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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_ 차세대컴퓨팅
Ⅰ. 개념 및 특성

01

개념
미래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중심의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능,
경계, 형태 등의 제약을 극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
컴퓨팅 기술
- 사용자에 적합한 형태로(①휴먼컴퓨팅) IT 자원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②클라우드컴퓨팅) 고효율, 저전력의 친환경(③그린컴퓨팅) 컴퓨팅 기술

▼ 차세대컴퓨팅(Next Generation Computing) 개념도 ▼

그린컴퓨팅 산업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저전력

고효율
저전력
그린컴퓨팅 장비, 그린웨어,
그린 IDC 장비

가상화
대용량

컴퓨팅 인프라

개인화

지능화

클라우드 인프라, 컴퓨팅
시스템, 클라우드 플랫폼
실감화

휴먼컴퓨팅 산업

인간친화형 플랫폼, 내추럴 인터랙션,
휴먼컴퓨팅 융합응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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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먼컴퓨팅
■ 오감기반 사용자 입출력기능으로 편의성 및 실감이 극대화된 휴대, 착용 또는 신체에
내장할 수 있는 인간중심 사용자 단말 기술 및 제품으로,
● 먹고, 입는 것과 같이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인간 본성과 어울려 상호작용하며,
●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자연성을 극대화 시키는 인간 친화적인 기술

■ 기존의 정해진 형태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센서를 통해 동작, 의도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컴퓨터와 사람의 교감을 가능케 하는 인간
중심 컴퓨팅 기술
▼ 휴먼컴퓨팅 개념도 ▼

개인화, 지능화, 실감화 서비스

휴먼컴퓨팅플랫폼
Natural
Interface

휴먼컴퓨팅플랫폼

컴퓨팅공간

Natural
Interface

내추럴 인터페이스

휴먼컴퓨팅 플랫폼

융합형 응용 서비스

눈, 얼굴, 제스처, 생체, 뇌파

액세서리형, 의류형

의류/패션 융합

시계형 액세서리형 배지형

신발형

의류형 착용형 키보드 전자코/혀

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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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컴퓨팅
나. 클라우드컴퓨팅
■ 모든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클라우드(IDC 등 대형컴퓨터의 연합체)에 저장되고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PC나 휴대폰,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
● 사용자는 서버, 디스크, 소프트웨어 등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서비스 회사에
지불하는 컴퓨팅 사용 방식
● 단말기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불필요하여 HW를 단순화할 수 있고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SW 업그레이드 등의 관리도 불필요한 차세대컴퓨팅 기술
※ 클라우드 인프라,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을 포함

▼ 클라우드컴퓨팅 개념도 ▼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Any Devices, Anytime, Anywhere

클라우드
서비스

Web
Search

Office

Social
Search

ECommerce

Semantic
Search

Mobile

CRM, ERP,
SCM...
Game

Contents
Data
Mining

SNS

UCC

Linked
Data

As a Service 모델
Utility방식
가격정책
클라우드 플랫폼

Regional Cloud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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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린컴퓨팅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HW 및 인프라의 전력 사용량과 발열량을 줄이고,
가상화 등의 컴퓨팅 자원 효율화를 통해 고효율 저전력화를 지원하는 기술
● 시스템 전력과 발열 관리, 효과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스템 사용률 향상을 통해 그린컴
퓨팅 구현
● 그린컴퓨팅 응용기술, 자원 관리 기술, 인프라 기술 등의 기술을 IT 자원(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에 적용
▼ 그린컴퓨팅 개념도 ▼
IT서비스 그린화

그린컴퓨팅 기술

그린 컴퓨팅 인프라 기술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등 HW의 고효율 저전력화
- 효율적인 HVAC시스템 구축 등

그린 자원 관리 기술
- 서버통합, 가상화를 통한 공간
절약 및 전력량 절감
- 컴퓨팅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통합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

그린 컴퓨팅 응용 기술
- 탄소 소비량 추적, 재활용/
폐기물 관리시스템
- 원격근무, 가상공간 협업서비스

IT자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HVAC

그린웨어

데이터센터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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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성

가. 휴먼컴퓨팅
■ 개인화 추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컴퓨팅 환경의 변화
● 2000년대에 접어들어 I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개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 개인컴퓨팅 장치 보편화

■ 컴퓨터의 소형화, 내재화, 편재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로서 기계중심에서 인간중심 컴퓨팅
환경 변화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제공
● 사용자 중심의 IT 환경 제공을 통하여 기존의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인간 친화적인 기술 패러다임으로 전환
●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삶의 질과 인간 능력의 향상(QoLT) 등 미래 사회의 변화 요구에 조기 대응

■ 편의성, 휴대성, 이동성의 제약이 있는 현재 컴퓨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휴대형 플랫폼, 차세대 UI 등에서 IPR 확보를 통한 차별적 경쟁 우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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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컴퓨팅 기술범위 ▼
중분류

소분류

관련 요소기술
One-chip 컴퓨터기반의 액세서리형 플랫폼 기술

웨어러블
플랫폼기술

직물회로기반의 의류일체형 플랫폼 제작 기술
FAN(Fabric Area Network)기술(의류내,의류간)
Implantable MEMS

인간친화형
플랫폼 기술

임플랜터블
플랫폼기술

BAN(Body Area Network) 기술
무선 전력 공급 기술
단말 간 상호작용 기술

단말협업
플랫폼기술

협업 단말 동적 탐색 및 재구성 기술
협업 단말 자원 가상화 기술

대화형
인터페이스기술
감성 UX
인터랙션 기술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감성 인식/처리 기술
OUI(Organic User Interface) 기술

실감
인터페이스기술

3차원 실감 터치 인터페이스 기술
촉/후각 인식 및 표현 기술
모바일 프로젝터 UI 및 입력 기술

개인용
헬스케어 기술

생체신호 감지 센서 기술
개인용 건강 모니터링 기술
개인정보 센싱/가공 및 경험 정보 추출 기술

휴먼컴퓨팅응용
서비스 기술

개인화서비스
플랫폼기술

개인성향 추론 및 개인 상황 인식 기술
라이프로그 서비스 구축 및 관리 기술

공공복지
응용기술
패션산업
융합기술

장애인용/노인용 기기 및 가이드 서비스
재난구조용/경찰용 기기 및 지원 서비스
액세서리형 기기 및 서비스
의료서비스 지원 의복, 멀티미디어 의복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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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클라우드컴퓨팅
■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미래 新기술
● 대용량 HW 및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컴퓨팅자원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로 다양한 신산업의 등장 전망
※ 현재의 컴퓨터 과학은 전환점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10년간 컴퓨터 구조에서의 비약적 도약이 이루어 질
것이다. - Jitendra Malik, UC Berkeley

■ 클라우드컴퓨팅으로의 전환은 포탈, 통신사업자, SI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을
통한 새로운 시장 기회요인으로 대두
● 클라우드컴퓨팅은 주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우리의 인프라와 서비스기술을 접목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능

■ 개인이 소유한 IT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컴퓨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가능
● 다양한 컴퓨팅 단말의 등장 및 서비스 시나리오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새로운 IT 문화를
창달

■ 사용자의 유무선 네트워킹 환경에 관계없이 seamless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N-Screen
컴퓨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트워킹 인프라(IaaS) 구축 가능
● 산재한 클라우드 정보를 PC, TV, iPad 등 새로운 screening 서비스 창출로 지식포털의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척
● SKT, KT, 삼성, LG 등 서비스 제공자와 단말 제조업의 융합산업으로 구글, 노키아 등에 대항할
수 있는 3-Screen 산업의 경쟁력 선점할 수 있음
● 유비쿼터스 컴퓨팅 선점을 위한 서비스 이동성과 단말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하는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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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기술범위 ▼
중분류

소분류
SaaS
플랫폼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응용기술

클라우드
응용컴포넌트기술
클라우드서비스
개발기술
클라우드
클라이언트기술

서비스배치 및
관리기술

클라우드
분산시스템기술
클라우드
플랫폼기술
N-Screen
클라우드
플랫폼기술

클라우드
보안기술
인프라자원
관리기술
클라우드
인프라기술

인프라자원
가상화기술
클라우드
네트워크기술

관련 요소기술
Multi-tenant 기술
SaaS 어플리케이션 생성 환경 기술
Legacy 서비스 연동 기술
서비스 및 응용 Open API
클라우드 SW 컴포넌트 기술
컴포넌트 연동기술
웹기반 개발 도구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 디버깅 기술
클라우드 경량 단말 플랫폼 기술
클라우드-모바일 Sync. 기술
클라우드 푸쉬(Push) 에이전트
클라우드 SLA 제공 기술
서비스 생성 및 자동 프로비저닝 기술
이종 클라우드 서비스/데이터 호환 기술
서비스 과금 기술
분산 파일시스템 기술
분산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기술
분산 병렬 처리 기술
분산 실시간 테이터 로밍 프로토콜 기술
N-Screen 콘텐츠 전송 동기화 기술
모바일 콘텐츠 로밍 프로토콜 기술
Scalable N-Screen 제어 및 콘텐츠 변환 기술
N-Screen 클라우드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기술
Trustworthy 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SSO 기술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방형 자원 모니터링 및 스케줄링 기술
지능형 동적 부하 관리 기술
서버 가상화 기술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입출력 가상화 기술
확장형 고속 네트워크 기술
클라우드간 연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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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린컴퓨팅
■ IT 기기에 적용가능한 그린컴퓨팅 기술 개발·적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큰 IT기기의
고효율화, 저전력화, 친환경화 견인
● 대부분의 IT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파워서플라이, 대기전력절감기술 등 공통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서버, 스토리지, PC 등 전력소모량이 큰 IT 기기에 그린 기술을 접목하여 국내 컴퓨팅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

■ 향후, 에너지 소비 급증이 예상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에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그린컨설팅 및 솔루션 수요 증가 전망
●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효율·저전력 장비 및 솔루션 도입, IDC의 전력설비
및 냉각시스템 개선 등 그린 IDC에 대한 관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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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컴퓨팅 분야 기술범위 ▼
중분류

