 플랫폼 기술인 멀티코어 처리 API,
실시간 성능 지원, 빠른 부팅 기술, 저전력 프레임워크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
-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는 모바일 단말을 중심으로 경량 윈도우 시스템, 상호 접속,
비접촉식 고속의 데이터처리 및 고품질 멀티미디어 처리를 위한 표준화가 진행
- 3Screen Play서비스등 PC와 모바일기기간, 혹은 모바일기기간 대규모 데이터의 고속의 이동/
공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어 소니, 파나소닉, 삼성등은 Transfer Jet Consortium을 구성,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미들웨어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표준화를 진행중임
- Khronos Group은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표준을 재정하는 산업체 컨소시엄으로 간편한 이식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크로스 플랫폼 표준인 OpenKODE 표준화 진행
- 임베디드 가상화는 아직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표준화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태
- 임베디드 SW 개발도구 분야는 ISO/IEC의 SC7 JTC1 WG26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SW
테스트 표준을 통합하여 SW 테스트 프로세스 표준인 ISO/IEC 29119를 제정
- CPS 컴퓨팅 플랫폼 분야는 특정 표준기구에서 표준화를 다루고 있지 않으나, CPS 컴퓨팅 플랫폼에
사용되는 개별 기술 요소별로 표준화를 추진
- 모바일 협업 플랫폼 분야는 I2O와 UDI와 같은 디바이스 I/O 인터페이스 표준들이 있으며, 모바일
응용에 대한 웹 접근과 상호 운용성에 대한 표준 및 위치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이 OMA를
중심으로 진행 중임
- SW가 아닌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측면에서 프로세스 준수 여부에 의한 안전성 평가 기준의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음. 즉, 항공 분야의 DO-178B, 자동차 분야의 ISO 26262, 산업 시스템
분야의 IEC 61508 등이 있음
● 시스템 SW
- 가상화 기술은 개별 기술간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OVF와 VMI에 대한 표준화를 DMTF
VMAN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행하고 있음
※ OVF(Open Virtual machine Format) : DMTF VMAN에서 정의한 가상머신 이미지 파일 포맷 형식
※ VMI(Virtual Machine Interface) 표준 지원하는 가상머신용 SW 실행 이미지 생성 기술 개발
※ DMTF VMAN(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Virtualization MANagement) Initiative

SW

- 클라우드 표준인 OCC(Open Cloud Consortium)는 클라우드간 상호호환성을 위한 표준과
프레임워크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참조 구현,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 관리를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컨소시움임
- 운영체제 표준은 Linux Foundation에서 리눅스 규격을 마련하며, 국내는 TTA에서 리눅스
플랫폼의 사용 호환성 보장을 위한 서버 및 데스크탑의 표준화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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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종 컴퓨팅 칩간 병렬 프로그래밍을 위한 운영체제수준의 라이브러리 개발을 위해 크로노스
(Khronos) 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OpenCL을 제정
- 저장시스템 SW의 주요 표준은 스토리지 분야의 대표 단체인 SNIA (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가 클라우드 상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표준과 인터페이스 규격 마련에 착수
(2009년)
-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 Cloud Storage 기술그룹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접근하고 저장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규격 등관련
표준안을 확정하여 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CDMI) Draft ver. 1.0으로 승인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2009년에 발표한 표준화 로드맵에 가상 인프라 관리 기술과 관련하여
클라우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제공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
등 기본적인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관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 데이터 관리 SW는 제공 데이터 모델에 따라 W3C의 XQuery, ISO의 SQL 등의 표준이 제정되어
있음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서비스 SW, 데이터 스트림 관리 SW 등이 나오기 시작함에 따라 새로운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언어 표준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론 기존 표준 데이터
베이스 언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추세임
- 분산 병렬 데이터 처리 SW는 MapReduce 병렬 처리 모델이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처리 응용에
서는 거의 사실 표준이 되어 가고 있음
- 다양한 전산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DMTF, IPMI, SNMP 등의 표준화가
진척되고 있음
● 온라인 서비스 SW
- 온라인 서비스 SW분야의 표준화 이슈로는 서비스 생성환경, 플랫폼 독립성 및 가용성, 플랫폼간
서비스 통합과 이동성,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반 및 핵심기술로는 기존에
있어왔던 SOA 분야의 표준화 이슈 등이 있음
- SOA 관련 국제 표준화는 OASI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OASIS 산하에 총 10개의 SOA
관련 기술위원회(TC)가 운영, SOA RM v1.0은 2006년 10월 OASIS 표준으로 채택
- 영국은 SOA 기술을 범정부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표준기술로서 채택하고, 범정부
상호운용성 표준인 e-GIF 표준에 SOA 관련 표준들을 확대
- 일본은 공공 기관에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표준맵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공 부문의 SOA 도입을 권장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SOA 개발 및 플랫폼 기술 관련 표준들을 개발 중이며, SOA 성숙도
모델 등 SOA 거버넌스 관련 표준 개발을 추진 예정
- TTA에서는 IT 응용 기술위원회(TC04) 산하의 SOA PG(PG 418)에서 SOA 관련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SaaS 기술 표준화를 위해 SaaS 플랫폼 인터페이스 API 표준개발, SaaS 플랫폼 참조모델
표준개발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웹코리아 포럼은 TTA의 IT 표준화 전략포럼의 일환으로 SOA에 대한 기술, 표준, 정책 연구와
협의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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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융복합을 위한 표준활동은 아직은 태동기이며 관련한 기존의 표준화 활동은 SOA와
관련한 웹서비스 분야의 표준들이 있는데 이들은 웹서비스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시장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BPEL4WS(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for web Services), WSCI(Web Services Choreography
Interface), BPML(Business Process Management Language)등이 있음
- 온라인 서비스 생성과 관련한 표준활동 역시 태동기이며 기존의 유사한 표준은 대표적으로 서비스
제공 플랫폼(SDP, Service Delivery Platform)의 구성요소인 서비스 생성환경(SCE, Service
Creation Environment)에 대한 OMA(Open Mobile Alliance)의 표준이 있음
-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융복합과 생성환경과 관련한 표준활동은 조기에 실행하여 기술표준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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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SW
- 음성인터페이스 표준화 관련하여 W3C를 중심으로 다양한 워킹그룹 활동, W3C Voice Browser
워킹 그룹에서 음성 기술과 웹 기술의 접목을 활발히 진행
- 음성합성과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다이얼로그를 지원하는 VoiceXML 3.0 표준화
진행, 또한 해당 표준을 보완 및 통합하기 위한 CCXML(Voice Browser Call Control XML)
표준화 작업 진행
- 이종의 음성합성 플랫폼간의 발음, 볼륨, 피치 등의 제어를 표준화하여,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성합성을 지원하는 표준화로 SSML(Speech Synthesis Markup Language) 표준화 진행
- 상기 이외의 W3C 음성 인터페이스 표준화 이슈는 SRGS(Speech Recognition Grammar
Specification), PLS(Pronunciation Lexicon Specification), SISR(Semantic Interpretation
for Speech Recognition), SCXML(State Chart XML) 등이 있음
- 음성인식 기술을 포함한 인터페이스 플랫폼에 있어서는 다양한 interaction의 표준 입출력을
지원하는 멀티모달 융합 프레임워크 표준화가 진행
- W3C에서는 Multimodal Interaction Working Group에서 웹상에서 GUI, Speech, Vision,
Pen, Gestures, Haptic 등 다양한 방식의 interaction을 지원하는 멀티모달 인터랙션 프레임워크
표준화를 추진
- 언어처리의 경우, APT ASTAP에서는 세계 최초로 자동통역 기술 표준을 목표로 하는 SNLP
Expert Group을 결성하여 표준화 추진 기본 방향을 논의
-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지식 표현을 위한 표준화가 W3C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차세대웹
연동 표준을 기반으로 시맨틱스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이 진행되고 있음
- 지식검색에서 차세대웹 관련 표준화로 XML, HTML, MWI(Mobile Web Initiative), Rich Web
Client, Semantic Web, Web Services, UWA(Ubiquitous Web Application) 등이 W3C 워킹
그룹에서 논의
- 지식검색 분야 관련 국제 표준화인 ISO/IEC의 MEPG-7 Query Format Reference, MPEG-21
MVCO(Media Value Chain Ontology), MPEG AIT(Advanced IPTV Terminal) 등에 ETRI가
참여하여 표준화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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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 미디어 SW
- 영상처리 SW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영상의 포맷에 대한 국제 표준은 ISO/IEC JTC1
SC29 WG11인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에서 수행
- MPEG-C에서는 전체 영상을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단위 모듈(FU : Functional
Unit)을 조합하여 영상을 생성 할 수 있는 RVC(Reconfigurable Video Coding)에 대한 표준화
진행
- 미국 SMPTE(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는 Home Master
Format 라 불리는 3D 영상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2010 년 내에 표준화할 예정임
- 미국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는 가정 내 각종 AV가전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는데, 2009년 5월에 3D 안경의 인터페이스와 기기 용어 등의 표준화를
검토하는 워킹그룹을 발족함
- 일본의 전파산업회(ARIB) 는 2008 년 9 월 입체 TV 에 대한 연구회 발족
- 구글 안드로이드(Android), 노키아 마에모(Maemo), 삼성 리모(LiMo) 등의 공개 모바일 플랫폼
이 개발되었으며,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멀티미디어 미들웨어로 국제 표준인 OpenMAX를 채택
- 디지털 방송, 위성 영상, 생체 인식, 로봇 비전, 보안 및 감시 등 각 응용 분야별로 목적 및 응용에
맞게 표준화 수행
- 국내의 경우에는 영상처리 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지리정보 분야(ISO/TC211) 및 동영상
처리 분야(JTC1/SC29)에서 일부 표준화에 참여하여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으나 이외는 현재
까지 활동이 미진한 형편
- 국내 연구소와 기업은 TTA 3DTV Project Group, MPEG포럼 등 국내그룹을 만들어 활동 개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
- 햅틱 인터페이스 등의 실감형 인터랙션 SW 표준화(ISO/SC35) 및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정보
관리 데이터 관련 표준화(ISO TC184/SC4, W3C) 작업이 진행
- 다양한 단말 플랫폼에서 미디어 응용의 빠른 이식성 지원을 위한 개방형 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이 진행
- 미국의 3D@Home 컨소시엄에서는 컨텐츠의 생산, 저장/전송/배분, 프로모션 및 3D 디스플레이에
대한 표준화 진행
- 관제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는 IP 기반의 네트워크 비디오 인터페이스 표준이 ONVIF
(http://www.onvif.org/)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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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추진동향
● 임베디드 운영체제, 개발도구 등 관련 특허 건수는 연평균 10%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국과 한국의
특허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
- 임베디드 운영체제 주요 특허는 IBM, Intel Microsoft가 보유, 임베디드 개발도구 관련 SW 검증
도구 핵심 특허는 주로 Sun Microsystems가 보유
- 국내는 ETRI,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 임베디드 운영체제 및 개발도구 등 관련 특허를 보유
- 소셜 콘텐츠 및 소셜 네트워크 기술이 모바일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MICROSOFT, 삼성전자, Nokia, Yahoo! 등이 많은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Dependability가 중요한 운영 체제 관련 특허로는 미국의 Microsoft, Sun Microsystems,
IBM이 대부분의 주요 특허를 독점하고 있음
※ 기술분류별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분할커널에 관한 기술이 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Formal Methods 관련 기술이 27%, 통신방법 13%, Safe Program Language 11%, OS구조 관련기술이
9%, Dependability 관련 기술이 8% 비중의 순으로 나타남

- 멀티코어 SoC 관련 미국 내 등록 특허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특허가 HW와 멀티코어 프로세서에
관련 있을 뿐, 모바일 SoC를 위한 SW 도구나 백터 프로세서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음
※ 우리나라는 멀티코어 프로세서 관련 특허가 전무한 실정이지만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인 반도체 설계
기술을 고려하면 멀티코어 프로세서 하드웨어 설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

● 시스템SW 분야는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메모리 및 GPGPU 등을 활용한 고속연산 컴퓨팅,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과 같은 신규 컴퓨팅의 기술 개발과 더불어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
- 멀티코어 SoC 관련 미국 내 등록 특허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특허가 HW와 멀티코어 프로세서에
관련 있을 뿐, 모바일 SoC를 위한 SW 도구나 백터 프로세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SW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음
- 우리나라는 멀티코어 프로세서 관련 특허가 전무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멀티코어 프로세서 설계 기술의 확보는 가능함
- SoC용 SW의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일상적이므로, 특허 관점에서 기술적
수준을 알기는 힘들지만 기술 선진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음
-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서는 신속한 제품개발을 통한 시장에 빠른 진입을 강조하므로 장기간 지속
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프로그램 언어 및 프로그래밍 도구 개발에는 매우 취약함
- 궁극적인 제품개발 시간을 단축시키는 모바일 SoC용 벡터 프로세서 관련 SW 개발 도구의
국산화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중복 투자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업 차원보다 국가차원의 멀티코어 프로세서용 SW 플랫폼 기술이 절실함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W

- 시스템 SW 분야 특허는 시스템 통합과 자원 공유를 위한 가상화 관련 특허가 주류이며, 2000년대
SW 가상화 기술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더불어 서버 및 스토리지 가상화 및 SW 가상화를
위한 다양한 특허들이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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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Microsoft, NTT Data 등이 가상화 관련 주요 출원인이며 다수의 핵심 특허 확보에 주력
하였으며,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스템 가상화 기술 개발이 주요 기업 및 신생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내는 ETRI가 가상화 관련 SW 주요 특허에 대한 회피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상황임
● 온라인 서비스 SW
- 온라인 서비스 SW에 대한 국가별 특허활동 분석 결과, 미국의 특허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다중 테넌트 어플리케이션 실행 환경과 다중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력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활동은 BEA SYSTEMS의 경우, 2002년도부터 특허 출원이 확인되며, 다른
출원인들보다 비교적 늦게 연구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IBM의 경우 1986년부터 공백기
없이 특허 출원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Microsoft의 경우는 2000년도부터 특허 출원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SALESFORCE의 경우, 2004년도부터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주요 기업들 중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가장 늦게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2004년도 이후 주요 기업들 중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점을 볼 때,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위해 선행 연구개발 되어야 하는 다중 테넌트 메타데이터 관리 기술과
공통 서비스 기술에 대한 특허활동은 부진함
- 이에 따라, 다중 테넌트 메타데이터 관리 기술과 공통 서비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기술에 속한 기술들이 골고루 연구 개발되고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 생성환경(SDK)과 온라인 서비스 융복합 기술과 관련한 특허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 생성 환경(SDK) 기술의 경우, 코드 생성 보다는 온라인 서비스 개발 환경에 대한
특허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다중 테넌트 메타데이터 관리 기술과 연결한 특허 출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
- 온라인 서비스 생성환경 기술에 관해 조사한 168건의 특허 중, 세일즈포스닷컴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IBM의 특허출원 비중을 합하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 SW분야의 주요 기업들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생성환경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 만족도 향상으로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특허활동이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기술 개발과 특허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서비스 융복합 기술과 관련하여 2007년도를 기준으로 활발한 특허활동이 있었으며 SaaS
환경 내에서 다수의 콤포넌트화된 공통 서비스를 정의하고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구조 등에 관한 특허활동이 있으므로 특정한 정책이나 규칙,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기반한 서비스 융복합에 관한 특허활동 전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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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SW 관련 주요 특허는 IBM, Microsoft가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로 점차적으로
특허 출원이 증가
- 음성처리 기술 분야의 전체적인 년도별 출원동향은 1990년대 중반이후 관련 출원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접어들어 활발한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약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특히, 일본특허에서)
- 전 세계 음성언어 기술 분야의 출원 경향을 보면 음성처리 기술이 65%로 가장 많고, 음성인터
페이스 응용시스템 기술분야, 언어처리 기술 분야는 각각 19%, 16%의 점유율을 나타냄
- 언어처리 분야에서는 형태소 분석, 구문 구조 분석, 대역문 생성과 같은 언어처리 관련 요소기술
이나 자동번역 방법론에 관한 특허와 웹, 인터넷, TV, 통역 등의 응용시스템에 관한 특허가 비교적
고른 분포로 출원되었음
- 최근 5년간은 모바일 기기의 인터페이스 기술 및 대화처리에 대한 특허가 증가했으며, 자연어
대화처리 분야로 연구방향이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자동통역 관련해서, 일본과 유럽은 자동번역과 음성합성기술 특허를 집중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음성인식 분야에 많은 특허를 보유. 특히 자동통역 요소기술에 대한 특허는 Sharp,
IBM, Microsoft, NEC, ATR, AT&T 순으로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인공지능 분야는 근래에 들어서 모바일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Nokia, Google, Apple, Parc 등에서 다수의 특허가 출원중임
- 지식검색 분야의 특허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이 지식검색을 위한 수집 및 분석 기술분야와
분산 색인 및 저장 기술분야의 순으로 출원양이 많은 추세임
- 지식검색을 위한 수집 및 분석 분야에서 국외 다출원 Top 5는 IBM, Fujitsu, NTT, NEC,
Microsoft의 순으로 나타남
- 모바일 지능형 검색과 웹 클라우드 플랫폼 가상화 프레임워크에 대한 출원이 많으며 IBM,
Microsoft가 주요 출원인임
- 국내 지식검색 분야 다출원 기관은 ETRI, Microsoft, KT, 삼성전자, LG전자, 다음소프트 등 여러
연구소 및 기업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 실감 미디어 관련 특허 기술들은 미디어 분야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요소 기술들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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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실감음향기술의 기반기술인 HRTF 관련 기술, 음장감 재현 기술, 가상현실 및 3 차원 영상
관련 스테레오 기술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초기
에는 가상현실 관련 기술을 단순 도입하는 출원이 많았으나, 2003 년 이후부터는 실감 음향 기술의
핵심인 음원과의 방향 및 거리를 예측하는 기술과 직접 관련된 3 차원 영상 접목 기술 및 HRTF
이용 기술의 특허 출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ETRI 는 멀티트랙 미디어가 다수의
디바이스를 제어하여 실감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에 대한 핵심
특허 9 건을 확보함

689

＞＞SW
- 미국은 몰입형 가시화 및 실감형 인터랙션을 이용한 군사/의료 분야에의 가상현실 기술 응용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홀로그램 분야 등의 미래 기반 기술에 관한 특허도 선점하고 있음 미국 보잉등
항공 우주 산업 선진 그룹에서 모션시뮬레이터를 위한 실시간 모션 플랫폼 제어기술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
- 유럽은 실시간 물리 엔진 기술을 독일등에서 CAD/CAM 분야에 적용 산업계 제품 설계에 응용
가능한 특허 다수 보유 혼합현실의 요소기술인 사용자 및 객체 추적기술, 공간정합기술, 실 시간
영상 합성기술, 실제-가상 객체 상호작용 기술등에서 원천 기반 특허를 다수 보유
- 일본은 가상현실 상에서의 전신기반 실감형 인터랙션을 통한 telepresence 특허가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입체 화상 표시 장치와 같은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엔진 및 시스템 운용에 대한 특허는 미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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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동향 및 시사점
국가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미국

민간 기술의
독점적 우위를
정부의 대형
R&D투자가 견인

전문 패키지SW기업
중심으로 성장
EU
SAP 등 대형 패키지
SW 기업의 집중도 높음

정책 동향

정부주도의 R&D투자를 통한
지속적 수요 확대
국방, 의료, 정보화 SOC에 투자
확대

임베디드SW·ERP 등 강점 분야
중점 지원
정부의 공개SW 활용 및 기술
개발 사업 지원

전방위 SW산업
육성 전략
일본

SW기술 및 인재양성,
임베디드SW, 해외 아웃
소싱, 지재권 등 전방위
육성 강화

글로벌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기지
중국
전 세계 아웃소싱의
60%이상 차지

내수중심 HW지원
SW서비스동반 성장
가전, 전자, 제조 등 국내
서비스 중심

IT서비스 수출 기반 육성 (SW
수출 클러스터 STP조성)
우수인재 양성과 국제적 품질
수준(SW공학) 향상 지원

제조기반 SW서비스 플랫폼 확보
(HW 중심 성장으로 SW기반약화)
SW유신정책을 통한 SW생태계
자생력 강화

SW기술 독점우위·
국방·의료 등 정부
수요창출
신수요 발굴과
신시장 창출

공공부문의 기술
지원 역할 강조
SW융합시장 강화와
해외진출 틈새시장 공략

시장 자립을 위한 강력한
내수시장 확충과 글로벌
R&D센터 유치
전략적 SW R&D지원

수출지원을 위한
SW품질 강화 및
우수인력 양성
SW리더양성 및
SW품질 향상

대·중소기업과 기업간
상생 환경
상생형 SW시장
구조 혁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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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가주도의 기술 및 시장 독립
추구를 위해 표준화 강화
글로벌 R&D센터 유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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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NITRD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고위험의 돌파형 혁신 기술을 확보 추진
- 국방, 우주, 의료·생명, 사회안전망 등을 위한 컴퓨팅/SW 기술에 집중
- 고성능·고신뢰성 컴퓨팅 등 8대 집중분야에서 SW기술 개발
- 컴퓨터·SW분야 연구중심대학(National Lab.), 국가연구소, 기업 등의 수평적 협력그룹이 장기
R&D 추진
● 독일은 IKT2020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첨단기술의 창업 활성화와 전문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과학·
기술과 산업·경제간의 체계적 교량 역할의 R&D 추진
- 기계·자동차·의공학·에너지·물류 등의 혁신동력으로 IT/SW기반 기술 활용
- 전략·기반·미래 기술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SW와 지식처리(임베디드 시스템·그리드컴퓨팅·
가상현실·보안기술·SW공학)를 기반 기술에 포함
● 일본은 IT 신개혁전략과 이노베이션25를 통해서, 고도 IT 네트워크 사회 구축과 이용촉진을 통한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R&D 추진
- 고속·고신뢰 IT시스템, 고도IT기기, 유비쿼터스 IT 네트워크, 친인간화 등 IT/SW 신산업 창출
동력원(Seeds) 확보에 주력
● 중국은 836계획(첨단기술), 973계획(국가중점기술) 등을 기반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부주도의
R&D 투자
- 정보통신분야의 주축으로 지능형 컴퓨터, 정보획득/처리 기술 등을 지목
-’
00년부터 컴퓨터/SW분야의 기반기술 확보(수퍼컴퓨터, OS 등)
● 한국은 2009년 지식경제부 지식경제시대의 새로운 SW R&D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단기 소형 기술
개발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의 기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대형 SW/ R&D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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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 IT/SW의 환경 변화
● IT 산업은 과학/공학 계산과 업무전산화 및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하던 정보화 시대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SW/서비스 중심의 지식기반 시대로 전환
- 공급자위주 대량 제품시장의 성장한계 및 소유형 IT 환경의 비용증가 문제에 봉착한 IT산업은
단순히 SW를 활용하던 시대에서 SW에 의한 제품/서비스 정의 시대로 전환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IT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인간대신 계산하고
비즈니스업무 처리에 집중하던 SW는 이동성·개인화를 지원하여 인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생활
융합형 SW로 발전
- 디지털기기 확산과 디지털 정보생산·복제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정보량 폭증 해결과 IT 사용
환경의 복잡도 극복을 위해 SW주도의 사용자 편의성 혁신의 중요성이 증대
※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 디지털 혁명기에서 성장기를 보낸 1980년 이후 출생자들로 디지털
기술(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MP3 등)에 매우 친숙하여 기성세대보다 IT 활용 능력이 탁월함 (전자신문)

