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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기술
개발및수용동향

03
본 장에서는 향후 e-비즈니스 관련 기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각 부문별 시나리오를 로

벌 조사기관인 가트너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미래

기술 발전의 향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 방향에 따른 기술의 로드맵을 디지털 융

합(Digital Convergence)과 연관하여 정리한 후, 각

부문별 기술 개요를 제시하고 기술들의 시장이 어떻

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e-비즈니스 관련

기술에대한이해를도울것이다. 

제 1절미래기술의메가트렌드

e-비즈니스의 기반이 되는 IT 분야의 미래에 대한

주된고민은다음과같은것이다.

·향후등장할기술은어떤것이고또한없어져버릴기술은어떤

것일까.

·현재주목받고있는기술은과연계속존재할수있는지, 그리

고언제상용화될것인가.

·IT 투자의가격대비성능을향상시킬수있는가장효율적인방

법은무엇인가.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업체의통합추세는어떻게진화할것

인가.

·기술발전에따라사람들의행동양식은어떻게변화할것인가. 

더구나 IT 측면에서 인프라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

이들고있고, 애플리케이션의개발을위한시간과비

용, 그리고 제 3자와의 안전한 연결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도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술 도입의 성

과를 재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너무 많은 기술이

많은업체에의해제공되고시장에유통되고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가트너가 2004년 하반기에 제시한

2009년까지커다란변화는다음과같다.

·핵심인프라는비용의절감을통해저가화되고튼튼해질것이다.

·네트워크는무선화됨과동시에보안의강화를통해더욱안전해

지고신뢰성을높여갈것이다.

·기기는전력소비를줄이고무선화되면서도항상정보와연결되

어있을것이고, 또한이러한정보를제공하는물리적제약사항

을극복하게될것이다.



·애플리케이션개발의경우, 저렴해지면서더욱고객및서비스

중심화될것이다.

제 2절기술의발전전망

IT 인프라는 1990년대 후반의 혼란스러운 분산 컴

퓨팅 환경에서 실시간 인프라(RTI, Real Time

Infrastructure)1)로 발전진화하고있다. IT 인프라가

RTI로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 민첩성이 증가

하고 IT 운 비용도 11~14% 정도로 감소할 전망이

다. 

서버란요청자의요구에대응하여서비스를제공하

는주체로서, 요청자가누구인가에따라하드웨어, 운

체제,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등이모두서버가될

수있다. 이러한서버의운 에있어서도가상화가진

행되고 있다. 운 체제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가상화

인 JVM(Java Virtual Machine)이나 운 체제와 하

드웨어 간의 가상화인 파티션(Partition) 등과 같이

서버 가상화(Server Virtualization)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서버 아키텍처(하드웨어-운 체제-데이터

베이스-미들웨어-애플리케이션)의 전 단계에서 일어

나고있다. 

서버의 가상화를 통해 IT는 사용한 만큼만 대가를

지불하는 유틸리티 컴퓨팅(Utility Computing)이 활

성화될 것이며, 기업은 기술 도입 및 운 비용을 낮

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프라에 신경 쓰

지않고애플리케이션을사용할수있게될것이다.

네트워크는 무선과 유선, 컴퓨팅과 커뮤니케이션의

복·융합화를통해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세상이

도래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물론 2007년까지는경

제적,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0년까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한 네

트워크융합이완성될것으로전망된다.

WAN(Wide Area Network)의 경우도 네트워크의

융합화에 따라 기업의 95%가 개별망을 통해 제공하

고 있는 음성과 데이터를 단일망을 통해 제공하는

WAN의통합화를시도하여2010년까지는40%가음

성과 데이터를 단일망으로 통합하게 될 것이다. 이러

한WAN의복·융합화에따라사용자기업은단일망

의 효율화 추구 및 보안에 주력하게 될 것이고, 장비

공급업체는 단일망 확산에 따른 경쟁이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통신 서비스 업체의 경우 개별망

사업자와의 통합이나 인수 합병이 진행될 것으로 전

망된다. 브로드밴드의 경우 2007년에는 무선 광대역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안, 단말기 표준화, 서

비스 제공 역 문제 등이 해결되어 브로드밴드 서비

스가활성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기기(Device) 측면에서 2007년까지예상되는변화

로는 무선 기능이 없는 단말기의 구매가 어려워질 것

이고, 이미 국내에서 확산된 카메라 기능없는 휴대폰

의 구매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며, 전자잉크(e-Ink)

로 인하여 많은 산업용 또는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

에있어서종이의훌륭한대체품이될것이다. 이외에

도 RFID는 스마트 객체의 선봉장이 될 것이며, 유닉

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의리눅스 마이그레이션도진행

될것이다. 

이러한 IT의 발전에 따라 사회에 여러 가지 향들

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먼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

력 대체의 규모가 커지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고, 전통적 산업의 소멸을 가속

화시키고 새로운 산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게 될 것

이다. 경제성있는실시간동 상전송기술구현에따

라 장소에 무관한 다양한 동 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고, 사용자는 기반 기술이나 구성요소를 의식하

지않고원하는서비스만을사용하게될것이다. 무선

인터넷 활용의 증대에 따라 제공되는 컨텐츠의 인증

과 개인정보 보안이 더욱 강조되고 중요시될 것이며,

모든 산업에 걸쳐 신기술의 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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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성장이 매우 빠를 것

으로 전망되나, 그만큼 불확실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있다.     