소분류

그린컴퓨팅
응용기술

친환경
라이프사이클
관리기술

하드웨어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관련 요소기술
탄소소비량 추적 관리 기술
재활용/폐기물 관리시스템 기술
가상공간 협업 기술
소비전력 모니터링 기술
전력제어 프로토콜(APM, ACPI) 기술
표준기반서버자원관리 (IPMI, CIM, SMASH, DMTF) 기술
전력정책 기반 동적 부하 관리기술

고효율 저전력
미들웨어 기술

저전력 시스템소프트웨어 기술
그린컴퓨팅 솔루션 기술

컴퓨팅
자원관리 기술

고효율 저전력 하이퍼바이저 기술
가상머신 고효율화 기술
고효율저전력
가상화기술

가상머신 이동성 관리 기술)
스토리지 자원 고활용 기술
중복 데이터 제거 기술
네트워크 자원 고활용 기술
저전력 프로세서 기술

그린하드웨어
기술

저전력 스토리지 기술 (SSD, MAID, HDD)
저전력 서버 기술
저전력 통신 네트워크 기술

그린컴퓨팅
인프라기술

고효율 쿨링 기술 (에어 플로우, 쿨링, 쿨링관리)
고효율전력공급기술 (PSU, AC-DC/DC-DC변환)
그린IDC설비
기술

전력 절감형 IDC 설계 기술
그린 IDC 인증 및 표준화 기술
모듈(확장)형 데이터센터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805

＞＞차세대컴퓨팅
Ⅱ. 현황 및 전망

01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 세계 시장 전망
세계 차세대컴퓨팅 전체시장규모는 2009년 $1,395억에서 연평균 25.4% 성장하여 2015년에는
$5,418억 규모에 달할 전망
휴먼 컴퓨터시장은 2009년 $470억, 2015년 $1,634억 규모에 이를 전망
클라우드 컴퓨팅시장은 2009년 $796억, 2015년 $2,516 규모 전망
그린 컴퓨팅시장은 2009년 $129억, 2015년 $1,268억 규모 전망

휴먼 컴퓨팅
[억달러]

클라우드 컴퓨팅
2,516

[억달러]

1,634
CAGR 23.1%

[억달러]

CAGR 21.1%
CAGR 46.4%

798

470
2009

그린 컴퓨팅

2015

※ 출저 : IDC(2009), VDC(2007)등 참조

2009

1,268

129
2015

※ 출저 : IBM(2009), KT, 가트너 등 참조

2009

2015

※ 출저:가트너(2008), IDC(2009) 등 참조

■ 국내 시장 전망
국내 차세대컴퓨팅 전체시장규모는 2009년 2.0조원에서 연평균 20.8% 성장하여 2015년에는 6.5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
휴먼 컴퓨터시장은 2009년 1조 822억원, 2015년 2조 4,378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
클라우드 컴퓨팅시장은 2009년 6,739억원, 2015년 2조 2,391억원 규모 전망
그린 컴퓨팅시장은 2009년 3,401억원, 2015년 1조 8,303억원 규모 전망

휴먼 컴퓨팅
[억달러]
CAGR 14.5%

24,378

클라우드 컴퓨팅
[억달러]

22,391

CAGR 22.2%

10,822

6,739
2009

2015

※ 출저 : IDC Korea(2008), ETRI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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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그린 컴퓨팅
[억달러]
CAGR 32.4% 18,303

3,401
2015

※출저:IBM(2008), KT경제연구소(2008) 등참조

2009

2015

※ 출저:IDC(2008), Gartner(200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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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먼컴퓨팅
▼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인간친화형 플랫폼

172

194

218

247

280

319

364

13.3

차세대UI

269

329

383

457

592

788

1079

26.1

휴먼컴퓨팅 융합 응용서비스

29

46

67

94

115

140

191

36.9

총 계

470

568

669

798

988

1,246

1,634

23.1

※ 자료 출처 : IDC (2008, 2009), VDC 2007 등 참조

■ 휴먼컴퓨팅분야의 세계시장은 2009년 47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634억 달러로
연평균 2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휴먼컴퓨팅 융합 응용서비스
분야는 연평균 3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인간친화형 플랫폼

8,602

9,695

10,908

12,335

14,001

15,935

18,195

13.3

차세대UI

2,112

2,300

2,691

3,269

3,857

4,618

5,606

17.7

휴먼컴퓨팅 융합 응용서비스

108

168

247

347

423

513

577

32.2

총 계

10,822

12,163

13,846

15,951

18,281

21,065

24,377

14.5

※ 자료 출처 : IDC Korea (2008), ETRI 등 참조

■ 국내 시장은 2009년 1조 822억원에서 2015년 2조 4,377억원 규모로 세계시장의 성장률
보다는 다소 낮지만 연평균 14.5%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됨
● 감성 UX 서비 등을 포함하는 휴먼컴퓨팅 융합 응용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32.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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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클라우드컴퓨팅
▼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442

631

902

1,288

1,398

1,458

1,477

22.3%

클라우드 플랫폼

60

86

123

176

206

224

230

25.1%

클라우드 인프라

153

219

312

446

503

536

546

23.6%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141

160

187

223

244

259

263

11.0%

총 계

796

1,095

1,524

2,133

2,353

2,477

2,516

21.1%

※ 자료 출처 : IBM, KT, 가트너 자료 참조

■ 세계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2009년 시장 규모 796억불로, 연평균 21.1% 성장하여,
2015년에 약 2,516억불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
▼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4,069

5,802

7,873

9,812

11,745

13,134

13,910

22.7%

클라우드 플랫폼

556

793

1,076

1,341

1,605

1,763

1,815

21.8%

클라우드 인프라

1,409

2,009

2,726

3,397

3,982

4,325

4,400

20.9%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705

1,006

1,365

1,700

1,992

2,197

2,265

21.5%

총 계

6,739

9,610

13,040

16,250

19,325

21,420

22,391

22.2%

※ 자료 출처 : KEIT 2009

■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2009년 시장 규모 6,739억 원으로, 연평균 22.2% 성장하여,
2015년에 약 2조2천4백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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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린컴퓨팅
▼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그린컴퓨팅 하드웨어 모듈

18

43

75

142

193

207

208

50.4%

그린컴퓨팅 장비

42

86

159

284

373

397

399

45.5%

그린웨어

28

72

102

337

415

434

436

58.0%

그린 IDC

41

87

112

182

216

224

225

32.8%

합 계

129

288

449

945

1,197

1,261

1,268

46.4%

※ 출처 : Gartner (2008), IDC (2009) 참조

■ 세계 그린컴퓨팅 시장은 2009년 시장 규모 129억불로, 연평균 46.4% 성장하여, 2015년에
약 1,268억불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
▼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그린컴퓨팅 하드웨어 모듈

226

526

921

1,773

2,429

2,609

2,647

50.7%

그린컴퓨팅 장비

914

1,615

2,310

4,049

5,268

5,586

5,653

35.5%

그린웨어

590

1,327

2,088

3,670

4,504

4,709

4,752

41.6%

그린 IDC

1,671

3,666

4,316

4,969

5,195

5,242

5,251

21.0%

합 계

3,402

7,134

9,635

14,460

17,396

18,145

18,303

32.4%

※ 출처 : Gartner (2008), IDC (2008), 한국전자산업진흥회 (2008)

■ 국내 그린컴퓨팅 시장은 2009년 시장 규모 3,402억원으로, 연평균 32.4% 성장하여,
2015년에 약 1조8천3백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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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기술개발 동향
■ 휴먼컴퓨팅
● 휴먼컴퓨팅 기기 분야는 사용자가 오감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Haptic, Touch Interface
기술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오감의 동시 만족, 기기의 body화 등을
목표로 R&D 진행 중
- 성능이 이미 사용자의 니즈 수준을 넘어가며, 컴퓨팅 성능 보다는 사용 편의성 혁신 확대로 전환 중
- 입력 방식은 기존의 QWERTY 자판과 마우스 활용의 학습위주 방식에서 필기체 입력, 음성인식,
멀티 터치 방식, haptic, 제스처 인식의 공간입력 등의 직관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진화 중
※ 체험형 기기의 증가로 User Interface에 촉각 피드백을 주어 물리적 느낌을 제공하는 Haptic 기술은
사용자의 기기 사용시 현실감과 정확성을 부여

- 출력 방식은 CRT, LCD의 한계를 극복하며, 대형화, 고해상도화, 박막화, 실감화 등으로 변화 중
● 미국 MIT에서는 모바일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와 인터랙션 공간을 실세계로
확장하여 다양한 웨어러블 컴퓨팅 응용의 가능성을 제시한 "Sixth sense"를 발표하였으며, 컴퓨터,
기기 등이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여 반응하는 기술 연구 중임
● 유럽의 ETH에서는 눈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눈의 안전도를 이용한
Wearable EOG 고글을 개발하고 다양한 응용 모델 구현
● 유럽의 Fraunhofer 연구소에서는 웨어러블 컴퓨팅을 위한 전자소자 직물 실장 및 집적 기술인
SoT(System on Texile)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고, Flexible 전자공학으로 기술 영역을 확대하는 중임
● 미국 CMU 대학에서는 ATM 및 자동차의 dashboard 등에 사용 가능한 형태로 라텍스 재질의
버튼에 공기를 조절하여 필요한 버튼만 부풀려서 실제적인 버튼의 형태 및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토타입 제작
● 일본 Tsukuba 대학에서는 FEELEX라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하나의 장치에서 컴퓨터 그래픽과 함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ETRI에서는 2004년부터 차세대PC 플랫폼, 오감정보처리 및 HCI, u-헬스케어 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섬유에 전자소자를 실장하고 직접하여 섬유와 융합하는 SoT(System-onTextile) 기술을 적용한 엔터테인먼트 의류 개발 중
● KIST에서는 의사소통이나 물리적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주변 환경 및 상황 변화를
인식하여 청각, 시각, 촉각 정보와 상호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용형 단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중
● KAIST 에서는 직물 위에 전극 및 회로 기판을 직접 인쇄할 수 있는 P-FCB (Planar Fashionable
Circuit Board)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응용을 연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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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업 휴먼 컴퓨팅 기술개발 동향 ▼
주요 기업