▼ IT/SW 환경의 변화 ▼
구 분

변화 요인

시장/제품

공급자위주 대량 제품
시장의 성장한계

IT생활방식

디지털 네이티브
& 디지털유목민

컴퓨팅환경

디지털기기 확산과
디지털 정보 증가

현 재

미 래

공급자중심 제품판매
정보화 역기능
페쇄형

⇒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 Green & Clean IT
⇒ 융합 개방을 통한 신가치 창조

제한된 장소와 시간
계산/정보처리
Personal & Consumer

⇒ 시공간 제약 극복
⇒ 지식화/지능화
⇒ Social & Prosumer

정보기기중심 수동형
설치형/소유형 제품
기능 다양화 중심

⇒ 인간중심 찾아오는 능동형
⇒ 가입형 유틸리티 서비스
⇒ 사용자 편의성 혁신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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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W 환경변화에 따른 SW 기술의 발전방향 :“선택적 결합”
● (사용측면) 사용자가 필요한 IT 자원(시스템/디바이스/SW/서비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쉽게 결합
(연동)하여 사용함으로서 IT 사용 환경의 복잡도를 극복
- 다양한 SW/서비스를 어떠한 시스템/디바이스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SW/서비스
실행환경 및 상황에 최적화된 사용환경(UX) 필요
※ UX(User Experience) : 기존의 HCI 개념에다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느끼는 모든
경험과 만족을 더한 개념

● (공급측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SW/서비스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함으로서 IT 자원의
폭증에 대응
- (B2B) 초고속 대용량 정보처리를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의 수요(3D 콘텐츠 제작, 바이오컴퓨팅,
가상제조, 시물레이션 등)에 대응
- (B2C) 사용자에게 일관된 가상 데스크탑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예 : 모바일 클라우드)함으로서
사용자 중심의 개인 컴퓨팅 환경을 실현
- (C2C) 사용자의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사용자 단말 상호간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생활속
개인화된 소셜 활동 반영
▼ SW 기술의 발전 방향 ▼

Digital Complexity

Digital Big Bang

Smart Things/Devices

System
Bang

USN, IPv6, Wireless

Device
Bang

Con/Di-vergence

Service
Bang

Digital Native
·Carry Small Live Large
·User Experience
·Social Software
·Real World Web

C2C
cloud

선택

결합

선택적 결합

최적화된 사용환경(UX)
일관적 SW/서비스 실행환경
사용자 맞춤형 기기

B2C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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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
·Virtualization
·Web 2.0+/WOA
·Futur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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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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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베디드 SW
단일 SW 플랫폼 기반에서 스마트폰, 모바일TV, 센서 네트워크 및 다양한 형태의
융합 SW 플랫폼 기술로 발전
▼ 임베디드SW 하이퍼사이클 (출처 : 가트너 2009) ▼

■ 임베디드 운영체제는 단일 제품 실행을 위한 운영체제에서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공통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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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모바일 SW플랫폼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모든 기기를 위한 통합화된 구조와 다중 단말간
협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서버 중심의 메시지/콘텐츠 교환 수준의 SNS는 모바일 산업과 결합하여, 소셜 네트워크 기반
단말간 협업을 실현하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단말-네트워크-SW-서비스가 하나의 아키텍처로
묶여 발전될 전망
-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저장·관리되는 개인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이동성, 상황별 다자간 공유 및 협업 기능은 손안의 퍼스날 서버로의 핵심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함
- 또한 콘텐츠중심의 다표준/다매체/다기능을 수용하는 미디어프리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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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기능에 따라 연성 혹은 경성 실시간 시스템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예측 가능한 실시간성
제공이 필수 기능으로 대두
- 국가 재난 방재 시스템, 전력 제어 시스템, 실시간 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대규모 네트워크 기반
국가 인프라 구축 가속화 예상
※ CPS 컴퓨팅 플랫폼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드웨어 시스템들(전력제어시스템, 교통통제시스템, 방재
시스템 및 자동차/로봇 등)을 실시간 제어할 수 있는 고신뢰성(Dependability) SW 플랫폼으로 진화

● 임베디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들 기기의 대기전력을 줄이고, 발열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 완화에 기여 요구 증가
- 전력관리는 하드웨어 의존성이 높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각 응용 도메인에 따른 핵심기술 개발,
전력관리 프로파일링으로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
● 임베디드 시스템이 기존의 산업 제어 시스템을 대치하게 됨에 따라, dependability (가용성,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 유지 보수성)가 성능보다 중요
-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운영체제(windows, linux)는 1960-1970 년대에 설계된 성능 위주의
운영체제로 최근에 중요성이 높아진 dependability의 보장에는 한계
- 적절한 성능과 함께 설계에서부터 코드까지 완전하게 증명된 운영체제의 필요성

■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는 기기 및 서비스의 발전과 요구사항의 다양화를 충족
시키기 위해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화
● 모바일 미들웨어는 응용 및 서비스의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구조의 미들웨어 플랫폼으로 발전
- 분화된 공통 기능의 효율적인 공유, 동적 설치, 재구성 및 업그레이드 지원을 위한 동적 모듈 기반의
플랫폼과 서비스 지향 플랫폼으로 확대 발전할 전망
● 2D 그래픽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햅택, 3D, 벡터 그래픽, perceptual user interface 등
고급화, 실감화 및 지능화로 발전
●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합 및 다종 서비스 지원을 위한 플러그인 아키텍쳐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기술이 대두
- 웹 기반 UI 플랫폼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MS의 Silverlight, Adobe의 Flex/AIR와
같은 RIA 플랫폼 등이 대표 예
● 3D 지원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 따라 변하는
스케일러블 코덱 기술에 대한 연구가 대두
● 고화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HD급 영상을 지원하는 모바일 단말, 4K(4096 *2160)급
영상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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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가상화 SW는 빠르게 발전하고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상 공통 응용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위한 임베디드 가상화 표준화 활동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
● 가상화 기술 관련 시장 선도 업체인 VMWare, VirtualLogix, 윈드리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 임베디드 단말에서 가상화를 지원하여 이기종 단말에서의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 단순한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는 기술을 벗어나 실시간성, 효율적인 자원 관리, 전력 소모 관리,
신뢰성 등을 제공하는 기술 수요 증가 예상
● 현재의 기술 수준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기술
분야보다 클 것으로 기대

■ 임베디드 SW 개발도구는 호스트 중심의 응용 소프트웨어 통합 개발 환경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통합 디자인 기술, 신뢰성 검증 기술 및 웹기반의 공동 개발환경
으로 발전 예상
● 비IT산업과 IT/SW융합에 의한 전통 산업 고도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항공·우주, 자동차, 국방
등의 비IT 산업에서 요구하는 고신뢰성 및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검증 등의 기술
확보가 시급

■ 임베디드 SW 공통 응용 및 서비스는 임베디드 시스템 중에서도 모바일 단말 분야가
발전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예상
● 애플, 구글, MS, 심비안 등이 지속적으로 브라우저의 성능 향상과 사용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에 투자
● 임베디드 단말을 위한 공통 기반 SW 컴포넌트는 크게 안드로이드와 GPEPE를 필두로 하는 오픈
커뮤니티 진영과 애플, MS로 대표되는 업계로 나뉘어 각각의 컴포넌트를 개발하며 프레임워크
형태로 제공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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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SW
시스템 가상화, 분산 공유 파일 시스템, 시스템 관리,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이종
매니코아 기반 슈퍼컴퓨팅 중심으로 기술 발전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하이퍼사이클 (출처 : 가트너 2009) ▼

▼ 가상화 기술 하이퍼사이클 (출처 : 가트너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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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데스크탑, 단말에서 물리적인 시스템 자원을 논리적 자원으로 분할해 유연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시스템 자원 가상화 기술이 요구됨
● IT 인프라 환경은 시스템 통합 운영과 자원 공유 기술에서 자원 가상화 기술로 발전
● 2008년 말에 이미 가상화 기반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으며, 2012년경에는 전체 모바일 기기의 50%가
가상머신 모니터를 탑재할 것으로 예측됨 (Gartner 2008)

■ 운영체제의 서버 기술은 엔트리급 서버 기술에서 중요업무를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기술로
발전
● 운영체제는 x86 64-bit 지원, 멀티프로세서 지원, 성능 고도화 기술로 발전(Gartner 2007)

■ 저장시스템 SW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SSD(Solid State Drive) 활용 기술 등으로
발전 전망(Gartner 2009)
● 스토리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발전하며 백업 및 데이터 이동 기술 등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로 통합할 것으로 전망
● 바이오 산업, 재난 예측 등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메모리-스토리지 융합 장치(예,
PRAM 등) 기반 기술로 발전 전망

■ 데이터 관리 SW는 기존 기업 응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SW와 웹 포털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서비스 등 고확장성의 대규모 데이터 관리 SW 기술로 구분되어 발전
할 것으로 전망
● 이벤트 기반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스트림 데이터 처리 기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

■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위해 스케쥴링 및 분배
기술, 병렬 언어 처리 및 분석 기술 등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 BI, 인터넷 포털 서비스,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대규모 데이터 분석 응용에 분산 병렬 처리 미들웨어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시스템관리 SW는 부하분산 방식의 서버 컴퓨팅에서 자원통합과 가상화를 통한 자원
공유형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발전
SW

● 분산된 이기종 환경의 모든 IT 자원을 가상화된 자원으로서 관리하고 조작하는 차세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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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서버 운용/관리 비용이 구축비용의 5~6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시스템 자원 가상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필수적이며, 서비스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고가용성 지원 서버 가상화
기술로 발전
● 서버 가상화 기술은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원의 활용률 및 가용성을 높여 최근
시장에서 요구되는 그린 IDC에 활용
● 단위 물리적 서버당 서비스 제공 용량을 높여 IT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 (서비스
사용자 기준 3배~5배 향상)

■ 프로그래밍 언어는 전통적 개발 환경(IDE, RAD, CBD, 3GL, 4GL)에 비해 웹기반 개발
환경의 약진이 전망 (IDC 2008)
● 응용 소프트웨어의 배급 방법이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SaaS,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플랫폼 등으로 기술 발전이 예측

700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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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라인 서비스 SW
일부 한정된 분야에 적용되던 SW 온라인 서비스 기술이 기업용 SW 및 웹 기반
응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됨으로서 SW 배포 및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SW 생태계의 주요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 온라인 서비스 SW 하이퍼사이클 (출처 : 가트너 2009) ▼

■ IBM, MS, Oracle, HP, SAP 등 대형 벤더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지니스 IT 서비스를
수용하여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SaaS 플랫폼 기술의 개발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웹2.0 롱테일의 실현으로 정보의 사각지대에 머물던 중소 영세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이들의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SW

■ SaaS 플랫폼의 보급으로 공급자와 사용자만으로 구성된 가치사슬에서 프로슈머를 포함한
가치네트워크로 발전
● 기존 SW산업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캐쉬플로우가 만들어져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써 SW
산업의 부흥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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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중심의 SW 생태계 구축 전략에서 개발 환경을 추가하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의 지속적 성장 예측
● 일본은 해외 솔루션을 도입해서 대학, 관공서 등에서의 SW 렌탈 산업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

■ 기업들의 SaaS 모델 도입 확산에 따라 Microsoft, Oracle, IBM, Google, Salesforce.com등
SaaS 관련 IT 벤더들도 자사의 기존 제품을 SaaS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 기술과
결합한 솔루션 출시 주력
● 현재 SaaS 시장은 Google Apps, AdventNet’
s Zoho, Adobe Buzzword 등과 같은 오피스
생산성 및 협업 제품들이 주도하며 2012년 전체 소프트웨어 매출의 약 9%가 이들 제품들의 매출
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SaaS가 CRM이나 Sales force automation에만 국한되지 않고 회계나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확장 및 성장
● 기존의 고정 단말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동 단말 사용자를 포괄하는 온라인 서비스
SW 분야가 주목받고 있음.

■ IBM에서는 PDS(Progressive Development System)로 가상 실행 환경을 활용하여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의 독립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배치가 가능한 가상 실행 환경을 생성
솔루션 제공
■ 국내에서는 서버 통합을 위한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원천 기술의 부족으로 IT
융합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 실행 환경을 지원하는 SW 유통을 위한 기술 개발은 부족
● ThinkFree와 같은 웹오피스 시장 확대를 통하여 기존 오피스 시장의 잠식으로 이익 창출
● 보안연구소는 보안 서비스 플랫폼으로 출시한“빛자루”
를“V3 Lite”
로 발전시켜 자사 보안 솔루션의
온라인 제공을 통하여 시장 지배력 유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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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능형 SW
사용자가 기기와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하이퍼사이클
상에서 열매 수확기임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유망 기술 단계를 포괄
▼ HCI 기술 하이퍼사이클 (출처 : 가트너 2009) ▼

▼ User Interaction 기술 하이퍼사이클 (출처 : 가트너 2009) ▼

SW

● 자연어 음성인식, 자동번역 기술, 웹 서비스 등은 2~5년 사이에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
● 자동통역, 지능형 검색 기술, 모바일 웹 서비스 등은 미래 유망 기술로서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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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언어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활용영역을 넓히거나,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사용자의 니즈(needs), 상황, 감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리성이 극대화되도록 대화형 자연어
인터페이스 기술이 발전해 나가리라 예측
●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3D/모션/음성 등 체감형 UX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한 지능형,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
※ Google voice search라는 음성UI 기반 서비스가 open 되었으며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에 대한 서비스
상용화

● 최근 들어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산업체의 글로벌화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다국어 언어처리 기술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인프라
SW가 될 것으로 예측
※ 실시간 통번역 SW가 조기 성공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IBM 선정 5대 유망 IT 기술, 출처 : IDC
뉴스 2007.2.4)

● 음성 및 오디오의 자동 인덱싱 기술 개발에 의해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검색 편의성을 증가시킴
으로써,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검색에서 멀티미디어 검색으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

■ 인공지능 기술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 기술로서
현재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미래 지능형 사회를 구현하는 Key
Technology가 될 것으로 기대
● 다양한 정보로부터 상황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화 서비스에 기계학습,
지능형 계획과 같은 핵심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
● 인공지능 기술은 향후 모바일 기반의 차세대 웹 환경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자동
으로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활용
● 유비쿼터스 사회와 로봇 중신의 미래 사회에서 사용자의 취향이나 요구 사항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상황인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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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검색의 비즈니스 인텔리젼스 분야에서 웹 트랜드 분석 및 응용 시스템이 2015년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향후 Web 2.0은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환경의 다양한 단말과 결합하여, 융복합형 서비스 모델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모바일 검색은 휴대성과 편리성에 기반한 이동전화의 특성이 검색의
편의성까지 더해지면서 정보 검색 도구로서 PC를 대체할 도구로 기대
● 삼성 SDS가 선정한 2010년의 7대 IT Mega Trend로 예측 지능화(Predictable Intelligence)가
선정됨
● 2010년 10대 모바일 모바일 응용서비스에 위치기반 서비스, 모바일 검색, 모바일 광고가 포함됨
(가트너, 2010.1)
● 구글의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향후 모바일 지식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한된
모바일 단말 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 웹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제와 관련된 트렌드의 통계적 모델을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최적의 다음
단계 행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웹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웹 트렌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짧은 시간에 최적의
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가이드 기반 검색 (guided search)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2010)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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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감 미디어 SW
지능형 감성인식, 영상처리, 동작 인식, 햅틱, 가상현실 등의 실감 미디어 실현
기술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
● 혼합현실을 유발 기술(Technology Trigger)로 규명, 향후 IT 기술 전 분야의 발전과 변화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주목해야 할 기술로 분류
●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술 선진국에서 3D 융합 관련 기술을 Emerging Technology 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을 추진
● 2D 분야 (광고, 관제, 영화, TV 등)에 대한 실감 기술의 접목은 기존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
중심의 미디어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실감형 인터랙션 기술이 인간중심의 미래 생활 패러다임에 맞추어 인간의 감성 및 사용자가 처한
실세계의 상황을 반영하며, 자연스럽고 친숙하며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의 HCI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실감 미디어 SW 하이퍼사이클 (출처 : 가트너 July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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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영상처리 SW는 영상의 획득, 저장, 검색 등의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용자 수작업을 단순·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배경 분리,
객체 탐지, 추적 및 인식, 객체 3차원 복원 등의 고수준의 영상처리 기능을 갖는 지능형
영상처리 기술이 필수 기능으로 대두
● 기존의 가시 영역 센서 기반의 카메라 이외에 적외선, 열 적외선, 초음파, 레이저 센서 등을 이용하여
획득된 영상을 효과적으로 통합 처리함으로써 외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영상 처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라, 미디어 간 융합, 새로운 매체, 새로운 플랫폼과의 융합, 제조 및
서비스업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미디어 형식으로
발전 전망
■ 기존 전통산업에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인터랙션 기술을 접목한 신규 융합 응용기술
발전으로, 지능형 지식 서비스가 확대 및 보편화 될 전망
● 멀티터치 및 홀로그램 콘텐츠 등을 활용한 UX 기반 오감 상호작용 기술의 발전이 예상
● 다양한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기술을 사용하여 한 명의 사용자와만 인터랙션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와 동시에 인터랙션이 가능한 시스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
● 기존 2D 영상산업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새로운 개념의 실감형 新디지털정보기기 개발로 Digital Life의 향상과 손쉬운 UX로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제조업의 제품 설계 및 디자인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3차원 시각화에만 의존하는 기존 디자인
설계에서 터치, 햅틱, 스마트 퀵 모델링 기술 등 실감 인터랙션을 이용하여 보다 직관적인 제품
디자인, 조립을 할 수 있는 신개념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
● 전통적인 CAD 시장은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고난도 CAD SW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반
사용자들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듯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시스템이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기존에는 오락, 교육 부문 위주로 성장하고 있으나 ,향후 의료·제조·서비스·국방 등의
전 산업 영역에 체화·융합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
SW

● 위치인식 인프라, 모바일 혼합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개인 체험형 미디어기술, 기존 전통 산업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산업 적용형 SW 기술의 발전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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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영상매체의 개발은 영상분야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적인 효과로는 가전 및 통신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예술산업, 자동화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HDTV의 파급효과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조선, 정보가전 등의 분야에서는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가상공점검증용 가상제조
(virtual manufacturing) 기술의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
● 실물 제작 없는 무공해/무폐기물 기반의 가상현실 응용기술의 산업전반에 걸친 활용으로 IT 기반의
정부 녹색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디자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의 도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
됨에 따라. 인물 아바타 및 가상 모델의 가시적 표현을 위해 피부톤, 질감, 조명에 따른 색감 시뮬
레이션 기술의 성장이 예상

■ 모바일기기에서 지원될 응용 및 서비스의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구조의 미들웨어 플랫폼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 네트워크에 의한 공유기술의 확장으로 3-Screen(TV, Mobile, PC) 간 미디어의 공유의 개념이
n-Screen(Theater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모바일 단말간 실감 미디어의 상호 연동은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실감 미디어 처리
기술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공유 뿐만 아니라 표현, 인터랙션 등이 단말사이에서 끊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표준화된 미들웨어 기술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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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경쟁력분석 및 핵심발전 동인

01

국내 R&D의 평가 및 경쟁력 분석

■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진흥전략으로서 SW R&D 추진
● 외환위기 이후, 전략SW(공개/기반SW, 임베디드SW, HCI, 차세대웹) R&D 추진과 SW산업 기반
조성 등 단기적 산업진흥에 집중
- 지난 5년간(’
04~’
08) 총 2,046억원 투자, 기술이전(153건), 기술료(68억), 상용화(음성인식
네비게이터, H.264인코더, 국산리눅스) 등 성과 도출
※ 국내외 특허 1,014건, 논문 1,162건, 표준화 118건 ⇒ KEIT

● 반면,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TDX, CDMA와 같은 주력기술(제품) 부재 등 기술역량과
산업파급력 확보는 실패
- 한국의 IT관련 지수는 상위권인 반면, 국내의 SW 개발역량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후진국 등급
※ SW생산액(조원) : 18.2(’
02) → 24.9(’
07), SW수출액(억불) : 4.7(’
02) → 14.7(’
07)

▼ 우리나라 SW 개발역량 평가 ▼
등 급

Leader(A)

Challengers(B)

Beginners(C)

국 가

분 야(강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패키지SW, 컴퓨터 서비스, 인터넷,
시스템SW, 보안SW, 슈퍼컴퓨터 시스템
SW(신약, 바이오, 환경(날씨예측)
⇒ 기술 경쟁력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아일랜드, 핀란드, 인도, 호주, 스페인

SW 아웃소싱, 보안SW, 시스템SW,
IT 서비스 ⇒ 가격 경쟁력

한국, 포르투칼, 터키,이탈리아, 중국,
그리스, 벨기에, 뉴질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IT 서비스, SW 아웃소싱, 시스템SW
⇒ 내수 중심

* 출처 : OECD 2006년∼2007년“R&D and Innovation in the Software : National R&D Strategy”

SW

● 국내 SW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글로벌 기업 부재로 기술과 산업 양면에서 민간차원의 자생적
리더쉽이 발현되기 어려움
※ 매출 100억 이상 패키지S/W 기업(개) : 6(’
02) → 11(’
07)
※’
08년도 국내시장 외국계 기업 비중 : 패키지SW(75.1%), IT서비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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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품종 소형 기술의 시장진입 전략
● 타분야 연관성이 강한 기술특성은 R&D에 있어서 광범위한 시장영역을 공략하는 다품종화를 초래,
기술 집중화에 실패
- 산업적 파급력 및 기술 연속성을 갖춘 대형 R&D 발굴 실패
※ CDMA(’
89∼’
96, 1,076억 투입), WiBro(’
03∼’
05, 385억 투입)

● 기술수요자(중소·벤처)의 빠른 민간시장 진입을 위한 소형 응용 발굴에 집중, 공개/표준 활용수준의
연구없는 개발로 변질
- R&D 결과물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 용이한 저위험형 R&D 영역에 집중
- 기존 시장 영역에 국한된 R&D로 인해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적 R&D 추진에 한계 봉착

■ R&D의 방향성, 응집력, 역량확보 측면에서 문제점 노출
● 국가적 정책수요 없는 민간시장 중심 ⇒ 수동적인 수요대응(Red Ocean)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R&D 콘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R&D에 대한 종합적 비전 결여
- 국가 차원에서의 수요 제시 미흡으로 인한 산업견인 어려움
● 시장진입형 다품종 응용기술 중심 ⇒ 연구주체 간 수주경쟁과 역량분산
- 기반기술에 대한 전문성 저하와 R&D 과제의 소형화·분산화 초래
● 기반·원천기술 홀대 ⇒ 기반기술 해외의존도 심화, R&D 인력양성 실패
- 시장성과 중심형 R&D로 인한 틈새공략형 응용기술에 집중 → 기반·원천기술에 대한 경쟁력
약화 초래
- 고급·창의인재의 SW 전공 기피로 우수인력 확보에 한계

☞ SW 기술역량 확보 및 해외의존도 극복을 위한 R&D 내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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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SW R&D 지원분야 Positioning ▼
구 분

핵심기술
임베디드 운영체제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
임베디드
SW

임베디드 가상화 SW

임베디드 SW 개발 환경

임베디드 SW 공통
응용 및 서비스

시스템 가상화 SW

운영체제

저장시스템 SW
시스템
SW
데이터관리 SW

분산병렬처리 SW

미 국

유 럽

일 본

한 국

중 국

기술수준

O

O

O

△

X

개발시기(년)