제 3절기술개요

e-비즈니스 기술분류 체계는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

계층구조에 따른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구

조에따른접근과함께e-비즈니스의가치사슬관점에

서의 접근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

체계에따라이루어진개별기술에대한정의및기술

은 이미 전년도 백서를 포함한 많은 곳에서 설명되고

있으므로 이번 장에서 상세한 부분의 기술은 피하도

록하겠다. 

이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미래 기술에 대한 기술전

망에 나타난 분류 체계인 인프라, 네트워크, 기기, 애

플리케이션의 분류에 따라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

는 신기술 8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상세기술에대한소개도이러한분류체계를따라설

명하게될것이다. 

물론 제시된 기술 이외에 새로운 기술의 발생과 퇴

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괄목할

만한 기술을 중심으로 되도록 단순하게 정리하 다.

특히 네트워크나 기기의 융합은 하나의 새로운 기술

개념보다는포괄적의미를담고있고, 이러한주제안

에서 네트워크와 기기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언급

하고자 한다. 분류 체계 별로 해당되는 기술은 <그림

4-2-1>을참고하기바란다. 

1. 인프라 관련 기술 개요 및 전망

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컴퓨팅은언제어디서나사용하는컴퓨

터 환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 안에 또는 사람과 연결된 사물 및 환경 속에 존

재하고 있고, 이러한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든컴퓨팅을구현할수있는환경을말한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이지향하고자하는모습은결국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듯 언제나 자유롭고 쉽게 컴퓨

터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의 유틸리티화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컴퓨팅은 기계가 중심이 되어 주로 계산

을수행하는것이었고, 이를위해사용자인인간은다

양한 기술을 습득하여야만 했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환경 속에 내재되어 있는 컴퓨터가 사용자

인인간의행동을인지하고, 이에따라필요한솔루션

을 제공하는 개념에서 기존의 컴퓨팅 환경과 많은 차

이점을보인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컴퓨터의 내재성(Embed

ded, Pervasive)과이동성(Mobility)을강화함으로써

구현할수있다. 내재성의경우초소형컴퓨팅기기를

사물이나 환경에 포함시켜 이로부터 정보를 획득하

고, 이정보를활용하여반응하는것으로서어느곳이

든컴퓨팅기기가존재하는환경이구성될것이다. 이

동성의 경우는 컴퓨팅 기기의 소형화를 통해 어디서

든지컴퓨팅이가능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유비쿼터스컴퓨팅을가능하게하는핵심기

술은 센서,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보

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센서, 프로세서, 커뮤니케

이션의 3가지 기술이 결합하여 환경을 스스로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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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e-비즈니스 주요 신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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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애플플리리케케이이션션



고 판단할 수 있게 하며, 인터페이스와 보안 기술로

사람과 컴퓨터 간의 자연스러운커뮤니케이션을가능

하게한다. 

먼저센서는외부의변화를감지하는유비쿼터스의

입력 장치로, 인간이 느끼는 시청각 정보는 물론 빛,

온도, 냄새 등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에너지를 전기신

호로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최근 무선

으로정보를주고받을수있는초소형태그로서바코

드를대체할RFID가급부상하고있다. 

프로세서의 경우는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

석하고 판단하는 장치로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운 체제는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간단한 구

조와신속성을위한실시간처리능력을가져야한다. 

사물 간 또는 사물과 인간 간에 커뮤니케이션 기능

을 위해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기술, 시시각각

위치가 변하는 사물들을 동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애

드혹 네트워크 기술이 요구되며, 모든 사물에 주소를

할당하기 위하여 43억 개의 IP주소의 확보가 가능한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도필수적이다.

인터페이스의 경우 인간 중심으로 가기 위하여 인

간 친화적이고 지능적인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 현

재의 키보드, 마우스, 화면 중심에서 모든 종류의 음

성, 인간의 표정이나 행동, 동작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주요할 것이고, 디스플레이 역시 사용

자가 움직이면 화면의 정보가 주변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유비쿼터스 디스플레이 네트워크화가될 것

이다.

이렇게다양한정보가제약없이공간에존재함으로

써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도 부각될 것이며,

따라서 보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생체정보, 행동

특징정보등이활용될것이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은기술과용도의상호작용에의

해 진화되고 적용될 것이다. 기기의 소형화, 저가격

화, 지능화를 통해 전자기기에서 일상용품으로 점점

확대적용될것이고, 시장의성장을통해현재모바일

기기 단계에서 나아가 일상용품 내재화 단계로 진행

되고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

전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표준화, 핵심기기 및 부품의

저가화, 안전한소프트웨어의보급, 정보의복잡성해

소를위한기술개발등의기술적문제와다양한비즈

니스모델의개발, 킬러애플리케이션의개발등경제

적인 과제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소

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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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림 1-3-2> 현재 컴퓨팅과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차이

컴컴퓨퓨터터
계산, 제어, 통신

인간이컴퓨터를위해센싱하고
인터페이스기능을제공

인인간간
인터페이스, 센싱, 통신, 판단

인인간간
통신, 판단

현현재재의의컴컴퓨퓨팅팅

주객체

부객체

유유비비쿼쿼터터스스컴컴퓨퓨팅팅

컴컴퓨퓨터터
센싱, 인터페이스, 계산, 

제어, 통신

컴퓨터가필요한정보를센싱하고
사용자에맞게인터페이스제공



나.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앞장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사

물에 부착된 기기를 통해 사물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

하고 주변 상황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로서 현재

가장대표적인것이바로RFID이다. 