기술개발 동향
-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감각 기관을 통하여 경험하는 모든 기억을 디지털화하여 완전한 개인사를
구축하고, 시간, 센서, 및 위치 기반의 검색을 제공하는“MyLifeBits”프로젝트 진행

MS

- 기존의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전통적인 컴퓨터가 아닌, 테이블 위에서 터치 제스처를
이용하여 인간 친화적인 컴퓨팅 환경을 제시한 신개념의 컴퓨팅 기기인 Surface를 개발
- 모션을 이용한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게임업계의 판도를 바꾼 닌텐도의
Wii에 대항하는 Xbox용 bare-hands 모션 인터페이스인“프로젝트 나탈(Project Natal)”
발표

Apple

- Multi-touch라는 직관적인 실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iPod touch, iPhone, iPad를
출시하여 컴퓨터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Neuro

- 뇌파 감지센서가 부착된 헤드셋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
‘MindSet’
을 2008년에 개발함.

sky

- 눈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눈의 안전도를 이용한 Wearable EOG
고글을 개발하고 다양한 응용 모델을 구현함(2008년)

ETh

-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세포(신경세포)를 외부에서 직접 자극하여 냄새와 맛, 촉감과 같은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SONY

- 호주의 Emotive Systems사는 헤드셋 형태의 비침습형 뇌 인터페이스 장치인‘Emovive
EPOCl를 개발하여 Game Developers Conference 2008에서 선보임. 16개의 센서를 통하여
30여 가지의 의도 및 감정 인식 가능

Emotive

- 장갑형태의 장치를 착용한 사용자의 손 제스처를 이용하여 영화“Minority Report”
와 유사한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함

Systems - 삼성전자는 핸드폰에 초소형 프로젝트가 내장된 빔프로젝트폰(SPH-W7900)을 발표

■ 클라우드컴퓨팅
●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인 Apache Hadoop project는 분산파일시스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Hadoop On Demand(HOD)를 통한 프로비져닝 서비스를 제공
● 국내의 ETRI 및 KISTI는 SaaS 및 On Demand, 가상 인프라 기술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중
● 해외에서는 Google, 아마존, IBM, HP 등 주요 메이저 기업들이 자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및 서비스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상용화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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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업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개발 동향 ▼
주요 기업
Google

HP

기술개발 동향
웹기반 서비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점차 IT 인프라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사의 플랫폼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MS가
지배해온 PC 플랫폼을 웹상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
인프라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Cloud Matrix”
를 발표했고,
엔터프라이즈 급 인프라서비스 플랫폼 CaaS(Cell as a Service)와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시스템 Mercado를 연구하고 있음
또한, Intel, Yahoo 등과 함께 오픈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커뮤니티인 Open Cirrus
Program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 운영

아마존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로 2002년 AWS(Amazon Web Service)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
2006년부터는 유틸리티 컴퓨팅 개념을 도입한 Elastic Compute Cloud(EC2)와 Simple
Storage Service(S3) 서비스를 제공

SUN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인 큐레이어를 인수하고, 2009년 3월에 Open Cloud Platform을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진입

MS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하여 가장 후발주자로서 2008년 10월 Azure 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고 2009년 2월‘Cloud computing futures’
라는 연구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존의
PC 기반 플랫폼 사업자에서 웹 기반 플랫폼 사업자로 발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IBM

2008년 2월 EU와 공동으로 RESERVOIR research intiative를 발표하고‘Blue cloud’
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계획 발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업 고객 내부
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기반 설비 구축에 치중

삼성 SDS

미국 클라우데라社와 기술협력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는 기술 공동개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환경을 본격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를 개소하고, 북미 기업 대상으로 모바일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 계획

LG CNS

2010년부터 SBC(Server Based Computing) 서비스를 개시하여 본사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으로 가상 데스크탑 환경 제공

■ 그린컴퓨팅
● CSCI는 50% 수준(’
07년)인 PC 전력공급장치(PSU) 전력 효율을 ’
11년까지 90%로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연간 CO2 5,400만톤 감축, 전력비용을 55억 달러 절감 추진
※ CSCI(Climate Savers Computing Intiative) : 저전력 컴퓨터 제품 사용 증진을 위해 ’
07년 설립된 단체로
Google, MS 등 IT 기업과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등 환경단체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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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한 마이크로 자가충전용 에너지 SoC는 미국 MIT, UCLA, 일본 NEC,
프랑스 CEA/LETI 등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미국 AltaLabs 사에서는 환경 감시 센서노드용 Solar powered power supply를 상용화하였고,
Advanced Linear Devices 사에서는 열전/기전 변환소자를 이용하여 무선 센서노드 노드 센서용
에너지 SoC 상용화
※ 현재 전력 SoC의 대부분은 미국(TI, National Semiconductor, Maxim, Supertex, Infinion 등)과 일본
(산요, 히타치 등) 등 수입에 의존

▼ 국내외 기업 그린컴퓨팅 기술개발 동향 ▼
주요 기업

기술개발 동향
친환경 저전력 컴퓨팅 구현을 위한 비전으로‘빅그린 프로젝트 2.0 발표’

IBM
Google

IDC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자본 및 운영비용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연간
10억달러 투자)
가정내 소비 전력량을 웹을 통해 곧바로 확인 할 수 있는‘Smart Meter’
를 개발

ARM

저전력 ARM 프로세서 싱글 코어 와 멀티 코어 개발로 현재 모바일기기용 프로세서 시장을 점령

AMD

전력은 절감하며 성능은 증가시킨 HyperTransport 3.0 기술적용으로 시스템 I/O에 대한
보다 빠른 억세스를 제공하는 트리플 및 쿼드 코어 프로세서 개발

Intel

CPU 대기상태 전력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20%(8W)까지 절감

Cisco

저전력/고성능 네트워크 기술, 가상화 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전력 사용, 효율적 전력배분 등의
전력 관리 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실제 70~80% 이상의 전력 효율성 향상

NEC

플랫폼, 제어S/W, Facility서비스 전력절감을 위한 Real IT Cool Project를 통해 소비전력을
최대 50% 절감 목표

HP

온도를 실시간 감지하는 센서를 랙마다 부착시켜 데이터 센터 기계실 전체의 3차원 온도
정보는 물론, 돌발적으로 부하가 걸린 개별 랙까지 파악해 냉기 온도, 풍속, 풍향을 능동적
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다이내믹 스마트 쿨링 기술 개발
2006년부터‘그린IT’인프라 조성에 나서 기존 IDC 대비 30%의 전력을 절감하여, 월 4억
3000만원의 운영비용을 절감

NHN

NHN은 저전력 서버를 적극 활용하고, 케이블 배선 구조 변경, 서버 가상화 기술과 IDC 내
공기 순환구조의 효율화를 위한 리던던트, 바깥 공기를 활용하기 위한 외기 도입 등을 통해
기존 IDC에 비해 전력 효율을 30%이상 높임
목동 IDC의 공기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대용량화를 통해 냉각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KT

IDC에 가상화도 도입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로 시스템 활용율은 20% 이상 향상되고 에너지 비용은 20% 절감하는 데 성공

SKT

공용기지국 이용 확대 및 친환경 무선국 표준개발 등을 통해 기지국 전력 소비절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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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화/특허/정책 추진동향
■ 휴먼컴퓨팅
● TTA의 차세대PC 표준화 포럼(TTA PG415)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지능형 에이전트, 스마트 I/O 등 HCI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섬유 및 안전복에 관한 표준은 주로 ISO/TC38 (Textiles)와 ISO/TC94 (Personal SafetyProtective clothing and equipment)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나 디지털 지능형 섬유, 섬유와
IT의 융합에 관련한 국제 표준 활동은 거의 없음
● 휴먼컴퓨팅 플랫폼은 전세계적으로 단일의 표준화 단체는 없는 상태이며, 유럽에서 웨어러블컴퓨팅
분야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 기구인 Open Wearable Computing Group (OWCG)과 International
Forum in Applied Wearable Computing (IFAWC) 포럼이 결성되었으나, 표준화 활동은 미미함
● ISO JTC1/SC35 컴퓨팅 기기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을,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휴먼 시스템 인터랙션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ISO TC159/SC4 (Ergonomics in HumanSystem Interaction) 그룹에서 표준을 개발중에 있으며, 한국에서는 TC159/SC4/WG9에 참여하여
촉각 상호작용 (Tactile and Haptic Interaction) 관련 국제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ITU-T SG16에서는 개인영역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SG17에서는 개인장치와
개인영역에서의 보안에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 주요 표준기구별 활동 내역 ▼
기구명

주요 표준화 범위

ISO TC38, TC94

- TC38에서는 Texilte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TC94에서는 보안복 및 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에 대한 표준을 개발

OWCG

- 유럽의 웨어러블컴퓨팅의 전분야의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음

ISO JTC1
ISO TC159

ITU-T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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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35에서는 컴퓨팅 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국제 표준 개발 주도
- TC159 휴먼 시스템 인터랙션 환경에서의 인간공학적 국제표준 개발, ISO JTC1/SC35와
상호 협력
- SG17에서는 개인 장치와 개인영역에서의 보안에 관련된 표준 개발
- SG16에서는 개인영역에서의 애플리캐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
- PG415에서는 차세대PC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의 국내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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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연계전략>
● 휴먼 컴퓨팅 플랫폼 구성의 세부기술인 직물 회로 구성, 직물형 소자 패키지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활동은 거의 없으며, 시장에서의 선도 기술 개발에 따른 사실상 표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휴먼 컴퓨팅 플랫폼 관련 기술을 시장대응형과 시장선도형 기술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시장에서의 핵심 요소 기술을 선점하고 각 요소기술별로 사실 표준 및 국제 공인
표준 개발
● 휴먼 컴퓨팅 실감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단체인 ISO TC159나 JTC1/SC35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목표로 하는 표준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IPR에 기반하는
기술 개발 및 표준 개발
● 휴먼 컴퓨팅 응용 서비스는 융합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안 요구가 증가함으로 ITU-T SG17와 같은 국제 규격의
동향을 파악하고, 호환성 및 독창성을 갖는 기술개발 및 표준 개발