2006

2007

세계점유율(%)

80

10

2007 2012예정
10

-

-

기술수준

O

O

O

△

X

개발시기(년)

2006

2008

세계점유율(%)

60

20

10

10

-

기술수준

O

O

O

△

X

개발시기(년)

2006

2008

세계점유율(%)

60

25

2008 2012예정

2008 2012예정

-

-

-

10

5

-

O

△

X

기술수준

O

O

개발시기(년)

2006

2008

세계점유율(%)

70

20

10

-

-

기술수준

O

O

O

△

O

2008 2012예정

2009 2012예정

-

개발시기(년)

2006

2008

세계점유율(%)

60

25

10

5

-

기술수준

O

O

X

△

X

개발시기(년)

1999

2007

-

2012예정

-

세계점유율(%)

100

-

-

-

-

기술수준

O

O

O

△

X

개발시기(년)

2009

2010

2010

2011예정

-

세계점유율(%)

90

5

5

-

-

△

△

X

기술수준

O

X

개발시기(년)

2008

-

세계점유율(%)

100

-

-

-

-

기술수준

O

X

△

△

X

개발시기(년)

2009

-

-

2013예정

-

세계점유율(%)

100

-

-

-

-

기술수준

O

X

X

△

X

개발시기(년)

2009

-

-

2013예정

-

세계점유율(%)

100

-

-

-

-

2012예정 2011예정

-

기술수준

O

O

O

X

X

개발시기(년)

1954

1960

1995

-

-

세계점유율(%)

98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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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핵심기술
SaaS 어플리케이션
개발도구
온라인서비스
컴포넌트 기술

온라인
서비스SW

싱글인스턴스
멀티테넌트 지원 엔진
SaaS서비스
융복합 기술
모바일 SaaS 기술

음성 인식
지능형
SW

다국어 자동통번역

지능형 검색

영상처리 SW

3D 영상 저작 SW
실감미디어
SW

실감형 인터랙션 SW

가상 시뮬레이션 SW

실세계 오감 연동형 SW

상용기술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기술수준
개발시기(년)
세계점유율(%)

* 기술수준 (상용화 : O, 기술개발중 : △, 미보유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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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유 럽 일 본 한 국 중 국
O
△
△
△
X
2007
2008
2011예정
60
40
O
O
X
△
X
2007
2008
2011예정
70
28
O
△
△
△
X
2004
2007
2008
2010
70
25
5
△
△
△
△
X
2011예정 2011예정 2013예정 2014예정
60
20
10
10
△
△
△
△
X
2011예정 2011예정
X
2012예정
65
20
15
O
O
O
O
O
1995
2000
2000
2000
2003
80
7
5
5
3
O
O
△
△
△
2007 2011예정 2012예정 2011예정 2015예정
80
20
O
△
△
△
△
2006 2012예정 2012예정 2011예정 2015예정
100
O
O
O
△
X
1991
1993
1995 2015예정
70
10
20
O
O
O
△
X
1996
1997
1997 2013예정
80
10
10
O
△
△
△
X
1999
2001
2002
2002
60
20
15
5
O
O
O
△
X
2004
2002
2004
2013
30
50
20
O
△
△
△
X
2008 2012예정 2012예정 2011예정 2015예정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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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현 위지
● 현 좌표 진단

SW 산업의 현위치
▶ 시장주도형 대표 기업 부재
▶ 주력 제품(서비스) 부재
▶ 시장 지배적 핵심기술 부재

단기적 성과 창출을
지향한 소규모 사업

다품종 산업/응용기술
개발에 편향

기존 시장에 집착한
R&D

·집중력 없는 R&D 지속은
국가 기술역량 약화 초래

·시스템 기술 부재로 하부
기술 붕괴
·국가 대형수요 발굴 실패로
응집형 기술 부재

·HW 주도형/활용형에서
SW 주도형으로 재편되는
IT산업 진화추이 역행

소규모의 산발적 투자에 따른
R&D 파급력 미흡

미래선도기술 확보 실패

혁신성과 창의성이 결여된
R&D

SW 분야의 원천 핵심 기술이 미비한 상태에서 단기간 성과 창출만을 지향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이 약화되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지속
시스템 기술 및 관련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인하여 시스템 원천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 SW에 대한 불신감이 확대되고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

SW

SW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HW에 종속된 부가 기술로 인지하는 문화가 오래
지속됨으로써 SW 산업의 기반이 매우 취약해졌으며 이에 따라 SW 주도형 대표 기업
및 SW 주력 제품 부재
일부 SW 분야에서는 우수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체계적 품질평가 프로세스,
기술 마케팅, 글로벌화(영어 매뉴얼 등) 등이 부족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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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SW는 정보 및 산업 기기, 자동차, 항공 등 다양한 IT 및 융합 산업 분야에 내장되는 핵심
기술로 중요성이 부각
● 임베디드 OS는 분야별 토털 솔루션 형태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발 추진 필요
- 모바일, 자동차 등 산업별 플랫폼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외산 의존도가 높아 공통 플랫폼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국산화 토대 마련
- 삼성전자는 차세대 오픈형 휴대폰 플랫폼으로 바다 플랫폼을 개발하여 이를 탑재한 바다폰을
상용화하였음. 대부분의 피처기능(중력센서, 움직임 인식, 터치 페널, 카메라, 멀티미디어 등)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API, SNS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의 API, 위치기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LBS와 같은 기능을 가진 API등을 이용해 모바일과 연동되는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음.
- 그러나 체감형 UI/UX, 이종기기간 초고속 데이터 공유/이동 서비스, 사용자의 상황인식을 통한
최적화된 정보 서비스등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모바일 통합 커뮤니케이션 SW플랫폼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황
● CPS 컴퓨팅 기술은 안전한 국가를 위한 기간산업 분야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선진국은 기술 개
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국내에서는 CPS 기술 개발이 전무하여 대책 마련 시급
-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제어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개발되기 위하여, 빠르게 발전된 하드웨어
기술과 dependability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어 시스템용 운영 체제의 필요
●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는 통신 및 멀티미디어 중심의 기술 개발이 진행
- 무선통신 및 모바일 방송,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미들웨어 및 고 신뢰성을 지원하는 통신 분야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
- 모바일 미들웨어 분야는 무선인터넷표준플랫폼(WIPI) 기술로 수년간 모바일 솔루션 및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하였으나, 고도화된 미래의 모바일 컨버전스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 임베디드 가상화 SW는 세계적으로도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임
- 외국의 경우에는 서버 기반 가상화 토대 위에 임베디드 가상화 기술 개발 진행, 국내는 서버 포함
임베디드 가상화 기술 개발 자체가 초기 단계
- 해외 기업들의 연구 개발이 촉진되면서 국내 기술과의 격차가 심화
● 임베디드 SW 개발 도구 분야는 통합개발환경 등 일부 국산화 성공 사례가 있지만, 프로그램언어
등의 핵심 기반 기술이 부족한 상황
● 임베디드 SW 공통 응용 및 서비스는 구글, 애플, MS등이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실정에
맞도록 각 컴포넌트들의 커스트마이징 또는 자체 개발을 통해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
- 국내에서는 한글화와 같은 로컬 라이징과 임베디드 보안 및 틈새시장 진입이 가능한 컴포넌트들을
포함한 프레임워크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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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HW) 중심으로 성장해 온 모바일 기기 산업의 성장한계 극복과 글로벌 기업(애플, 구글, MS 등)과의
경쟁을 위한 차별화된 모바일 SW플랫폼 확보가 시급함
- 국내의 스마트폰 사업자들은 기기의 디자인 및 성능을 중시하는 하드웨어 제품 중심형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응용 SW 및 서비스 측면에서 차별화 기술 확보에 미흡한 실정
- 휴대단말의 고성능화 및 고기능화, 모바일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SNS 확산 등 IT산업 추이에
대응하고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으로 미래시장 선점 필요

■ 시스템 SW
● 국내 시스템 SW 기술은 시스템 원천 기술 부재로 하부 기술이 붕괴되어 해외 기술 의존도가 심화
되고 있으며, 핵심 기술 완성도 부족 등으로 확산에 한계에 직면
● 최근 부각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 등과 같은 시스템 SW 기술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 시점에 시스템 원천 기술의 종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확대
● 대표적인 플랫폼 기술인 운영체제가 가상머신 모니터와 가상머신 운영체제로 분화되고 가상머신
모니터가 새로운 플랫폼 기술로 등장하고 있으며, 서버, 데스크탑, 모바일 단말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음
- ARM 프로세서 기반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최근 가상머신 모니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타 프로세서 기반 및 관련 기술의 동반 개발이 미흡함
● 운영체제는 리눅스 웹서버에 집중되어 활용되며, 중요 업무 시스템 등의 핵심적이고 다양한 정보
통신 서비스 영역의 활용을 위해서 상용 운영체제에 비해 부족한 기능, 솔루션 개발이 필요
● 저장시스템 SW는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등을 활용하여 대용량 저장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클라우드/그린 스토리지, SSD 활용 기술은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진행
- 저장시스템 기술의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에 최적인 차세대 메모리스토리지 융합 저장장치에 기반한 새로운 구조의 저장시스템 SW 연구가 시급한 실정
● 데이터 관리 SW 기술은 기업용 OLTP DBMS 시장에서는 동등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데이터
통합, 고확장성을 위한 분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술 등은 미비
●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은 미국 중심으로 공개 SW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
플랫폼에 의해 처리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시키는 국내 기술 확보가 필요
● 시스템관리 SW는 독과점 기업과 경쟁을 위해 고부가가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관리에 필수인
SLA 기반 시스템 자원 관리 및 프로비저닝 기술 연구가 일부 진행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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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SW
● 국내 SOA 시장은 컨설팅과 SI 중심의 IT 서비스 시장과 미들웨어 중심의 SW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중이며, 금융, 유통, 제조, 공공 등의 시장에서 표준 기반의 통합 프레임워크로 활용
- 순수 국내 업체로는 티맥스, 미라콤, 핸디소프트 등의 회사를 중심으로 SOA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진행
● 국내의 경우 SaaS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전통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우 SW를
비롯하여 IT 자원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소유 개념이 강하여 해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형성이 늦음
- 국내 SaaS 플랫폼 핵심 기술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2 ~ 3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핵심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KT는 웹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비즈메카 플랫폼의 연동 기능을 강화하였으나 다중 사용자
지원 기능이 미약하여 전체적으로 SaaS 서비스 제공 단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음
● SK 텔레콤은 한국 IBM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용 맞춤형 모바일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여
IBM 미들웨어 제품 기반에 SK 텔레콤의 BCP(Biz Common Platform) 솔루션을 결합해 SaaS
방식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SaaS 적용 분야가 모바일 응용에 한정됨
● 안연구소는 보안 서비스 플랫폼인“빛자루”
를 출시하여 자사 보안 솔루션의 온라인 제공을 통하여
시장 지배력 유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LGCNS는 SaaS 플랫폼 자체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중도
포기
● 2009년부터 ETRI에서 SaaS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3월 현재
주요 기능에 대한 프로토타입 개발이 완료되었음

■ 지능형 SW
● 음성인식 기술의 경우, 대어휘 음성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선진국 대비 120%)이며, 연속어
인식 및 대화체 인식 기술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
-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연속어 기반 대어휘 음성인식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수준을
달성해야 하며, 언어처리 기술과의 융합에 의해 경쟁력을 확보 필요
● 언어처리 기술의 경우, 한국어 관련 한중영 자동번역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선진국 대비 120%)이지만
통계기반 다국어 자동번역 기술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
-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언어에 독립적으로 적용 가능한 통계기반 자동번역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중영/영중 등의 세계 시장으로 진출
● 현재 국내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은 국외의 기술력에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체계
적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
- 기대 효과가 큰 시범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이를 통한 핵심 기술의 국산화, 관련 연구 인력의 육성이 필요
- 미국, 유럽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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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분야는 기반 기술 연구와 응용 기술 연구 분야로 구분이 되며, 기반 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 대비 70% 정도의 연구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육성이 필요함
- 응용 분야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면 국내
지능형 소프트웨어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식검색 기술의 경우, 음성 모바일 지능형 검색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선진국 대비 110%)이며,
웹 질의응답 및 지식클라우드 기술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
-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차세대 검색 기술인 웹 질의응답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달성해야 함
- 스마트폰 확산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모바일 검색 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바일
지식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 실감 미디어 SW
● 영상 처리 SW는 방송과 영화, 의료 산업, 영상 보안, 출판, 과학, 군사, 우주 탐사 분야 등 영상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 있으며 점차 지능형 영상처리 기술로 발전
- 지능형 영상처리 기술의 경우, 적용 분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선진국 대비 80% 수준
● 실감 인터랙션 기술은 하드웨어 개발이 핵심으로, 현재 미국이 대다수의 원천 기술을 확보 및 유럽,
일본 등에서도 고수준의 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 차별화를 위해 상용화 기술의 지재권
발굴에 중점
- 미국은 Immersion사에서 햅틱 인터페이스 기술, Motion Analysis사에서 광학방식의 동작 인식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
● 가상시뮬레이션 SW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90% 수준이나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
실시간 가시화 기능들이 기존 제조 관리시스템과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전무
- 독일·미국·일본 등의 선진국 및 한국에서는 자동차 및 정보가전 디자인/설계에 실사 수준 가시화
기반의 가상품평 기술을 활용
- 가상품평 기술이 제조관리 시스템에 통합되지 못한 관계로, 제조 파이프라인에서 효율성이 저하
● 가상 디자인/설계 품평 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국내 연구개발의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이 산업체에
적용되어 활발히 활용
- 세계 최초의 선박 도장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이 삼성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의 현업에 적용되어
도장공 훈련에 활용
- Haption의 햅틱 기반의 조립훈련 기술 등이 독일 BMW 및 Benz 등에서 부분적인 조립훈련 목적
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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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키아에서 개방형 국제 표준 미디어 프레임워크인 OpenMAX를 지원하는 마에모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이 LiMo 공개 모바일 플랫폼 개발을 통하여 OpenMAX 스펙
반영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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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및 Supply Chain상 경쟁상황

■ SWOT 분석
강 점
정보가전, 이동전화,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 강국
인터넷을 비롯한 풍부한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등 상대적 높은 기술력 보유
세계 수준의 높은 응용 서비스 기술과 관련 사업
환경 보유
시장의 신기술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선점기회
높음
자국어(한국어) 관련 세계최고 음성및 언어 기술
보유
다기능폰에서의 모바일 SW 기술력 확보 및 콘텐츠·
서비스 창출 경험
기 회

약 점
SW기업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력 및 경험
부족
국산 SW 가치 절하와 인지도 부족에 따른 해외
기술 및 글로벌 기업 의존
단기투자 위주의 정책과 SW 개발 인력의 전문성,
경험 부족
원천기술력 부족 등으로 혁신적 성과 향상의
어려움
폐쇄적인 통신 서비스 구조 및 모바일 인터넷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미흡
개방형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및 보급 경험 부족
위 협

클라우드/그린 컴퓨팅 등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과
모바일 중심의 시장 재편
SW 원천기술에 대한 개발 정책 발굴과 예산
지원 확대
양방향 실감 인터랙션, 음성 기술 등의 인터
페이스 기술 요구 증가
고품격 미디어 및 SW 서비스 요구사항 증가
모바일 기기와 콘텐츠 및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모바일 서비스 창출 기반 구축
스마트폰 중심의 Software power 인식 확산
으로 SW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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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Google, Intel 등 글로벌 기업의 첨단 기술에
집중, 장기 투자와 시장 독점성 증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정책적 대규모 투자와
원천 기술, 권리 선점
국내는 기반이 미약한 스마트폰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 발전 주체가 되고 있음
저렴한 대규모의 SW인력을 보유한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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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임베디드 SW는 중앙처리장치, 주문형 반도체 등의 HW로부터 단말, 시스템 제조업체 및 서비스
사업자에 이르는 가치 사슬을 구성하고 있음
- 운영체제 등 SW의 기반이 되는 부품 SW는 Microsoft, WindRiver 등의 소수의 외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음
- 응용 SW 및 제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SW 특성상 SW 플랫폼에 종속성이 매우 높으며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이 포함됨
- Microsoft, Google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은 자사의 SW 플랫폼 확보 및 보급확산에 집중 투자를
진행 중
● 시스템SW는 CPU+GPGPU, 비휘발성 메모리와 같은 차세대 컴퓨팅 모듈과 같은 하드웨어, 관련
하드웨어 및 응용 지원 시스템SW,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가치 사슬을 구성함
- CPU+GPGPU 연동 컴퓨팅 모듈은 엔비디아, 인텔, AMD 등과 같은 업체를 위주로 시장을 개척,
조성해 나가고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고속연산 컴퓨팅,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 플랫폼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가상화
기술, 매니코아 기반 운영체제, 차세대 메모리 기반 파일시스템, 데이터 관리 등과 같은 기반
기술은 구글, VMware, RedHat, MS, 엔비디아, Cray, 인텔, IBM, HP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 관련 표준은 물론 시스템 제조, 응용 서비스 단계까지 가치 사슬의 전 단계에 걸쳐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대형
포털, SI 사업자 중심으로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나, 활성화된 서비스는 아직 없는 상황임
● 온라인 서비스 SW는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개발자, 플랫폼 공급자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로 가치
사슬이 형성되며 서비스 개발자는 서비스 사용자가 사용할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공급자는 이를 플랫폼 공급자에게 공급하며 플랫폼 공급자는 이를 자신의 플랫폼
에서 실행시켜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함
-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세일즈포스닷컴과 SAP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MS,
오라클, IBM 등이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는 가온아이, 공영DBM, 애니티엔에스 등
중소규모의 솔루션 개발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음
● 지능형 SW는 컴포넌트 SW에서부터 응용 제품/서비스 단계까지 가치 사슬의 전 단계에 걸쳐 글로벌
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뉘앙스 등이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어의 특성상 국내 기업인 NHN이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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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기반 지능형 모바일 검색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검색 관련 글로
벌 기업인 Google, Yahoo, MS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준하는 제품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모바일 검색 및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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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미디어 SW는 미국, 유럽, 일본의 영상산업(관련기업) 중심으로 가치 사슬이 형성
- 3D 미디어의 제작/서비스는 주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산업을 기반으로 기획 및 제작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SW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4D형태의 영화관을 차기
영화 시스템으로 배급 상태의 가치 사실을 준비하고 있음
- 가상 제조를 위한 가상공학 기술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및 섬유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공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생산 업체에서 가상공학 기술을 자사의 생산공정에 적용하는 적극
적인 기술 적용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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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심발전 동인분석

가. 임베디드 SW
■ 견인 요인
● 자동차, 조선, 국방 등 전통 제조 산업 및 의료, 교육, 방송 등의 서비스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기술로서 임베디드 SW가 부각됨
● 스마트폰, 넷북 등장으로 모바일 산업이 SW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됨에 따라 세계 2위 휴대폰
생산국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임베디드 SW 핵심 기술 확보 필요
- 임베디드OS, 미들웨어, 개발도구, 응용까지 통합된 플랫폼 중심의 연구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 스마트폰의 급성장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모바일오피스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정보의 수동적 이용에서 적극적 참여 형태로 이러한 기능들을 협업하여 활용하는 서비스 모델 출현

■ 저해 요인
● SW 분야의 원천 핵심 기술이 미비한 상태에서 단기간 성과 창출만을 지향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이
약화되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지속
-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등의 기초 분야의 연구 부족으로 인하여 하드웨어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임베디드 SW 기술은 기술 난이도가 높고 시장 장벽이 높아,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어 기술 종속성 심화 및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 모바일 단말의 운영환경 난립으로 개발자 커뮤니티의 단절이 초래되고, 서비스 개발 기간과 비용이
증가함

■ 잠재 요인
● 세계 최고의 통신, 자동차, 조선 등의 기반 산업 강국이며 풍부한 IT 인프라와 응용 서비스 관련
사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임베디드 SW 신생 시장 도출이 가능함
● 스마트폰에 사용되고있는 임베디드OS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스마트폰
영역을 넘어 MID, NetBook, STB, IPTV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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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는 산업의 융복합 및 기기간의 연동성 요구 증대에 따라 통신,
방송,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등을 플랫폼 기술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등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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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휴대폰, 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주력산업에서 임베디드 SW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과 결합
및 산업간 융합 등 산업전반의 발전에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IT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국내 임베디드OS 플랫폼의 확산을 위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 방송 융합 단말 및
Emerging Device에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플랫폼이 적용된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여 플랫폼의
경쟁력 향상 및 적용 확산 추진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휴대폰 세계시장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였으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3.2% 수준임.
애플, 구글 등 선진기업과 차별화된 SW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 선도형 임베디드 SW R&D
추진 필요
●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이종 기기간 대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고 쉬게 공유/이동이 가능한 고속의
데이터 송수신 기술 및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수립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개방 및
참여형 서비스 기술이 필요함
● SW 시대를 위한 플랫폼을 비롯한 기반 기술의 자립성 확보를 통한 국내 시장 대체 및 세계 최강의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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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SW
■ 견인 요인
● 최근 부각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 엔지니어링 컴퓨팅 등과 같은 시스템
SW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시스템 원천 기술의 종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공개SW 개발 방법의 활용으로 주요 시스템 SW 기술이 공개협력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어, 폐쇄적인
기술 환경과 비교하여 시스템SW 기술 추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짐
●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과 기기가 등장하여 기존 컴퓨터 구조의 변화가 시도되는 시점에서, 하드웨어
산업의 강점을 활용한 시스템 SW의 선도적인 개발 및 적용으로 SW플랫폼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 저해 요인
● 전세계 컴퓨터 산업에서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컴퓨터 구조와 시스템 SW 분야에서 패권을 공고
하게 유지해 왔으며,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이 유일하게 일부를 담당하였음
● 시스템SW 분야는 기술 개발의 관점에서“학습 경로”
가 뚜렷한 분야로, 우회 전략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시장의 직접적인 요구와는 독립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함
● 국내 시스템 SW 기술은 시스템 원천 기술 부재로 하부 기술이 붕괴되어 해외 기술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핵심 기술 완성도 부족 등으로 기술 확산의 한계에 직면

■ 잠재 요인
● 세계 최고의 통신, IT 인프라와 응용 서비스로 생활화되어 있어, 기존의 컴퓨팅 플랫폼 시장뿐만
아니라, IT 플랫폼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첨단산업시장 도출이 가능함
● 국가 IT 산업의 중추인 메모리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를
다양한 컴퓨팅 응용 분야에 적극 적용하여 시스템 SW 분야 원천 특허의 조기 확보가 가능함
● 대표적인 플랫폼 기술인 운영체제가 가상머신 모니터와 가상머신 운영체제로 분화되고 가상머신
모니터가 새로운 플랫폼 기술로 등장하고 있으며, 서버, 데스크탑, 모바일 단말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음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W

● 공개SW를 활용하여 현재 기술의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신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에
도전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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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공개SW는 제품 중심의 소유 개념에서 지식 중심의 소유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핵심 SW 개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면 시스템SW 분야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확보 가능함
●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과 기기가 등장하여, 새로운 플랫폼 SW를 요구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가로지르는 와해(disruptive) 플랫폼 SW를 개발하여 신규 시장 창출 및 선점
가능성 증대
● 과학 기술 등 전통적 슈퍼컴퓨팅 응용보다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후방 효과 및 활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체 분석, 3D 렌더링 등 산업 응용에 우선 집중
● 국내 산업 특성 및 활성화 시기를 고려하여 후방 효과 및 활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 비즈니스, 바이오 메디컬 서비스 등에 우선 집중하고, 점차 데이터 인텐시브 응용
분야의 발전에 맞추어 확장 개발