센서는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구분되는데, 소리 센

서가 사람의 음성을 분석하여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처럼 센서 자체가 환경 인식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

를 가공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능동형 센서이고,

단순히 리더기를 통해 식별자 칩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수동형센서라할수있다. 

수동형 센싱 시스템에는 RFID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리더기를 통해 RFID 칩의 정보를 획득한

다. RFID는 작은 칩을 내장한 태그를 제품이나 기기

에 붙여 생산, 유통, 보관, 소비 등 전 과정에 대한 정

보를담는것으로, 이정보는RFID 리더기를통해유

선은 물론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다양한 통신회선과

연동돼관리시스템에사용될수있다. 

RFID 태그는 전원공급 여부에 따라 자체 전원을

내장하여다양한크기의메모리와최대100m 이내까

지판독이가능한능동형태그와내장전원이없어가

독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반 구적이고비용이 저

렴한 수동형 태그가 있어 여러 분야에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사용되고있다.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거리를 지원함으로써 보안, 자산관리, 동물식별

등에 사용되는 저주파 시스템과 철도차량 추적, 자동

통행료징수시스템등에사용될수있는고주파시스

템이있다. 정부에서는현재저주파시스템만을국내

에 허용하 으나고주파 주파수도 분배할 계획이어서

이와 관련된 제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솔루션이 등장

할것으로보인다.

기본적인 RFID 시스템은 RF 태그라고 불리는 고

유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저장하는 트랜스폰더와해독

기를 가진 송수신기인 리더기 및 호스트 컴퓨터와의

응용 부문으로 구성된다. 태그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서 안테나는 무선 신호를 방출하고 그것을 통하여 데

이터를 읽거나 쓴다. 안테나는 태그와 송수신기 사이

에 시스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통신을 제어하는 통

로이다. 

안테나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개 일정 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태

그 데이터를 받거나 고속도로 교통상황 감시 등을 위

해 요금 징수 장소 등에 설치 된다. 가끔 안테나는 송

수신기 및 해독기와 함께 일괄 형태로 구성되기도 하

는데 이러한 형태를 통해 휴대용이나 고정 설치기기

로구성할수있다. RFID 태그가전자장지역을통과

할 때 리더기의 활성화 신호를 찾게 되며, 리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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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동형 능동형

사례 RFID, 액티브뱃지 스마트더스트

주체-객체간 표준적접근 비표준적접근

인터페이스 (지능형인터페이스불필요) (지능형인터페이스중요)

도입시기 빠른도입예상 도입지연예상

<표 1-3-1> 능동형과 수동형 센서 시스템

기술대안 센싱객체 센싱주체 무선기술

RFID 기술 RFID 태그 RFID 리더기 LF, HF, UHF

액티브뱃지 액티브뱃지 뱃지센서 적외선

바코드기술 바코드 바코드리더 적외선

<표 1-3-2> 수동형 센싱 시스템

자료 : IDTech Ex. 2004.

<그림 1-3-3> RFID 시장 전망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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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의 집적회로에서부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고 처

리용호스트컴퓨터에데이터를전달하게된다.

RFID 시장은 세계시장의 경우 2005년 8조 6,000

억원 규모에서 200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되며, 세계 시장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

는 국내 시장의 경우 2005년 4,500억원 시장에서

2007년 1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60%이상의 높은

성장률이예상되고있다. 

RFID는기능적측면과비용적측면에서향후의발

전가능성에관심이몰리고있다. 우선기능적측면에

서는 현재 가장 널리 검토되고 있는 방식이 수동형

RFID 칩이다. 현재는고정된개체인식코드획득수

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주변 환경

인지기능, 개체간통신기능, 상황인지정보처리능력

등이 부가되어 유비쿼터스 센서로서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전자 태그가 소

형화지능화하는데비해, 가격은수센트대로저가화

될것이라는예측이지배적이다. 

따라서 물류, 유통 분야 뿐만 아니라 동물관리, 환

경, 재해예방, 의료관리, 식품관리 등 실생활에서의

활용도 확대될 것이다. RFID의 현재 가격은 수동형

태그의경우40센트에서10달러범위내이고, 능동형

태그의 경우는 5달러에서 수백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가트너 등 로벌 조사기관의 예상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RFID의 공급가격이 5센트 대로 하락

할것이며, 이에따라RFID 보급범위와적용분야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 RFID 주파

수 대역에 대한 국제표준이 결정되면, RFID 시장의

발전가능성은매우크다고판단된다.