■ 클라우드컴퓨팅
● 국내의 경우, TTA 주관의‘IT 표준화 전략 포럼’
에서 2009년 신규 과제 중 하나로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가 선정되면서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
● IBM은‘Open Cloud Manifesto’
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표준화 이슈를 제기하였으며,
Open Grid Forum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
▼ 주요 표준기구별 활동 내역 ▼
기구명

주요 표준화 범위

ISO/IEC JTC 1
Cloud Computing Study Group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화 이슈 개발 및 JTC1 표준화 추진
(’
09. 10)

Open Grid Forum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위한 오픈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페이스
표준화 착수 (’
09. 05)

ITU-T SG13 Question 14

N-Screen 클라우드 플랫폼을 위한 서비스 이동성 모델 관련 표준
화 추진 (’
09. 05)

ITU-T FGCC
Cloud Computing
Interoperability Forum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표준화 항목 발굴 (’
10. 04)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에코시스템 개발 및 단일화된 클라우드 인
터페이스 개발 착수 (’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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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 정보시스템 계획국(Defense Information System Agency : DISA)은 국방부와
군사령부를 비롯한 다수 국방 관련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클라우드 컴퓨팅’인프라 RACE(Rapid
Access Computing Environment)를 2008년에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차 프로젝트가
진행중
● EU에서 2500만$ 규모를 후원하는 RESERVOIR(Resources and Services Virtualization
without Barriers) 프로젝터에서는 IBM, Thales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분산 클라우드간의
상호연동 기반기술을 연구중
- 클라우드 공개 표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OCC(Open Cloud Consortium)도 클라우드 간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와 기준을 개발중
● 영국 CARMEN(Code analysis, repository, and modelling for e-Neuro science) 프로젝트
에서는 2006~2010년에 900만$을 투입하여 영국내 대학 및 업체가 연계한 e-Science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을 추진중

■ 그린컴퓨팅
● 그린 IDC의 경우, 기업들의 다양한 그린 IDC 설립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표준화된 그린 IDC
기술과 그린 IDC의 인증 제도가 필요
● 미국 에너지부(DOE)는‘Save Energy Now’프로그램의 일환으로 ’
11년까지 1,500개 이상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성을 25% 향상하고 200개 이상은 50%까지 개선 추진(DOE, ’
08)
※ 데이터센터 효율성 측정을 위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모범사례 발굴,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 일본 경제산업성은 ’
08년 IT 기기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을 위한‘그린 IT 프로젝트’
를
착수하고 30억엔 투자
※ 데이터센터(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라우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력 효율성 30%이상 향상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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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가. 휴먼컴퓨팅
● 휴먼컴퓨팅은 별도의 학습 없이 자연스럽게 인간 본성과 어울려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자연성을 극대화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인간친화적인 컴퓨팅 환경
으로 발전되며, 컴퓨팅 기능이 주위환경에 내재되는 고도 분산 환경에서 다양한 이기종 기기의 통합,
관리, 상호 연동을 위한 가상화 및 협업 컴퓨팅 기술로 발전되고 있음
● 사용자의 이동성과 휴대성, 편의성의 극대화로 입출력 기기의 소형화, 기능 세분화로 인간 친화적인
정보서비스 환경과 소형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에 의한 지능화, 인간의 오감정보 메카니즘을 이용한
오감정보처리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한 실감화 추세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내츄럴(Natural) UI 수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
▼ 휴먼 컴퓨팅 기술발전 방향 ▼
상품군

발전방향

Human-Centric Device

융합 응용 기술

인간친화형 플랫폼

PDA/PMP

경비/정찰
전투 지원
모의훈련

소형화
시계형 액세서리형 신발형

Smart Phone
Navigation
휴대용
게임기

의류형
착용화

가상박물관체험
이동교육
가상농장
가상 세미나

신체내장형 컴퓨터
나노섬유기반 센서

내추럴 UI
HMD
실감화
멀티터치

적용분야

착용형 입력장치

군사

교육
의료

건강관리
원격수술
환자상태모니터

복지

입체표현장치

Tablet PC
노트북/
UMPC

지능화

3차원가상
디스플레이

입체차량
계기판

홀로그래픽
멀티터치

인간 중심의 편리한 정보 이용 환경 제공

Smart Room/Office
경기정보안내
관광보조
모바일3D게임
Smart TV 여가/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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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클라우드컴퓨팅
● 그리드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 등에서 발전한 클라우드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의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Google, IBM, Amazon 등의 주요 업체들 중심으로 당분간 기술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근래 각광을 받고 있는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풍부하게 하는 기술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확장된 웹의 형태로
쉽게 보급될 수 있으리라 예상되고 향후 big player들에 의한 시장 확대와 많은 표준화 이슈가
나타날 전망
● N-Screen 서비스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EPG(Electronic Program Guide), Twitter 같은 SNS와
연동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와 연계되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및 자동화 기술은 미국이 오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막 개화기를 맞았고 N-Screen 관련 컴퓨팅 기술은
앞으로 융합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자원 관리 기술은 개방형 자원 모니터링 및 스케줄링 기술과 지능형 동적 부하 관리 기술이 개발되고,
클라우드 간 연동으로 확장되면서 지능형으로 발전하고, 자원 가상화 기술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자원에 대한 가상화 기술에서 다중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로 발전 전망
●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며, 2009년 3월 Sun에서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의 발표 및 2009년 11월 AT&T에서 Open Cloud API 기반의 클라우드 구축
등 공개 클라우드 API를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환경 확산 전망
● 클라우드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이를 이용하는 개별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포기해야 하고 사고시 피해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및
Trustworthy computing 기술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818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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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컴퓨팅

다. 그린컴퓨팅
● 각종 장비 부품의 저전력화 필요성에 따라 FW, OS 레벨, 전원 공급장치 및 냉각장치 등에서의 저전력
관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 서버, PC, 스토리지, 프린터기, 노트북, 모니터, 네트워크 시스템 등 IT 장비들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하는 저전력 프로세서 기술, 저전력 SoC 기술, 저전력 스토리지 기술 등이 발전
- 전원 공급장치 및 쿨링에 대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고효율 쿨링 기술(에어 플로우, 쿨링
관리), 고효율 전력 공급 기술 등이 발전
● 각종 컴퓨팅 장비들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컴퓨팅 부하 모니터링 및 컴퓨팅 자원의 전력 효율
성을 높이는 기술이 발전
- 컴퓨팅 장비들의 저전력, 고효율 정책에 따라 시스템을 운용하고 여러 장비의 특성에 맞는 로드
관리 정책 등이 중요해짐
●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하여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을 여러 개의 자원으로 나누거나 여러 컴퓨팅 시스템을
묶어서 관리하여 컴퓨팅 자원의 활용률을 극대화 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이 점차 발전 예상
- 가상화는 컴퓨팅 리소스들의 논리적 그룹이나 상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원래 설정보다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엑세스될 수 있도록 하며, 이 새로운 가상 리소스는 구현, 물리적 위치,
기반 리소스의 물리적 설정에 제한되지 않음
- 다양한 가상화 기술 중 서버 가상화 기술은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서도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여러 대의 컴퓨터간에도 하나의 OS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동작
할 수 있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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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경쟁력분석 및 핵심발전 동인

01

국내 R&D의 평가 및 경쟁력 분석
▼ 기술수준 비교표 ▼
핵심요소기술

최고기술
보유국

한국

미국

휴먼컴퓨팅 응용서비스 기술

미국

80.2

휴먼컴퓨팅플랫폼 기술

미국

72.8

휴먼컴퓨팅입출력 기술

미국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소분류
휴먼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그린
컴퓨팅

일본

유럽

중국

100.0

91.3

90.6

62.7

100.0

84.4

74.6

56.0

80.1

100.0

92.1

86.3

67.1

미국

60.2

100.0

67.4

76.1

50.7

미국

58.7

100.0

66.2

75.5

49.5

클라우드서비스 및 응용기술

미국

54.7

100.0

64.6

72.4

47.3

그린컴퓨팅 응용기술

유럽

92.4

97.6

91.7

100.0

64.2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미국

68.5

100.0

81.0

88.1

56.6

컴퓨팅 자원관리 기술

미국

75.4

100.0

86.5

83.6

61.7

▼ 기술수준 발전추세 예측 ▼
소분류
휴먼
컴퓨팅

한국
’
09

’
11

미국
’
13

’
09

’
11

일본
’
13

’
09

’
11

유럽
’
13

’
09

’
11

중국
’
13

’
09

’
11

’
13

76.3 80.9 84.3 98.4 99.0 99.3 87.8 89.8 91.7 82.2 84.7 87.0 60.9 65.7 71.1

클라우드
58.1 71.2 82.2 100.0100.0100.0 66.2 73.3 80.6 74.8 81.9 87.9 49.3 59.0 68.9
컴퓨팅
그린
컴퓨팅

70.1 79.8 88.3 92.3 94.2 96.1 79.0 84.7 88.3 82.0 87.3 91.6 55.7 63.8 73.1

※ 자료 출처 : KEIT, 2009

● 휴먼컴퓨팅, 클라우드, 그린컴퓨팅 분야의 최상위 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휴먼컴퓨팅 및 클라우드컴퓨팅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휴먼컴퓨팅의 경우 응용연구 단계에, 클라우드컴퓨팅, 그린컴퓨팅의 경우, 응용연구 및
선행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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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준 대응 주요 전략 ▼
분 야
인간친화형
플랫폼 기술
휴
먼
내추럴
컴
인터렉션 기술
퓨
팅
휴먼컴퓨팅
응용 서비스