724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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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라인서비스 SW
■ 견인 요인
● 근래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은 IT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IT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하지 않고 서비스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
●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T 자원의 공유를 통해 전력소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유된 자원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 SW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저해 요인
● 기업의 IT를 온라인 서비스 형태로 사용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의 안정된 서비스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함
● 기업의 IT 정보가 공유된 자원에 저장되므로 정보 및 데이터의 보안에 대한 불신으로 기존 기업들의
IT 서비스를 온라인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온라인 서비스 전문인력 부족이 기존에는 영업/마케팅 인력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 SOA 및 웹서비스
기술 기반 온라인 서비스의 본격적인 등장과 더불어 연구개발 인력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함
● 온라인 서비스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이 대형기업체에 비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부족함
● 해외 기업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전담 협력사를 선정하고 영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는 중소규모 조직 또는 자영업자를 위해 제공하는 경영관련 IT 솔루션이 대부분임

■ 잠재 요인
●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기술의 종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해외 글로벌 업체들은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관점에서 SaaS 성숙도 2단계 이상을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체들은 아직도 80% 이상이 ASP 방식인 SaaS 성숙도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음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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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인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 SaaS 플랫
폼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차별화되고 다양하며 안정적인 수익
모델 발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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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기업의 IT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국내 플랫폼 기술의 종속성을 탈피하며 온라인 서비스 SW의
개인사용자 확대를 통해 롱테일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
● SaaS 플랫폼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비스 개발의 비용절감을 위한 플랫폼의 Open API 개발, 온라인
개발환경 개발, SaaS 서비스와 연계한 융복합 서비스의 개발 등이 시급함
● 온라인 서비스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이해도 및 인식을 서비스의 특성, 유형,
가격, 이용 방법등의 관점에서 안내 및 홍보하는 지원 센터의 운용이 필요함
● 온라인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업체들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위탁 판매하여 분업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시범구축 사업이 시급함

726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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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능형 SW 분야
■ 견인 요인
●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열풍으로 과거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중심의 하드웨어, 플랫폼 및 시스템
SW 산업에서 지능형 SW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사용자가 아이폰에 호감을 가지는 것은 직관적이고 편리한 UI,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임(H/W에서는
삼성 옴니아가 아이폰보다 고성능임)
●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각국의 정보교류가 활발해 지고, 이에 따른 언어장벽 해소 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짐.
- 기업 환경은 물론 개인 간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다국어 자동통역/자동번역 필요성
증대
● 인터넷의 대중화 및 발전,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꾸준히 축적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 서비스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저해 요인
● 음성인터페이스, 지식 검색, 다국어 언어처리 등의 분야에 Google, MS, IBM 등 외국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영세한 국내 산업체에서 기술 개발의 어려움으로 국내
시장조차 크게 잠식당하고 있음
● 국내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한국어 중심의 음성처리 및 언어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음성 및
언어처리 기술은 언어 의존적 기술개발 측면이 강하여 세계 시장 진출이 어려움

■ 잠재 요인
● 텔레매틱스, 교육, IPTV 등의 타산업과 지능형 SW와의 융합기술 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최근 구글, MS 등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 기업에서 모바일 환경하에서의 음성인터페이스, 음성 검색,
다국어 자동통번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모바일 환경에서의 지능형 정보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스마트폰 확대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상황에 맞는 개인 맞춤형 지능형 검색,
실시간 정보 분석 기반 모바일 지식컨설팅, 맞춤형 광고 등의 지능형 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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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최근 아이폰의 터치 인터페이스와 같이 모바일 환경하에서의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핵심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및 시장 창출도 가능할 것
으로 전망됨
-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의 활성화에 따라, 음성 이외의 언어, 영상, 촉각 등과의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와
같은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시급함
- 특히, 음성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술은 텔레매틱스, 교육, IPTV 등의 타산업에 적용되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
● 글로벌 환경을 맞이하여 한국어를 포함하여 다국어 자동통번역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Google, MS, IBM 등이 치열하게 기술 개발 경쟁 중
- 분야 확장 및 대용량 언어자원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및 자동학습 기반의 선진
외국과 차별화된 언어처리 기술 확보가 필요
- 선진외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한/영 자동통역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취향이나 요구 사항을 위치기반으로 자동으로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상황인지 기반 지능형 정보 서비스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됨
- 단순위치기반 서비스를 탈피한 모바일 新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사용자 의견분석/예측 기반 지식
클라우드 기술 개발 추진이 필요
- 모바일에 특화된 상황인지 기반의 소셜 인텔리전스 분석 및 검색, 개인 맞춤형 광고 등의 모바일
서비스 시장의 블루오션 창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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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감미디어 SW 분야
■ 견인 요인
● Avatar 3D 로 인하여 기존의 3D 영화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바꾸었으며, 이는 3D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소비자의 요구로 나타 날 것임
- 실사의 3D 영상보다 CG로 구성된 영상이 더 사실적 표현되었으며, 기존 3D 영상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하였음
- 3D 저작 및 영상 합성에서 신기원을 이룩함
● 실감형 3D 미디어가 표현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삼성, LG 등에서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사업화에 대한 이슈가 강함
- SkyHD 가 3D 방송을 송출하고 있음
- TU Media 의 DMB 와 KT/SK 도 2010 년 사업을 준비 중임
● 과거의 굴뚝 산업 및 인력 산업을 가상 공학을 적용하여 설계, 제조, 관리를 가상화하여 첨단 산업
으로 재탄생 가능
-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품 및 완성품까지 협업을 통해 필요한 생산과정 최적화

■ 저해 요인
● 기존 방송 장비 및 영화 제작 시스템의 대부분이 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연구소
이외에는 기술 개발 보다는 콘텐츠 제작을 위주로 하고 있어, 헐리우드에서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서
몇몇 분야 이외에는 국내 방어막이 부족함
● 실감형 3D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미디어가 부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단가가
높아 아직 보편화가 쉽지 않음. 또한, 미디어를 시청시 발생하는‘어지럼증’
에 대한 완벽한 해결점을
찾지 못함.
● 산업계가 가상 공학등 첨단 IT 기술의 적용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산업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구조적 저항이 있음

■ 잠재 요인
● 국내외에서 현재 새롭게 제작되는 대형 영화의 경우 3D 상영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바람 냄새 등의 감각도 만족시킬 수 있는 4D 상영관이 진행되었음
SW

● 유럽, 미국, 일본 등은 항공, 자동차, 패션 등의 산업에 가상공학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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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방송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영화 산업은 계속 3D 기술의 적용이 확대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방송
및 IPTV, 개인 미디어 등도 3D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3D 산업에 필요한 저작 및 편집 도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가상 공학은 기존의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및 제 3 세계 국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로, 설계나 생산 단계에서 이외에도 교육, 물류 관리, 품질 관리 등의 제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실감미디어 기술이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위주에서 최근 교육, 국방, 의료, 패션, 제조 등
전통산업으로 확대, 그 성장가능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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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전 및 전략

01

비전 및 목표
비전

2015
목표

추진
전략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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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단계

1단계 (’
11~’
12)

2단계 (’
13~’
14)

3단계 (’
15~’
16)

달성목표

국내 SW 기술 종속 극복

국내 SW 기술 활용

글로벌 SW 시장 선도

시나리오

정보기기 및 산업기기에 적용
가능한 국산 임베디드 SW
플랫폼 개발 및 보급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산업 도메인별 고신뢰, 미션
크리티컬 위치 투명 CPS
임베디드 SW 핵심 기반 기술
개발

국방, 방재, 전력관리 등 국가
안전통합 관리 서비스를 위한
CPS 기반 임베디드 SW 기술
개발 및 적용

공개SW 기반 저비용 인터넷
서비스 표준 플랫폼 기술의
보급 확산 및 엔지니어링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시장에서 시스템 SW
기반 조성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플랫폼 기술 및 엔지니어링
컴퓨팅 기술 확보로 한국형
클라우드 플랫폼 모델 구축
및 엔지니어링 컴퓨팅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 확보

공공/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과 미래
시스템 SW를 확보하여 시스템
SW 생산 기반 마련 및 관련
고성능 컴퓨팅 기반 고부가
가치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용 SW 서비스를
위한 SaaS 플랫폼 핵심 기술
확보와 국내시장에서 온라인
서비스 SW 기반 조성

중소기업용 SW 서비스를
위한 SaaS 플랫폼 상용화
기술 확보하여 한국형
SaaS 플랫폼 모델로 국내
시장 수성

SaaS 플랫폼 및 Legacy
SW간 연동 기술을 확보하여
SW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수출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술 확보
및 교육/텔레매틱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사용자 친화형
서비스 시장 창출
생산정보 통합 플랫폼과 가상
제조 기술 개발로 국내 전통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인프라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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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음성인식 및 통번역
기술 확보하여 지능형 정보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해외
시장 진출
지능형 영상처리 기술 확보
하여 범국가적 공공 안전
망 구축에 기여

인공지능/멀티모달 인터페
이스 기술 확보에 따른 사용자
맞춤형 지능형 검색 서비스
시장 확대
인터랙티브 멀니미디어 플랫폼
기술 확보로 엔터테인먼트/
지식정보 인프라 기반 확충
및 신 서비스 시장을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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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품 및 서비스 Milestone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력 산업과 SW간 융합 가속화
정보기기 융/복합화

이종기기 및 이종 네트워크 연동 심화

메가트렌드
Web 플랫폼화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 친화 인터렉션

Everything-As-a-Service
지능형/실감형 인터렉션

산업용 위치 투명 실시간 제어
응용 서비스

사용자 친화형 모바일
융합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로 리콜 보장 및
검증 서비스

Cloud 인프라 서비스
Cloud Mesh-up 서비스

서비스

ASP 서비스

SaaS 서비스

사용자 친화형
인터페이스 서비스

다국어 지능형 정보서비스

영상 기반 지능형
모니터링 서비스

가상 생산공정 검증 서비스

정보산업기기용 임베디드SW플랫폼
저비용 분산 컴퓨팅 플렛폼

제품

ASP 플랫폼
음성인식 및 자동번역 SW
가상 공정 검증 플랫폼

멀티모달 사용자 맞춤
정보 서비스

실감형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로 리콜 보장을 위한 융합 공통 SW 플랫폼

데이터 인텐시브 클라우드 플랫폼
SaaS 플랫폼

3D 소설 커뮤니티 플랫폼
SaaS mesh-up 플랫폼

다국어 음성언어 처리 및 지능형 검색 SW
지능형 영상처리 SW

대화형 개인비서 에이전트
체감형 엔너테인먼트 플랫폼

SW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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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가. 임베디드 SW
■ 개발 목표
●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간 협업기능을 제공하는 협업형 차세대 모바일 SW 플랫폼
기술 개발
- 근거리 및 원거리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 간 협업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단말 협업 프레임워크 기술
- 다양한 소셜 응용 SW 및 서비스를 실행하는 개방형 SW플랫폼
-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소셜 관계 및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협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지식 서비스 플랫폼 기술
- 컨텐츠 중심의 다표준/다매체/다기능을 수용하는 미디어프리 컨버전스 플랫폼 기술
- 가상화 기술(Full Virtualization)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 솔루션 기술
● 자동차, 국방, 항공 등 고도의 안정성이 필요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고신뢰 임베디드 운영체제
및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로 리콜 보장 기기를 위한 융합 SW 공통 플랫폼 기술 개발
- 미션 크리티컬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고신뢰 dependable 임베디드 OS 기술
- 고성능과 고신뢰성을 지원하기 위한 원칩 멀티코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 경량 실시간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및 가상화 시스템의 오류 검출/ 복구 기술
- 정보 및 산업 기기 등 다수의 중소기업 제품군 개발에 필요한 공통 플랫폼 기술
● 다양한 네트워크, 데이터 등이 연동되기 위한 공통 미들웨어 및 UI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리치 인터넷 응용 지원 UI/UX 프레임워크 기술
- 다양한 디바이스 및 단말환경에 적응적으로 활용가능하고 3D 및 실감 미디어에 대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미들웨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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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Target Map
구 분

2010

2011

2012

고신뢰 위치 투명 실시간
제어 커널

정보/산업기기 맞춤형 커널

임베디드
OS

초소형 기기 기본 OS

2013

센서 네트워크용 맞춤형 최적화 OS

2014

2015

초정밀 고신뢰 지원
국가 공통 임베디드 OS
모듈 구조 지원 마이크로 커널
모듈형 모바일 단말 플랫폼

다종 환경 연동 지원 미들웨어

미들웨어
및
프레임 워크

가상화SW

개발 환경

다종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RTE 미들웨어
고신뢰 통신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플러그인 네트워크 지원 미들웨어

무선단말용 실시간 협력 시스템 프레임워크
비접촉식 초고속 무선통신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체감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멀티 모달 및 상황 인지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경량 실시간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고신뢰 가상화 시스템

플랫폼 재구성 및 사용자 통합 개발 환경

초정밀 실시간 시스템 모델링 및 검증 도구

시스템 시험 및 검증 도구

고신뢰 응용 모델링 및 검증 도구
가상화 실시간 응용의 성능 분석 및 검증 도구

공통응용
및
서비스

기본 통신 응용
[브라우저, 메신저, Voice Call처리, 폰 응용]

멀티 모달 및 상황 인지형 UI 기반 기본 응용

기본 단말 구성 응용
[미디어 플레이어, 각종 뷰어/편집기, PIMS]

CPS기반 실시간 제어 및 관리 기본 응용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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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기술 로드맵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성실시간 소형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술
연성 실시간 및 신뢰성 지원 기술

임베디드
OS
기술

실시간 성능을 고려한 전력 소모 관리 기술
빠른 부팅 및 전력 관리 기술
초소형 OS 기반 기술

실시간 성능을 고려한 시스템 오류 복구 기술

센서 네트워크 OS기술(실시간, 저전력 기능 강화)

모듈구조 지원아이크로커널기술

플러그 & 플레이 모듈형 단말 기술

기능 내장형 모듈 기술

개방형 모바일 그룹통신 기술

컨텍스트 기반 모바일 협업 기술

모바일 개인 스토리지 스테이스 관리 기술
다종 환경 연동 지원 미들웨어

다종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RTE 미들웨어 기술

무선 단말용 실시간 협력 시스템 프레임워크

미들웨어
및
프레임 워크

CPS기반 고신뢰 통신 미들웨어

플러그인 네트워크
모듈 지원 기술

비접촉식 초고속 무선통신 미들웨어
다표준/다매체/다기능 미디어 프리 컨버전스 단말 미들웨어
컴포넌트 기반 서비스 프레임워크
추상화 분산 IPC기술

리치 인터넷 응용 지원 프레임워크

동적 실시간 시스템 재구성 기술
스케일러블 통합 UI 프레임워크

체감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멀티 모달 및 상황 인지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바일 개인 미디어 관리 프레임워크 기술
경량 실시간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가상화 시스템의 오류 검출 및 복구 기술

플랫폼 재구성 및 사용자 통합 개발 환경

실시간 시스템 분석 도구

시스템 시험 및 검증 기술

초정밀 실시간 시스템 모델링 및 검증 기술

개발 환경
CPS 기반 고신뢰 응용 모델링 및 검증 기술
가상화 실시간 응용의 성능 분석 및 검증 기술

공통응용
및
서비스

736

기본 통신 응용 기술

멀티모달 및 상황 인지형 UI기반 기본 응용

기본 단말 구성 응용 기술

실시간 제어 및 관리 기본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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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SW
■ 개발목표
●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버 중심의 클라우드 컴퓨팅, 휴대 단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과 신뢰성 보장 컴퓨팅 등과 같은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시스템 가상화
기술 확보
- 이종 운영체제 동시 실행 지원 CPU/메모리/IO 가상화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신뢰성을 위한 신뢰성 보장 하이퍼바이저 기술
- 고가용성 지원 스토리지 가상화 및 서비스 단위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 모바일 단말의 서비스 연동을 보장하기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
● 신규 연산 장치 및 대규모 메모리를 활용하여 바이오, 3D 제작 등 대용량 데이터기반 고성능 계산을
하는 차세대 고속연산 플랫폼 기술 확보
- 바이오 처리 및 3D 제작 시간을 단축시키는 응용 가속 플랫폼 기술
- 가상화 환경에서 GPGPU 등 신규 연산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리눅스 기술
- 수백코어로 구성된 CPU칩들로 장착된 컴퓨팅 플랫폼을 지원하는 운영체제 기술
- CPU + GPGPU 활용 페타플롭스급 산업형 슈퍼컴퓨팅 기술
- 대규모 페타플롭스급 슈퍼컴퓨팅의 저전력 운영과 SW 신뢰성 보장 기술
-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를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가속 플랫폼의 성능을
향상
● 대규모 사용자 폭주와 데이터 폭증에 대응하는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 플랫폼과 데이터 관리
시스템SW 기술 확보
- 테라바이트급 메모리 가상화를 기반으로 데이터 플로 연속처리 기술
- 대규모 가상 메모리를 캐쉬로 활용하여 초고속 파일 시스템을 연동하는 기술
- 차세대 메모리 특성을 기반으로 데이터 고가용성 제공 기술
- 콘텐츠 폭증에 따른 로컬 메모리, 원격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 스토리지 등의 계층을 고려한 데이터
저장 관리 기술
- 메모리 계층 구조를 고려한 메모리 가상화기반의 초고속 파일시스템 기술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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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Product Target Map
구 분

시스템
가상화 SW

운영체제

2010

2011

2012

데이터
관리 SW

지능형 리치서비스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
메모리 가상화 OS

고성능 보장
리눅스 커널

병렬분산
처리 SW

다중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

매니코아 OS

비휘발성메모리(NVRAM)용
고속 파일시스템

NVRAM 기반 분산 파일시스템

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기반
대규모 분산 데이터 관리 시스템

고확장성 분산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

분산 데이터 처리
미들웨어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16

QoS 지원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

가상 메모리상주 분산 DBMS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

738

2015

차세대 메모리 OS

이기종 매니코아 OS

Nand-Flash 메모리
기반 SSD 파일 시스템

분산
데이터 관리
시스템

2014

모바일용 가상머신 모니터 신뢰성 보장 가상머신 모니터 기기협업용 가상머신 모니터

서버/데스크탑용
가상머신 모니터

인터넷 서비스 스토리지 시스템

저장
시스템 SW

2013

데이터 플로 연속 분산 처리 시스템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

Data Management as a
Service 시스템

고신뢰성 분산 스트림 관리 시스템
고신뢰성 데이터 플로 처리 서비스 시스템
다중 클라우드 자율 관리 시스템

IT R&D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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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로드맵
구 분

시스템
가상화 SW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량 가상머신 모니터 기술

고신뢰성 지원 가상머신 모니터 기술

분산 헙업용 가상머신 모니터 기술

고가용성 가상 인프라 관리 기술

고확장성 가상 인프라 관리 기술

고신뢰성 가상 인프라 관리 기술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술

매니코아용 경량 OS 기술

이기종 매니코아 OS 기술

운영체제
리눅스 커널 고도화 기술

저장
시스템 SW
데이터
관리 SW
병렬분산
처리 SW
시스템
관리 SW

저비용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
SSD 파일 시스템 기술
분산 대규모
데이터 관리
기술

비휘발성 메모리 OS기술

메모리 가상화 기술

클라우드 인프라용 대규모 파일 시스템 기술
메모리-스토리지 융합 파일 시스템 기술

메모리기반 분산 데이터 관리 기술 차세대 메모리 특성기반 데이터 관리 기술
병렬 데이터 스트림 관리 기술

비정형 데이터 스트림 관리 기술

Extreme Transaction
Processing 파일
시스템 기술

이기종 데이터 통합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Map Reduce 분산 처리 기술

데이터 플로 연속 분산 처리 기술

고신뢰성 데이터 플로 연속 분산 처리 기술

데이터 중심 서비스 관리 기술

이종 데이터 중심 서비스 관리 기술

SLA 연계 데이터 중심 서비스 관리 기술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 기술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 기술

SW 프로비저닝 기술

서비스 자동 프로비저닝 기술

다중 클라우드 자율 관리 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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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다. 온라인 서비스 SW
■ 개발목표
● 온라인 서비스 SW를 위한 SaaS 플랫폼 개발
-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SW를 저비용·고효율로 제공하기 위해 SaaS 성숙도 레벨
3 이상의 플랫폼
- 3-A(anytime, anyplace, anydevice) 서비스 사용을 위한 모바일 SaaS 서비스 제공 시스템
- 기업 IT자원 활용도 및 기업환경 변화 적응성 향상을 위한 SaaS기반 레거시 IT 자원 통합 시스템
- SW 서비스의 분할 실행 클라이언트 기술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사용자 맞춤형 온라인서비스 SW 융복합 서비스 기술 개발
- 온라인서비스 SW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하여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진입을 빠르게
해주는 SaaS 플랫폼에 특화된 개발도구 및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 온라인서비스 SW 어플리케이션의 호스팅에 필요한 플랫폼 컴포넌트들의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SaaS 응용 지원 컴포넌트 시스템
- 대화형 비디오 기반 UX(사용자 경험)를 제공하는 SaaS 서비스 융복합 플랫폼
- 기업용 SW(ERP, CRM, BPM 등)에 사용되는 기업별 자원 코드 식별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코드
매핑 기스템
● 온라인 서비스 SW 인프라 기술 개발
-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사용되는 핵심요소 기능을 구성하는 프레임워크
- 온라인 서비스 사용량 및 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에 탄력적 적응이 가능한 인프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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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Target Map
구 분

2010

2011

2012

2013

SOA 비즈니스 거버넌스

SOA

2014

2015

SOA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SOA 품질보장 플랫폼

유비쿼터스 SOA 플랫폼

SOA 컴포넌트 결합 플랫폼

SOA 글로벌 제공 플랫폼

SaaS기반 기업용 인텔리전트 SW
SaaS기반 기업용 SW
모바일 SaaS기반 기업용 인텔리전트 SW

기업용 SW
SOA기반 SaaS 융복합 SW
SaaS기반 개인용 SW
모바일 SaaS 기반 SW
클라우드 기반 SaaS 플랫폼
다중 테넌트지원 SaaS 플랫폼
모바일 SaaS 플랫폼

SaaS
SaaS 서비스 개발 플랫폼

오픈마켓
SW

오픈마켓
플레이스

SaaS 어플리케이션 생성 및
Mash-up개발 플랫폼

오픈마켓용 Model Driven SW
개발/시험 도구
오픈마켓용 서비스 관리 도구

SOA 기반 SaaS 융복합
서비스 플랫폼

오픈마켓용 오토매틱 프로그래밍 도구
오픈마켓용 연동 플랫폼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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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기술 로드맵
구 분

2010

2011

2012

2013

SOA 거버넌스 기술

SOA

2014

2015

SOA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SOA 서비스 품질 보장 기술

유비쿼터스 SOA 프레임워크 기술

SOA 서비스 컴포넌트 결합 기술

SOA 기반 global delivery 기술

Business intelligent 서비스

기업용 SW SaaS 서비스 기술
(CRM/ERP/SCP/BPM/email, ...)