2. 네트워크 관련 기술 개요 및 전망

가. 네트워크 융합(Convergence)

네트워크융합이란급변하는경 환경에대처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변화를 의미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

합, 유선과 무선의 융합,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이 핵

심이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

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의 융합과 다양

한기기인전화, TV, PC, 가전등과같은사용자단말

의 통합과 이러한 단말에 융합된 네트워크를 통해 유

무선, 통신및방송서비스를통합해서전달하는서비

54 2005 -비즈니스백서

제3장
e-비즈니스기술개발및수용동향

<그림 1-3-4> 네트워크 융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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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융합 및 이를 통한 산업 분야의 합병, 제휴 등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에 의해 그 융합이 가속화

되고있다.

<그림1-3-5>에서보는바와같이향후디지털융합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융합 구성은 NGN(Next Ge-

neration Network)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차세대네트워크는5개의계층에의해구성된다.

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

(1) 무선인터넷서비스의특장점

무선 인터넷 서비스란 휴대용 무선 단말기와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데이터

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를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있다. 유선인터넷과달리케이블이필요하지않은

무선 연결방식이면서 동시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이동하며사용할수있다는두가지의미를동시

에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무선 인터넷은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 의미를 정의

할수있는데, 협의의무선인터넷은이동통신을기반

으로하는전통적인무선인터넷을뜻하며, 광의의무

선 인터넷은 이동통신 기반 무선 인터넷 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나 PDA 등의 이동형 컴퓨팅 단말로 인터넷

접속이가능한공중무선LAN 서비스나최근국내에

서도큰주목을받고있는휴대인터넷서비스등과같

이 광대역 무선 통신 기술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

을폭넓게포함한다.

과거에는 이동통신 기반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

만을 무선 인터넷이라고 불 으나, 최근에는 무선 통

신기술및휴대단말기기술이빠르게발전하면서무

선으로 인터넷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이

에따라무선인터넷의개념역시광의의개념으로확

장되지않으면안될것으로보인다. 

무선 인터넷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최근규제완화및서비스번들화추세에따라이동통

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 역이 다른 전통적인 유

선통신사업자들도공중무선LAN 서비스나플라리

온의 Flash-OFDM, 어레이컴의 i-Burst 등 MBWA

(Mobile Broadband Wireless Acess) 기술들을 이용

하여 조만간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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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B : Personal Mobile Satellite Broadcasting, GMPCS : Gener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MMMB : Multi Mode Multi Band, SDR : Software Defined Radio

<그림 1-3-5> 네트워크 융합에 의한 네트워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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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서비스나MBWA 기술은아직관련기술, 시장,

비즈니스 모델 등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의 전망 또한 불투명해 여기서는 협의의 개념만으로

무선인터넷의범위를한정하고자한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과 비교하여 이

동성 및 개인화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이라

는 네트워크가 가지는 개방성, 양방향성 등의 속성도

동시에가지고있다. 무선인터넷의기술적, 비즈니스

적특징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무선 인터넷은 장소와 이동에 제약을 받는 유

선인터넷과달리언제어디서든이용할수있어신속

한정보취득이가능하다. 유선인터넷의경우인터넷

에연결된PC가있어야하므로정보에접근하기위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휴대폰은 크

기가작고가벼워몸에항상소지할수있으며가격이

PC나 노트북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선진국의 경우

개인필수품수준에이른기기이다. 

둘째 무선 인터넷은 단말기의 사용자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이가능하며, 사용자의현재위치정보등을활용하여

지리정보 서비스나 위치기반 서비스, 내비게이션, 목

표 광고/마케팅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다. 뿐만아니라유선인터넷은사용하는동안만인

터넷에 접속하여 세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로하는시점에필요한정보를요구하는풀(Pull)

형 서비스가 대부분인 반면, 무선 인터넷은 단말기가

항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푸시

(Push)형서비스를용이하게제공할수있다.

셋째 무선 인터넷은 유선 인터넷과 달리 유료 서비

스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이동통

신업체 중심의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된다. 무

선 인터넷의 주요 수익원은 네트워크 접속 사용료 정

도이지만,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포털 사이트

를 통하여 컨텐츠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때

문에부가수익창출측면에서보다유리하다.

넷째 무선 인터넷 단말기로 사용되는 휴대폰은 사

용자가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되

기 때문에 전송속도, 화면크기, 키 패드 크기, 저장용

량, 배터리, 프로토콜 등의 측면에서 유선 인터넷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기술적 기반으로 서비스된다.

입출력 인터페이스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은 유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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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차세대 네트워크에 의한 유무선 통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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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애플리케이션과는다른 관점에서 이해되고 추진

되어야한다.

(2) 차세대무선인터넷기술

이러한 전통적인 이동통신 기반 무선 인터넷 서비

스와경쟁할수있는새로운무선인터넷기술들에대

하여살펴보고발전전망을예측해본다.