선도국

EU

인피니언

미국

MS,
Apple,
이머전

미국

클라우드
미국
서비스 및 응용
클
라
우
드
컴
퓨
팅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그린컴퓨팅
응용기술
그
린
컴퓨팅
컴
자원관리 기술
퓨
팅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선도업체 기술격차

미국

대응 전략
의류, 섬유와 IT 기술 접목 추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 섬유, 패션 등 전통 산업과 접목을 통한
웨어러블 컴퓨팅 응용 모델 발굴로 차세대컴퓨팅
서비스 시장 선점

3.6년

멀티터치 기술 등 IPR 확보 경쟁이 치열하므로, 차세대
UI 분야에서의 핵심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신규시장
선점

MS

인간친화형 플랫폼 및 차세대UI와 휴대폰, DMB 등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연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Killer Application 발굴로 신규
시장 선점

IBM

SaaS 플랫폼, Open API 등 공통 플랫폼은 표준화와
병행하여 표준화된 플랫폼을 개발하여 오픈하고, 디버깅
기술, 단말플랫폼 기술 등 응용기술 부분은 시장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수용하여 자체 개발

구글

SLA, 과금, 프로비저닝 등 서비스관리기술은 자체적
으로 개발하고, 분산파일시스템 기술은 오픈 플랫폼을
도입하여 고도화 개발 추진
클라우드 보안은 기존 보안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개발

4.1년

아마존

클라우드컴퓨팅의 핵심 인프라인만큼 기 확보되어있는
서버 가상화기술, 동적 부하관리기술 등은 기술이전
등 상용화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가상화, 인프라 자원
관리 등의 핵심분야는 선별적으로 원천기술을 개발
또는 선진기술을 도입

미국

IBM

우리나라는 Post 교토체제에 따라 2013년 이후 온실
가스 의무 감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탄소
소비량 추적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에
적극 대응

미국

Intel,
VMware

미국

IBM, HP

미국

2.4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고효율저장장치, 그린웨어 등의
개발 집중
서버가상화, DC 공급, 온·습도 조절설비 등 컴퓨팅
자원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개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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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및 Supply Chain상 경쟁상황

■ SWOT 분석
강 점

약 점
핵심원천 기술 취약으로 기술 종속성 심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및 높은 IT 제품 보급률,
국민들의 높은 IT 활용 능력으로 컴퓨팅 확산의
최적 조건 보유

국제 표준화 등 기반기술 취약 및 국제 협력체계
미비

IT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활발

기술개발/마케팅/창의적 제품 창출능력 보유 전문
인력 부족

생명주기가 빠른 제품에 대한 시장 검증 용이
차세대컴퓨팅을 실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추진
체계
인터넷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활용도
높음

기술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는 IT 업계와 타 산업
계간 협력 경험 부족
중소기업 위주로 자본력 취약 및 단기투자성향
중소, 벤처기업 브랜드인지도 및 마케팅 능력
취약으로 규모의 경제 형성에 한계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법·제도 미비

기 회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 고조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린컴퓨팅 시장은 초기 개발 단계로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 가능
그린컴퓨팅 인프라 및 자원관리 기술 등은 기술
경쟁력 확보 가능
그린 IDC 테스트베드 구축 등 관련 기술의 시험
적용 가능 환경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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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협

선진국의 산업적, 기술적 우위 선점으로 핵심특
허 및 원천기술 확보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차원의 집중지원
주요 메이저 벤더들은 클라우드컴퓨팅의 상용화를
이미 시작
내수시장 규모미비로 수출경쟁력 기반 취약
서버, 스토리지 등 HW 및 시스템 SW에 대한 외산
의존도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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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휴먼컴퓨팅은 모바일기기, PC, 디스플레이 등 ICT 제품과 상호작용(UI)으로 감성적 소통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UX)과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을 견인
하는 성장 엔진임
- 최근 글로벌 ICT 산업은 가격, 성능 위주의 시장전략에서 사용자 편의성과 가치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소비자 감성지향형 산업으로 재편 중에 있으며
-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는 국내 주력 ICT 산업의 초기대응 미흡으로
관련 IPR(지재권)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 등에 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익실현이라는 산업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Google,
아마존, HP 등과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중
-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통신사업자들도 통신 네트워크와 연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시도
하고 있으나 대부분 HP, IBM 등 글로벌 솔루션 업체의 솔루션을 채용
- 국내에는 기술력 부재와 함께 경쟁력 있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산업 특성상 글로벌
경쟁이 필수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못할 경우 향후 시장상황도 글로벌 업체에게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음
● 그린컴퓨팅 기술은 IT 산업의 인프라기술에 해당하며 부품 레벨의 그린기술과 SW 레벨의 그린
기술로 분류할 수 있음
- 부품레벨의 그린화기술은 SoC, Chip 등에서 그린화를 지원해야 하며, CPU, 컴퓨팅 Chip 등에서
자체적인 기술이 없는 국내 현실에서는 Intel, AMD 등 해외 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SW 레벨에서의 그린화 기술은 이러한 부품들을 잘 운영하기 위한 기술로 HW와 패키지화될 때
의미가 있으며, 국내의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여 토털 패키지상품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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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심발전 동인분석

가. 휴먼 컴퓨팅 분야
■ 견인 요인
● (사용편의성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 융·복합화로 제품 및 정보의 복잡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 증가
- 기능 및 성능의 차별화가 한계에 이르면서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으로 변화
- 최근의 소비자 경향은 디지털의 정확성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며,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선호
* Apple iPod의 멀티터치, Nintendo Wii의 직관적 실감 인터페이스

●‘기기중심에서 인간중심’
으로 생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단순 첨단 기술을 넘어 인간의 감성을
융합한 휴먼컴퓨팅 기술의 구현을 원하는 추세가 확대 중이며, 이용자가 느끼는 감성 품질이 제품
구매력을 좌우

■ 저해 요인
● 정보기기의 다양한 기능 탑재로 인한 사용의 복잡화, 시장의 수요변화 등공급·기술 중심의 시장
차별화 전략에 한계 표출
●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도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생태계 조성 미흡, Technology-Push 관점의 시장
확대로 빠른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도 조성에 어려움 파생
● 지금까지 IT가 국민의 양식은 크게 개선시켰으나, IT활용에 따른 정보이용 편의성과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삶의 질 보장은 미흡
● 경제적 풍요로 편의성이 극대화된 감성적인 제품이 소비를 자극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선진국은
성숙한 IT 산업 돌파구로써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감성 전달기술에 주목
● 우리나라도 차세대 먹거리로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범정부적인 통합
추진 계획의 미비로 감성기술의 산업화 및 시너지 창출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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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요인
● 소비자들은 디지털의 편리함과 아날로그 감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제품의 기술적 성능보다는
사용자의 편안한 활용 등 경험적인 관점을 더욱 중시하게 되어 직관적이고 편리한 UI, 입력 방식
채택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
- 터치 스크린, 햅틱과 같이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실감형 인터페이스가 각광받으며, 스마트폰,
Tablet PC 시장과 같은 신규 시장 확대 견인
● 노령인구의 사회 적응 및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
- 고령자 대상의 시력, 청력, 기억력의 기능 증강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개발 및 생체정보와
연계된 u-헬스 서비스 기술 개발
* 고령친화 산업은 2010년 2조원, 2011년 11조원 규모 전망 <보건복지부, 2005>

→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기회 부여를 통한 삶의 질(QoL : Quality of Life) 향상
● 기존의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국민전체의 인터넷 이용율 76.3%에 비해 26.4%가 낮은 49.9%(2007년말
기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점자 단말기, 문자 → 음성 변환기, 수화 ↔ 음성 변환기, 눈동자 추적 기술 등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제어 기술 개발
→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 삶의 질과 인간 능력의 향상

■ 시사점
● 휴먼컴퓨팅 기술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생활속의 일부로 편입되며,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알아서
모바일폰이나 TV,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알려주는 진정한 감성을 갖춘 기기로 발전할 전망
● 사용자가 오감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Haptic, Touch Interface 등을 중심으로 시장에
출현하며, 장기적으로 오감의 동시 만족, 기기의 body화 등을 목표로 R&D 진행 중
● 장기적으로 모든 기기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과 사용자 친화형 UI를 기본으로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
소비 체계를 가지는 소비자 감성형 생태계의 구축이 경쟁력을 결정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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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의류 등 전통산업과 세계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IT기술 융합을 통한 인간 친화적인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제시
- 제품의 성능, 가격 중심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기능 및 서비스 중심 제품으로 신규시장 창출
- IT융합을 통한 전통산업의 지식산업화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 다양한 감각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새로운 인터페이스는 기능/성능 향상 보다 더 큰 효과 가능
* 아이폰과 닌텐도 Wii는 경쟁제품에 비해 성능 및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시장에서 대
성공

- 특히, 촉각, 후각, 감성 등 인간의 감각을 활용하는 신 개념의 실감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로
사용편의성을 높이고, 제품 차별화
- 정부 주도의 미래 신 기술개발 및 표준화 병행 추진을 통한 핵심 IPR 개발로 기술 우위 확보 및
정보격차 해소
* 가상현실을 통한 촉감, 질감 제공, 근력/체력, 시력/청력 등 신체기능의 발달 지원 및 저하억제, 유아/고령자/
장애자의 일상생활 행동, 건강 상태 주시 등

-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 및 활용성 검증으로 신 시장 창출 통로 마련
* 국방, 경찰, 소방안전, 공공복지 등