모바일 Business intelligent 서비스

기업용 SW
SOA 기반 SaaS 융복합 기술

개인용 SW SaaS 서비스 기술
(office tool/email/calender, ...)

모바일 SaaS 서비스
SaaS 어플리케이션 생성 및 매쉬업 기술

다중 테넌트 어플리케이션 실행기술

다중 테넌트 메타데이터 보안 기술

다중 테넌트
메타데이타
관리 기술

다중 테넌트 메타데이터
및 서비스 데이터 관리기술

모바일 SaaS 보안 체계 지원 기술
SOA 기반 SaaS 서비스 융복합 기술

SaaS

부하 적응형 인프라 확장 지원 기술
공통 SaaS 서비스용 오픈 API 기술
모바일 기반 기업용 SW 실행 기술
온톨로지기반 자원코드 매핑 기술
레거시 IT자원 SaaS 연동 기술
오픈마켓 생성기술

오픈마켓용 SW 개발/시험 환경 구축 기술

오픈마켓용 오토매틱 프로그래밍 환경 기술

오픈마켓 SW
오픈마켓용 서비스 프로비져닝 기술

표준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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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용 서비스 관리 기술

온라인 서비스 SW 플랫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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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용 연동 서비스기술

온라인 서비스 SW 표준 플랫폼 연동 및 개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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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능형 SW
■ 개발목표
● 유비쿼터스 환경에 필요한 사용자 친화적 정보기기 개발을 위하여, 음성처리 및 언어처리 핵심
기술 개발
- 인간의 말을 인식하고 의미를 이해하여,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대화모델 기반
자연어 음성인터페이스 핵심 기술
-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음성 및 오디오 신호를 분석하여 자동 인덱싱 하기 위한 핵심 기술
-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단말기 플랫폼에서의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통번역 기술 개발
- 글로벌화에 따른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자동번역 기술 개발로 비즈니스 및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언어자원 공유 및 다국어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용자 참여형 언어지식 공유 및 실시간
학습 기술
- 다국어 자동통역기술 개발에 의해 한국어를 사용하여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언어
장벽을 해소함
● 목적 지향의 인공지능형 에이전트 기술 및 지식검색 산업 선도를 위한 지식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개발
-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화된 행위 인지를 통한 상황인지 및 개인 취향 학습 기반의 서비스 비서
에이전트 핵심 기술
- 사용자 질문의 의도를 의미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답을 제공하는 지능형 검색
기술
- 단순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탈피한 新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사용자 상황정보 및 모바일 콘텐츠
내용 분석에 기반한 지식클라우드 기술 개발 및 지능형 서비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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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Target Map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음성인식 내비게이터

Personal Navigator System I/F

지능형 로봇 음성 인터페이스

개인 비서 로봇 인터페이스

EPG 음성인식 IPTV 셋탑

2015

Mobile IPTV 인터페이스

음성처리
자동차/Mobile 명령 인식

군장비 제어 음성 인터페이스

다국어 체험학습 솔루션

개인정보단말용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

음성 및 오디오 자동 인덱싱 시스템

언어처리

휴대용 여행 대화 자동 통역기

Personal Travel Guide (PTG)

글로벌 비즈니스 한중영 자동변역 시스템

다국어 웹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

실시간 다국어 채팅 서비스
자동번역 기반 외국어
작문지원 시스템

인공지능

다국어 교차언어 검색 서비스

다국어 정보 제공 서비스

개인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

모바일 지능형 에이전트

대화형 개인비서 에이전트

지능형 Tutoring 시스템

대화형 및 개인 맞춤형 지능형 Tutoring 시스템

모바일/IPTV 지능형 검색 서비스
웹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744

사용자 참여형 다국어 처리 플랫폼

상황인지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

웹 질의응답 서비스

지식검색

모바일 자동번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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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클라우드 서비스
Personal Navigation System (PNS)
Speech/Audio 검색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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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로드맵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속어 대화체 음성인식

2014

2015

자연어 음성인식

세그먼트 단위 음성 분석

음성 및 오디오 인덱싱

통계기반 언어 모델링

음성/음향 융합 특징 분석

통계기반 대화 처리

통계/지식기반 대화 처리

음성처리
정적 잡음 제거

다중 마이크 잡음 제거

대화체 음성 합성

화자 음색 변환

북미 언어 확장

음성기반 멀티 모달 확장

중, 일 언어 확장

유럽 언어 확장

하이브리드형 기업문서 자동번역
온라인 대화체 분석/생성기술

언어처리

사용자 참여 및 후편집 기술

분야 적응형 웹문서 자동번역

대화모델기반 대화이해 및 관리 기술

다자간 대화 이해 기술

실시간 학습 기반 다국어 자동번역 기술

3만 단어급 한/영 자동통역

다국어 정보요약 및 제공기술

10만 단어급 다국어 대화체 자동통역

의미문틀 기반 자동 통역
Uncertainty 온톨로지 모델링/추론

인공지능

모델/지식기반 잡음 처리

상황이해 기반 자동통역
대용량 Approximate 온톨로지 몸델링 및 추론

탐색 및 계획

대용량 탐색 및 계층기반 계획

실시간 탐색 및 계획

지능형 아바타 에이전트

메타버스 지능형 멀티 아바타 에이전트

멀티버스기반 다중 아바타

논리/확률 결합 학습

Apprenticeship Learning

Transfer Learning

라이프로그 마이닝
오픈도베인 웹 질의응답

대규모 그래프 마이닝
지식클라우드

OWL2기반 온톨로지 추출

OWL2기반 차세대 웹 응용

지식검색
대화형 검색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

감성인식 기반 맞춤 광고 필터링

온라인 트렌드 분석

온라인 트렌드 예측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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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사용자 맞춤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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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감 미디어 SW
■ 개발목표
● 실감형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여 전통산업의 제조공정 효율성 제고와 재난 방지 훈련 등을
사전에 실현, 위기상황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는 Multi Dimension 핵심 기술 개발
- 공정시 다자간 협업을 통한 제조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협업 기반의 실감형 가상
공정검증 기술
- 센서의 정보, 3 차원 모델링 및 체감형 인터랙션 기술을 처리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플랫폼 기술
-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상황(지진, 방화, 차량사고, 해상 기름 유출, 선박 충돌 등) 대비
가상훈련 통제 시스템
● 다양한 하드웨어 및 운용체제에 적용 가능한 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과 사고예방을 위한 3D 영상
처리 등 2D/3D 지능형 영상 처리 기술 개발
- 3 Screen 이후의 다변화된 n Screen 환경에서 실감미디어의 사실적 표현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감 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 원격 영상 정보와 깊이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영상과 3D로 복원된 영상의 정합과 처리된 영상의
관리를 위한 저장, 탐색, 인덱싱 등의 여러 가지 기술의 접목을 통해 편의성을 제공하는 3D 영상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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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Target Map
구 분

2010

2011

2012

2013

가시광선 영상 처리 SW

영상처리

2014

2015

비가시광선 영상 처리 SW

2D 기반 영상처리 SW

2.5D 기반 영상처리 SW

3D 기반 영상처리 SW

저수준 수동형 영상처리 SW

고수준 지능형 영상처리 SW

영상처리 기술 실세계 응용 솔루션
실시간 인터렉티브 통합 3D 가시화 솔루션

3D 가시화 엔진 및 플랫폼
3D 미디어 저작도구 SW

조립형 멀티미디어 응용 생성 및 컴포넌트 관리 SW

3D영상저작
3D 영상기반 부품 모델링 솔루션

3D 영상 고품질 모델링 및 DB솔루션

IP 기반 3D 영상 전송 시스템

실감형
인터랙션

3D 관제시스템

실감형 UX SW 솔루션

광범위 적용 고정밀 6자유도 트레킹 센서 및 SW

실시간 인터랙티브 영상 정합 및 합성 SW

실제 환경 연계형 고품질 영상 정합 및 합성 엔진

터치인터페이스기반 체험형 상호작용 엔진 생체신호기반 체험형 상호작용 엔진
실감형 인터랙티브 서비스 구동 엔진 미들웨어
가상공정 시뮬레이션 시스템

가상
시뮬레이션

실감형 인터랙티브 서비스 인터페이스 저작도구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시스템

자율 대화형 체험 시스템

개인맞춤형 뷰티 시뮬레이션 시스템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다자 참여 집단 훈련 시뮬레이션

지능형 디자인 검증 SW

지능형 가상 공정 검증 SW

다자간 협업 기반 가상제조 시스템

컴포넌트기반 미디어 재생기

실세계오감
연동형

다자참여자간 협업지원 상호작용 엔진

오감 체험형 4D 미디어 플랫폼

멀티OS/멀티플랫폼 미디어 프레임워크
디지털 시네마용 미디어 재생기
초고화질 미디어 재생 시스템
고화질 스케일러블 미디어 재생기

SW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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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로드맵
구 분

영상처리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시광선 영상기반 영상처리 기술

비가시광선 영상기반 영상처리 기술

고신뢰 영상처리 기술

2D기반 영상처리 기술

2.5D기반 영상처리 기술

3D기반 영상처리 기술

저수준 수동형 영상처리 기술

고수준 지능형 영상처리 기술

영상처리 기술 실세계 응용 기술

고속 3D 렌더링 기술

3D 영상
저작

3D 미디어 저작 편집 기술
다시점 3D 입체영상 제작 기술

개인 몰입형 영상 서비스 기술
3D 관제 영상 처리 기술

광범위 적용 고정밀 6자유도 트레킹 기술

실시간 인터랙티브 영상 정합 및 합성 기술

실제환경 연계형 고품질 영상 정합 및 합성 기술

터치인터페이스기반 체험형 상호작용 기술 생체신호기반 체험형 상호작용 기술

실시간 유동체 시뮬레이션 기술

다자 참여간 협업지원 상호작용 기술

실감형 UX 서비스 인터페이스 저작 기술

모션 플랫폼 연동 체감형 시뮬레이션

지능형 객체 반응 시뮬레이션

색삼시뮬레이션 기술

지능형 객체 동작 인식 기술

실시간 다중 객체 동작 인식 기술

지능형 설계 검증 기술

지능형 공정검증 시뮬레이션

다자간 협업 기반 가상훈련 기술

오감 체험형 미디어 저작 기술

실세계
오감연동형

3D 관제 영상 관리 기술

휴대형 복합 6자유도 트레킹 기술

실감형 UX 서비스 구동 기술

가상
시뮬레이션

실측기반 고품질 3D 가시화 기술
플러그인 기반 조립형 멀티미디어 컴포넌트 기술

IP기반 3D 스트리밍 기술

실감형
인터랙션

2015

가상 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멀티OS/멀티플랫폼 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디지털 시네마용 미디어 재생 기술
초고화질 미디어 재생 시스템 기술
고화질 스케일러블 미디어 재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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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술확보 전략

■ 임베디드 SW 분야
● 임베디드 OS 및 플랫폼 기술
- 국내 보유 기술 조합, 선점 가능성이 높은 핵심 원천 선도 기반 기술 개발,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
가능한 공통 SW 플랫폼 관련 국제 표준 및 IPR 확보 등을 통해 Post 스마트폰 시대 기술 혁신 주도
-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 환경으로 제공하는 개방형
모바일 협업 플랫폼 기술을 국내 산학연 보유 기술로 협력하여 자체 확보
- 향후 연계될 대형 개발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SW 개발 프로세스을 정립할 수 있는
과제 수행과 병행적으로 대형 개발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인 국가 표준 SW 프로세스로 조기
정착 유도
● 고신뢰 임베디드 OS 및 가상화 기술
- 자동차, 항공 등 제로 리콜 보장 기기를 위한 고신뢰성 지원 임베디드 SW 플랫폼은 핵심 기술의
아키텍처 설계 및 이를 위한 기반 기술을 프로타입핑과 타겟 적용을 병행하기 위한 산업계의 개발
초기 참여 유도
- 테스팅 및 검증, 성능 등의 품질 관련 도구를 위한 기반 이론 확보
●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 기술
- 임베디드 SW 플랫폼이 이종 기기간의 연동 및 협업 등 상호 연계 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확보가 시급하며 단기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기술 확보 시 병행적으로 통합 확보
- 향후 개발될 서비스/네트워크 제어 기술, 전달망 기술 및 가입자망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고품격
실감 미디어 처리 미들웨어 기술개발 추진

■ 시스템 SW 분야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기술, 표준은 물론 응용 서비스 단계까지 가치 사슬의 전 단계에 걸쳐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아마존, MS, 야후, IBM, HP 등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포털, SI 사업자 중심으로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나, 활성화된 서비스는
아직 없는 상황이며, 확대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 기술의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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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버 중심의 클라우드 컴퓨팅, 휴대 단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과 신뢰성 보장 컴퓨팅 등과 같은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시스템
가상화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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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고속연산 컴퓨팅 플랫폼 기술
- 슈퍼컴퓨팅 기술의 대중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당 산업 중소
규모 기업의 경쟁력 제고해야 함
- 고가의 슈퍼컴퓨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효용성이 높지 않지만, 국내 보유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슈퍼컴퓨팅 기술을 대중화하여 기초과학, 응용과학/공학 분야는 물론 특히 엔지니어링 산업적
요구에 대응하는 고속 연산 컴퓨팅 기술 확보가 필요함
- 제품 설계 및 시뮬레이션, 유전체 분석 및 신약 개발, 실시간 3D 콘텐츠 생성 및 변환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 개발 추진
●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 플랫폼 기술
- 2000년 초반 이후, 전세계는 Big Information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컴퓨팅 대상 데이터의 양의
증가 속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대규모 사용자 폭주와 데이터 폭증에 대응하는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 플랫폼과 데이터 관리
시스템SW 기술 확보가 필요함
- 테라바이트급 메모리 가상화, 가상 메모리 캐쉬를 활용한 초고속 파일 시스템, 콘텐츠 폭증에
따른 로컬 메모리, 원격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 스토리지 등의 계층을 고려한 데이터 저장 관리
기술 개발 추진

■ 온라인서비스SW 분야
● 온라인 서비스 SW를 위한 SaaS 플랫폼 기술
- 플랫폼 프레임워크는 공개 SW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Single Instance Multi-tenant 지원을
위한 사용자 UI, 실행엔진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개발하여 SaaS 성숙도 레벨 3 이상의 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
-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립적으로 개발되어온 레거시 IT 자원들을 SaaS 어플리케이션과
SOA 개념에 기반하여 연동하는 기술 확보
- SW와 콘텐츠의 연동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송 프로토콜 기술 확보와 더불어 연동을
위한 서버 기술 확보 이후 최종적으로 단말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 추진 필요
● 사용자 맞춤형 온라인서비스 SW 융복합 서비스 기술
- 일차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용 개발환경 구축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SDK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기술 확보
- 온라인 서비스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빌링, 과금, 모니터링, 로깅 등 호스팅에 필요한
공통 컴포넌트 제공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의 성숙도를 높이고 사용자 UX(User Experience,
사용자경험)를 개선하여 최고의 온라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이를 통해, 일반 서비스 사용자의 개발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규모의 prosumer를 양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신규 수익을 창출하며 빠른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SaaS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 SW산업의 안정된 수익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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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SW 인프라 기술
- 먼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기능들로 구성되는 온라인 서비스
Framework 기술 확보
- 대규모 사용자 지원 서버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비즈니스 환경 및 서비스 사용량의 변화에 탄력
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인프라 확장 기술 확보
- 또한, 서비스 제공 플랫폼과 관련한 기존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중테넌트 실행, 메타데이터 관리
및 보안을 위한 차별화된 핵심기술 확보
- 공통 SaaS 서비스용 Open API의 표준화 추진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도 전략 구사

■ 지능형 SW 분야
● 음성, 언어, 영상, 촉각 기술 결합,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 단말 내장형 음성인식 기술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이며, 자연어 음성인식 및 대화처리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교육, 로봇 등의 융합 서비스를 위한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
- 음성 이외에 영상, 촉각 기술 등을 결합한 멀티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확장
- 오디오 및 멀티미디어 분석 기술을 확보하여 UCC등의 동영상 분류 및 검색 등에 활용
● 기업 및 개인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한 다국어 자동통번역 기술
- 기업내에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직접 활용 가능한 문서 자동번역 기술, 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온라인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 개발이 필요
- 개발자 중심의 폐쇄적 언어 자원 구축 환경에서 사용자 참여형 및 번역지식 반자동추출 기술 개발에
의한 개방형 언어처리 기술 개발 환경 구축
- 대화체 음성인식 및 자동번역 기술을 고성능화, 경량화, 고속화하여 국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역 대상 언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확장하여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
●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의 지능형 정보 서비스 기술
- 키워드 기반의 문서 검색이 아닌 사용자의 질문에 정답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지능형 질의응답
기술을 확보하여 지식검색 시장을 선도
- 음성 모바일 검색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상황정보 및 모바일 콘텐츠 내용 분석에 기반하는 지식
클라우드 기술 확보
-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 서비스를 위한 추론, 학습, 지능형 계획 등 인공지능 핵심
기술 확보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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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미디어 SW 분야
● Multi Dimension 미디어 처리 핵심 기술
- 산업 현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고정밀 가상 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술의 확보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실감형 미디어 SW 기술 개발을 선도
- 실감 미디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고품격 미디어 서비스 실현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위기 상황 처리를 요하는 국가 안전 시스템 즉, 소방/군사/교통/경찰 등의 여러 분야의 실제 상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훈련 연계를 통한 관련 기술 확산
● 2D/3D 영상 처리 기술
- 다양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에 독립적인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멀티미디어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기술 확보
- 포화된 관제 시장에서의 기업의 Needs를 수렴하고, 기술개발의 방향이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관점에서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며, 타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시장 확장을 통한 융합
산업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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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추진계획

01

기본 추진방향

■ 단기 소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의 기술 경졔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대형 SW
R&D 정책으로 전환
● SW R&D 영역 재설정과 목적성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
의 SW기술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개선
● 미래 예측을 통한 1세대를 앞서 나가는 시스템 기술 확보 추진
● 해외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원천기술에 대한 SW R&D 재원투입 확대와 R&D 주체간
역할 명확화

■ 기술-제품-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과제에 대한 점검과 중대형 신규과제
발굴 추진
● 신규 SW R&D 과제는 가치지향성과 시장지향형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목적성을 갖는 중대형
지주과제 위주로 모색

■ R&D 과제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치와 시장을 지향하는 중대형
B.O.N.E. 프로그램 추진
● (기반기술확보형, Basis) 미래 선도형 시스템을 정의하고 도전적 R&D를 추진하는 등 기술 종속성
극복형 원천기술 개발
● (시장기회창출형, Opportunity) 다양한 창의·혁신기술 발굴과 선행 검증·평가를 통한 미래시장의
지재권 선점 원천기술 개발
● (국가수요대응형, National Needs) 국가차원에서 수요가 제기되는 주력 제품과 서비스 확보를
위한 시스템-SW 연계 응용기술 개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W

● (산업수요대응형, Empowerment) 시장진입 등의 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한 시장침투기술과 관련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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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

세부 기술개발계획
협업형 모바일 플랫폼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근거리 및 원거리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 간 협업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단말 협업 프레임워크 개발
●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 미디어 정보의 수집, 가공, 동기화 등을 지원하는 모바일 개인 스토리지
스페이스 관리 기술 개발
● 다표준/다매체/다기능을 수용하는 미디어프리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
● 모바일 웹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 근거리 이동환경에서 그룹통신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술 개발

■ 중점 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기간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 및 SDK 기술
개방형 모바일
SW 플랫폼 (N)

플랫폼 독립형 공통 응용 실행 환경(웹 플랫폼) 기술
협업형 모바일 UX(User Experience) 기술

’
11~’
13

서비스지향 모바일 서비스 탐색 및 관리 기술
소셜 협업을 위한 개방형 그룹통신 미들웨어 기술
모바일 단말 협업 및
개인 스토리지관리
프레임워크 (O)

모바일 콘텐츠 공유 및 관리, 컨텍스트 기반 검색 기술
소셜 지식 기반 실시간 의사 결정 지원 기술

’
11~’
13

모바일 개인 미디어 스토리지 통합 관리 프레임워크 기술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 데이터 권한 및 프라이버시 관리 기술
통신망-방송망-P2P망을 지원하는 미디어 프리 미들웨어 기술

스마트 미디어프리
컨버젼스 단말
SW 플랫폼 (E)

다표준/다매체/다기능을 수용하는 미디어프리 프레임워크 기술
개인용 방송 및 소출력 방송 서비스 지원 미들웨어 기술
다중모드 접속관리 및 데이터 처리 미들웨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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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주요내용

기간

무선 OS에 독립적인 개방형 미들웨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
웹 서비스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플랫폼
기술 개발 (E)

모바일웹 2.0에 기반한 표준 웹기술 개발 및 웹과 왑서비스를 연동
할 수 있는 모바일웹 프레임워크 개발

’
10~’
12

개발자 중심의 무선 콘텐츠 개발환경 제공

무선통신 환경의 에너지 절감형 실시간 운영체제 기술
근거리 이동환경
AV 그룹통신 단말
플랫폼 개발 (E)

이종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의 그룹통신 시스템 미들웨어 기술
그룹통신 시스템 응용 컴포넌트 개발 기술

’
10~’
12

다중 무선통신 단말용 HW 개발

■ 추진전략
● 기기, SW, 콘텐츠 서비스로 이어지는 모바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해당 모바일 사업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 응용 서비스표준화 개념을 도입하여 효과를 공유하기위한 모바일 연계
환경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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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뢰 임베디드 운영체제 및 가상화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무기체계와 전력공급 네트워크 관리 등 미래의 mission critical 시스템에 필요한 고신뢰성, 고가용성
및 고안정성이 요구되는 제로 리콜 보장 기기를 위한 고신뢰 임베디드 SW 플랫폼 기술 개발
● 고성능과 고신뢰성을 지원하기 위한 원칩 멀티코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
● 임베디드 시스템 특성에 맞는 경량 실시간 가상화 기술 개발
● 국내 중소기업 분포도가 높은 정보기기 및 산업기기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요 지향 국가
공통 임베디드 SW 플랫폼 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기간

고신뢰 컴퓨팅
플랫폼 기술 (B)

제로 리콜 보장 지원 고신뢰(Dependability) OS 기술
고신뢰성 지원 시스템 모델링 및 시험 검증 기술
분산객체 협업을 위한 실시간 미들웨어 기술
고신뢰 지원 프로그래밍 언어 기술
Mixed-criticality 지원 기술

’
11~’
15

멀티 코어 지원
임베디드 병렬
프로그래밍
플랫폼 (B)

멀티코어 SoC 지원 IPC, 전력관리, 실시간 스케쥴링, 부하 균등 등
임베디드 OS 확장 기술
병렬 프로그래밍 지원 라이브러리 및 개발 도구 기술
스마트폰, MID, IVS 등 시제품 개발

’
11~’
15

경량 실시간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기술
가상화된 실시간 응용의 성능 분석 및 검증 기술
실시간 성능을 고려한 가상화된 시스템의 오류 검출 및 복구 기술

’
11~’
14

오버헤드를 고려한 실시간성 지원 커널 기술
고신뢰 경량 멀티프로세싱 커널 기술개발
고효율 전력관리를 위한 CPU/저장장치 통합전력관리
전원관리 기능과 결합된 빠른 부팅 기술
플랫폼 재구성 및 코드 안정성 보장 기술

’
09~’
11

임베디드 SW
가상화 (B)

정보·산업기기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N)