(가) 무선LAN

무선 LAN은 본래 중소규모 근거리 통신망 구축용

으로개발된기술로, 공중망용도로응용한공중무선

LAN 서비스는 2002년까지 주로 중소규모 수준의

WISP(Wireless Internet Service Provider)들에 의

해일부지역에서서비스되는수준에그쳤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2003년부터는 전국적 고객 기반과 인지

도를 가진 버라이존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

AT&T 와이어리스(AT&T Wireless), 스프린트PCS

(Sprint PCS), 싱귤러(Cingular), 넥스텔(Nextel),

T-모바일(T-Mobile) 등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이 공중

무선 LAN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서 최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KT와

하나로통신의대규모투자에힘입어공중무선LAN

핫스팟 구축에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

으며, 이웃 일본도 공중 무선 LAN 서비스 제공에 큰

관심을가지고있다.

무선 LAN은 최대 11~54Mbps의 전송속도를 제

공할수있어한때이동통신기반무선인터넷서비스

와 경쟁하는 대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도 한다. 그러나 무선 LAN은 주파수 라이센스 비용

이 들지 않고 장비 구축비용이 저렴한 반면, 차량 이

동성을 지원하지 못하고 액세스 포인트 당 서비스

역이 100m 내외로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이

동통신 기지국과 동일한 서비스 역을 확보하려면

700배나 되는 막대한 백홀 비용이 소요되어 실질적

으로 특정 핫스팟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단점을 가지

고있다. 

이로인해아직까지전세계적으로성공적이라고평

가할 만한 수익모델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무선

LAN은무선인터넷서비스와경쟁할수있는대체재

라기보다는기존이동통신서비스의낮은대역폭단

점을대신해줄수있는보완재로보는것이일반적인

견해이다.

(나) 휴대인터넷

휴대 인터넷인 MBWA(Mobile Broadband

Wireless Access)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전

국적 규모 휴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파수

배분, 기술방식및서비스제공시기에대한논의가진

행되고있다. 

휴대 인터넷 기술방식으로는 어레이컴(ArrayCom

m), 플라리온(Flarion), IP와이어리스(IPWireless),

나비니 네트웍스(Navini Networks) 등 여러 업체들

의 독자 기술 기반 솔루션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컴스피드(CommSpeed), 에어밴드(air

Band), 타워스트림(Towestream) 등의 중소 무선

ISP와통신업체가중소기업또는가정가입자들을대

상으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 인

터넷기술도입을추진하고있으며, 일부업체는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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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항목 2.5/3G 무선LAN MBWA

기술표준 WCDMA, cdma EV-DO IEEE 802.11 IEEE 802.20

주요애플리케이션 회선(음성) 전송 패킷(데이터) 전송 패킷(데이터) 전송

주파수대역 2.7GHz 이하(면허) 2.4/5GHz (비면허) 3.5GHz 이하

기지국 역 최대20km 100m내외 최대15km

사용자당전송속도 300K-3Mbps 300K-5Mbps 1-4Mbps

이동성 차량이동 저속보행 차량이동

<표 1-3-3> 무선 인터넷 기술들의 상호 비교

자료 : IITA 2003



필드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 

국내 휴대 인터넷 기술 방식은 HPi라는 국내 기술

표준을 사용할 계획으로, 이미 시제품을 개발하여 시

연에성공하 다. 휴대인터넷기술은각사용자별로

차량 이동 속도에서도 최소 1Mbps 전송속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셀룰러 기술과 마찬가지로 음성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QoS, 핸드 오프, 로밍

등의기능도제공한다. 그러나아직까지각업체의독

자기술 방식만 제안되고 있어 기술 선택에 있어서 혼

선을 빚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휴대 인터넷 기술 표

준화를 위해 IEEE 802.20 워킹그룹이 결성되어

2005년 표준화 완료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관련 업체 간의 이견이 많아 표준화 완료까지

는상당한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된다.

IEEE 820.20 무선 인터페이스 방식으로는 현재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와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CDMA는 LOS(Line

of Sight) 환경이 필요하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장비

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정 가입자들에게

보다 적합하고, OFDM은 서비스 대역폭이 높고 셀

크기도 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입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비니 네트웍스와 IP와

이어리스가 CDMA 방식을 지지하고 있으며, 애퍼토

네트웍스(Aperto Networks), 알바리온(Alvarion),

빔리치네트웍스(BeamReach Networks), 플라리온,

넥스넷 와이어리스(NextNet Wireless) 등은 각 사의

독자적인OFDM 기술을사용하고있다. 국내의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삼성전자가OFDM 기

술 기반의 휴대 인터넷 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하여 상

용화하고있다. 

휴대 인터넷 기술과 유사한 기술로 최근 시속

120km~150km 가량의 차량 이동성을 지원하는

IEEE 802.16e 표준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IEEE 802.16e 표준은2~11GHz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고정 광대역 무선 접속 표준인 802.16a의

확장표준으로, 기존 IEEE 802.16a가이동성을지원

하지 않는 반면, IEEE 802.16e는 GSM/GPRS/

CDMA와마찬가지로기지국간핸드오프, 로밍그리

고차량이동성을지원한다. 

58 2005 -비즈니스백서

제3장
e-비즈니스기술개발및수용동향

<그림 1-3-7> 기기 융합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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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EEE 802.16e는 기본적으로 고정 광대역

무선 접속 시스템인 IEEE 802.16 기반 인프라 위에

구축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전국적인 유비쿼터스

서비스 역을 갖기 보다는 가입자가 많은 특정 서비

스 지역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홀 또는 인터넷 접

속 서비스 제공을 위한 틈새시장 용도로 사용될 것으

로예상된다.