나.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 견인 요인
● SNS(Social Network Service), 데이터 트래픽, 웹 2.0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구현
등의 급성장과 더불어 급증하는 트래픽과 컴퓨팅 파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심으로 부각
● 구글,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MS, IBM과 같은 IT 벤더 및 AT&T, NTT, BT 등의 통신
사업자들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한 서비스나 비전 및 대규모 투자계획을 통해 차기 주력사업으로
육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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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린컴퓨팅 분야
■ 견인 요인
● 정부의 지속적인 녹색성장 추진 등으로 그린컴퓨팅 기술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사회적 비용
절감과 그린컴퓨팅기술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
● IT 장비 및 기기 확산과 그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로 IT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
되고 있으며, 그린컴퓨팅 기술이 다양한 공간 및 다양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 그린화의 핵심기술로
조명
● 그린컴퓨팅 기술의 활용은 에너지 효율 증진, 사람 및 사물의 이동 감소, 자원 소비 절감 등을 통해
막대한 CO2를 감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저해 요인
● IT 기기 및 장비의 저전력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보급률 상승, 고사양화, 그리고 24시간 운영
장비 증가로 IT 부문 CO2 배출 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IT 산업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 이는 전 세계 항공사 여객기가 배출
하는 양과 유사(Gartner, 2007)
● 그린컴퓨팅을 이루기 위해서는 칩, 아키텍쳐, 모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를 고려해야 하므로,
그린컴퓨팅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
- 지금까지의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 제품의 에너지 효율화와 고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탈피하여 SW를 그린화를 포괄하는 전략 필요

■ 잠재 요인
● 그린 소프트웨어는 PC,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의 전력 사용량과 발열량을
줄임으로써 탄소배출을 절감시키거나,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모량을 모니터링/자동화하거나,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 시사점
● 친환경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기 쉽지 않은 딜레마를
안고 있으므로, 혁신적인 그린컴퓨팅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이 필요
- 특히‘물리적인 공간과 제품’중심에서‘가상공간과 서비스’중심으로 초점을 전환하여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한 소프트웨어 융합형 신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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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전 및 전략

01

비전 및 목표
비 전

2015년 세계 3대 차세대컴퓨팅 기술강국 도약

목 표 (2015)
▶ 차세대컴퓨팅 분야 국제표준 5종 확보
▶ 휴먼컴퓨팅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 10% World Best 제품 3종 확보
▶ 클라우드컴퓨팅 세계 시장점유율 5% 확보
▶ 컴퓨팅 장비 선진화율 15%, 전력절감율 40% 달성

차세대컴퓨팅 3대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

핵심 원천 기술 개발

- 차세대 UI 등 휴먼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플랫폼 원천기술 개발
- 그린IDC 통합 솔루션 등 그린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장비 및 주요 솔루션의 고도화 추진
국제 표준화 및 핵심 IPR 확보

추진
전략

국내 산업기반 조성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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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글로벌 연동
그린IDC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국내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공공부문 시범사업 추진
R&D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ITRC 신규 확보
해외 우수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국제 컨퍼런스 및 산업전시회 매년 개최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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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 세계적 원천 IPR 확보
● Risk가 높은 미래 신기술 분야는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 확보에 주력하고, 산업화
응용이 가능한 기술분야는 국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보다는 국책연구소 및 중소벤처
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전략 목표 달성 추진
● 오픈플랫폼 구축 및 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하여 해외 주요 벤더와의 데이터 표준화와 통합화 추진
● 향후 4년 이내 클라우드컴퓨팅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하고, 기존컴퓨팅 장비에 그린컴퓨팅
기술을 접목하여 외산대비 기술경쟁력 유지

■ 2015년까지 클라우드컴퓨팅 표준 국산플랫폼 확보
● 공공부문 선도적 수요창출을 위해 지자체 연계 클라우드컴퓨팅 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
기업에게 클라우드인프라 제공
● 클라우드컴퓨팅 초기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참여유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용자 및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강화
● 그린 IDC에 클라우드컴퓨팅을 접목하여 상호 시너지 창출

■ 그린컴퓨팅 기술 확산
●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그린웨어 및 스토리지 개발 등 경쟁력 확보 가능 분야에 전략적 R&D
추진
● 기존 컴퓨팅장비에 그린기술을 접목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IDC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성능 검증 및 문제점 도출
● 그린장비 도입을 위한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 표준화 추진, 공공기관 우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그린컴퓨팅 기술을 확산
※ 그린 PC방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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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 Milestone

■ 휴먼컴퓨팅
구 분

2009

2010

2011

손목시계형 컴퓨터(동작시간 2일)

2012

2013

2014

반지형 컨트롤러(동작시간 1개월)

2015

1회용 컴퓨터

미디어재생기 내장형 엔터테인먼트 의류

미디어재생기 일체형 엔터테인먼트 의류

환자 상태 모니터링용 디지털 환자복

장애인/노인용 생활도우미의류 생체신호 모니터링 스포츠/등산의류

군인/경찰/소방관/물류용 스마트 제복

어린이 디지털 가디안 의류

진단용 먹는 컴퓨터

체내약물 주입 모듈
체내 이식형 심박동/혈당 피드백 치료 시스템
인체 자가 발전기 및 배터리

협업 단말 가상화 미들웨어

협업단말개인정보동기화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정보자원 공유 서비스

휴대형 가상 키보드 장치

서비스
및 제품
(Market
needs)

스마트 프리젠터 장치

체감형 비접촉식 3D 제스처 입력장치

실감형 통합 리모콘 장치

원격협업형 비접촉 3D 상호작용 장치

홀로그램 연동 상호작용 장치
가변형 Tangible 인터페이스 장치

홀로그램 멀티터치 장치
증강현실 연동 Tangible 인터페이스 장치

근육기반 입력장치

눈동자기반 입력장치

고해상도 Eye-glass 장치
직물기반 멀티터치 임력장치

직물형 스피커

촉각센싱/피드백 일체형 촉각 디스플레이

직물형 디스플레이

Localized 촉각 체감형 멀티터치 스크린

향, 위험상황 감지 전자코

질병진단 전자코

기본감성(기쁨, 슬픔, 화남)기반 환경제어 서비스
개인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BCI기반 입력장치

홀로그램 Eye-glass 장치

복합감성(즐거움, 놀람, 지루함)기반 환경 제어 서비스

원격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

나노섬유기반의 생체신호감지센서

개인화서비스 저작 및 관리도구

개인환경 서비스 가상화 미들웨어

초소형 착용형 센서 기술

직물 융합형 센서 기술

개인상황/성향 기반 추천

개인 경험 정보 수집서비스
생체신호 기록 및 관리 기술

생체신호 기반 자가진단 기술

단일 단말 기반 경험 정보 추출

휴먼
컴퓨팅
응용
서비스
기술

단말 협업 기반 경험 정보 추출

단일 모달리티 기반 개인 성향 추론

다중 모달리티 기반 개인성향 추론

단순 이벤트 기반 개인상황 인식

복합 이벤트 기반 개인상황 인식

다중 모달리티 경험 정보 실시간 저장 관리

다중 라이프로그 통합 검색

개인성향 연계상황 인식
이종 라이프로그 통합 검색

보행 보조기기 기술

생체 신호기반 컴퓨터 제어 기술

장애인용 단말 기술

실시간 수화 통역 기술

재난구조환경 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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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블랙박스
나노섬유기반 센서 기술

스마트 제복

의복내 통신 기술

일체화 제작 기술

생체신호 모니터링 의복

직물형 출력(사운드,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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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2012

2013

기능확장형 Computer-on-a-chip

직물기반 소자 구현 기술

전도성사 특성을 반영한 통신기술

직물기반 인쇄전자 기술

Inner-Outer shell간 통신기술

제어가능한 먹는 컴퓨터

신체내장 생체신호 센싱기술

초절전 BAN 통신 기술

이식 가능한 컴퓨터

인체무해 BAN 통신 기술

의복을 이용한 근접 무선 전력 전송기술

근거리 무선 전력 전송기술

동종 단말간 상호작용

이종단말 동일망 간 상호작용

이종단말 이종망 간 상호작용

중앙집중형 협업단말 재구성

액티브-스탠바이 협업단말 재구성

액티브-액티브 협업단말 재구성

단말 독립형 단순 자원 가상화

협업 단말 복합 자원 가상화

분산 협업 단말 복합자원 가상화

단말 독립형 전송기술

사용자 인터랙티브 N-Screen 기술

모션, 근전도기반 입력 기술

N-Screen Cloud 융합기술
Eye-motion 기반 입력 기술

고해상도 Eye-glass형 출력 기술

감성 UX
인터랙션
기술

2015

플렉서블 Single Chip 컴퓨터

전도성사-섬유, 직물-전자모듈간 연계기술

인간
친화형
플랫폼
기술

2014

차세대컴퓨팅

구 분

홀로그래픽 Eye-glass 출력 기술

기본감성(기쁨, 슬픔, 화남) 인식, 표현기술

복합감성(즐거움, 놀람, 지루함)인식, 표현기술

가변형 Tangible 인터페이스 기술

증강현실 연동 Tangible 인터페이스 기술

비접촉 멀티터치 3D 입력 기술

원격 협업형 비접촉 3D 상호작용 기술

초박형 힘, 질감, 촉각 인터페이스 기술

저전력, Localized 촉각 인터페이스 기술

향, 위험상황 감지용 후각인식, 전달 기술

질병 진단용 후각 인식, 전달 기술

소형, 저전력 프로젝터 기술

모바일 프로젝터 UI 인터랙션 기술

■ 클라우드컴퓨팅
구 분

2009

2010

2011

독립자원 기반 SaaS 서비스

2012

2013

2014

2015

클라우드 자원 기반 확장형 SaaS 서비스

개인맞춤형 웹 기반 서비스
기본형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단일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서비스
및 제품
(Market
needs)

Single-tenant 기반 응용 개발 서비스
컴퓨팅 파워 제공 서비스
기본 클라우드 미들웨어 서비스
테라바이트(TB)급 스토리지 서비스
단일 클라우드 자원 가상화 시스템

조합형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글로벌 다중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Multi-tenant 기반 응용 개발 서비스
서비스 인지형 자동 컴퓨팅 파워 제공 서비스
클라우드 연동형 미들웨어 서비스
페타바이트(PB)급 스토리지 서비스
다중 클라우드간 연동 자원 가상화 시스템

단일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다중클라우드간 연동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 미들웨어

다중클라우드간 연동 클라우드 플랫폼 미들웨어

단일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개발 시스템

다중 클라우드간 연동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개발 시스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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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