■ 추진전략
● 자동차, 항공 등 제로 리콜 보장 기기를 위한 고신뢰성 지원 임베디드 SW 플랫폼은 아키텍처 설계
및 이를 위한 기반 기술을 프로타입핑과 타겟 적용을 병행하기 위한 산업계의 개발 초기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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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모바일 단말을 기반으로 카메라와 가속 센서를 활용한 제스쳐, 표정, 동작 인식 기술 및 웹 브라우저
기반 동적 컴포넌트 플러그인 아키텍처를 이용한 통합 UI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다양한 디바이스 및 단말 환경에 적응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3D 및 고화질 실감 미디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임베디드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

■ 중점 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기간

경량 임베디드 Perceptual UI 기술
UI 프레임워크
기술 (E)

공개 랜더링 엔진을 이용한 웹 브라우저 구성 기술
플러그인 프레임 구성을 통한 컴포넌트 재생 기술

’
11~’
13

웹 기반 리치 인터페이스 기술
빠른 응답이 가능한 비동기 통신 기술
단말 적응형 미디어 처리 및 전송 기술

단말 적응형 실감
미디어 기술 (E)

고화질 대용량 (4K : 4096x2160) 미디어 처리 기술
휴대 단말용 저전력 코덱 기술 개발

’
11~’
13

임베디드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 추진전략
● 향후 개발될 서비스/네트워크 제어 기술, 전달망 기술 및 가입자망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개발 추진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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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개발

■ 연구목표
●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규모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개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성을 위한 동적 자원 구성 및 서비스 기반 시스템 자원 관리 기술 개발
● 이종 운영체제 동시 실행을 지원하는 경량 가상머신 모니터 기술 및 분산 이기종 시스템 자원들을
가상 인프라 환경으로 통합 관리하고, 가상 시스템 보호와 복구를 지원하는 고가용성 가상화 핵심
기술 개발
● 휴대 단말 중심 지능형 리치 서비스를 위한 이동성이 가능한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 리치 서비스(Rich Service) : 단일 미디어(Audio, Video, Text)가 융합되거나 상호작용 기능이 추가된 복합
미디어 서비스를 말함

■ 중점 연구 분야
구 분

주요내용

기간

서버 전력절감 기술
대규모 클러스터 관리 기술
대규모 데이터 관리 및 병렬 처리 기술
고가용/고성능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

’
07~’
11

이종 운영체제 동시 실행을 위한 실행 환경 가상화 기술
범용 모델 기반 I/O 가상화 프레임워크 기술
고가용성 가상화 시스템 운영 기술

’
09~’
11

신뢰성 보장
컴퓨팅 플랫폼 (B)

신뢰성 보장 가상머신 모니터 기술
신뢰성 보장 운영체제 기술
신뢰성 보장 가상 어플라이언스 기술
정형방법론 적용 시스템 설계 및 검증 기술

’
11~’
14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B)

리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핵심 기술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 컴포넌트 기술
스마트폰 중심의 지능형 리치 서비스 연동 기술
모바일 단말 입출력 디바이스 자동 적응 기술
신뢰성보장 가상화 기술

’
11~’
14

저비용 대규모
분산 컴퓨팅
플랫폼 (O)
공개SW 기반
가상화 기술 (O)

■ 추진전략
● 보유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자원이 제한적인 모바일 단말들 간의
클라우드를 형성하는 모바일 클라우드 시스템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원천 기술과 관련
IPR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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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컴퓨팅 플랫폼 개발

■ 연구목표
● 바이오, 3D 제작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데이터 고속처리 및 고성능 계산을 위한
응용 가속 플랫폼 개발
● 수십~수백코어로 구성되는 매니코어(many-core)와 GPGPU 등 다수의 연산가속장치, 차세대
메모리를 포함한 대규모 메모리로 구성되는 페타급(1015연산/초)의 차세대 고속연산 플랫폼 개발
● PRAM, FRAM 등과 같은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의 물리적인 특성(저전력, 대용량, 고성능)을
100% 활용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기반 시스템 SW 개발

■ 중점 연구 분야
구 분

주요내용

기간

바이오/3D 응용
가속 플랫폼 (E)

연산가속장치를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 기술
다수의 연산가속장치(예, GPGPU) 자원 스캐쥴링, 제어 기술
고성능 연산 방해를 방지하는 연산가속장치의 보안 기술
호스트 메모리와 연산가속장치의 메모리간 실시간 데이터 이동 기술
연산가속장치기반 병렬 프로그래밍 개발 프레임워크

’
11~’
14

차세대 페타급
연산가속 플랫폼
(N)

클러스터구조로 분산된 자원통합을 위한 전역 가상화 기술
전역 자원기반 자원 분배, 제어 및 관리 기술
호스트 CPU의 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술
이기종 메모리 계층 가상화 기술
20MW(50GFlops/W)이내의 전력 절감을 위한 저전력 기술
SW 모듈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SW resiliency 기술

’
11~’
15

가속플랫폼 지원
저장 시스템 (N)

저전력 대용량( terabyte) 메모리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DRAM+
NVRAM) 메모리 시스템 기술
하이브리드 메모리 호스트 인터페이스 기술
Flash SSD(TLC) 기반 메모리 시스템 구조 기술
NVRAM 기반 동적 메모리 및 캐시 처리 기술
NVRAM 기반 입출력 서브시스템 기술

’
11~’
15

■ 추진전략
SW

● 과학 기술 등 전통적 슈퍼컴퓨팅 응용보다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후방 효과 및 활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체 분석, 3D 렌더링 등 산업 응용에 우선 집중
● 향후, 초대규모 연산 응용 처리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편리하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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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인텐시브 (Data-Intensive) 컴퓨팅 플랫폼 개발

■ 연구목표
● 대규모 사용자 폭주와 콘텐츠 폭증에 대응하여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컴퓨팅
인프라 시스템 기술 개발
● 인터넷 서비스, 기업 비즈니스, 금융, 생명 과학 등에서 요구되는 대량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고속으로 실시간에 처리해 주는 데이터 중심의 분산 스트림 컴퓨팅 기술 개발
● 로컬 메모리, 원격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 등 메모리 계층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한 고속의 데이터
저장 관리 기술 개발
● 콘텐츠 폭증에 따른 로컬 메모리, 원격 메모리, NVRAM, 스토리지 등 메모리 계층 구조를 고려하여
초고속으로 대량의 데이터 저장/관리 기술 개발

■ 중점 연구 분야
구 분

주요내용

기간

메모리 가상화
기반 데이터 폭증
대응형 플랫폼 (B)

테라바이트급의 원격 메모리 가상화 기술
가상 메모리 공유 기술
가상 메모리 기반 데이터 플로 연속 처리 기술
데이터 플로 연속 서비스 관리 기술

’
10~’
13

인텐시브 데이터
고성능 관리
시스템 (B)

대규모 가상 메모리 캐쉬기반 초고속 파일 시스템 연동 기술
가상 메모리상주 데이터베이스 분산 관리 기술
메모리 특성기반 데이터 고가용성 제공 기술

’
11~’
13

비휘발성메모리
(NVRAM)
운영체제 (B)

NVRAM 동적 메모리 배치 기술
NVRAM 페이지 관리 및 캐시 처리 기술
NVRAM 기반 입출력 서브시스템 기술

’
11~’
15

데이터 인텐시브
스토리지
시스템 (B)

NVRAM(SCM 계열) 기반 고속 파일 시스템 기술
NVRAM(SCM 계열) 기반 스토리지 캐시 및 가속 기술
NVRAM(SCM 계열) 상주 초고속 트랜잭션 처리 기술
Flash SSD(TLC) 최적화 데이터 저장 관리 기술

’
11~’
15

■ 추진전략
● 국내 산업 특성 및 활성화 시기를 고려하여 후방 효과 및 활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 비즈니스, 바이오 메디컬 서비스 등에 우선 집중하고, 점차 데이터 인텐시브 응용
분야의 발전에 맞추어 확장 개발

760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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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온라인 서비스 SW를 위한 SaaS 플랫폼 개발

■ 연구목표
●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SW를 저비용·고효율로 제공하기 위해 SaaS 성숙도 레벨 3 이상의
플랫폼 개발
● 3-A(anytime, anyplace, anydevice) 서비스 사용을 위한 모바일 SaaS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 기업 IT자원 활용도 및 기업환경 변화 적응성 향상을 위한 SaaS기반 레거시 IT 자원 통합 시스템 개발

■ 중점 연구 분야
테마명

중소기업 SW
서비스를 위한
SaaS 시스템 (N)

주요내용

기간

테넌트별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사항을 메타데이타 및 응용 코드로 변환
하는 기술 개발
테넌트별 데이터베이스 및 메타데이타 관리기술 개발
’
09~’
11
애플리케이션 SW를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테넌트별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독립성을 지원하는 다중 테넌트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 개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테넌트별 데이터베이스 및 메타데이타 보안 기술 개발
모바일 단말 사용자 인터페이스 처리기술 개발
모바일 기반 기업용 SW 실행 기술 개발
모바일 위치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다중 사용자 데이터 보호 및 서비스 자원 관리 기술 개발
모바일 기반 안전한 서비스 사용을 위한 보안체계 개발

’
11~’
13

SaaS 기반
레거시 IT자원
통합 시스템 (E)

기 구축된 기업용 SW와 SaaS 어플리케이션의 연동기술 개발
상호연동을 위한 서비스 연동 인터페이스 개발
데이터 호환 처리 시스템 개발

’
11~’
13

SW 서비스 분할
실행 시스템 (E)

SW 서비스 분할 실행 클라이언트 플랫폼 기술
분할 실행 SW 클라이언트 기술 개발
분할 실행 SW 서버 기술 개발
분할 실행 SW 미들웨어 기술 개발
분할 실행 SW 변환 기술 개발

’
10~’
13

모바일 SaaS
시스템 (N)

■ 추진전략
SW

● SaaS 포럼과의 연계를 통한 업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SW 서비스 기술 현황과의 주기적인
비교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의 경쟁력 평가
● 중소기업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SaaS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하여 SaaS 플랫폼의 보급을 촉진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761

＞＞SW
8

사용자 맞춤형 온라인서비스 SW 융복합 서비스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온라인서비스 SW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하여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진입을 빠르게
해주는 SaaS 플랫폼에 특화된 개발도구 및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 온라인서비스 SW 어플리케이션의 호스팅에 필요한 플랫폼 컴포넌트들의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SaaS 응용 지원 컴포넌트 시스템 개발
● 대화형 비디오 기반 UX(사용자 경험)를 제공하는 SaaS 서비스 융복합 플랫폼 개발
● 기업용 SW(ERP, CRM, BPM 등)에 사용되는 기업별 자원 코드 식별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코드
매핑 시스템 개발

■ 중점 연구 분야
구 분

주요내용

추진기간

SaaS형 SDK
시스템 (N)

요구사항 기술 언어 및 인터페이스 도구 개발
각 테넌트별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스키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한 메타데이타 생성 및 SaaS 애플리케이션 설정 기술 개발
’
11~’
14
통합 개발 환경 프레임워크 개인화 및 집단설계 기술 개발
코드 자동 생성 기술 및 주요 샘플 코드 제공 기술 개발
Sandbox기반 서비스 시험 및 배포 기술 개발

온라인서비스 SW
지원 컴포넌트
시스템 (N)

온라인 서비스 호스팅을 위해 필요한 컴포넌트(서비스 사용량 계측, 과금,
보안, 인증, 로깅, 고객관리 등) 시스템 개발
11~’
13
다양한 SaaS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컴포넌트 기능 인터페이스의 ’
SOA기반 open API 기술 개발
컴포넌트 공정 사용을 위한 SLA 기술 개발

대화형 비디오
기반 SaaS 서비스
융복합 플랫폼 (N)

온톨로지 기반
코드 매핑
시스템 (N)

대화형 비디오 UX(사용자 경험)를 제공하는 SaaS 서비스 융복합 기술 개발
광고,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에 특화된 컨텐츠의 SaaS 결합 서비스 배포
플랫폼 개발
’
11~’
14
SaaS 기반 대화형 비디오 응용서비스 저작기술 개발
SW 온라인 Marketplace 제공 기술 개발
SaaS와 연계한 양방향 동영상 서비스 결합기술 및 시스템 개발
기업용 SW(ERP, CRM, BPM 등)에 사용되는 기업별 자원 코드의 표준코드
매핑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코드 매핑 기술 개발
’
11~’
13
실행로직 서술을 위한 메타데이터 생성기술 개발
테넌트별 맞춤형 코드 데이터 직렬화 기술 개발

■ 추진전략
● ETRI에서 추진하고 있는 SaaS 플랫폼 개발과제의 산출물인 SaaS 플랫폼을 연계하여 추진
●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온라인 서비스들을 대화형 비디오 응용 서비스 버스를 기반으로 결합하고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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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SW 인프라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사용되는 핵심요소 기능을 구성하는 프레임워크 개발
● 온라인 서비스 사용량 및 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에 탄력적 적응이 가능한 인프라 시스템 개발

■ 중점 연구 분야
테마명
온라인 서비스
Framework (N)

주요내용

기간

테넌트별 실행환경 분리(isolation) 보장 실행엔진 기술 개발
테넌트별 비즈니스로직, DB 스키마,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기술 개발

’
11~’
13

테넌트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렌더링 기술 개발
온라인 서비스 부하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개발

부하 적응형
인프라 제공
시스템 (N)

고장 감내형 고성능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 개발
고장 감내형 대용량 분산병렬 처리 시스템 개발

’
11~’
14

대용량 분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개발

■ 추진전략
● SaaS 포럼과의 연계를 통한 업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SW 서비스 기술 현황과의 주기적인 비교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의 경쟁력 평가
● 중소기업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SaaS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하여 SaaS 플랫폼의 보급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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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인간의 말을 인식하고 의미를 이해하여,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대화모델 기반
자연어 음성인터페이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텔레매틱스, 교육 등 타 산업분야와의 융합 서비스
산업 창출
● 오디오 정보를 분석하여, 종류에 따른 분류 및 태깅 정보를 생성하며 음성정보를 인식하여 전사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오디오 및 멀티미디어 검색을 위한 인덱스 정보를 자동 생성함
● 음성, 비젼, 터치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융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자 친화성을 향상시킴

■ 중점 연구 분야
테마명

외국어 학습용
대화형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B)

주요내용

기간

인간의 말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원천 기술 개발
자연스러운 발화현상인 간투사 삽입, 머뭇거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연어
’
10~’
14
(spontaneous speech) 인식, 이해 기술 개발
대화모델(dialog model) 기반 대화처리 기술 개발
원천 기술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 서비스 시스템 개발

오디오 인덱싱
기술 (O)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B)

잡음 및 채널 왜곡에 강인한 음성인식 및 오디오 인덱싱 기술 개발
통계모델 기반 오디오 및 멀티미디어 정보 분류 기술 개발

’
11~’
14

웹 오디오 정보 인덱싱 및 멀티미디어 검색 시스템 구축
음성, 비젼, 터치 등 다양한 모달리티 융합 기술 개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나리오 설계 기술 개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단말기 플랫폼 상에서의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반
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

’
11~’
14

■ 추진전략
● 자연어 음성인식과 대화처리 기술의 접목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핵심 IP를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
등 타 산업분야와의 융합서비스를 발굴하여 상용화 추진
●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을 확장, 오디오 및 멀티미디어 분석 기술에 활용
● 음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달리티를 융합함으로써 단계적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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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언어처리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자동통번역 기술을 개발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환경 제공 및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 침체되어 있는 언어처리 시장에 웹환경, 모바일 환경, 기업 환경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 중점 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기간

한중영 대화체
및 기업문서
자동번역 기술
(O)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 내의 기술문서, 보고서, 제품 매뉴얼 등의
기업문서 자동번역 기술 개발
09~’
11
온라인/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대화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 ’
개발
번역메모리 재사용 및 작문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번역 지원 도구 기술 개발

실시간 학습
기반 다국어
자동번역 기술
(O)

집단지성을 이용한 사용자 참여형 다국어 처리 플랫폼 개발
웹기반 번역지식 자동학습 및 분야 적응 기술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번역지식 학습 기술 개발
사용자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언어자원 구축 및 공유 기술
통계기반 다국어 확장 기술 개발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
(B)

언어장벽으로 인한 해외 여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숙박, 이동,
식사, 긴급상황 등 여행 상황에서 필요한 대화를 자동으로 통역하는 기술 개발
’
08~’
11
멀티모달기반 자동통역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휴대형 관광 안내 시스템 개발

휴대형 한/중/일
자동통역 기술
(O)

’
11~’
14

아시아권 언어 대상 스마트폰 탑재형 다국어 동시통역 기술 개발
5~10만 단어급 대화체 음성인식 기술 개발
하이브리드 기반 다국어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 개발
상황이해 기반 자동통역 기술 개발

’
11~’
14

■ 추진전략
● 자동통번역 기술을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올리고, 웹 및 모바일 환경의 자동통번역
상용 서비스를 추진함
SW

● 한국어 관련 언어처리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국어로 확장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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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검색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웹 및 모바일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웹 질의응답, 모바일 지능형 검색, 사용자 상황정보 및
모바일 콘텐츠 내용 분석에 기반한 지식클라우드 기술 개발
● 추론, 학습, 지능형 계획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

■ 중점 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기간

상황인지 기반
지식클라우드
기술 (O)

다양한 사용자 상황 분석, 상황정보 모델링, 추론 기술
콘텐츠 고수준 복합 의미분석 기술 개발
다양한 주제(제품, 인물, 여론 등)에 관한 사용자 평판 정보 분석 기술 개발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 지원용 지식컨설팅 기술 개발
’
11~’
15
웹 트렌드 분석 및 예측 기술 개발
미디어 문맥 분석과 사용자 상황정보 기반 모바일 개인 맞춤형 광고 분류
및 추천 기술 개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상황 맞춤형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클라우드
핵심기술(지식처리 가상화, 대용량 실시간 쇼설 미디어 분석 등) 개발

모바일 플랫폼
기반 계획 및
학습 인지모델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B)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기반 지능형 인지모델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사용자의 원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계획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지 모델 구축
기술 개발
’
10~’
14
추론, 학습, 지능형 계획 기술 기반으로 사용자 작업의 개인화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상용화된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기반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

■ 추진전략
● 상황인지형 지식클라우드 기술 확보를 통해 웹 및 모바일 환경의 지능형 서비스 실현 및 新비즈니스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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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ulti Dimension) 미디어 처리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제조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 기반의 실감형 가상 공정검증 기술 개발
● MD 미디어를 사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플랫폼 기술 개발
● 다양한 위기상황(지진, 방화, 차량사고, 해상 기름 유출, 선박 충돌 등) 대비 가상훈련 통제 시스템 개발

■ 중점 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기간

다자간 협업을
위한 실감형
가상 공정검증
기술 (E)

공정을 감안한 지능형 가상 설계 기술
공정의 디지털화,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능형 가상제조 기술
부품모듈 기반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상 검증 기술
’
10~’
13
협업 통합 제조 지원을 위한 생산 데이터 관리 기술
여러 참여 산업체가 공동으로 제품과 공정의 개발 및 생산관리에 참여 할
수 있는 협업 기술

실감 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E)

MD 기반의 시나리오 연동 시스템 기술
분산 컴퓨팅환경의 MD 미디어 저작 및 편집 기술
사용자 시점 중심의 체감 데이터 생성 및 처리 기술
’
11~’
14
계층적 LOD 기법, 변위 매핑을 통한 데이터 간소화 기반 실시간 렌더링 및
애니메이션 기술
실시간 체감형 UX 플랫폼 기술

체감형
시뮬레이션
기술 (E)

시나리오 기반의 영상 생성 기술
실내·외에서 사용자 위치/자세 추적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트래킹
실제 환경과 가상 객체 간의 정합 및 상호작용 기술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위한 중앙 통제 서버 기술
가상 메이크업 기반의 맞춤형 뷰티 시뮬레이션(스타일링) 기술

’
11~’
14

■ 추진전략
● 자동차, 조선, 전자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생산정보 통합 플랫폼 및 가상제조 기술 등의
현장 적용형 SW를 개발하여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
SW

● 실감 미디어 핵심 기반 기술의 조기 확보로 제조, 의료, 국방,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
● 위기 상황 처리를 요하는 국가 안전 시스템 즉, 소방/군사/교통/경찰 등의 여러 분야의 실제 상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훈련 연계를 통한 관련 기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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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3D 영상 처리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다양한 플랫폼(휴대단말, 스마트폰, IPTV 셋탑박스 등), 운영체제, 및 디스플레이 성능에 적응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 독립적인 2D 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기업, 개인 등의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위기상황감시 및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2D 영상 관제기술의
난제요소(카메라 노후화에 따른 영상의 일그러짐, 음영 공간에서의 상황, 탐색 등)를 보완해 줄 수
있는 3D 관제 시스템 개술 개발

■ 중점 연구 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2D 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멀티플랫폼용 미디어 응용 개발을 위한 객체지향 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플러그인 기반의 조립형 미디어 컴포넌트 기술

기간

’
09~’
11

미디어 가속 및 기술 검증용 미디어 엔진 프리미티브 기술
TOF(Time Of Flight) 신호에서의 Depth 정보 추출
Depth 정보 기반의 입체 3D 영상 복원 기술

3D 영상
처리 기술 (B)

3D 영상의 특징을 이용한 특정 이벤트 탐색 기술
고용량 영상의 빠른 탐색을 위한 인덱싱 및 영상 분석 기술

’
11~’
13

비가시광선/가시광선 영상을 통합한 고신뢰성 영상처리 기술
지능형 전경/배경 분리 및 가려짐 및 자기 변형에 강인한 객체 탐지/추적
기반의 고수준 지능형 영상 처리 기술 개발

■ 추진전략
●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이 다각화 될 수 있도록, 고품격 2D 영상정보를 사업 도메인(휴대단말,
스마트폰, IPTV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 참여를 통한 시장 확대 유도
● 포화되어 있는 2D 영상 기반의 관제시스템 시장을 고품격 영상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사용자들의 Needs 파악 및 적용 분야 전문가와의 난제 요소 파악을
통한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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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중점추진 계획

■ 중점방향
● 고 신뢰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정보 서비스 및실감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SW 핵심 기술 개발

■ 전략목표
● 산업간 SW 융합 확산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기 및 그룹 단말기기-서버 간 협업 지원용 고가용성
임베디드 융합SW 플랫폼 기술개발
● 멀티CPU 기반 운영체제와 데이터 관리 기술 및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응용SW 기술 개발
● u-Life의 참 실현을 위한 미래형 온라인 서비스 지향 SW기술 및 고신뢰 소셜웹 컴퓨팅 플랫폼 개발
●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차세대 UI 기술 및 검색시장 대응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상황인지 및
다국어 기반 모바일 지식발견-추천-검색 기술 개발
● 미디어의 실감성 증대를 위한 지능형 영상처리와 3D 인터랙션 기술 기반 대용량 혼합현실 실시간
합성-시뮬레이션 SW 핵심기술 개발

■ 사업추진 계획
구분

1

중점 연구분야

연구내용(요약)

개방형 모바일
SW 플랫폼 (N)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 및 SDK 기술
플랫폼 독립형 공통 응용 실행 환경(웹 플랫폼) 기술
협업형 모바일 UX(User Experience) 기술
서비스지향 모바일 서비스 탐색 및 관리 기술
리눅스 기반 모바일 SW 통합 시험 환경 기술