3. 기기 관련 기술 개요 및 전망

가. 기기 융합

정보단말 주변환경 및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기기의기능통합및기기간커뮤니케이션의방

향으로융합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이와같

은 기기의 융합화 현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유비

쿼터스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기존 단말기의 기능

이 통합되고 이동성 보장을 위하여 소형화되면서 경

량화되는현상을의미한다.

디지털 기기의 기술적 진화는 기능의 복합화 및 IP

기반 네트워크 기능 추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의 복합화는 음성과 상용 가

전제품의 기능 통합, 각종 다기능 제품 출현 및 디지

털화에 의한 소형 및 다기능 기술의 발달로 현실화되

고있으며, 이는기존의업체들이가지고있는역량을

복합화함으로써 우위 역량을 가지는 부분이라 하겠

다. 예를들어디지털카메라생산기술과휴대폰생산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 복합기능인카메라폰을

생산해 기존 휴대폰 생산기업에 대한 우위역량을 가

질수밖에없을것이다. 

네트워크화는 독립적으로 인식되었던 가전제품 간

의네트워크구축을의미하며, 이는음성/ 상용가전

제품과 컴퓨터 기능을 결합시킴으로써가능해지고있

다. 특히아직까지표준이명확히결정되어있지않은

상황에서표준에대한각기업간의경쟁이매우치열

한 부분이다. 네트워크화된 가전제품 시장은 아직 소

비자의 확실한 호응이 다소 부족한 초창기 시장이지

만, 디지털 기기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시장을확대해갈것으로예상된다.

디지털 기기의 대표격인 휴대용 단말의 경우, 향후

발전 방향이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부가되면서 기본형 모델, 비주얼 폰, 고속 데

이터통신을사용하는PDA형모델등이동시에소비

자들에게선호될것으로예상된다. 

기본형의 경우 2세대나 2.5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가능한 음성전화와 사진메일 등 한정적인 인터넷 기

능에만족하는소비자층위주의제품으로, 통신가격

의 저하와 함께 음성인식 기술 등 인터페이스 기술이

고도화되어야만본격적인 인터넷의 활용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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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디지털 기기의 기술적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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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셋 스마트폰기기 통신PC 카드폰 노트북

대역폭증가 대역폭증가



이다. 따라서 MPEG4 등의 상 압축기술 및 모바일

용송신기술이주요기술과제라고할수있다. 

비주얼폰의경우는 3세대기술을기반으로화상전

화나 상 기능이 확장된 형태이며, 동 상 메일, 

상, 음악, 게임 등 정보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멀티미

디어단말기화되어간다. 블루투스나무선LAN과연

계된 근거리 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기기 간의 연결

기술이주요한기술과제라고할수있다.

PDA형 모델은 무선 LAN과 3세대를 겸용하면서

고속의대용량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기기로서, 기

업의 업무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기기이다. PDA형

모델의 경우 3개 이상의 인공위성과의 거리를 기반으

로 위치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조할 수 있는 GPS 기술과 ID카드, 금융결제, 상저

장, 티켓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UIM

User Identity Module)카드기술이요구된다.

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란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지능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들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장착된 마이크로 프

로세서를 통해 경량화, 최적화되고 높은 기기의 신뢰

성을가질수있으며다양한멀티미디어의지원이가

능해지고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수있으며또한전력소비의최적화를통해저

전력화되어 간다. 이러한 기능이 구현됨으로써 무선

게임, VOD(Video on Demand), m-커머스, 상전

화, 무선인터넷, 멀티미디어 메세징 등 보다 진보된

서비스가 가능해 질 수 있다. 현재 세계 마이크로 프

로세서 생산량 중 97%가 컴퓨터가 아닌 다른 기기에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에대한수요가존재하는지파악할수있다.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는 사회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기기

에 의해 방범이나 방재 등의 예방효과와 정보가전에

활용하거나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기를 구성하

고 PDA와 같은 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운용시스템을

구성한다. 또한다양한휴대용유통지불수단을제공

하며 교통정보의 제공을 통한 운전자의 편리성 제공

및 자동차 분실 방지 등의 기능도 수행 할 수 있게 된

다. 군사, 항공장비는물론이고의료장비에활용되어

빠른 응급의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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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활용 추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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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환경감시등에도활용되게된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플랫폼은 규모에

따라 표준형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마이크

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더 작게는 나노 임

베디드소프트웨어플랫폼으로구성되게된다.

현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활용 추세는 홈 서버

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홈에서부터 유비쿼터스 서비

스가 가능한 스마트 타운까지 광대한 범위에서 활용

되고있고또한활용범위가확대되고있다.

임베디드소프트웨어를위한시장은새로운산업으

로 각광받고 있고 특히 과거의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운용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된

신산업을구성하고있다. 따라서기존의시스템통합

(System Integration) 서비스나 혹은 패키지 소프트

웨어 시장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이 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 산업

분야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기를 위한 운용시스템 시

장에서우위를선점할수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은 진입 단계에

있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성장기에 접어든

윈도우CE나임베디드리눅스분야및성숙한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VxWork, pSOS, VRTX, QNX에서

쇠퇴해가는 시장인 제어 및 모니터 소프트웨어까지

구성되어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네트워크 기능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포함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플

랫폼기술이현재가장중요하게대두되고있다.