2010

2011

2012

Multi-tenant 기반 기술

2013

2014

2015

Multi-tenant 서비스 적용 기술

Saas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기술
Legacy 서비스 연동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응용
기술

API 자동 생성 기술

API간 연동 기술

클라우드 SW 개별 컴포넌트

클라우드 SW 컴포넌트 프레임워크 기술

컴포넌트 표준화 규격

컴포넌트 연동 기술

템플릿 기반 서비스 개발 도구

대규모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도구

분산서비스 디버깅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디버깅 기술

씬클라이언트 단말 플랫폼

원칩형 클라우드 접속 플랫폼

클라우드 모바일 Sync

모바일 클라우드 B2B 서비스

푸쉬 에이전트

개인 맞춤형 푸쉬 에이전트

클라우드 SLA 정의 및 표준규격 기술

SLA 기반 클라우드 관리 기술

가상머신 이미지 패키징 기술

서비스 자동 배포 및 마켓플레이스 기술

이종 클라우드 서비스/데이터 표준화
서비스 과금 기술

지능형 서비스 과금 기술

콘텐츠 변환기술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이종 클라우드 서비스/데이터 연동 기술

N-Screen 제어기술

콘텐츠 로밍 및 동기화 기술

대용량 분산 파일시스템 기술

글로벌 분산 파일시스템 기술

컬럼 기반 데이터 저장 기술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기술

대규모 데이터 병렬 처리 기술

클라우드 기반 병렬 처리 활용 기술

분산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 기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스트림 처리 기술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기술
TPM 기반 신뢰성 보장 기술
클라우드 인증 기술

클라우드 내 신뢰성 보장 기술
클라우드 SSO 기술

클라우드 DDoS 방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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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IDS/IPS 기술

개방형 자원 모니터링 및 스케쥴링 기술

클라우드 연동 자원 모니터링 및 스케쥴링 기술

지능형 동적 부하 관리 기술

클라우드 간 지능형 동적 부하 관리 기술

가상 클러스터링 기술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이종 클라우드 SSO 기술

다중 클라우드 규모 가상머신 관리 기술

분산디스크 기반 대용량 스토리지 기술

다중 클라우드 규모 계층적 스토리지 기술

VLAN 기반 로컬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WAN 확장형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단일 노드 입출력 가상화 기술

다중 클라우드 입출력 가상화 기술

대용량 데이터 고속 전송 기술

무선망 기반 대용량 데이터 고속 전송 기술

클라우드간 연동 규격 및 표준화

공통 SLA 기반 클라우드 연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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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컴퓨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고효율 전원 공급 장치

2014

2015

친환경 전원공급 장치

저전력 SSD

저전력 SCM

메모리통합 저전력 저장장치 모듈

저전력 비디오카드

저전력 최적화 비디오 카드

저전력 서버

저전력 고성능 서버

SSD 스토리지

서비스
10G 기반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
및 제품
그린 OS
(Market
단일 클러스터급 그린 미들웨어
needs)

SCM 스토리지

메모리 통합 저전력 스토리지
40G 기반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
그린 모바일 OS

소규모 IDC용 그린 미들웨어

다중 IDC용 그린 미들웨어

그린컴퓨팅 솔루션
그린컴퓨팅 응용 시스템

그린
컴퓨팅
응용 기술

소형 IDC 인프라

중형 IDC 인프라

대형 IDC 인프라

소형 IDC 장비

중형 IDC 장비

대형 IDC 장비

소형 IDC 소프트웨어

중형 IDC 소프트웨어

대형 IDC 소프트웨어

탄소 소비량 추적 관리 기술
재활용/폐기물 관리시스템 기술
텔레컨퍼런싱 및 가상공간 협업 기술
소비전력 측정 및 기록

표준 모델 기반 소비 전력 측정 및 기록

표준 전력 제어 모델링

소비전력 인지형 전력 관리

전력 소비자원 표준모델링

전력 소비자원 상호 연동 기술

정책 기반 전력 모델링

컴퓨팅
자원관리
기술

표준 모델 기반 자율 관리
정책 기반 동적 전력 관리

단일 클러스터급 그린 미들웨어

소규모 IDC용 그린 미들웨어

전원 관리 SW 패키징

정책 기반 전원관리 SW 패키징

HW 내장형 하이퍼바이저
저전력 가상머신

다중 IDC용 그린 미들웨어
자율전원 관리형 SW 패키징
고효율 저전력 하이퍼바이저

전력 인지형 가상머신

자율 전력 관리형 가상머신

이동성 제공 가상머신

서버연동기반 이동형 가상머신

전력 인지형 이동형 가상머신

분산스토리지 기술

서비스 인지형 스토리지 자원 관리

자율 전원 관리형 스토리지 자원 관리

중복 데이터 형상 인식 기술
10G 기반 네트워크 가상화
멀티코어용 와트큽 프로세서

그린
컴퓨팅
인프라
기술

고효율 자율 전력 제어 시스템

중복 데이터 자율 관리

소비전력 인지형 데이터 자율 관리

40G 기반 네트워크 가상화

100G 기반 네트워크 가상화

매니코어용 밀리와트급 프로세서

저전력 SSD 스토리지 기술

저전력 SCM 스토리지 기술

메모리통합 저전력 스토리지 기술

밧데리 내장형 DC 서버

모듈형 소비전력 인지형 서버

소비전력 자율 제어형 서버

10GB 기반 저전력 네트워크

40GB 기반 저전력 통신 네트워크

스마트 쿨링 관리 시스템

고효율 자율 쿨링 관리 시스템

90% PSU

95% PSU

2.3 PUE

1.8 PUE

그린 IDC 표준모델

그린 IDC 인증

모듈(확장)형 데이터센터 기술

1.5 PUE

고밀도 저전력 모듈(확장)형 데이터 센터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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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술확보 전략

■ 휴먼컴퓨팅

감성 UX 인터랙션, 모바일 융합, 섬유·의류등 전통산업과의 융합 컴퓨팅 분야
IPR 선점과 상용화 동시 추진
● 감성 UX 인터랙션 기술
- 정보를 만지고, 느끼고, 자유롭게 소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rkatdj화, 지능화, 다기능화된 UX
인터랙션 기술 개발
- 시각 및 촉각 전달이 가능한 신개념의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 MEMS기술과 컴퓨팅기술을 융합한 활용모델 개발
● 모바일컴퓨팅 플랫폼
- 직물 보드 기반 의류형 플랫폼, 생체신호 처리 기반 착용형 플랫폼 개발
- 섬유/패션, 의료 분야와 협력
● 공공복지 서비스
- 신체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특화된 컴퓨팅 인터페이스
- 실용화 연구개발에 중점

■ 클라우드컴퓨팅

자체기술에 의한 표준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시범서비스 구축
●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기술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가상 데스크탑 제공 서비스
- 서비스사업자 연계 산학연 개발
● 모바일 클라우드 모바일 플랫폼 기술
-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
- 단말의 제약없이 개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퍼스널 클라우드 기술 개발
- 산업체 중심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매니코어 프로세싱 및 CPS 기술
- 대용량 데이터 처리시 확장성, 이질성 보장이 가능한 컴퓨팅 기술 개발
-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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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저장,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고도의 신축성을 갖는 M2M(Machine-toMachine) 클라우드 기술
● 클라우드 보안 기술
- 클라우드컴퓨팅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데이터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 지식정보보안 PD실과 협력 개발

■ 그린컴퓨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그린컴퓨팅 핵심기술 개발 및 그린IDC 테스트베드 구축
● 그린웨어 기술
- 전력 모니터링 및 절감 미들웨어 기술 개발
- 기존 컴퓨팅장비에 적용 가능한 저전력 솔루션 개발
● 컴퓨팅자원 고효율화 기술
- 컴퓨팅 성능향상 기술, 가상화 기술 개발
- 산업체 중심 연구개발 및 결과물 조기 상용화 추진
● 그린IDC 기술
- IDC에 적용 가능한 전력절감 통합솔루션 개발
- 그린컴퓨팅기술을 결집하여 수출 모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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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추진계획

01

기본 추진방향

● 기술개발 위험부담은 크지만, 다양한 분야에 기술파급 효과가 큰(High Risk, High Return) 차세대
컴퓨팅의 핵심 원천 IPR 확보 및 응용 서비스 모델 개발에 역점
-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개발 아이템 발굴을 위하여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의 기술기획을 병행
● 차세대컴퓨팅 전략분야별 차별화된 기술개발 추진
- 클라우드컴퓨팅은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를 시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
- 그린컴퓨팅은 기존에 개발된 기술은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그린솔루션 등 기존 컴퓨팅장비에
그린컴퓨팅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에 기술개발 역량을 결집
- 휴먼컴퓨팅 분야는 플랫폼 자체보다는 차세대 HCI 및 감성기술 등 핵심 IPR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중점 연구
● 미래 전략 산업화
- 국방, 헬스, 교육, 복지 등 공공분야 시범 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차세대 컴퓨팅 시장수요 개척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및 응용 솔루션 활용범위 확산을 위한 산업전시회, 경진대회, 로드쇼 등
국내외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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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개발계획

1

휴먼컴퓨팅 기술개발

■ 목표
● 정해진 형태와 입출력 기기를 갖춘 기존의 틀을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IT 환경 구축
- 의복, 액세서리 같이 항상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 개발
※「신경쓰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액세서리형 시스템, 직물기반의 시스템과 같은 신 개념의 컴퓨터 시스템 기술
개발
※ 현재의 키보드 및 마우스, 모니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 중점 연구 분야
테마명
휴먼컴퓨팅
응용서비스 기술

휴먼컴퓨팅
플랫폼 기술

감성 UX
인터랙션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개인용 헬스케어 기술
개인화 서비스 기술

’
10~’
15

공공복지 응용 기술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
임플랜터블 플랫폼 기술

’
10~’
15

협업형 단말 플랫폼 기술
감성 UX 인터랙션 플랫폼 기술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술