모바일 단말 협업 및
개인 스토리지 관리
프레임워크 (O)

소셜 협업을 위한 개방형 그룹통신 미들웨어 기술
모바일 콘텐츠 공유 및 관리, 컨텍스트 기반 검색 기술
소셜 지식 기반 실시간 의사 결정 지원 기술
모바일 개인 미디어 스토리지 통합 관리 프레임워크
기술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 데이터 권한 및 프라이버시 관리
기술

협업형 모바일
플랫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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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연구분야

협업형 모바일
플랫폼 기술 개발

고신뢰 임베디드
운영체제 및
가상화 기술 개발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스마트 미디어프리
컨버젼스
단말 SW 플랫폼 (E)

통신망-방송망-P2P망을 지원하는 미디어 프리 미들
웨어 기술
다표준/다매체/다기능을 수용하는 미디어프리 컨버전스
프레임워크 기술
개인용 방송 및 소출력 방송 서비스 지원 미들웨어
기술
다중모드 접속관리(Connection Management) 및
데이터 처리 미들웨어 기술

웹 서비스 중심의
개방화된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기반
기술 개발 (E)

무선 OS에 독립적인 개방형 미들웨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
모바일웹 2.0에 기반한 표준 웹기술 개발 및 웹과 왑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웹 프레임워크 개발
개발자 중심의 무선 콘텐츠 개발환경 제공

근거리이동환경 AV
그룹통신 단말
플랫폼 개발 (E)

무선통신 환경의 에너지 절감형 실시간 운영체제 기술
이종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의 그룹통신 시스템 미들
웨어 기술
그룹통신 시스템 응용 컴포넌트 개발 기술
다중 무선통신 단말용 HW 개발

고신뢰 컴퓨팅
플랫폼 기술 (B)

제로 리콜 보장 지원 고신뢰(Dependability) OS 기술
고신뢰성 지원 시스템 모델링 및 검증 기술
분산객체 협업을 위한 실시간 미들웨어 기술
고신뢰 지원 프로그래밍 언어 기술
Mixed-criticality 지원 기술

멀티 코어 지원
임베디드 병렬
프로그래밍
플랫폼 (B)

IPC, 전력관리, 실시간 스케쥴링, 부하 균등 등 임베
디드 OS 확장 기술
병렬 프로그래밍 지원 라이브러리 및 개발 도구 기술
스마트폰, MID, IVS 등 시제품 개발

임베디드 SW
가상화 (B)

경량 실시간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기술
가상화된 실시간 응용의 성능 분석 및 검증 기술
실시간 성능을 고려한 가상화된 시스템의 오류 검출
및 복구 기술

정보·산업기기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N)

오버헤드를 고려한 실시간성 지원 커널 기술
고신뢰 경량 멀티프로세싱 커널 기술개발
고효율 전력관리를 위한 CPU/저장장치 통합전력관리
전원관리 기능과 결합된 빠른 부팅 기술
플랫폼 재구성 및 코드 안정성 보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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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경량 임베디드 Perceptual UI 기술

UI 프레임워크
기술 (E)
3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공개 랜더링 엔진을 이용한 웹 브라우저 구성 기술
플러그인 프레임 구성을 통한 컴포넌트 재생 기술
웹 기반 리치 인터페이스 기술
빠른 응답이 가능한 비동기 통신 기술

단말 적응형 미디어 처리 및 전송 기술
단말 적응형
미디어 처리
미들웨어 기술 (E)

고화질 대용량 (4K : 4096x2160) 미디어 처리 기술
휴대 단말용 저전력 코덱 기술 개발
임베디드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서버 전력절감 기술

저비용 대규모 분산
컴퓨팅 플랫폼 (O)

대규모 클러스터 관리 기술
대규모 데이터 관리 및 병렬 처리 기술
고가용/고성능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

공개SW 기반
가상화 기술 (O)

이종 운영체제 동시 실행을 위한 실행 환경 가상화
기술
범용 모델 기반 I/O 가상화 프레임워크 기술
고가용성 가상화 시스템 운영 기술

4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개발

신뢰성 보장 가상머신 모니터 기술
시스템 가상화 기반
신뢰성 보장 컴퓨팅
플랫폼 (B)

신뢰성 보장 운영체제 기술
신뢰성 보장 가상 어플라이언스 기술
정형방법론 적용 시스템 설계 및 검증 기술

리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핵심
기술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 컴포넌트 기술
스마트폰 중심의 지능형 리치 서비스 연동 기술

SW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B)

모바일 단말 입출력 디바이스 자동 적응 기술
신뢰성 보장 가상화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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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

중점 연구분야

엔지니어링 컴퓨팅
플랫폼 개발

연구과제명

바이오/3D 응용
가속 플랫폼 (E)

연산가속장치를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 기술
다수의 연산가속장치(예, GPGPU) 자원 스캐쥴링,
제어 기술
고성능 연산 방해를 방지하는 연산가속장치의 보안
기술
호스트 메모리와 연산가속장치의 메모리간 실시간
데이터 이동 기술
연산가속장치기반 병렬 프로그래밍 개발 프레임워크

차세대 페타급
연산가속 플랫폼 (N)

클러스터구조로 분산된 자원통합을 위한 전역 가상화
기술
전역 자원기반 자원 분배, 제어 및 관리 기술
호스트 CPU의 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술
이기종 메모리 계층 가상화 기술
20MW(50GFlops/W)이내의 전력 절감을 위한 저전력
기술
SW 모듈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SW resiliency 기술

가속 플랫폼 지원
저장 시스템 (B)

저전력 대용량( terabyte) 메모리를 지원하는 하이브
리드(DRAM+NVRAM)메모리 시스템 기술
하이브리드 메모리 호스트 인터페이스 기술
Flash SSD(TLC) 기반 메모리 시스템 구조 기술
NVRAM 기반 동적 메모리 및 캐시 처리 기술
NVRAM 기반 입출력 서브시스템 기술

메모리 가상화 기반
데이터 폭증 대응형
플랫폼 (B)

6

데이타 인텐시브
(Data-Intensive)
컴퓨팅 플랫폼
개발

인텐시브 데이터
고성능 관리
시스템 (B)

비휘발성메모리
(NVRAM)
운영체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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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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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바이트급의 원격 메모리 가상화 기술
가상 메모리 공유 기술
가상 메모리 기반 데이터 플로 연속 처리 기술
데이터 플로 연속 서비스 관리 기술
대규모 가상 메모리 캐쉬기반 초고속 파일 시스템
연동 기술
가상 메모리상주 데이터베이스 분산 관리 기술
메모리 특성기반 데이터 고가용성 제공 기술
NVRAM 동적 메모리 배치 기술
NVRAM 페이지 관리 및 캐시 처리 기술
NVRAM 기반 입출력 서브시스템 기술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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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NVRAM(SCM 계열) 기반 고속 파일 시스템 기술

6

데이타 인텐시브
(Data-Intensive)
데이터 인텐시브
컴퓨팅 플랫폼
스토리지 시스템 (B)
개발

NVRAM(SCM 계열) 기반 스토리지 캐시 및 가속
기술
NVRAM(SCM 계열) 상주 초고속 트랜잭션 처리
기술
Flash SSD(TLC) 최적화 데이터 저장 관리 기술
테넌트별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사항을 메타데이타
및 응용 코드로 변환하는 기술 개발

중소기업 SW 서비스
를 위한 SaaS
시스템 (N)

테넌트별 데이터베이스 및 메타데이타 관리기술 개발
애플리케이션 SW를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테넌트별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독립성을 지원하는 다중 테넌트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 개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테넌트별 데이터베이스 및
메타데이타 보안 기술 개발
모바일 단말 사용자 인터페이스 처리기술 개발
모바일 기반 기업용 SW 실행 기술 개발

7

온라인 서비스
SW를 위한 SaaS
플랫폼 개발

모바일 SaaS
시스템 (N)

모바일 위치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다중 사용자 데이터 보호 및 서비스 자원 관리 기술
개발
모바일 기반 안전한 서비스 사용을 위한 보안체계
개발

SaaS 기반 레거시
IT자원
통합 시스템 (E)

분할실행 SW
클라이언트 기술 (E)

기 구축된 기업용 SW와 SaaS 어플리케이션의 연동
기술 개발
상호연동을 위한 서비스 연동 인터페이스 개발
데이터 호환 처리 시스템 개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W

SW 서비스 분할 실행 클라이언트 플랫폼 기술
분할 실행 SW 클라이언트 기술 개발
분할 실행 SW 서버 기술 개발
분할 실행 SW 미들웨어 기술 개발
분할 실행 SW 변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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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SaaS형 SDK
시스템 (N)

8

9

사용자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SW 융복합 서비스
기술 개발

온라인서비스
SW 지원
컴포넌트 시스템 (N)

요구사항 기술 언어 및 인터페이스 도구 개발
각 테넌트별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스키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메타데이타 생성
및 SaaS 애플리케이션 설정 기술 개발
통합 개발 환경 프레임워크 개인화 및 집단설계 기술
개발
코드 자동 생성 기술 및 주요 샘플 코드 제공 기술
개발
Sandbox기반 서비스 시험 및 배포 기술 개발
온라인 서비스 호스팅을 위해 필요한 컴포넌트(서비스
사용량 계측, 과금, 보안, 인증, 로깅, 고객관리 등)
시스템 개발
다양한 SaaS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컴포넌트
기능 인터페이스의 SOA기반 open API 기술 개발
컴포넌트 공정 사용을 위한 SLA 기술 개발

대화형 비디오 기반
SaaS 서비스 융복합
플랫폼 (N)

대화형 비디오 UX(사용자 경험)를 제공하는 SaaS
서비스 융복합 기술 개발
광고,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에 특화된 컨텐츠의
SaaS 결합 서비스 배포 플랫폼 개발
SaaS 기반 대화형 비디오 응용서비스 저작기술 개발
SW 온라인 Marketplace 제공 기술 개발
SaaS와 연계한 양방향 동영상 서비스 결합기술 및
시스템 개발

온톨로지 기반 코드
매핑 시스템 (N)

기업용 SW(ERP, CRM, BPM 등)에 사용되는 기업별
자원 코드의 표준코드 매핑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코드
매핑 기술 개발
실행로직 서술을 위한 메타데이터 생성기술 개발
테넌트별 맞춤형 코드 데이터 직렬화 기술 개발

온라인 서비스
Framework (N)

테넌트별 실행환경 분리(isolation) 보장 실행엔진
기술 개발
테넌트별 비즈니스로직, DB 스키마,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기술 개발
테넌트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렌더링 기술 개발

온라인 서비스
SW 인프라
기술 개발
부하 적응형 인프라
제공 시스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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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부하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개발
고장 감내형 고성능 대용량 분산 파일 시스템 개발
고장 감내형 대용량 분산병렬 처리 시스템 개발
대용량 분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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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외국어 학습용
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B)

연구내용(요약)
인간의 말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상황에 맞는 자연
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원천
기술 개발
자연스러운 발화현상인 간투사 삽입, 머뭇거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연어 인식, 이해 기술 개발
대화모델(dialog model) 기반 대화처리 기술 개발
원천 기술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 서비스 시스템 개발

10

잡음 및 채널 왜곡에 강인한 음성인식 및 오디오
인덱싱 기술 개발

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오디오 인덱싱 기술
(O)

통계모델 기반 오디오 및 멀티미디어 정보 분류 기술
개발
웹 오디오 정보 인덱싱 및 멀티미디어 검색 시스템
구축
음성, 비젼, 터치 등 다양한 모달리티 융합 기술 개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B)

한중영 대화체 및
기업문서
자동번역 기술 (O)

11

다국어 언어처리
기술 개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단말기 플랫폼 상에서의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반 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 내의 기술문서, 보고서,
제품 매뉴얼 등의 기업문서 자동번역 기술 개발
온라인/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대화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 개발
번역메모리 재사용 및 사용자 참여형 작문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번역 지원 도구 기술 개발
집단지성을 이용한 사용자 참여형 다국어 처리 플랫폼
개발
웹기반 번역지식 자동학습 및 분야 적응 기술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번역지식 학습 기술 개발
사용자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언어자원 구축
및 공유 기술
통계기반 다국어 확장 기술 개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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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학습 기반
다국어 자동번역
기술 (O)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나리오 설계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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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 (B)
11

다국어 언어처리
기술 개발

연구내용(요약)
언어장벽으로 인한 해외 여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하여 숙박, 이동, 식사, 긴급상황 등 여행 상황
에서 필요한 대화를 자동으로 통역하는 기술 개발
멀티모달기반 자동통역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휴대형 관광 안내 시스템 개발
아시아권 언어 대상 다국어 동시통역 기술 개발

한/중/일
자동통역 기술 (O)

5~10만 단어급 대화체 음성인식 기술 개발
하이브리드 기반 다국어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 개발
상황이해 기반 자동통역 기술 개발

상황인지 기반지식
클라우드 기술 (O)

12

13

지능형 검색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

상황인지 기반 지능형 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상황 맞춤형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클라우드 핵심기술 개발

모바일 플랫폼 기반
계획 및 학습
인지모델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O)

사용자의 원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계획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지 모델 구축 기술 개발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기반 지능형 인지모델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추론, 학습, 지능형 계획 기술 기반으로 사용자 작업의
개인화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상용화된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기반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

다자간 협업을 위한
실감형 가상 공정검증
기술 (E)

공정을 감안한 지능형 가상 설계 기술
공정의 디지털화,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능형 가상제조
기술
부품모듈 기반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상 검증 기술
협업 통합 제조 지원을 위한 생산 데이터 관리 기술
여러 참여 산업체가 공동으로 제품과 공정의 개발 및
생산관리에 참여 할 수 있는 협업 기술

MD(Multi
Dimension)
기술 개발

MD 기반의 시나리오 연동 시스템 기술
분산 컴퓨팅환경의 MD 미디어 저작 및 편집 기술
실감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E)

사용자 시점 중심의 체감 데이터 생성 및 처리 기술
계층적 LOD 기법, 변위 매핑을 통한 데이터 간소화
기반 실시간 렌더링 및 애니메이션 기술
실시간 체감형 UX 플랫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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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3

14

중점 연구분야

MD(Multi
Dimension)
기술 개발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체감형 시뮬레이션
기술 (N)

시나리오 기반의 영상 생성 기술
실내·외에서 사용자 위치/자세 추적이 가능한 하이
브리드 트래킹
실제 환경과 가상 객체 간의 정합 및 상호작용 기술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위한 중앙 통제 서버 기술
가상 메이크업 기반의 맞춤형 뷰티 시뮬레이션(스타
일링) 기술

2D 미디어
프레임 워크 기술

멀티플랫폼용 미디어 응용 개발을 위한 객체지향
미디어 프레임워크 기술
플러그인 기반의 조립형 미디어 컴포넌트 기술
미디어 가속 및 기술 검증용 미디어 엔진 프리미티브
기술

3D 영상처리
기술 (B)

TOF(Time Of Flight) 신호에서의 Depth 정보 추출
Depth 정보 기반의 입체 3D 영상 복원 기술
3D 영상의 특징을 이용한 특정 이벤트 탐색 기술
고용량 영상의 빠른 탐색을 위한 인덱싱 및 영상 분석
기술
비가시광선/가시광선 영상을 통합한 고신뢰성 영상처리
기술
지능형 전경/배경 분리 및 가려짐 및 자기 변형에
강인한 객체 탐지/추적 기반의 고수준 지능형 영상
처리 기술 개발

2D/3D 영상처리
기술 개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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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대효과
SW 주도형 시스템 개발을 통한 핵심 원천 기술력 확보
미래 SW 시장 창출 및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사용자 중심의 SW 서비스를 통한 u-Life 참 실현

01

기술적 기대효과

● 단기 소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의 기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SW 주도형
시스템 개발을 통해 수출 주도형 전략 제품 5개 이상 확보
● 1세대를 앞서는 선도형 시스템 정의를 통한 돌파형 기술 확보 및 해외 원천 기술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
● 미래형 SW 연구 개발을 통한 원천 기술의 확보, 글로벌 시장의 주력 제품 확보 및 국제 수준의 기술
역량을 확보
● 전통 제조 산업, 국방, 의료, 재난예측 등의 비 IT 산업에 SW 기술을 적용하여 비 IT 산업 분야의
부가 가치 증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가상화 등의 시스템 SW 핵심·기반 기술의 확보와 기술의 원천 IPR 선점을 통해 시스템 SW 생산
국가로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공공 서비스 성격의 SW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투자가 힘든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획기
적인 비용절감과 더불어 대기업과 동등한 IT 서비스 및 보안 수준 향상이 가능
● 다국적 거대 기업들에 독점된 시스템 SW 분야에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스템
분야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시스템 SW 생산 및 수출 국가로서 위상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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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적 기대효과

● 2007년 국내 GDP내 비중 1.33%에서 2015년까지 국내 GDP내 비중 5%이상 달성
● 2015년까지 세계 100대 패키지 SW 기업 3개 이상 육성 및 세계 100대 IT 서비스 기업 6개 이상
양성
● 시스템 SW 기술에 기반하여 온라인 서비스 SW로 제공되는 지능형 SW, 실감 미디어 SW 또는
임베디드 SW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Mash-up을 통하여 광고, 의료, 교육, 상거래
등의 비 IT 산업 분야에서 신규 시장 창출 및 부가 가치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
● 실감 미디어 SW, 온라인 서비스 SW, 임베디드 SW 등 다양한 SW 핵심 기술제공을 통하여 융복합
분야의 신규시장 창출 및 비용 절감
- 실감형 3D UI를 지원하는 지능형 정보가전 시장규모는 국외는 연평균 16%성장하여 ’
10년
1,070억불 규모에 이를 전망이며 ’
14년에는 1,937 억불에 이를 전망임
- 국방/군사 훈련(훈련 비용 약 1.65조원 추정)의 30%를 가상훈련으로 대체 가능 (’
07년 1.04조 →
’
12년 1.65조, 8%성장률적용/국방부예산 근거)
- 전통 제조산업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로, 제품 개발 비용을 40% 이상 절감 (협력
업체 추정치)
● 실감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의 현업적용으로 전통 제조, 국방,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용 절감 및
신규시장 창출
- 전통 제조산업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로, 제품 개발 비용을 40% 이상 절감 (협력
업체 추정치)
- 국방/군사 훈련(훈련 비용 약 1.65조원 추정)의 30%를 가상훈련으로 대체 가능 (’
07년 1.04조 →
’
12년 1.65조, 8%성장률적용/국방부예산 근거)
- 국내 PLM 시장의 활성화 (’
06년 국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467억원 수준, 자동차
분야를 선두로 하여 폭발적인 신장세임, 출처 : 캐드앤그래픽스, 2007년 2월)
● 미래형 시스템 SW 기술이 핵심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개별적이던 SW 시장 경제들이 하나로 묶이면서 SW 산업 그 이상의 새로운
융합(하드웨어, 콘텐츠, 서비스 등) 산업 시장을 창출
● 2015년까지 연평균 15.1% 고성장이 예측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시스템 SW의 국내 시장
점유율 10% 달성 (’
15년 국내 SW 기업이 시스템 SW분야에서 약 2,000억 원 매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W

● 음성언어기술 및 차세대웹 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2015년에는 지능형 SW분야 세계시장의
3%(39억불 수출 효과), 국내시장의 60%(1조7천억원의 내수 및 수입대체 효과) 시장 점유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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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서비스 지향 컴퓨팅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통적인 플랫폼과 서비스 기반을 개발함
으로써 유비쿼터스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된 상호 운용성 확보로 범국가적인 투자비용 절감
●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사회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안전한 사회
● 온라인 서비스 SW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개별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SW 개발, 이용,
검증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SW의 공공재 서비스 성격을 강화하는 사회 문화적 공감대 형성
● 미래형 시스템 SW 기술을 통해 컴퓨팅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치 전환이 이루어져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21세기 미래지향적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차세대 IT 패러다임인 서비스 지향 컴퓨팅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
및 주요 표준을 선점하고 선도하여, 국내 관련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 시장에 선도
진입
● 무형의 가상 정보를 실세계 공간에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과학 기술, 통신, 교육, 오락 등 산업
전 분야에서의 정보 활용 패러다임의 혁신을 성취 및 전 국민이 편리한 삶을 공유하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확대하는데 기여
● 실감형 3D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에 전반적인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으로 아직까지는
도입단계에 해당되지만, 조만간 디지털시대에서 실감형시대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
● 사람들이 직접 이동하여 경험을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는 3D 인터랙션을 통해 3D 가상현실을
경험하고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교통수단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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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참여 전문가 명단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1

KEIT

PD

박재득

위원장

2

MKE

사무관

양정식

정책

3

KETI

팀장

이경택

4

ETRI

선임

안창원

5

ETRI

팀장

허성진

6

ETRI

팀장

김영길

7

KETI

책임

이상원

8

네무스텍

부사장

양은규

9

소프트온넷

대표

송동호

10

KT

책임

조강래

11

충북대

교수

유재수

12

솔트룩스

대표

이경일

13

KEIT

기술역

박상욱

간사

14

KEIT

전임

박성호

간사

보고서
작업반

자문/검토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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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기타산업의 임베디드SW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분야

시장현황

기술개발현황

- 자동차 전장시스템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영역에서 - 주요 기술 개발 분야는 파워트레인(엔진제어, 자가
최근에는 ECU기반의 전자장비와 그에 탑재되는 진단, 자동변속제어), 바디(바디 전장품 제어, 편의
SW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장치 제어, 램프류 제어), 샤시(조향장치 제어, 브레
- 시대적인 기술시장 흐름은 1990년대에 제동/구동 이크 제어, 서스펜션 제어), 차량 네트워크(CAN,
제어, 2000년대 초반에 개별운동 제어, 2000년대 LIN, FlexRay, MOST), 인포테인먼트(항법장치,
후반에는 통합 샷시 제어, 2010년대 이후에는 자율 텔레매틱스, 멀티미디어) 등의 세부 분야에 대한
주행 제어가 주요한 업계의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자체 솔루션도 개발중이지만
- 기존 하드웨어 자체만의 기술 개발에서 미래 자동 AUTOSAR에서 활동하며 서로간의 기술 표준의
차의 경쟁력은 SW 기술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자동차 전장 및 SW 원가 비중이 증대되고 이를 - AUTOSAR에서는 다양한 완성차 및 부품사의 전장
극복하기 위해 SW의 고기능성과 재사용을 통한 SW 호환을 위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듈을
생산성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짐(2000년대 나누고 표준화를 해나가고 있음(ECU-Hardware,
이전 전장 SW의 비중이 20% 이하였다면 2010년 Basic Software, AUTOSAR Runtime Environment
대에는 30%를 훨씬 상회함) → 자동차 전장용 SW (RTE), AUTOSAR Software(AUTOSAR IF,
플랫폼의 확보 필요성이 높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App/Actuator/Sensor SW component 등)
국제 표준을 수용해가는 추세에 있음
- 차량내 다수의 분산 ECU간 통신을 통한 SWC
-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자동차 전장 분야에는 (Software Component)를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
AUTOSAR(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하도록 함
자동차 라는 국제 표준이 있으며 전세계 150여개의 자동차
- 현재 AUTOSAR에서 정의된 SWC 표준 응용 SW
및 IT업계가 참여중(2008년 기준)
컴포넌트는 75개, 인터페이스는 350개, RTE 하위
- AUTOSAR는 점점 복잡해지는 전장SW 기술 발전에 계층의 기본 SW 모듈 53개 및 AUTOSAR 개발
대응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계간 전장 SW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음
재사용 및 호환성을 개선하여 자동차 생산 비용 - 유럽에서는 주로 AUTOSAR에 기반한 벤츠, BMW,
절감 및 새로운 전장 기능 개발을 추구하며 국내에 아우디, 폭스바겐 등의 회사가 활발히 활동중이며,
도 현대자동차와 ETRI 등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임
보쉬, 지멘스, dSpace(시스템데스크), 벡터(다빈치)
- 유럽과 미국에서는 운영체제 분야는 OSEK 표준을 등의 회사들이 전장용 SW 플랫폼과 도구에 대한
개발하여 따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야는 상용화를 이미 진행해오고 있음
AUTOSAR에서 추진함
- 미국에서는 GM-CMU간 자율주행, 무인자동차 등
- 일본에서는 JasPar(Japan automotive software 지능형 자동차 연구가 진행중이며, Ford-Michigan
Platform architecture)를 결성하여 AUTOSAR에 대학 사이에서 전장용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기
대응하고 있으며, Board 멤버는 도요타, 닛산, 혼다 위한 모델기반 SW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임
R&D, 덴소, 도요타 쯔쇼 전자 등이 있으며 그 외 - 일본에서는 10개 자동차 메이커가 연합하여 연 20억엔을
벡터 Japan, 보쉬 Japan 등 110여개 업체가 멤버로 5년간 투자하여 히노마루OS(일본 차량 운영체제)
들어 있음
개발을 추진중이며, 멀티코어에 기반한 전장용
- Jaspar에서는 현재까지는 FlexRay AUTOSAR
규격 제정을 추진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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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를 개발중임(MPCore : ARM+NEC공동연구,
Cell Project : 도시바, 소니, IBM공동연구, Linux+
T-Kernel(uITRON) : Montavista)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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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시장현황