4.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술 개요 및 전망

가. 웹 서비스

웹서비스란 인터넷이란 공개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단일 또는 다수 비즈니스의 기존 애플리케이션 시스

템을 표준 기술로 결합시켜, 이러한 표준기술을 이용

해모든비즈니스를가능하게하는것이다. 

웹서비스는언제어디서나어떠한환경에서나원하

는정보나응용기능또는서비스자체를제공해주는

총체적 서비스이다. 또한 기존의 다른 소프트웨어처

럼완벽한정의를지정하여구성하는것이아니라, 서

로 주고 받는 데이터 표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

써매우유연하고서로간에이질적인운 시스템, 이

질적인 프로그램 언어 간의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극

복해주는연결고리역할을해주는것이다.

결론적으로 웹서비스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표준

화된공개네트워크를통해기업내또는기업간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결합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으

로, 이를통해기업의수익증대와비용절감이이루어

지도록지원해주는활동이라고정의할수있다.

웹서비스의 특징으로는 첫째, 시스템 구조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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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0>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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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들 수 있다. 과거의 메인프레임 또는 기존 클라

이언트/서버 방식은 폐쇄적이고 서로 묶여져 있는 시

스템이었다. 그러나 웹서비스는 유연한 구조와 서로

이질적인 데이터 표준을 통하여 유연하게 통합되고

운 된다.

둘째, 사용의 편리성이다. 웹서비스는 플랫폼에 구

애를 받지않고 서비스되기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연

결할 수 있는 유무선 단말기, 웹 등을 통해 시간과 장

소에상관없이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한

다. 셋째, 웹서비스는 통합 환경을 제공한다. 기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

이 가능해지거나 자동화될 수 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

해 줌으로써 기업 또는 비즈니스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수있다. 또한웹서비스는비용면에서도효율

성을 제공한다. 웹서비스는 분산 시스템의 애플리케

이션 간 통합을 개발 툴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이행

함으로써개발시간단축을통하여인건비및운 비

용을 절감시켜주고, 상호 연결된 작업을 훨씬 유연하

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 프

로세스를효율적으로개선해준다.

현재 추진중인 웹서비스 표준 규약에서 웹서비스

아키텍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표준은 <그림 1-3-

12>와같다. 

나. 생체 인식 및 보안

정보화시대에는인터넷의확산으로원하는정보를

수집, 분석 및 가공하는 일이 편리하게 되었지만, 한

편으로 개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

거나파괴되는심각한보안문제가제기되고있다. 또

한 국가의 중요 정보와 전자상거래 등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도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기 관련 및 개인 데이터

에 대한 접속 제한을 목적으로, 그 필요성이 크게 부

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체인식(Biometrics) 기술이

다.

생체인식이란 생리적(Physiological) 또는 행동

(Behavioral) 특징을 기반으로 신원을 자동 인식하는

것으로, ATM(Automated Teller Machines), 휴대

폰, 스마트카드, PC, 워크스테이션및네트워크의불

법 사용이나 불법 접속을 방지할 수 있어 잊어버리기

쉬운 기존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이나 패스워드, 그리고 위조, 도난 및 분실될 가능성

이 있는 여권과 운전 면허증 등의 토큰 기반 인식 방

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생체인식 기술은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개인 인증

기법보다훨씬높은기술적우위를가지고있으며, 프

로세서의 성능 향상에 힘입어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

다. 이와 같은 기술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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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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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2> 웹서비스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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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ervice Description Lan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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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데이터유형,
개발



간경쟁과연합이가속화되고있다. 기존제품은사용

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제품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분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체인식 기술을 둘러

싼사회문화적환경도급격히변화하고있으며, 특히

9.11 테러사건이후생체인식기술을활용한보안관

련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

고있다.

선진국을중심으로앞다투어생체인식기술의표준

화나 생체인식 제품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가장큰시장을형성하고있는미국은정부의표

준화 및 성능평가 기준 개발 등의 지원정책을 바탕으

로세계시장을주도하고있다. 그러나생체인식산업

은전세계적으로초기단계에있고, 기술선도국과후

발국간의기술격차가크지않은분야이기때문에 IT

인프라가 비교적 탄탄하게 정립된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있는유망분야라할수있다.

생체인식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증(Verification)과 인식(Identification) 두 가지로

나눌수있다. 인증은개인이주장한신원을확인하거

나거부하는것과관련되며, 인식은어떤사람이개인

의신원을입증해야한다. 이러한각각의방법은특유

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생체인식 시스템에

의해가장잘해결될수있다. 

생체인식시스템은본질적으로사용자가가지고있

는 특정 생리적 또는 행동 상의 특징을 측정해 그 결

과를 사전에 측정한 특징과 비교하여 그 확실성을 결

정함으로써 개인을 인식하는 패턴인식 시스템이다.