’
10~’
15

실감 인터페이스 기술

■ 추진전략
●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 인터페이스, 미래형 입출력장치, 의복 및 가전 등 전통적 주력산업과의
융합 단말 등 신개념의 융합화 기술개발 지속적 추진
- 섬유, 의류 등 전통산업과 세계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IT기술 융합을 통한 인간 친화적인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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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단말, 게임 콘솔 등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시장 요구사항과 차세대UI 핵심원천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IPR 선점과 상용화 동시 추진
● 공공분야 수요 조사로 적용가능 분야를 도출하여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
- 국방, 소방, 복지 분야 등의 요구사항 도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안) 마련
- 기존의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국민전체의 인터넷 이용율 76.3%에 비해 26.4%가 낮은 49.9%(2007년말 기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노령인구의 사회 적응 및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고령친화 산업은 2010년 2조원, 2011년 11조원 규모 전망 <보건복지부, 2005>
※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평균 수명의 증가(’
08년 남자 75.1세, 여자 82.3세)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
08년 1.2명)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진행 중

● 차세대컴퓨팅 기술 쇼 개최 등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을 통한 휴먼컴퓨팅 소개와 체험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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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기술개발

■ 목표
●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플랫폼/서비스 영역에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
※ 자체 기술에 의한 국가 표준 클라우드플랫폼 구축

■ 중점 연구분야
테마명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주요내용

추진기간

SaaS 플랫폼 및 Multi-tenant 기술
’
10~’
15

클라우드 응용 컴포넌트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기술
클라우드 분산 시스템 기술
N-Screen, 스마트그리드, 모바일 등 응용분야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
09~’
15

클라우드 보안 기술
인프라 자원 관리 기술
인프라 자원 가상화 기술

’
10~’
15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기술

■ 추진전략
●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등 핵심기술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R&D 역량을
집중
- 해외에서 이미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체기술개발 확보가 어려운 클라우드
기본 인프라는 오픈소스 및 확보 가능한 기술 활용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실시간 데이터 처리, 모바일 응용 확산을 위한 분산처리, 지능적 장애처리,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제공 등 고급 기술 확보에 주력
● 산업으로의 확산을 위하여 조기에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부에 오픈하여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들이 플랫폼 하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기술개발 결과를 테스트베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분야 수요창출 및 초기시장 활성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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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컴퓨팅 분야 기술개발

■ 목표
● 그린컴퓨팅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 중점 연구 분야
구 분
그린컴퓨팅
응용 기술

그린컴퓨팅
자원 관리 기술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탄소소비량 추적 관리 기술
재활용/폐기물 관리시스템 기술

’
09~’
15

가상공간 협업 기술
하드웨어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
고효율 저전력 미들웨어 기술

’
09~’
15

고효율 저전력 가상화 기술
그린 하드웨어 기술
그린 IDC 설비 기술

’
09~’
15

■ 추진전략
● 그린컴퓨팅 핵심 기반 기술 조기 확보
- 국내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그린컴퓨팅 인프라 기술, 컴퓨팅 자원관리 기술 등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반 확보
● 그린 IDC 설비 기술 및 솔루션 개발을 통한 그린 IDC 추진
- IDC 전체 전력 소모를 줄이는 통합 솔루션 기술 및 다양한 형태의 IDC에 적용되는 그린 IDC 통합
패키지 개발
- 산·학·연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을 그린 IDC 테스트베드를 통해 통합적으로 시험·검증
하여 개발 기술들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 반도체 메모리를 활용한 고성능 스토리지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로 차세대 스토리지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 추진
● 그린컴퓨팅 응용 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 라이프 스타일 구현
- 탄소소비량 추적 관리, 재활용/폐기물 관리시스템 등 친환경 라이프 싸이클 관리 기술 등 개발

840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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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컴퓨팅

03

’
11년도 중점추진 계획

■ 중점방향
● 단순히 보고 듣는 서비스에서 만지고, 느끼고, 기기와 소통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감성 UX 플랫폼 개발
● 클라우드 컴퓨팅 국내산업 육성이 가능한 모마일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기술 개발

■ 전략목표
● 모바일 폰, 디지털가전(TV), 타블릿 PC 등 향후 국내제품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핵심산업의
SW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미래 감성 ICT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한 감성 통합 UX SW 기술 개발
- 가전사업자, 단말제조사, 통신사업자, 응용 개발자 및 일반 개발자들 사이의 개방형 생태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 플랫폼 및 응용 개발 도구(SDK) 제공
● 웹3.0 시장 선도를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컴퓨팅 핵심기술 개발 추진
- 클라우드 플랫폼, 모바일 앱 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하여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IaaS) IPR 확보
및 국제표준화 선도
● 인간친화형, 친환경, 자율 네트워킹 등 N-Screening 및 스마트그리드 관련 클라우드컴퓨팅 응용
기술 개발 추진
-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친환경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개발 추진으로 그린
컴퓨팅과 융합을 지원하고 차세대컴퓨팅 기반 인프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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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계획
구분

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감성 UX 인터랙션
단말 기술

1

휴먼컴퓨팅

연구내용(요약)
감성 인지 단말 기술 개발
감성 UX 인터페이스 기술
단말간 서비스 연동 기술
감성 인지 단말 콘텐츠
감성 UX 인터랙션 표준화
실감형 햅틱 랜더링 기술

실감, 감성 미디어 지원
미들웨어 기술 개발

- 실감 감성 지원 햅틱(촉각) 렌더링 기술
- 햅틱 지원 리모콘 UX 기술

실감 미디어 압축 및 전송기술
- 미디어 부/복호화 및 동기화 기술
- 다중감각 미디어 획득 및 저장 기술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2

3

스마트 그리드 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스마트미터와 데이터 센터간 M2M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전력사용량 누적데이터 관리, 시간대별 수요처
소비패턴 분석 등 대용량 데이터 분산처리 기술

매니코어 가상화 기반의
대용량 IO 처리 기술

병렬 컴퓨터 아키텍쳐 시스템 구조 기술
매니 코어 기반의 병렬 가상화 처리 기술
고속 입출력 대역을 확장하는 PCI Express
기술
다중 가상머신 환경에서의 DB 최적화 기술

차세대 대용량 반도체 메모리
스토리지 기술

휘발성/비휘발성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기반
대용량 디스크 설계 기술
서버-디스크간 수십 Gbps급 초고속 데이터
전송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전력 효율화 하드웨어 구조 설계 기술
다중 스토리지 가상화 및 RAID 컨트롤러 기술
스토리지 자원 할당 및 관리 기술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기술

클라우드컴퓨팅

그린컴퓨팅

휴대폰과 클라우드간 컴퓨팅 연동 기술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 및 앱 기술
모바일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기술
모바일 가상화 기술

* 연구과제명(계속과제포함)은 예산심의결과 및 분야별 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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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대효과

01

기술적 기대효과

■ 차세대 컴퓨팅 세계적 위상 확립 및 차세대 IT 기술 선도
● IT 원천 기술의 종속성 극복 및 후발국가와의 기술 경쟁으로부터 우위 선점을 통하여 IT 강국의
국가적 위상 강화
● 클라우드컴퓨팅은 IT 및 산업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몰고올 핵심산업으로 기존의 컴퓨팅 사용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지향하므로 기업에게는 다양한 기술을 제안하고 산업화 할 수 있는
장을 제공
●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그린화 기술을 접목한 장비 및 솔루션 기술 개발 및 개별 상품화 또는
패키지 상품화를 통해 글로벌 IT 시장 선점 및 IT 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

02

경제적 기대효과

■ 휴먼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그린컴퓨팅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산업
● 기존 컴퓨팅 산업의 고부가 제품 위주로의 사업구조 전환과 신규수요 확대 및 새로운 수출 기회
제공
▼ 경제적 기대효과 ▼

(단위 : 천억원, 천명)

기대효과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유발

41

57

78

114

134

147

160

부가가치유발

22

30

41

60

70

77

84

고용유발

10

13

17

30

16

11

10

● 향후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시장초기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의 자체 솔루션 확보를 통해
기술종속을 탈피하고 수입대체 효과 달성 기대
- 클라우드컴퓨팅은 IT 전분야 및 타산업 전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통해 TCO를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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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컴퓨팅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의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
- 우리나라에서 지구 온난화와 CO2 배출 문제는 환경 문제이기에 앞서 경제 문제로 미래 국가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그린컴퓨팅 관련 신성장 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의 성장, 고용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03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자원을 빌려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새로운 IT 문화를 창달
- 원가절감을 통한 생존전략 차원으로 기업의 IT 인프라 유지보수 부담경감 및 사업 초기투자 비용
절감
● 저탄소 녹색성장 컴퓨팅 산업육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및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
- IT 부문의 친환경 활동 뿐 아니라, IT를 활용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교통 수요 감소, 환경 감시 및
예측, 첨단 물류 체계 구축 등을 실현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환경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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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참여 전문가 명단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1

KEIT

PD

임철수

기타

2

단국대

교수

나연묵

학

3

동국대

교수

김양우

학

4

ETRI

팀장

조일연

연

5

ETRI

팀장

김성운

연

6

ETRI

팀장

이전우

연

7

KISTI

책임

방영환

연

8

KETI

단장

박창원

연

9

KIST

선임

김수현

연

10

LGCNS

그룹장

이순환

산

11

SKT

팀장

윤종필

산

12

KT

부장

권순종

산

13

KEIT

책임

박용목

기타

14

KEIT

선임

최재훈

기타

15

KEIT

선임

조병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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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주요용어 및 약어해설
[B]
● BAN : Body Area Network

[C]
● CPS : Cyber Physical Systems

[E]
● EPG : Electronic Program Guide

[F]
● FAN : Fabric Area Network

[H]
● HCI : Human Computer Interaction
● HVAC : Heating-Ventilation-Air Conditioning

[I]
● IDC : Internet Data Center
● 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
● OUI : Organic User Interface

[P]
● 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
● PoE : Power over Ethernet

[R]
● RIA : Rich Internet Application

[S]
● SaaS : Software as a Service

[U]
● UMPC : Ultra Mobile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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