기술개발현황

비고

- 해양환경 규제,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약 및 선박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박 및 해양구조
물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IT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기능성, 지능형의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생산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국내의 조선 IT시장은 2010년 2.2조원에서 2015년
- IT, 컴퓨터 기술 등 연관 산업의 기술 진전으로 선박
4.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시장의
설계 및 생산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화가
3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 국내 조선소에서는 현재 LNG선, Tanker선, FPSO, 위한 선형, 의장 등 제품/건조 공정의 표준화가
컨테이너선 등을 주로 건조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크루즈선, 빙해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및
- 선박 수주에서 인도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전산화
FPSO, 드릴쉽 등 해양플랜트가 주력이 될 예정으로
하여 공정간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하고 나아가 유지
IT 융합 기술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임
보수, 운항 및 검사, 폐선 등 선박의 전 생애(Life
조선
- 국내 대부분의 조선소가 3차원 조선용 CAD 도입을 Cycle)에 걸쳐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조선 경쟁력을 지속적 진행되고 있음
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PLM 등의 관리 시스템을
- 현재 미국 및 유럽이 독점하고 있는 선박 위성이동
도입 또는 도입 검토
통신 분야에서 EU는 우수한 성능과 서비스를 지원
- 국제적인 정책 검토 및 표준화가 진행중인 e- 하는 VSAT 시스템이 선박의 안전운항 및 자동
Navigation을 기반으로 국내 조선IT 산업의 부흥을 항해를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위해 관련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관련 시장이 있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광대역 위성이동통신 기술은 전화, 인터넷, TV 등
광대역 통방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핵심
시스템을 미국, 유럽의 제조사가 독점하고 있음
- 조선IT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
기자재에 대한 국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IT관련
기자재에 대한 지원 및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세계 국방/항공 산업의 임베디드SW 시장규모는
’
06년 251억 달러에 달했으며, 연평균 1.5% 성장하여 - 선진국은 임베디드 SW를 무기체계 성능을 결정하는
’
10년 26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핵심요소로 인식해 정부차원의 기술개발에 투자
- 국방에 적용되는 임베디드 SW는 감시정찰/항공기/ (미국의 경우, 년 5,000억원 이상)

SW

함정/화력/방호/기동 무기체계 내부에 포함되어 핵심 - 국내의 경우 ’
08년 국방 R&D 1조 5천억원 중 핵심
적인 기능 및 성능을 직간접적으로 발휘하는 SW임 기술개발비는 1,672억원 수준(임베디드 SW 기술
국방 - 국내의 경우 ’
08년 국방 R&D 1조 5천억원 중 무기 개발 관련 과제는 약 50%)
(항공)
체계 개발비는 약 8,000억원임. (’
09년 무기체계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국방 임베디드 SW는
개발사업비 중 임베디드 SW 사업비 비중은 신특수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 등 초소형 센서에서부터
29.9%, 함정 22.2%, 감시정찰 10.7%, 기동 10.1% 항공기 임무시스템, 함정 전투체계 등 고성능 무기
수준임)
체계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됨
- 항공산업의 경우 정부는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 국방 임베디드 SW의 기술 개발은 핵심기술,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현재 16위에서 ’
20년 세계 7위 부품(구성품), 무기체계 적용 등 3개 분야로 추진 예정
도약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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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항공)

·’
08년 19억달러 수준의 생산 규모(세계시장 4,300억달러의
0.5%)를 ’
20년 200억달러(셰계시장 7,000억달러), 수출은
100억달러를 목표로 도약 추진
·항공산업은 전투기, 여객기, 회전익, 무인기, MRO(항공정비
서비스) 분야임
·전투기의 경우 임베디드 SW가 수행하는 기능이 점차 증대
(F-4 8%, F-16 45%, F-22 80%)되고, 제품원가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제품의 성능 및 부가가치를 결정
하는 핵심요소

·핵심기술 : 전량 외국서 수입하는 국방 전용 운영체제,
미들웨어 및 고신뢰성 임베디드 SW 개발 도구의 국산화
개발이 중심
·핵심 부품 : 무기체계 HW의 품질 및 성능을 향상하는
임베디드 SW의 국산화 개발 및 선진국 수출제한(EL)
고부가가치 부품의 국산화 개발 추진
·무기체계 : 국산 임베디드 SW의 시험평가 및 인증을 통해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적용 확대 추진(예 : T-50 고등
훈련기, K1A1 전차, K9 자주포, 한국형 구축함 등)

- 의료전자 분야는 크게 가정(Home), 이미징(Imaging),
진단과 치료(Diagnostics and Therapy)의 분야로
나눌 수 있음.
의료

- 진단과 치료 분야가 현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가정 의료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기의 소형화, 저전력화, 데이터 처리
고속화, 무선통신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많이 사용되는 임베디드 S/W로는 Nucleus,
VxWorks, Windows Embedded, Linux 등이 있음.

- 임베디드 기술은 의료 진단과 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의료분야에서 임베디드 S/W의
사용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임.
- 과거에는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치료해야 했으나,
임베디드 기술의 적용으로 기기들이 환자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직접 치료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센서의 발달과 무선통신의 적용으로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로 Access 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현재 순환기내과 장비, 세동제거기(Defibrillator),
디지털 방사선 촬영, 혈액분석장비, 초음파 장비,
가정용 모니터링(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기,
M2M(Machine-to-Machine) 무선통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적용분야도 점점 넓어지고 있음.

-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의 한 분야로 지정된
로봇의 시장 규모는 예측기관마다 큰 차이가 있으나, 한 - 로봇 소프트웨어는 분야별로 크게 공업(Industrial)
국공학한림원의 전망에 따르면 가정용 로봇의 경우 로봇 분야와 서비스(Service) 로봇 분야로 나눌 수 있음.
2005년 이후 5년마다 두 배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대다수의 공업용 로봇 소프트웨어는 사유(Proprietary)
- 상업용 S/W 플랫폼에는 Evolution Robotics ERSP, 소프트웨어로 제조사들이 해당 업체의 하드웨어를
Microsoft Robotics Studio, Skilligent, URBI, iRobot 제어하기 위해 직접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임.
AWARE, Mobile Robots 등이 있으며, 오픈 소스(Open -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Dataflow
Source) 플랫폼에는 Orocos, Player/Stage/Gazebo, Programming 기반으로 작성되며, 호환성이 없는
비공개 소프트웨어임. 하지만 OMG Robotics 그룹,
OpenJAUS, CLARAty 등이 있음.
로봇 - 이들 플랫폼은 Linux, Windows CE, Mac OS X, EUROP 등 일부 단체에서는 이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VxWorks 등 다양한 임베디드 운영체제를 지원하나, 진행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Linux OS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대부분의 로봇 S/W는 특정 기능에 대한 코드를 구현
하는 형태로 되어있음
- Skilligent사의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습기능 인공
지능이 있어 이는 로봇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스스로 요구되는 기능을 개발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인공지능 기능도
추가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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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로봇 분야(의료, 군사, 가정, 회사 등)에서 사용
되는 소프트웨어는 통합 개발 Platform에 가까우며,
디버깅/시뮬레이션 등 개발에 용이한 통합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고, API와 같은 재사용 가능한 S/W
구성요소를 제공하며, 다양한 로봇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버 패키지를 제공함. 또한 컴퓨터 비전
(Vision), 내비게이션(Navigation), 로봇 팔(Arm) 제어
기능을 제공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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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주요용어 및 약어해설
● 3GL/4GL : 3rd/4th Generation Language

[A]
● AIT : Advanced IPTV Terminal
● API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APT : Asia-Pacific Telecommunity
● AR : Augmented Reality
● ARIB :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 ARM(Advanced RISC Machine) :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Acorn 컴퓨터 사에서 80년대 중반에

개발한 프로세서로 임베디드 프로세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ASTAP : 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 A-STAR : Asian Speech Translation Advanced Research
● AVN : Audio Video Navigation

[B]
● BI(Business Intelligence) : 기업의 의사 결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데이터 추출, 변환,

분석, 리포트 생성 등의 활동을 총칭
● Bio Informatics : 생물정보학
● BPM : Business Process Management

[C]
● CAD : Computer Aided Design
● CAE : Computer Aided Engineering
● CBD : Component Based Development
● CC : Cloud Computing
● CCC : Cloud Communication Center
● CCN(Cloud Computing Network) : 클라우드 컴퓨팅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차세대 콘텐츠

SW

전송망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고속의
데이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할 수 있어, 대용량 파일의 고속 내려받기 서비스, 인터넷 강의
및 스포츠 중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가상 스토리지 기술을 활용한 IDC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
● CCTV : Closed-Circuit Television
● CCXML : Voice Browser Call Control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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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I(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 : 응용에서 클라우드에 데이터 요소를 생성, 검색,

갱신, 삭제하기위해 사용되도록 정의된 표준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
● CEA :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 Cloud Computing :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 기술로 인터넷 상의 서버에 프로그램과 데이터을

두고 그때그때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불러와서 사용하는 웹에 기반한 컴퓨팅 플랫폼
● Connected Devices :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무선랜(WLAN)과 2G/ 3G,

와이브로 등 무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칭
● CPS(Cyber-Physical System) : 연산(Computation) 및 물리적(Physical) 요소와 프로세스가

통합된 시스템. 임베디드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서 피드백(Feedback)을 통해서 물리적
프로세스를 감시하거나 제어 하는데, 피드백 과정에서 물리적 프로세스가 연산에 영향을 주거나,
연산 프로세스가 물리적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 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CS(Cloud Storage)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스토리지 장비를 논리적인 하나의 스토리지로

구성해 고객이 요구할 때마다 하드 디스크 공간을 용량별로 할당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토리지로서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회선 및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통해 콘텐츠의
안전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실현할 수 있음
● CSB(Cloud Service Broker) :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을 돕고 기업이 사용할 다중 클라우드 서비스 간 조율을 담당하는 사람을 뜻함

[D]
● DARPA :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DASH(Desktop and Mobile Architecture for System Hardware) : DMTF의 시스템 관리 포럼인

SMF에 있는 데스크탑과 모바일 하드웨어 장치를 위한 시스템 관리 표준안
● DCE :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
● Digital Native :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 디지털 혁명기에서 성장기를 보낸 1980년 이후

출생자들로 디지털 기술(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MP3 등)에 매우 친숙하여 기성세대보다 IT 활용
능력이 탁월함 (전자신문)
●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 기업과 인터넷 환경을 위한 관리 표준의 개발과

채택, 상호 운용성을 주도하는 연구 기관이며 동시에 분산 자원 상호 운용을 위해 채택한 표준안
● DTF(Distributed TeraScale Facility) : 세계에서 최초로 멀티사이트를 연결하는 슈퍼컴퓨팅

시스템으로 초당 11.6조 계산을 하며, 총 450조 바이트의 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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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Enterprise Mashup : 사업자 중심 애플리케이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각 업무부서의 직원들이

자신만의 작업영역과 솔루션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웹을 통해 제공하며
정보와 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것임. 일반
사용자들의 참여로 이뤄진 초기 매시업과 비교하면 엔터프라이즈 메시업은 비즈니스 사용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각 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것임
● EPG : Electronic Program Guide
●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F]
● Formal Specification :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수학적 표현 방법
● FRAM(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 : 강유전체 메모리 셀을 이용하여 전원이

끊겨도 지워지지 않고 읽고 쓰기가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
● Functional Language : 포인터 지향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대조적인 값 지향의 프로그래밍 언어

[G]
● GALE : Global Autonomous Language Exploitation
● GLORY(GLObal Resource Management SYstem for future Internet Service) : 저비용

대규모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솔루션 개발 과제 코드명
● GPU : Graphics Processing Unit
● GPGPU(General-Purpose compu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 CPU가 처리하던
응용 프로그램 계산을 GPU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기술

[H]
● Hadoop/HBase : 하둡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키-값 기반의 분산 데이터 저장 관리

소프트웨어
● Haskell : 표준 기반 일반 목적의 순수 함수형 프로그램언어
● HOP(Hadoop Online Prototype) : 하둡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개발하고 있는 MapReduce
모델 기반의 온라인 분산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 HRTF :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 Hypervisor : 호스트 컴퓨터에서 다수의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한
가상 플랫폼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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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DE(Integated Development Environment) :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IPC(Inter-Process Communication) : 단일 또는 다수의 프로세스(Process) 안에서 동작하는
다수의 스레드(Thread) 사이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법. 메시지 전달, 동기화, 메모리 공유, 원격
프로시저 호출 기법 등으로 분류됨.
● IPMI(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 원격지나 로컬 서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표준 관리 인터페이스
● IPTV :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K]
● Khronos Group : 다양한 플랫폼 및 기기에서 동적 미디어의 저작 및 재생 등에 관한 개방형

표준 API를 개발하는 산업체 주도 컨소시엄

[L]
● LOD : Linked Open Data
● LBS : Location-Based Service

[M]
● MapReduce : 대규모 데이터를 분할 처리하는 업무와 분할 처리 결과를 통합하는 업무로 구성하는

분산 처리 모델
● Mash-up :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 등을 만든 기술로 다수의 정보원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함
● MC : Mobile Computing
● MCC(Mobile Cloud Computing) : 모바일 단말기로 웹에 접속해 정보기술(IT)자원을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시스템으로 사용자는 휴대전화에 상관없이 무선 인터넷
기능만 있으면 웹에서 제공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음
● MID : Mobile Internet device
● MPEG : Motion Picture Experts Group
● Multi-/Many-core : 수십에서 수백개의 독립 코어로 구성되는 칩수준의 멀티프로세서
● MWI : Mobile Web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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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NICT :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o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 정보

기술과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사회제반 문제해결을 위한 미 연방정부의 정보 기술 연구
프로그램
● NVC : Nuance Voice Control
● NVRAM(Non-Volatile RAM) :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저장된 정보를 계속유지하는 컴퓨터 메모리

[O]
●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 전자

정부, 전자비즈니스, 웹 서비스 등 인터넷 분야 주요 이슈의 표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민간 표준화 기구
● OCC(Open Cloud Consortium) : 클라우드간 상호호환성를 위한 비영리 컨소시움
●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 은행 거래 업무처럼 사용자가 요구하는 일련의 데이터
갱신 및 조회 작업을 단위 업무로 처리해 주는 기술
● OMA(Open Mobile Alliance) : 모바일 이동통신 산업을 위해 개방형 표준을 만드는 표준화 단체.
국가, 사업자, 단말기 간 상호 호환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ONVIF : 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 OpenCirrus :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 베드 구축 프로젝트
● OpenCL(Open Computing Language) : 여러 CPU, GPU 및 기타 프로세서 등으로 구성된
혼성 플랫폼 상에서 구동되어야 할 데이터 및 태스크 병렬성을 갖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레임워크
● OpenDRIM(Open Distributed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 표준 기반 시스템 자원
관리 모듈 개발을 진행하는 한중일 협력 공개SW 프로젝트
● OpenVINE(Open Virtual Infrastructure Environment) : 가상머신의 생성, 실행, 중지, 정지 등
생명주기 관리를 지원하는 가상 인프라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 Operating System :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며, 응용 서비스의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 OS : Operating System
● OVF(Open Virtualization Format) : DMTF VMAN에서 정의한 가상머신 이미지 파일 포맷
형식 표준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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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SW : 처리 시간 단축을 위해 여러 노드 혹은 여러 코어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해 및 분배 처리하는 기술
● PCC(Private Cloud Computing) : 다른 기업의 데이터가 함께 보관되는 것을 꺼려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호스트를 구성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아마존, 구글 등의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과 대조적인 개념임
● PCS(Public Cloud Service)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데이터의 외부 저장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대 개념임
● PRAM(Phase-change Memory) : 비휘발성 메모리의 한 종류로서, 플래시 메모리의 비휘발성과
램의 빠른 속도의 장점을 모두 가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 Provisioning :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SW 준비과정
● P2P : Peer-to-Peer

[R]
● RAD(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 빠르고 쉽게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각적

도구로, 통합 개발 환경과 같은 높은 기능의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의 자동화나, 시각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모듈개발 등의 기능을 포함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다수 보유한 웹 어플리케이션
으로, 실행속도, 인터페이스 등을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웹
어플리케이션.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Sandbox나 Virtual Machine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되며, Adobe의 Flash, Java와 Microsoft의 Silverlight가 대표적인 예임
● Rich Service : 단일 미디어(Audio, Video, Text)가 융합되거나 상호작용 기능이 추가된 복합
미디어 서비스를 말함
● RVC : Reconfigurable Video Coding

[S]
● SaaS : Software as a Service
● SCM(Storage Class Memory) : 메모리에 입출력 성능에 근접하는 성능을 제공하는 비휘발성 저

장장치 소자들을 총칭
● SDK : Software Development Kit
● seL4(Secure Embedded L4) : 보안기능을 강화한 L4 마이크로커널
● Semi Structured Data : 데이터베이스의 정형화된 구조를 따르지 않지만 XML 데이터처럼

태그에 의해 데이터의 의미나 관계가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 Server Virtualization(서버가상화) : CPU, 메모리, 입출력 등 단일 플랫폼 상의 서버 자원을
사용자가 여러 도메인이나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물리적으로
한 대의 시스템 상에서 윈도우나 리눅스 등 각기 다른 운영체제의 다양한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및 서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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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명시하고 이를 문서화한 계약서
● SMASH(Storage for Multimedia Application Systems in the Home) : 가정용 멀티미디어

응용 시스템을 위한 저장장치
● SMASH(System Management Architecture for Server Hardware) : 분산 이기종 서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관리 표준을 개발하는 DMTF 산하 워킹그룹
● SMI-S(Storage Management Initiative Specification) : 분산되어 있는 이기종 스토리지
시스템들을 상호운용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표준 스토리지 관리 기술
● SMPTE :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 SMS : Short Message Service
● SMT : Statistical Machine Transaltion
●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 : 스토리지 솔루션 규격과 기술개발, 국제적
표준화, 스토리지 교육 등을 수행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킹 제품 생산자들과 소비자들로 구성된
국제적 협의회
● SNLP : Speech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 감시하기계층 표준
통신 프로토콜
●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인 정보 시스템을 공유와
재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단위나 컴포넌트 중심으로 구축하는 정보 기술 아키텍처로서 1996년
컨설팅 업체 가트너가 처음 소개한 것으로 기업의 IT 시스템을 비즈니스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저장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데이터베이스 언어
● SSD(Solid State Drive) : 비휘발성인 NAND Flash Memory와 제어 역할을 하는 Controller를
결합하여 만든 차세대 대용량 저장장치
● SSML : Speech Synthesis Markup Language
● STB : Set-Top Box
● Storage System SW :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기능, 저장 용량 관리 기능,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등 저장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 Structured Data :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처럼 정형화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 System Virtualization SW : 단일 시스템에서 여러 운영체제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물리적으로 여러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프로그램

[T]
● TC(Tag Cloud) : 인기 있거나 중요한 태그들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배치되거
SW

나 굵게 강조되어 시각화 되어 있는 전체의 태그들을 의미함
● TC-STAR : Technology and Corpora for Speech to Speech Translation
● TM : Translation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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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TOF : Time-Of-Flight
● Trustworthy Computing : 보안성, 가용성, 안정성을 원천적으로 지원하는 컴퓨팅

[U]
● UC(Utility Computing) : 수도, 전기처럼 IT자원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으로서 IT 업체가 컴퓨팅파워,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지원 등
IT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고객은 사용한 서비스만큼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개념임
● UCC : User Created Contents
● UI : User Interface
● Unstructured Data :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처럼 특정 데이터 모델이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데이터
● UWA : Ubiquitous Web Application
● UX : User eXperience

[V]
● VDS(Virtual Desktop Service) : 데이터 저장 하드디스크와 응용프로그램 등을 인터넷 공간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동이 잦은 사람이 자기의 데스크톱 PC를 원격지에서도 사무실과 똑같은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환경을 온라인에 그대로 재현해서,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임
● Virtualization(가상화) :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원을 논리적인 단위로 나누고 통합하여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로 컴퓨터에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상머신 이외에도
운영체제 위에 가상 머신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과 가상 머신 위에 OS를 올리는 방법
등이 있음
● VMAN(Virtualization MANagement Initiative) : 가상 컴퓨팅 환경에 필요한 상호호환성 및
이동성 관련 표준을 개발하는 DMTF 산하 워킹그룹
● VMI(Virtual Machine Interface) : 표준 지원하는 가상머신용 SW 실행 이미지 생성 기술 개발
● VMM(Virtual Machine Monitor) : 단일 컴퓨터에서 다수의 동일한 실행 환경을 지원하는
호스트 프로그램
● VNC(Virtual Network Computing) : 인터넷상의 어디에서든 광범위한 컴퓨터로부터도 컴퓨팅
데스크톱 환경을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가상네트워크 컴퓨팅의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리눅스,
윈도즈, 맥 컴퓨터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며, 윈도즈 운영체제에서 실행한 응용프로그램의 결과를
리눅스 등 다른 운영체제로도 표시할 수 있고 그 반대로도 할 수 있음
● VTASE(Virtual Terminal Application Service Element) : 어떤 단말이 원격 컴퓨터나 단말에
직접 연결되어 그 컴퓨터나 단말상에서 작동하는 으용 프로세스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OSI 기본 참조 모델 응용계층의 응용 서비스 요소로서 다영한 시스템에서 가상적인 단말을
설정, 가상 단말 간에 특성을 합의하여 가상단말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함
● VXML : Voice eXtensible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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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WIPI :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rability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 웹 표준화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국제 커뮤니티

[X]
● Xen : 반가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가상화 SW로서 공개SW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음
● Xquery : XML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언어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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