실용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으

로, 맥락에 따라 생체인식시스템은 인증 시스템이나

인식시스템중하나가될수있다.

생체인식협회는 생체인식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범

주로구별하고있다.

·물리적/생리적생체인식: 얼굴, 지문, 홍채, 체취, 귀형상, 손가

락모양, 손모양, 손바닥, 망막, 정맥분기모양

·행동적생체인식: 키두드리기행동, 서명인증, 발화자인증과

같은학습된특성

현재 지문, 홍채, 망막 스캐닝, 음성, 얼굴 모양 및

손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생체인식 시스템이 실시간

인식에 이용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되고 대중적인 지

문스캔외에도최근에는얼굴과홍채스캔등의시장

이확대되고있다.

생체인식인증매커니즘은전형적으로등록과검증

이라는 두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다. 생체 인식을 처

음사용할때각개인은허가된이용자임을검증해주

는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이용자의 생물학적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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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구분 보편성 유일성 내구성 수집성 성능 수용성 속이기

얼굴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지문 보통 높음 높음 보통 높음 보통 높음

손모양 보통 보통 보통 높음 보통 보통 보통

키두드리기 낮음 낮음 낮음 보통 낮음 보통 보통

손혈관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높음

홍채 높음 높음 높음 보통 높음 낮음 높음

망막스캐닝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서명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음성 보통 낮음 낮음 보통 낮음 높음 낮음

얼굴온도 높음 높음 낮음 높음 보통 높음 높음

<표 1-3-4> 생체인식 기술의 장단점

출처: IITA 2003



획득된다. 센서로 획득한 아날로그 정보는 디지털 형

태로 변환되며, 이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등록 시 저

장된생체인식형판과비교된다.

비교 알고리즘은 디지털 형태의 정보가 저장된 형

판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결과를 산출한다. 만일

결과가 수용범위에 든다면 확증 반응이 주어지고, 수

용할수없는범위에든다면부적반응이주어진다. 수

용범위는각생체인식방법에따라다르다. 

이상적인생체인식특성은보편성, 유일성, 내구성,

수집성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실제

로 이런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생체인식 특성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생체인식의 특성

을7가지요인으로평가한결과는<표4-2-4>와같다.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얼굴 스캔의

경우는 대규모의 시민권 ID, 경계 및 법 집행과 관련

된애플리케이션에적용되고있다. 얼굴스캔은1:1의

개인 인식보다는 대부분 1:N 환경에서의 특정 얼굴

이미지를 인식하는 쪽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 업

체들이 PC 로그인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아직

기술적완성도가부족한상황이다. 

홍채스캔은전통적으로높은수준의보안이필요한

곳의 신체적 접근에 적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데스

크톱으로 적용 분야가 이동하고 있다. 미국, 국, 네

덜란드 및 아이슬랜드와 같은 국가의 공항에서 적극

이용되고있으며, 또한많은개발도상국이국가적차

원에서1:N 애플리케이션을위한홍채스캔기술도입

을고려하고있다.

생체인식과관련된주요이슈는다음과같다.

첫째 사회 전반에 걸쳐 생체인식 기술을 활발히 적

용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도입 초기에는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주거나 정부가 자원 배급자의 역할을 함으

로써이익을주는전략을취하고, 그이후에는이용자

스스로 강력한 인증수단으로 발전된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정부가 규제와 과세 역할을 하는

반대의전략을취하는것이다.

둘째 생체인식 인증을 초기에 도입했던 기관이나

업체는 이용자들의혼란이나 제약사항 등에 대응하여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솔루션 개발업체

는 자신들의 현재 기술을 고객이 최상의 기술로 생각

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용자들이 식

별, 인증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바를그들의입장에서정확히읽어야한다. 

셋째 이용자에게 과중하고 부담스러운 생체인식기

술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반발로 암시장

이나 음성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ID 도

용이나 생체인식 판독기를 속이는 사례도 보고되는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자에게 생체인식방법을 의무적으

로 이용하도록 자극하면 인증의 효율이 낮아지는 것

은 물론, 낮아진 생산성과 지속적인 악화를 보상하기

위해추가비용이소요될것이다. 

넷째 국제 표준화 이슈를 들 수 있는데, 표준화는

시장의 성숙과 신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애

플리케이션과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및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표준화

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ID 도난방

지, 국가보안, 보건, 기업망, 다중운 체제아키텍처

등 각기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더욱 발전된 표준

기반의 보안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현재

생체인식 시스템 간 호환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부

분에대한표준API, 성능평가를위한표준, 인증모듈

인터페이스 표준, 생체인식 데이터 표준 등의 표준화

가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생체인식 시스템의 성능 한계, 등록 무

결성, 등록 품질, 인공 조형물을 이용한 속임수, 행동

적 생체인식의 모방, 형판의 무결성/비 성, 부정한

절취/재연, 생체인식의 무작위성, 생체인식의 공개와

검증, 생체정보유출시대책, 스마트카드에생체정보

저장, 그리고시스템안정성문제등생체인식시스템

의 응용 보안 이슈 및 생체정보의 도난, 관리자나 운

용자의오용및개인정보의누출등사용자보안이슈

가지속적으로검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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